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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성인 여성들의 비만 경험 사례를 통해 몸의 표준화가 초

래하는 건강 및 섹슈얼리티의 정상화 양상과 이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행위

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시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

로그램,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 그리고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에 참여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류학

적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만이 본격적으로 질병의 지위를 부여받고 의료화됨

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몸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비만 혹은 뚱뚱한 

몸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성들

에 비해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해왔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체적 시공간 안에서 비만(obesity)과 뚱뚱

함(fatness)의 의미가 어떠한 상호작용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고 있는지 살

펴봄으로써 비만이 여성들의 문제로 자리 잡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히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의료적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공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측량 

및 표준화가 비만과 뚱뚱함을 특정하게 의미화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과 

섹슈얼리티를 정상화하는 양상을 탐구한다. 둘째, 결코 완전히 표준화될 수 

없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몸 경험에 근거하여 비만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행

위성이 발현되는 방식을 조명한다.

  우선 비만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두 가지의 표준화에 동시적으로 노출되

어 있다. 보건의료적 공간에서 비만을 진단하는 방식이 체질량지수(BMI) 중

심에서 체성분 검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비만(obesity)은 곧 체지방률이 

표준범위를 벗어난 상태에 대한 진단으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

해 외적 체형만으로 알 수 없는 비만의 위험은 과학적 수단에 의해 발견되

고 전문가들에 의해 진단되어야 하는 현상이 되는데, 보건의료적 실천에서 

작동하는 젠더적 편견과 제도적 관행에 의해 위험집단은 성인 여성으로 특

정되게 된다. 또한, 체지방률의 표준범위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산출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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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 몸’의 관념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건강은 생물기계론적 사고 하에서 

측량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으로 사고된다. ‘건강한 몸’의 

표준이 곧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탄탄한 몸’과 동일시되면서 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자율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들은 몸에 대한 

내적 자기감시를 심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뚱뚱함(fatness)은 기성복의 표준 사이즈 범위를 벗어난 

몸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개념화된다. 기성복의 표준 사이즈 체계 역시 국

민체위조사를 통한 ‘평균적 몸’의 산출에 근거하며, 특히 여성복의 경우, 

표준 사이즈의 범위가 비현실적인 44·55·66 체계에 머물러 있어 남성복 

사이즈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상적 의례를 수행하는 데에 필

수적인 옷을 구하지 못하는 뚱뚱한 여성들은 사회적 장에서 쉽게 비가시화

된다. 또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표준 사이즈 범위 안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적절히 연행(perform)

하는 일과 같다. ‘여성적 몸’의 표준에 몸을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자 

하는 여성들은 ‘기성복이 맞는 몸’을 욕망하게 된다.

  이토록 몸의 측량 및 표준화는 사회적 규범을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으

로 물질화하여 결과적으로 몸의 정상화를 초래한다. 즉, ‘건강한 몸’과 

‘여성적 몸’의 표준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거나 배제 당하지 않기 위한 여성들의 은밀하고 사적인 자기감시

를 심화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두려움을 사적인 욕망으로 변모시켜 여성

들 스스로가 강박적으로 몸을 정상화하도록 만드는 현대 한국사회의 현상

을 ‘내밀한 표준화(intimate standardization)’로 칭하고자 한다.

  내밀한 표준화가 늘 성공적인 프로젝트인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의 삶

을 살아가는 몸은 칼로리의 섭취와 소모만으로 기계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다. 유전, 출산, 노화, 질병 혹은 사고, 노동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측량 불가능한 삶의 우연적 변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몸에 대

한 강박에 사로잡힌 여성들은 자기학대적 몸 관리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몸 경험의 우여곡절 속에서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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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상적 삶의 감각을 존중하는 ‘주관적 건강’을 개념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비만을 경험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충분한 집단적 공감을 얻

지 못하고 쉽게 좌절되는데, 이는 즐겁게 먹고 활동적 삶을 즐기는 개인적 

실천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플러스사이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내세워 공

통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사회적 장에 드러낸다. 

‘여성적 몸’의 표준에서 벗어난 몸들을 긍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시화하는 

실천에서 섹슈얼리티의 표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플러스사이즈 운

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특정한 방향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

러한 몸도 저러한 몸도 모두 여성의 몸이라는 서사를 취한다. 이러한 실천

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원자화되었던 개인들을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스스로의 몸을 긍정하고 타자와 주체적으로 관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섹슈얼리티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보기 좋은 

뚱뚱함”이나 관능적 여성상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는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다시금 이성애규범적 정상화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하고 플러스사이즈 운동에서 드러나는 섹슈얼리티의 패러디는 기존의 규범

에 틈새를 만들고 본질적 여성성의 위상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내밀한 표준화와 그에 대응한 여성들의 몸 실천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몸의 물질성이 때때로 사회적 규범을 본질화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규범과 구체적 삶의 경험이 어긋나는 

지점을 드러내어 주체들의 행위성을 유발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비만, 뚱뚱함, 여성의 몸, 표준화, 정상화, 물질화, 건강, 섹슈얼리

티

학  번 : 2014-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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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Ÿ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집단의 고유한 명칭과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하였다.

Ÿ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 피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문맥적 의미 등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

음과 같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였다.

  

[  ] 연구자의 부연 설명
[...] 연구자에 의한 생략
... 말 흐림
- 음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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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WHO)가 1996년과 1997년에 연이어 비만을 질병이자 역병

(epidemic)1)으로 규정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비만인구 관리에 대한 관심

은 높아져왔다(박혜경 2014: 166). WHO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과

체중/비만2) 인구가 19억 명을 넘어섰으며, 비만 유병률은 1980년 시점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3) 전 세계적 위기의식의 공유 

속에서 미국은 “비만과의 전쟁(war on obesity)”을 가장 먼저 선포하며 

국가 차원의 비만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앞장서왔다(Greenhalgh 2015: 

7).

  한국 역시 비만인구의 증가4)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

책을 꾸준히 수립해왔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비만학회가 10월 11

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해 비만 예방주간 캠페인이 진

행되어 왔으며, 2014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5) 이처럼 질병의 지위를 부여받은 비만은 한국사

1) ‘epidemic’은 사전적 정의상으로 “전염성 질환의 급속한 확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건의 “급속한 확산, 성장, 전개”를 의미하기도 한다(파워·슐킨 2014: 53). 따
라서 비만에 대하여 ‘epidem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역학적 측면에서 비만유병
률의 급속한 증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혜경 2014: 178). 그러나 한국
의 국가적 비만관리 캠페인에서는 대중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epidemic’을 ‘전염병’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현실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 ‘epidemic’을 ‘역병’으로 표현하였다.

2) 공식적으로 과체중과 비만은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²)인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종과 성별에 관계
없이 BMI 25 이상을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 
2014: 24).

3) World Health Organization, “Obesity and Overweight,”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1/en/>, 최종접속일 2016.06.09.. 

4) 「2014 국민건강통계 I」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한국 성인 인구의 비만 유병률은 
“1998년 26%에서 2001년 29.2%, 2007년 31.7%로 증가한 후 최근 7년간 31~3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a: 50).

5) 머니투데이, 2014.10.15., “"담배 다음 문제는 비만" 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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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급속한 속도로 의료화(medicalization)6)되어왔다.

  한편,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된 비만 공포증(fat phobia)은 상대적으

로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비만협회

(World Obesity Federation)의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자 청소년

들의 과체중 비율은 14%로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지

만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에 있어서는 (체질량지수 85% 이하의) 마른 

체형을 가진 여자 청소년들 중 34.7%가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이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과체중 비율이 26%로 OECD 평균을 웃

돌고,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에 있어서는 20.7%로 오히려 여자 청소

년보다 낮은 현실과 비교할 때, 몸 인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7) 

  또한 문경덕(2003: 20-26)은 비만이 질병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2000

년대 초반에 국내 다이어트 시장이 해마다 40%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면서 

한국 여성들 사이에 “날씬함의 컬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

한다. 즉, 비만이 “아름다움, 건강, 젊음의 적”으로 상정되고 뚱뚱한 몸

은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해석되면서 날씬함에 대

한 여성들의 집단적 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의 섭식장애(eating disorder) 사례가 10대~30대

의 젊은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나타나게 된 중요한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비만 혹은 뚱뚱한 몸에 부여되는 부정적 의미는 남

의학·간호학·영양·운동 등 비만 전문가 18인으로 구성, 비만의제 발굴 도모,”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1513313062421&outlink=1>, 
최종접속일 2016.05.21..; 박효순, 2015.10.11., “비만예방의 날,”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3&contents_id=100636>, 최종접속일 
2016.05.21..

6) 의료화(medicalization)란 “비의료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문제들이 의료적 문제로 정의되
고 취급되는 과정(a process by which nonmedical problems become defined and treated 
as medical problems)”을 뜻한다(Conrad 1992: 209).

7) 주간조선, 2016.04.25., “[스페셜 리포트] 10~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위험하다: 죽음을 
부르는 병 섭식(攝食)장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04100008&ctcd=C02>, 
최종접속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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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해

왔다. 비만의 의료화와 몸 산업의 팽창에 따른 몸 관리 담론이 점차 남녀

를 불문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

고(Monaghan 2008) 현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유독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비만관리 담론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만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특수한 맥락이 존재할 것이다. 이는 비만을 단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한국의 비만 문제는 의

료와 시장, 정치, 그리고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탁양주·이영성·이진석·강재헌(2004)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내 

비만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비만의 예방 및 치료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보건학, 의학, 영양학, 운동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비만 연구는 WHO가 비만을 

공식적 질병으로 인정하였던 199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총 295건의 연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만의 유병률과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비만과 생활습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비만의 위험인

자나 예방에 관한 연구가 이전에 비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보건학, 의학, 영양학, 운동학 분야 연구들은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비

만 인구의 급증이 심각한 위기라는 전제 하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인체생리

학적 기제의 탐구에 집중해왔으며, 이는 생물학적 현상으로서의 비만을 이

해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개별 신체에 국한된 비만 메커니즘 연구만으로는 체구의 문제가 

개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비만이 여성들에게 단지 건강의 문제

만으로 인식되지 않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현

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이어트의 성정치』(한서설아 2000), 『뚱뚱해서 죄송합니까?』(한국

여성민우회 2013) 등 2000년대 이후의 여성학적 관점의 연구들은 의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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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상품 소비의 영역 등에서 한국 여성들의 몸에 가해지는 규범적 힘

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 연구는 여성들이 단순히 그들의 몸에 가해지는 

통제 및 관리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몸 관리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 개개

인의 주체적 행위성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가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단순한 시각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함으로써 여성들의 행위성을 보다 세밀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

다. 가령 ‘비만’이나 ‘뚱뚱함’과 같은 범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성들 

안에서도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성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몸

이 단지 ‘날씬한 몸’에 국한되는지, 여성들의 몸 관리는 체중감량의 형

태로만 이루어지는지, 다이어트 이외의 선택을 하는 여성은 없는지 등은 

적극적으로 질문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만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통

해서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의 비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 한다. 의료인류학자 마가렛 락(Lock 2001: 483)에 따르면, 인류학적 연구

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가정되는 사회적 범주와 분류체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 인

류학적 관점은 특정한 분류체계가 어떠한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 그것이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한 분류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보편성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 속에서 어떠한 의미의 균열을 드러내고 어긋나는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비만(obesity)’과 ‘뚱뚱함(fatness

)’8)의 범주 및 분류체계가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을 살피고, 그러한 분류

8) 비만 연구에서 흔히 분석적 편의를 위해 ‘비만(obesity)’은 의학적 분류로, ‘뚱뚱함
(fatness)’은 몸에 관한 사회적·정치적 라벨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McCullough 
and Hardin 2013: 4-5). 뚱뚱함을 향한 낙인과 차별에 저항하는 비만인권운동가들(fat 
activists)의 경우,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의 사회적 인정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뚱
뚱함(fat)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Farrell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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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여성들의 일상적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며 그에 따라 어떠

한 몸 실천들이 이루어지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구자는 비

만과 뚱뚱함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몸의 측량 및 표준화라는 

근대적 현상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과테말라의 비만클리닉을 연구했던 의료인류학자 예이츠-도

어(Yates-Doerr 2015: 23)는 비만의 질병지위 확보와 의료화 이전에 이미 

사회적 삶과 다양한 몸 경험의 “측량화(metrification)”가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 및 확장

하여 의료적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공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측량 및 표준화가 개별적이고 고유한 몸 경험을 계산 가능한 좌표 위에 위

치시키고 모두가 하나의 몸을 향해가도록 하는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몸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는 특히 여성들의 건강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사회

적 규범을 본질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류학적 관

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몸의 측량 및 표준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비만과 뚱뚱함의 주체들을 

고정된 범주 안에 가두고 대상화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비만연

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비만의 진단기준이 

시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비만으로 

보아야하며, 뚱뚱함의 여부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부 비만 연구자

들(예컨대, Gailey 2015: 55)은 연구대상을 “체질량지수 30 이상”과 같은 

생체지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의학적 비

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비만과 뚱뚱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기보다 비만과 뚱뚱함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면 측량적 사고방식에 구속되고 영향 받는 사람들 모

두가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몸의 측량 및 표준

화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이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는 여성들의 주체적 

행위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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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비만(obesity)과 뚱뚱함(fatness)의 의미는 오늘날 한국의 다양한 사회문

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며 그 의미는 어떻게 구분/모순/중첩되는

가?

(2) 보건의료적 공간과 다른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측량 

및 표준화는 여성들의 건강과 섹슈얼리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는

가?

(3) 몸의 측량 및 표준화에 의해 배제되는 여성들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몸 

경험은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

(4) 한국사회에서 비만 혹은 뚱뚱함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몸의 표준화 및 

정상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몸의 물질성

(materiality)이 사회적 규범과 주체를 매개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몸의 물질성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 규범적 힘에 의해 구성되고 경계를 갖추는 

실체로서의 물질성이다. 이는 버틀러(Butler 1993)가 제시한 바 있는 “물

질화(materialization)”의 개념과 연관되는 것으로, 물질화란 특정한 규범적 

이상(ideal)을 문화적으로 인식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고정적 실체로 변환

하여 그것에 자연 혹은 본질의 위상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몸의 측량 및 표준화 역시 여성들의 몸에 관한 규범적 이상을 물질

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삶의 궤적을 통해 몸이 체화하는 구

체적 경험으로서의 물질성이다. 개별적 몸이 지나온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근거이자 토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의료인류학적 맥락에서 건강과 질병 문제를 논할 때 삶의 실제적 조건을 

이루는 물질성이다. 정리하자면, 몸의 물질성은 주체들이 정상화 규범을 수

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규범 체계 안에 존재

하는 주체들의 구체적 행위성을 낳는 물적 토대이자 기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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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여성들의 비만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몸

에 관한 분류체계의 형성이 정상화 규범을 물질화 및 본질화하는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이를 경험하는 주체들의 대응 및 실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를 밝히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비만’과 ‘뚱뚱함’의 범주 및 분류체계가 특히 사회적인 

몸 실천 규범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때, 특정한 

규범은 구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사

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승인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

서 비만과 뚱뚱함을 규정하는 사회적 분류체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이며, 주체들은 분류체계가 반영

하는 규범을 승인하고 체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규범을 창조적으로 재구

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의 정상화 규범은 

비정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을 사회적 공간에서 끊임없이 배제하기 때문에 

주체들의 다양한 실천은 ‘사회적 자리’를 점하기 위한 고투이기도 하다. 

특히 비만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몸 실천에 있어서 젠더와 섹슈얼

리티의 연행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사회적 포함/배제의 문제와 직결된

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본 절에서는 우선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비만의 사회

적 구성을 탐구해왔던 방식을 검토하고, 몸이 사회적 규범과 주체를 매개

하는 방식을 짚은 후,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몸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연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규

범과 주체 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를 잘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규범 안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실천으로부터 창조적, 전복적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사회과학에서의 비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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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진단(diagnosis)’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던 주텔(Jutel 

2011: 39)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적 분류(classification)란 곧 같음으로부터 

다름을 구별해내는 과정이다. 특히 의학적 범주(medical categories)는 다름

을 구별해내는 구체적 기술(technology)의 발명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구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다름이 무엇인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극히 사회

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텔은 현재처럼 체질량지수에 근거한 비만

이 의학적 진단의 대상이 되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작용했다고 설명

한다.

  먼저 근대의학에서 질병을 이해하는 데에 측량(measurement)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체중은 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Jutel 2011: 

42-46). 주텔이 제시하는 사료(史料)들에 따르면, 20세기 이전까지 체중은 

병적 상태의 요건이 될 수 없었다. 체중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들이 진단을 위해 체중계를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에 대하여 건강해 보이는 몸집 이상으로 뚱뚱하

다(fat)는 평가만을 이야기할 뿐, 체중과 병적 상태를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체중계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의사들은 건강의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환자들의 주관적 증언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체중계

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환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Jutel 

2011: 44).

  체중계의 보편화와 더불어 비만을 질병의 지위로 올린 또 다른 동력은 

“정상적인 외모(normative appearance)”에 대한 관념이었다(Jutel 2011: 

46). 19세기 이전부터 다양한 신체 부위 사이즈에 기대어 사람의 인격이나 

범죄성, 정신 이상 여부, 인종적 순수함을 평가하던 행위는 지속적으로 존

재해왔으며, 특히 17~18세기에 서구에서 여성들의 체형은 도덕성(morality)

과 사회적 계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되었다고 주텔은 설명한다. 19세기

에 이르러 도덕성의 자리를 건강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대체하게 되면서 

건강은 곧 심미적인 실체가 되었으며, 이후 체중은 근대의학의 감시 대상

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즉 비만의 가시성, 정확히 말하면 뚱뚱함의 가시성



- 9 -

은 체중을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이 

특정한 신체의 속성을 의학적 감시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우연하지 

않다는 점을 주텔은 강조한다(Jutel 2011: 46-48).

  법학자인 캄포스(Campos 2004)는 비만이 미국사회에서 질병의 지위를 획

득하게 된 과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

한 대중적 공포가 탐욕에 눈이 먼 의료 산업, 정치권, 미디어의 영합에 의

해 적극적으로 조성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과체중이나 비만이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명제는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

며, 일부 이익집단이 뚱뚱한 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이용하여 과

학을 왜곡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캄포스는 과도한 체중이 병

을 초래하고, 체중 감량은 건강을 증진하며, 뚱뚱한 이들을 날씬하게 만드

는 과학적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비만 신화(obesity myth)”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Campos 2004: xxv).

  비슷한 맥락에서 박혜경(2014: 165)은 비만의 질병지위 획득이 과연 과학

적으로 타당한 일이었는지 검증하고자 시도한다. 저자는 풍부한 문헌자료

를 바탕으로 비만의 “병리학적 실재성”과 “역학적 실재성”을 검토하는

데, 이에 따라 비만의 독립적인 질병지위 획득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결론

에 이른다. 현재 비만이 병리적 실체를 가졌다는 가정 하에 의학적으로 행

해지는 행동수정법, 약물치료, 수술치료 등은 장기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역학적 측면에서 주장되는 비만의 ‘급속한 확산’ 역시 그 통계

적 기반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서구

사회의 비만 인구가 일정 정도 증가한 것은 맞지만 “비만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1/3~1/4 수준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보고는 BMI[체질량지수] 조

정을 통해 과장된 측면”이 많았다. 즉, 미국 국립 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의해 1985년부터 비만 진단을 위한 BMI 기준이 공

식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전에는 단순 과체중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비만 

인구로 집계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심지어 BMI 기준 값이 하향조정 

되면서 통계상 비만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박혜경 2014: 

174-182). 이처럼 비만의 질병지위 인정 여부는 학문적으로 지속적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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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의학적 범주로서의 비만이 전적으로 사회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비만의 

질병지위 획득에 개입한 “사회적 힘들(social forces)”을 분석하였던 주텔

(Jutel 2011: 41) 역시 비만의 “물리적 실재성(physical reality)”은 인정해

야 한다고 말하며 ‘구성’이라는 표현을 지양한다. 소아비만과 식품영양

을 연구한 의료인류학자 모팟(Moffat 2010)은 비판적 의료인류학자들이 그

동안 비만 개념을 ‘구성’하는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힘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를 내놓았지만 비만의 물리적 실재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소

아비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는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본 연구 역시 한국사회의 비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적 힘들을 규

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비만의 물리적 실재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

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째, 체구의 문제로 인해 의료적 도움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존재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비만이 곧 질병’이라는 단순공식은 

경계하되, 고도비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McCullough and Hardin 2013: 13-14). 둘째, 비만에 관해 만연

해 있는 생물기계론적(biomechanical) 시각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몸이 단순히 물질대사(즉, 영양 섭취와 에너지 소비)에 의해 좌우된

다는 시각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경계하고 신체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의료인류

학자 락(Lock 2001: 483-487)은 일찍이 “(복수의) 지역적 생물학(local 

biolog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물학적 현상이 순수하고 독립적인 자연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생물학적인 현상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공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실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생물학적

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늘 서로를 “동시적으로 생산(coproduce)”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권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가 나타난다는 단순한 발상과는 

다른 것이며, 다만 “체현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으로서의 건강이

나 병적 상태 등이 개인이 처한 시공간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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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를 비만 현상에 적용할 때, 체구와 건강 간의 

상관관계는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양상에 좌우되는 실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을 인류학적 현장연구에 적절히 적용한 사례로 예이츠-도어

(Yates-Doerr 2012; 2013; 2015)의 과테말라 비만 클리닉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예이츠-도어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었던 내전과 군부 독

재로 인해 늘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던 과테말라 

여성들은 포만감을 주는 풍부한 음식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어왔으며, 

뚱뚱한 몸은 그들에게 건강과 풍요의 상징이자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가공식품들이 과테말라의 시장을 점령하고 

실제로 대사적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비만관리가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상황과 마주한 과테말라의 여성들은 비만 클리닉에 

다니면서도 살을 도대체 왜 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예이츠-도어는 대사적 균형에 관한 근대적 사고와 건강과 

풍요에 관한 과테말라 민중의 오랜 믿음이 어긋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상

세히 서술하지만, 궁극적으로 과테말라의 비만 클리닉을 “좋은 돌봄(good 

care)”의 사례로 제시한다(Mol 2008: 89-90; Yates-Doerr 2012: 138). 이는 

클리닉의 영양사들이 과테말라 여성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비만(obesity)과 

뚱뚱함(fatness)의 의미를 정반대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비만’은 가공식품에의 지나친 의존과 도시화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대사적 질환과 연결되었던 반면, ‘뚱뚱함’은 따뜻하고 가족적인 환경에

서의 건강한 식욕과 유동적인 삶의 균형을 뜻하는 것이었다(Yates-Doerr 

2015: 24). 이처럼 예이츠-도어의 연구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비

만 현상의 복합성을 민족지적 서술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쿨릭과 메넬리(2011: 14, 17)가 엮은 『팻: 비만과 집착의 문화

인류학』은 “물질, 음식, 상태, 언어, 미학, 그리고 심지어는 관능의 모체

로서” 지방(fat)의 사례들을 조명하면서 역사적, 환경적, 사회적 맥락에 따

른 “지방 독해(lipoliteracy)”를 시도한다. 이 책은 과체중이 미덕인 니제

르 사회에서 여성들이 오히려 뚱뚱해지기 위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약탈을 행하는 식민지 자본가의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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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살’을 연계시키는 남미 고산족의 사례, 사회적 금기를 역으로 드러

내는 뚱보 포르노의 사례, 적절한 신체부위에 살이 찌기를 소망하는 지방

이영양증(lipodystrophy) 환자들의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지방의 정의와 

가치가 단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상의 인류학적 연구 사례들과 같이 본 연구 역시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공간 안에서 ‘비만’과 ‘뚱뚱함’이 경험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

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비만 현상에 관하여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여성들의 다이어트나 몸 관리, 섭식장애 현상 

등을 분석한 연구들은 존재해왔지만(예컨대, 김은실 2001; 문경덕 2003) 보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학적으로 정의되는 비만 현상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한 연구는 학교 보건 안에서의 소아 비만 관리 양상에 대한 연구들(예

컨대, 심수지 2014; 안미진 2010)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인여성

들이 일상적 삶을 통해 경험하는 ‘비만’과 ‘뚱뚱함’의 양상을 인류학

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적 규범화와 몸

  몸은 사회적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규범과 주체 간의 관계에서 핵심적 위

치를 차지한다. 더글라스(Douglas 1966)는 『순수와 위험』에서 몸이 그 자

체로 강력한 사회적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더글라스는 의

례적 상징에 주목하였는데, 그것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

회’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의례적 상징은 인간 경험과 

긴밀히 맞닿아 있을수록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속성이 있으므로 인간의 몸

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상징이 될 수 있다. 또한 몸은 외부적 

경계, 주변부, 그리고 내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회 질서를 대변하는 은유로 읽힌다. 터너(Turner 1993[1980])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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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피부(social skin)”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이 상징적 의미의 옷을 통해 

“문화적 정치적으로 올바른 몸”을 구현하게 되며, 생물학적 개인이 사회

적 자아(social self)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피부를 재현하는 

일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Scheper-Hughes and Lock 1987: 25에서 재인

용). 이와 같은 더글라스와 터너의 상징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몸이 사회적 

규범을 드러내는 표상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몸을 사회규범의 상징 내지 수용체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

다.

  한편, 푸코(1990; 2003; 2006; Foucault 1991)는 몸을 사회적 규범의 단순

한 반영물이 아닌 규범에 의해 생성되는 실체로 바라본다. 즉, 근대의 자유

주의적 통치에서 몸은 생물학적 실체로 사고되기보다 지식과 담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구성물로 취급된다(Scheper-Hughes and Lock 1987: 26). 

“담론은 몸을 ‘정신적인 몸’(mindful body)으로 구성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통제한다. 정신적 몸은 단순히 육적(肉的) 대상이 아니라 의식과 의도 

및 언어를 소유한 것으로 정의되며, 전통사회에서처럼 힘에 의한 통제가 

아닌 감시와 자극에 의한 통제가 주로 이루어진다(쉴링 2011: 131).” 푸코

는 자유주의적 통치의 핵심적 기술로 개별 신체를 통제하는 “훈육 테크놀

로지”와 인구를 통제하는 “안전 테크놀로지”를 제시하는데(렘케 2015: 

65-73), 특히 통계적 리스크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안전 테크놀로지는 근

대 국가의 보건의료적 실천이 수행되는 원리를 잘 설명해준다. 『임상의학

의 탄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질병을 실증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로 언

어화하고 개별적 몸의 경험을 측량 가능한 형태로 수치화하는 실천은 곧 

인구통계의 기초가 되어 리스크 범위를 설정하고 의학적 투자의 대상을 결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적 추정은 개별신체의 건강에 관심을 두

기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점, 즉 정상의 경계에 관심을 두게 된다. 

‘정상적인 몸이 가장 건강한 몸’이라는 가정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은 측량과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비만’

과 ‘뚱뚱함’의 분류체계가 사회의 정상화 규범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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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음을 보여준다. 즉, 몸에 관한 지식과 담론이 자율적 의지를 가진 주

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체화하도록 하는 생명권력의 특성

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날의 몸 관리 규범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을 가

지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렘케 2015: 66). 하지만 여전히 푸코의 이론

만으로 규범과 주체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푸코

의 이론은 삶을 직접 경험하고 지각하는 몸(lived body)에 대해서는 침묵하

고 있기 때문이다(쉴링 2011: 137-138).

  부르디외(2006; Bourdieu 1977)는 모스(Mauss 1973)가 “몸의 테크닉들

(techniques of the body)”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제시하였던 아비투스

(habitus) 개념을 발전시켜 체현(embodiment)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적, 사회적 조건 하에서 특

정한 정향들(dispositions)을 내재화하고 다시 그것을 몸을 통해 실천함으로

써 삶의 조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게 된다. 체현 개념은 이처럼 

“개인과 바깥세상 간의 상호작용(즉, 지각과 실천) 방식이 근본적으로 신

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이현정 2013: 67). 이는 규범 체계 안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일상적 몸 실천들을 상당부분 설명해주지만 한편으로 규범에 의식적, 의지

적으로 반응하는 주체의 또 다른 일면은 중요하게 살피지 않는다.

  사회의 정상화 규범이 의지를 가진 주체에 의하여 승인 및 유지되거나 

재구성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프만(2009; 2016)의 상

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적용할 것이다. 고프만은 행위 뒤의 본질적이고 생

물학적인 자아를 상정하기보다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이 

행하는 구체적 연행들(performances)이 자아를 구축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구조) 간의 이분법을 허무는 시도였다. 개인이 자신에 관한 사

회적 정보(social information)를 전략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행하는 몸의 구

체적 실천들은 일상적 상호작용의 토대를 이루며, 특정한 사회적 분류체계

에 관한 공유된 이해를 드러낸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사회에 대한 (사회의 경계와 위치들의 관계, 그리고 그 자신의 위

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 방식을 드러내고 또 승인받는 과정”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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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현경 2015: 108).

  해킹(Hacking 2004: 277-278, 297)은 사회적 분류(classification)와 분류된 

사람들(the people classified)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고프

만을 통한 푸코의 보완’을 제안한다. 푸코의 이론이 담론으로부터 출발한

다는 점에서 하향식(top-down) 접근이라면 고프만의 이론은 면대면 상호작

용에서 시작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의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프만을 통한 푸코의 보완’이라는 해킹

의 관점을 수용하지만, 고프만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심을 두는 목적이 

해킹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해킹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사회적 현

상은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한 사회적 분류가 강화되고 확대재생산되는 루

핑 효과(looping effect)였지만 본 연구는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 기존의 분

류체계와 규범이 재해석되거나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의미의 합의가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의 전복적 측면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상화 규범과 주체 간의 상호연동은 푸코와 고프만의 이론적 관

점을 선택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푸코의 이론이 

특정한 규범을 형성하는 지식, 담론의 구체적 기술(technique)과 제도적 실

천(institutional practice)을 설명한다면, 고프만의 이론은 규범 체계 안에 존

재하는 주체가 규범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

는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점은 본 연구가 몸으로 매개되는 규범과 주체간의 

관계를 통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리’에 관한 논의로 이행하고

자 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글라스와 터너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류체

계의 규범은 사회의 질서 유지 및 조화로운 (혹은 올바른) 위치의 설정과 

관련된다. 인간은 규범적으로 요구받는 자아를 연행함으로써 사회적 공간

에서 자리와 역할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정상화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비가시화되며 인식 불가능한 영역으로 퇴출당

하기도 한다.

  김현경(2015: 214, 281-287)은 고프만의 이론을 재해석하여 장소/자리

(place)에 관한 논의로 발전시킨다. 장소/자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곧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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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personhood)을 인정받는 행위이며, 비장소화 내지 비가시화는 규범에서 

벗어난 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사회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현경은 

고프만의 이론이 ‘구조에 종속되지 않는 순수한 상호작용의 층위’를 발

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정체성을 

괄호에 넣은 환대”, 즉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가 필요하다는 윤리적 

주장으로 나아간다. 김현경의 논의는 현대사회에서 만연하는 구조적 차별

에 대해 이상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관점이지만 본 연구에서 관

심을 두는 ‘구조 안의 상호작용’, 사회적 정체성의 적극적인 협상 및 분

류체계를 변주하는 능동적 실천에 대해 많은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리를 점하지 못한 이들의 투쟁이 곧 존재에 대한 

인정투쟁이라는 김현경의 관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배제된 이들이 사회

의 규범 체계 안에서 행하는 다양한 전략과 몸 실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

고자 한다. 

  3) 젠더 연행과 섹슈얼리티

  고프만(2016: 33-34)은 “사람person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가

면’”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아를 사회적 공간이라는 무대 위 연행

(performance)의 결과물로 보았다. 즉, 가면 뒤의 본질적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면이 곧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자아”인 참자아라

는 것이다.

  인간이 사람자격(personhood)을 인정받고 원활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체성의 연행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젠더의 연행이다. 고프만 또한 그의 저서 Gender 

Advertisements를 통해 인간 삶에서 젠더 연행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

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고프만은 “젠더 디스플레이(gender display)”

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디스플레이”란 단순한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

닌 사회적으로 관습화된(conventionalized) 각본의 연행을 말한다. 즉,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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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한다는 것은 연행자가 관례화된 사회적 상황 내의 자신의 위치

(position)를 승인한다는 뜻을 함축함으로써 진술-응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고프만은 인간이 젠더 디스플레이

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각본의 일종인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을 연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젠더 디스플레이

는 생물학적 남성/여성(male/female)의 자질이 아닌 사람(person)의 자질이

라고 설명하였다. 즉, 이는 자연적 본능이 낳은 결과가 아니며 거꾸로 젠더 

디스플레이가 성적 속성을 본질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Goffman 1987: 1-8). 이처럼 고프만의 논의에서 섹슈얼리티는 이성애규범

적 젠더 연행의 영향 하에 존재하는 것이며 젠더와 섹슈얼리티 모두 사회

적으로 구성된 각본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버틀러(2008)는 고프만과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젠더 이론을 전

개한다. 버틀러 역시 젠더를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의 행위로 바라보며, 행

위 뒤의 본질적 섹스를 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고프만과 버틀러의 차이점

이 있다면 고프만(Goffman 1987: 3)은 젠더 디스플레이가 행위자 입장에서 

선택적인(optional) 행위라고 느슨하게 바라보았던 반면, 버틀러(2008)는 섹

스/젠더/섹슈얼리티를 모두 젠더의 일종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분법적 이성

애규범을 강력하게 본질화하고 물질화하는 사회적 힘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버틀러의 이론에서 인간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이분법적 섹스 개

념은 반복적 젠더의 연행을 통해 본질화된 결과이자 허상이며, 섹슈얼리티 

역시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섹스라는 ‘가정된 원본’의 규제 

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 연행(performance)의 형태로 나타나는 

젠더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이며 이를 버틀

러는 젠더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 지칭한다(Butler 1993). 즉, 젠더가 수

행적(performative)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정되는 젠더 이면

의 본질이 “일련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젠더화된 몸의 양

식화를 통해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버틀러 

2008: 55).

  본 연구에서는 버틀러의 행위이론을 수용하여 ‘여성적 몸’을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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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연행하는 주체들의 몸 실천을 분석한다. ‘여성적 몸’이란 곧 

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연행하는 몸이다. 여기서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과 성적 행동, 섹스어필 등 성적인 것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데, ‘여

성적 몸’이 되고자 하는 주체들은 ‘이성애규범적 시선에서 욕망되는 

몸’이 되기 위한 섹슈얼리티를 연행하게 된다. 이때, 욕망되는 몸이 된다

는 것은 성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결코 문란해서는 안 된다는 젠더 규범의 

모순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적 몸’의 정상화 

규범이 뚱뚱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어떠한 방식의 섹슈얼리티 연

행을 초래하는지 여성들의 구체적 몸 실천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규범적으로 배제된 뚱뚱한 여성들이 사회적 자리를 찾기 위해 

섹슈얼리티를 재정의하는 실천을 설명하면서 버틀러식의 비체(abject)와 패

러디의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비체란 규범적으로 허용된 범위 밖에 존재

하여 인식 불가능한 영역으로 쫓겨난 모든 존재들을 말한다. 비체의 부정

을 통해 주체가 성립되기 때문에 비체는 일차적으로 규범적 질서를 안정시

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동시에 비체는 늘 주체의 주변부에서 주체

의 위상을 위협하는 경계적 존재로서 전복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

기도 한다. 비체 개념은 더글라스의 오염이론에서 “부정·더러움·오염 

등으로 지칭되던 것들”이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논의를 통해 정교

화된 결과이다(전혜은 2010: 66-68). 버틀러(2008: 330-337, 342-346)는 『젠

더트러블』에서 이성애규범성을 위협하는 합법적 범위 밖의 존재들을 지칭

하기 위해 비체 개념을 활용한다. 또한, 비체화된 존재들이 기존의 규범 체

계 안에서 이분법적 젠더를 모방하는 실천들을 패러디라고 명명하며, 여기

서 우연적 전복의 가능성을 찾는다. 패러디의 대표적 예로 등장하는 것이 

드래그(drag)인데, 드래그는 몸/마음, 외부/내부의 이분법에 혼란을 가함으

로써 본질화된 생물학적 섹스의 위상을 위협한다. 즉, 여장 남성(드래그 

퀸)을 가리켜 남성적 몸을 가졌지만 여성적 심성을 가졌다고 묘사할 수도 

있지만, 여성적 외연 안에 남성으로서의 본질을 숨겼다고 표현할 수도 있

기에 무엇이 ‘밖’이고 무엇이 ‘안’인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복적 효과가 행위자들에 의해 의도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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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허상(본질화된 섹스)을 모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우연이라는 점이

다. 본 연구는 비만과 뚱뚱함의 주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규범적 섹슈얼

리티를 패러디할 때 비록 그러한 실천이 기존의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는 못하지만 본질화된 이분법적 섹슈얼리티에 근본적 의문을 던짐으로써 

전복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고 보고자 한다.

  한편, 보르도(2003: 351-359)는 버틀러의 이론에서 드러나는 “몸의 텍스

트화” 경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보르도에 따르면 버틀러가 

패러디를 해석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져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행위와 입장이 저항적이거나 전복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실질적, 역사적, 제도적 반향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같은 행위라도 어떠한 시공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

느냐에 따라, 누구의 시각에서 해석되느냐에 따라 전복적 의미를 지녔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르도의 비판은 수용할 가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버틀러가 제시한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전적으로 폐기할 필요

는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뚱뚱한 주체들(fat 

subjects)”의 패러디적 실천을 설명함으로써 보르도가 제기한 버틀러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한다(Greenhalgh 2015: viii).

  그린할(Greenhalgh 2012; 2015)이 미국의 비만 사례를 연구하면서 제시하

였던 “뚱뚱한 주체들(fat subjects)”이라는 개념은 ‘비체적 존재’의 행

위성을 강조하였던 좋은 예이다. 그린할에 따르면, “뚱뚱한 주체들”은 단

순히 특정 BMI 기준 수치를 넘은 사람이나 뚱뚱해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추가된 모든 무게(every extra pound of 

flesh)”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낄 것을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요구받고, 

체중 중심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사람들을 뜻한다

(Greenhalgh 2012: 474; 2015: 8, 34-35). 이들은 “날씬하고 탄탄한 몸을 

유지함으로써 생물학적 시민권을 부여 받은 사람들(thin, fit biocitizen)”과 

대비되는 존재로 정치적 장에서의 침묵을 강요받는다(Greenhalgh 2015: 

viii, 8). 이때의 “생물학적 시민(biocitizen)”이란 법적 지위에 근거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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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를 뜻하는 것

으로, 국가적 의료지출을 낮추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일

조하고 있는 사람들로 간주된다(Greenhalgh 2015: 19-21). 이처럼 뚱뚱함이

라는 신체적 속성은 곧 정치적 포함/배제의 문제와 연결되며, 이에 따라 

뚱뚱한 주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드러내게 된다고 그린할은 설명한

다. 이들은 살을 빼서 어떻게든 생물학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금기를 깨고 규범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Greenhalgh 2012: 475; 

2015: viii). 본 연구는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 한정하여 논의되는 그린할

의 개념을 확장하여 일상적인 관계 맺음의 장에서 비체화되는 뚱뚱한 주체

들의 다양한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뚱뚱한 주체들의 행위성은 몸에 관

한 정상화 규범에 순응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실천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기존 규범체계의 모순이나 틈새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변화를 불러

오는 실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연행 

및 패러디는 핵심적 역할을 차지한다. 어느 방향의 실천이든 그것은 규범

체계 안의 행위자들이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적 자리’를 점하기 위

한 실천이라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비만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세 개의 

집단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

조사는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본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 비만이 다각적으로 경험되는 양상

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대상 집단을 찾고자 하였다. 신문기사나 잡지, 

뉴스 등을 통해 비만이 화두가 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저명한 비만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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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한국사회에서 비만에 관한 이해와 주체적 경험

이 표출될 수 있는 세 가지 지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보건의료적 개입과 

실천 속에서 비만이 의료적 현상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

했다. 다른 한편으로 뚱뚱한 몸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

의 소재로 드러나는 양상도 동시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만에 관한 의료적 이해와 대중적 이해가 교차하는 속에서 비만 문제 일

반에 대한 일상적 고민이 공유되는 장을 찾아야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서울시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관계된 사람들, 플러스사이

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구대상 집단으로 확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대상 집단은 서울시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관계된 사람들로, 비만에 관한 의료적 개입과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실

천을 드러낼 수 있는 집단이었다. 행복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비만 인구의 

비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2011년에 시작되었으며 운동교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외에도 운동

처방 상담9), 영양 상담 등이 연계되어 진행된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관

계된 사람들에는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그리고 운동교실 

수강생이 포함된다. 운동교실의 규모는 수강생 약 35명 정도로 시기에 따

라 변동이 있으며, 두 달 간격으로 필요시 인원이 충원된다. 행복구 보건소

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2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제한이 있다. 공식적인 성별제한은 없지만 실질

적으로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프로그램 수강은 

전적으로 무료이며 운동교실은 주 2회 1시간씩 오전 중에 진행된다. 운동

교실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에는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식생활 지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체성분 검사가 포함된다.

  두 번째 연구대상 집단은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과 관

계된 사람들로, 뚱뚱한 몸에 관한 대중적 이해와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체적 대응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집단이었다. <마지노선>은 2014년 여

9) 운동처방 및 운동처방사에 관해서는 II장 2절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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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부터 계간지로 출판되어 왔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플러스사이

즈 모델이 편집장을 맡고 있다. <마지노선>과 관계된 사람들에는 편집장과 

잡지의 컨트리뷰터10) 및 독자들이 포함된다. <마지노선>은 단지 출판뿐만

이 아니라 소셜다이닝, 주제별 세미나, 무기명 좌담회, 바디 이미지 캠페인 

등 독자 참여형 행사를 다채롭게 기획하고 있다. 이처럼 <마지노선>의 포

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독자들은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이다.

  세 번째 연구대상 집단은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에 참여하는 사람

들로, 비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을 접할 수 있

는 집단이었다. 이 모임은 건강검진 의사이자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에 의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 운영자는 과거에 

고도비만과 장기간에 걸친 체중감량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비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목표로 비용을 받지 

않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식을 이

용하고 있으며, 비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모임이다. 모임은 운영자인 의사가 서울시 내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

속적으로 대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매 회 2시간 동안 이

루어진다. 처음 한 시간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

한 강습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시간은 비만, 건강, 행복, 자기애 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눔이 진행된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모임 참여에 성

별 제한은 없지만 주로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회당 5명~10명으로 유동적이다.

  이처럼 세 집단 모두 성별 구분 없이 열린 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된 

구성원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비만이 여성들의 주된 고민으로 인식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세 

집단을 접점으로 하여 비만을 경험하고 고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여

성을 만날 수 있었다.

10) 컨트리뷰터의 범주는 독자모델(잡지의 독자이면서 동시에 잡지 화보 모델로서 활동하는 
사람),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기획자, 편집자, 디자인 컨설턴
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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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민족지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관찰 및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그리고 문헌자료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행복

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 중 운동처방 상담과 영양상담을 총 6회에 

걸쳐 참여관찰 하였고, 주 2회 진행되었던 운동교실에도 수강생 자격으로 

4개월에 걸쳐 꾸준히 참여하였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주최의 ‘서울시민 

건강한마당’ 축제에도 참여함으로써 ‘비만(obesity)’의 측정과 진단, 그

리고 관련 지식의 보급 및 수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였

다. 보건복지부 주최의 공공행사였던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토

론회’에도 청중으로 참여하여 비만 관련 보건정책의 논쟁적 쟁점들을 파

악 할 수 있었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과 관련하여서는 잡지의 컨트리

뷰터 자격으로 잡지사에서 기획하는 무기명 좌담회, 플러스사이즈 의류 시

착회, 플러스사이즈 모델 캐스팅 오디션, 소셜 다이닝, 바디이미지 캠페인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잡지의 참여자들이 사이즈와 

‘뚱뚱함(fatness)’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일상적 상황들이 무엇인

지 파악할 수 있었다.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에서는 모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별 이야기 

나눔과 운동 강습에 직접 참여하면서 모임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고민 속에

서 ‘비만(obesity)’과 ‘뚱뚱함(fatness)’의 의미가 어떻게 혼재되는지 파

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각 집단에서 집중하는 주된 초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만과 뚱뚱함의 의미 사용이 집단의 경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비만이든 뚱뚱함이든 몸 경험의 측량 및 표준화에 기반을 두

고 있는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몸을 정상화하는 사회적 힘과 관련

되며, 건강과 섹슈얼리티의 이상(ideal)은 모두 ‘규범적으로 올바른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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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신체적 건강을 고민하는 속에서 섹

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직면하거나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고민하는 

속에서 건강에 대한 의료적 잣대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정상화 규범의 

혼재성과 은밀하고도 강력한 작동 방식은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

러난다. 

  심층면담은 서울대 IRB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

였다(승인번호 IRB No. 1508/001-018). 심층면담 대상자는 각 집단의 활동

에 3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으며, 주로 1:1 면담을 

진행하였다. 예외적으로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중년 

여성들이 동년배의 수강생과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하기를 희망하기

도 하여 친분관계가 두터운 두 사람씩 짝지어 면담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

다. 면담 시간은 1회당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소요되었으며, 

카페나 음식점에서 사적인 분위기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참여

자의 동의하에 녹음 및 전사되었고, 녹음 혹은 심층면담 자체를 거부하거

나 중단할 권리, 본인의 발화가 녹음된 자료에 대해 언제라도 검토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 고지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자는 참

여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생애사, 비만 혹은 뚱뚱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 집

단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총 33

명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

과 관계된 사람들은 15명,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참

여자는 12명,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의 참여자는 6명이었다(<표 1> 참조).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각 집단의 주된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행복구 보건

소에서 보급하는 홍보책자 및 관련 인터넷 자료,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

거진 <마지노선>의 지면 내용 및 인터넷 게시물,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

의 인터넷 게시물을 활용하였다. 문헌자료들은 연구자가 여러 번에 걸쳐 

검토하면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무엇이 주요

한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가능한 해결책들은 어떠한 것들로 제안되는지 살

펴보았다. 나아가 각각의 설명 방식들이 언어 뿐 아니라 숫자나 그림, 사진 

등을 통해 표현되는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며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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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명 성별 나이 집단
집단 내 

위치
직업

집단 참여 

시작 시점

박현지 여 26 보건소 운동처방사 운동처방사 2015년 11월1

2 백현영 여 27 보건소 영양사 영양사 2014년

3 남경안 남 28 보건소 운동처방사 운동처방사 2015년 1월

4 허경진 여 38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전업주부 2013년

5 원영심 여 43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전업주부 2015년 9월

6 정현숙 여 43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전업주부 2015년 11월

7 차혜련 여 44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전업주부 2015년 9월

8 강순미 여 44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유치원교사 퇴직, 

현 전업주부
2015년 11월

9 강해진 여 49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과거 요식업, 

현 전업주부
2013년

10 심신옥 여 52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공무원 퇴직, 

현 전업주부
2013년 9월

11 정현미 여 58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전업주부 2014년

12 성노연 여 58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과거 피아노 교사, 

현 전업주부
2014년 1월

13 이갑순 여 60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공인중개사 2015년 5월

14 박문정 여 64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조리사 퇴직, 

현 전업주부
2014년 4월

15 이순자 여 65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전업주부 2015년 9월

16 송초롱 여 22 잡지 독자모델 대학생 2015년 7월

17 신소현 여 22 잡지 독자모델 대학생 2014년 9월

18 공다솜 여 23 잡지 독자모델 대학생 2014년 8월

19 김나래 여 23 잡지 독자모델 대학생 2014년 11월

20 최지수 여 27 잡지 독자 영양사 2014년 11월

21 장선희 여 27 잡지 독자모델 유도선수 2014년 12월

22 정서연 여 30 잡지 컨트리뷰터
의류유통업계 

종사자
2014년 5월

23 남보라 여 30 잡지 편집장
플러스사이즈 

모델, 편집장
2014년 5월

24 나우리 여 31 잡지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2014년 5월

25 박채영 여 31 잡지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2014년 5월

26 김소래 여 31 잡지 컨트리뷰터
에이전시 

대표
2014년 9월

27 이양희 여 40 잡지 독자
무역회사 퇴직, 

현 전업주부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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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문구성 

  본 논문의 본론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두 개의 큰 논

의로 나뉜다. 전반부의 II장과 III장에서는 보건의료적 공간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측량화가 비만과 뚱뚱함을 각각 

어떻게 의미화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섹슈얼리티를 특정한 방향으로 정상화

하고자 하는지 논한다.

  II장은 보건의료적 공간에서 엿볼 수 있는 비만 진단의 변화 양상에 관한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체성분 프레임의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한다. 비만을 

신체 내부 구성성분에 근거한 현상으로 개념화하게 되면서 비만 관리의 대

상은 확장되었지만, 제도적 관행에 의해 위험집단은 여성으로 좁혀지는 현

상을 그린다. 또한 건강한 몸의 상태가 측량됨으로 인해 생물기계론적 사

고는 강화되고 건강이 자율적 주체의 도덕성(morality)과 연결되는 맥락을 

서술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몸에 관한 욕망도 ‘탄탄한 몸’에 대한 선

망으로 나타나며, 내적 자기감시는 심화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III장은 생활공간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사이즈 규범에 관한 

장이다. 사회적 활동에 필수적인 기성복을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뚱뚱함의 여부가 판단되며, 옷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 몸’을 구현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는 현실을 지적한

다. 즉, 정상적 섹슈얼리티의 연행은 사회적 자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표준 사이즈에 몸을 맞춰야 한다는 압력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가 되며, 기성복 체계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욕망은 일원화되는 모

28 장경아 여 26 자조모임 참여자 대학생 2015년 6월

29 신소망 여 29 자조모임 운영자
건강검진의사, 

생활체육지도자
2013년 1월

30 박도영 여 31 자조모임 참여자 무직 2015년 5월

31 김빛나 여 31 자조모임 참여자 초등학교 교사 2015년 7월

32 이솔비 여 31 자조모임 참여자 치과위생사 2013년 12월

33 강단비 여 34 자조모임 참여자 연구소 직원 2015년 1월

<표 1> 심층면담 피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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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인다.

  후반부의 IV장과 V장에서는 결코 단일하지 않은 몸 경험을 표준화하고

자 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와 그러한 규범 체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하

는 여성들의 실천 및 한계를 다룬다.

  IV장은 기계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삶 속에서 ‘측량적 건강’ 개념에 의

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실천을 조명한다. 우선, 측량 불가능한 삶의 우연

적 변수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상적 몸에 관한 강박으로 발생하

는 자기학대적 몸 관리의 악순환 또한 살펴본다. 몸 경험의 우여곡절 속에

서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애적 실천을 통해 

‘측량적 건강’의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저항적 실천이 

충분한 집단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쉽게 좌절되는 이유를 본 연구는 사회

적 배제의 문제와 연결한다.

  V장의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사회적 배제 문제를 직시하고자 하는 주체

들의 실천이다. 표준에서 벗어난 몸들을 ‘플러스사이즈’라는 새로운 이

름하에 결집시키고 사회적 장에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는 IV장의 개인적 차

원의 고뇌보다 새롭다. 몸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는 실천에서 섹슈얼리티

의 표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때 여성들은 강력한 정상화 규범

의 굴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플러스사

이즈 운동의 실천이 뚱뚱한 주체들에게 가지는 의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숨은 비만의 발견

 1. 체질량에서 체성분으로

  현재 비만을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즉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11)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BMI 분류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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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9kg/㎡가 과체중, 30kg/㎡ 이상이 비만에 해당되며, “비만을 다시 1

단계 비만(30~34.9kg/㎡), 2단계 비만(35~39.9kg/㎡), 3단계 비만(40kg/㎡ 이

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3단계 비만에 대해서는 의료적 개입이 불가피

한 ‘병적(病的) 비만(morbid obesity)’으로” 규정하고 있다(박혜경 2014: 

17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시아인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아 BMI 

23kg/㎡이상을 과체중, 25kg/㎡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다.12)

  BMI 중심의 보편적 진단 기준이 통용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세 가지의 진단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재단13)에

서 각 지역보건소로 보급하는 안내책자에 따르면 비만의 진단 기준은 다음

과 같은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표 2> 참조). 

진단요인 진단유형 확인방법
1 체질량지수(BMI) 겉보기 진단 단순계산
2 체지방률(%Fat) 실제 비만 진단 체성분검사
3 허리둘레(WC) 복부비만 진단 허리둘레 측정

<표 2> 비만의 진단 기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9)

  위의 세 가지 진단 방법 중 보건의료 현장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것은 체성분 검사이다.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최근 들어 BMI가 오로지 개인의 키와 몸무게에만 근거하여 계산되는 수치

이기 때문에 비만 진단 지표로서 부정확하다는 인식과 함께 체성분 중심으

로 비만을 사고하고 진단하는 방향으로 실제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2015년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의 공식적 주제발표 중

에는 체질량 지수의 한계에 대해 강조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

었다. 

11) 대한비만학회 일반인 홈페이지, 2009.08.12., “비만상식: 나는 비만인가? (비만의 
진단),” <http://www.kosso.or.kr/general/>, 최종접속일 2016.01.07..

12) 대한비만학회 일반인 홈페이지, op. cit..
13) 한국건강증진재단은 2014년 7월 29일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담당한다. 厚生新報, 2015.07.28., “국민
건강증진 유일기관으로 건강문화 선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76814>, 최종접속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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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1]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주제발표/2015.10.13.

2004년에 란셋[Lancet]지에 이 두 연구자[Chittaranjan S. Yajnik, John S. 

Yudkin]가 Y-Y paradox라고 해서 [연구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같은 체질량

지수[BMI]를 가졌지만 체지방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이후로 ‘체성분’이

라는 개념이 전반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14) 결국 한 사람의 생활습관과 

타고난 유전자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는 체질량지수라는 것의 limitation에 대해서 상식 수준

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이걸 확진검사로 사용할 경우에 

stigmatization의 문제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 특히 이 BMI는 정확도가 

low to moderate, 그러니까 ‘낮다’라고 되어있는 검사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정확도는 비만보다 과체중에서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 진단 지표로서 체성분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향은 

지역 보건소의 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서울시 내 모든 지

역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에게 무료로 체성분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

동처방 상담과 영양 상담을 비롯한 전반적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체성분 검

사가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행복구 보건소에서 역시 건강관리센터를 찾는 구민들에게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체성분 검사 및 운동처방 상담을 제공한다. 다

음의 상황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한 체성분 분석기의 고유명칭인 ‘인사이

트(InSight)’15)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동사형으로 사용될 정도로 체성분 검

사가 보편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사례 II-2]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 상담/참여관찰 일지/2015.09.09.

체성분 검사를 하려고 건강관리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들어오

자마자 “인사이트 하려고 왔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50대 이상의 

중·노년층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사이트’라는 기업

14) Yajnik, C. S., & Yudkin, J. S., 2004, “The YY paradox,” The Lancet 363(9403): 163.
15) 해당 체성분 분석기의 고유명칭은 본 연구에서 가명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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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이 ‘체성분 분석’보다 통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

사가 끝나면 옆에 있던 운동처방사는 즉시 “인사이트 볼 줄 아세요?”하고 

물어본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 결과지만 가지고 돌아가지

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운동처방사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운동처방 

상담을 받는다.

  위 상황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보건소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체성분

의 문해(literacy)를 교육하는 장소이다. 행복구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에 

체성분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희망하여 검사를 받

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민들이 평소에 병원이나 직장에서 건강

검진을 한 결과는 보건소 데이터베이스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

하여 ‘건강주의군’이나 ‘대사증후군’ 집단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보건소 측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권유하는 전화를 주기적으로 한다.16) 전

화를 받고 대사증후군 검진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체성분 검사

도 하게 되며, 그 중 상당수가 보건소에 운영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권

유받는다.

  한 기수 당 2개월 단위의 등록제로 운영되는 행복구 보건소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운동교실과 영양교육을 두 축으로 한다. 운동교실의 첫 

수업과 마지막 수업 때 수강생들은 체성분 검사를 하여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영양교육에서 담당 영양사는 체성분 중심의 

비만 정의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체지방 검사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사례 II-3] 백현영 행복구 보건소 영양사 여 27세/비만관리 프로그램 영양교

16)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저항성(insulin resistance)으로 인해 한 개체에 비만, 고혈당, 고혈
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대사이상이 군집해있는 상태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 대사증후군 진단요소들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단체마다 다른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 2014: 135-136).” 행복구 보건소의 건강관
리센터에서는 건강검진 시 측정되는 공복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혈압, 복부
둘레(복부비만)의 5가지 항목 중 기준치가 넘어가는 항목이 없으면 ‘정상군’, 1~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건강주의군’, 3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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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업/2015.12.03.

[교육실 정면에는 ‘비만이란?’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 화면이 띄워져 있

다.] 비만을 탈출하시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비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운동교실

에 참여하시기 전에 아마 체성분 측정 하셨을 거예요. 내 몸의 체지방률, 

근육량 이런 걸 잘 봐주시고. 내 체지방량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많이 먹고 그만큼 소비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비만 인구수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사증후군 검진과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계기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체성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노인들, 집단적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역정신건강센터의 환자들이나 새터민 등이 찾아와 체성분 검사를 

한다. 이처럼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체성분 분석 프레임은 사람들

의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체성분 검사의 보편화가 지역 보건소의 현장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행복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

선>,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를 포괄하는 연구참여자 전반의 증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명 대학병원의 비만클리닉, 내과와 한의원, 미용시술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동네의 헬스장, 심지어 건강식품 판매 센터에서

도 체성분 검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체성분 분석 프레임에서 강조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체형 혹은 몸무게만

으로 비만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비만은 오로지 체성분의 비율을 확인함

으로써, 즉 지방이 내 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인식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논리 하에서 ‘마른 비만’이라는 개념도 가능해진다. 행복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 내에 붙어 있는 인사이트의 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날씬한데, 비만이라구요? [...] 혹시 겉보기에 날

씬해 안심하고 계셨다면,지금 인사이트 검사로 비만여부를 확인해 보십시

오. 꼭꼭 숨어있던 비만을 찾아줍니다.”

  이처럼 체성분 분석을 통한 ‘실제 비만 진단’은 BMI를 통한 ‘겉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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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비해 과학적이고 보다 정확한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몸 겉과 안’의 대조는 BMI든 체성분이든 결국 비만을 진단하기 위해 

‘평균적 몸’의 상태를 계산하고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사실을 사

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BMI와 체성분 분석 사이의 근본적인 

공통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우선, BMI는 1833년에 벨기에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였던 아돌프 케틀레

(Adolphe Quetelet)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 중요한 점은 BMI가 처음부터 

개인의 비만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

히려 케틀레는 특정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적 인간(average man)의 수

학적 모델을 만들어 인구 집단 간 비교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즉, 정해진 인구 집단 내의 BMI 빈도그래프(정상분포곡선)를 산출하여 평균

값을 찾아낸 결과를 집단 간 비교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집단 간 

비교를 위한 대표값’을 ‘개인의 나쁜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재

해석한 것은 20세기 초반의 생명보험회사들이었다.17) 이후 1997년과 1998

년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연이어 표준화된 비

만 진단 지표로써 BMI 기준을 발표하면서 BMI는 개인의 비만을 진단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박혜경 2014: 171-173; 이대택 2010: 47-49; 

Yates-Doerr 2013: 53-54).

  이제 BMI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 체성분 프레임에 대해 살펴볼 차

례이다. BMI만으로는 신체 내의 뼈와 근육, 지방 등의 비율과 분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BMI를 향한 비판의 핵심이었으며, 이에 반해 

체성분 분석은 개인의 신체 내부 구성성분들의 실제적인 질량과 비율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Yates-Doerr 2013: 59). 하지만 체성분 검사 

결과지를 접한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은 개인의 체지방량과 비율이라

17) 보험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의 발병 및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의사들과 통계학자들을 대거 고용하여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정보인 나이, 신장, 체중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부터 20
세기 초반까지는 키에 따른 평균적 체중을 제시하는 ‘신장체중표’를 이용하였다가 이
후 과학적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차 BMI를 이용하게 되었다(이대
택 2010: 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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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치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개별 측정값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세워진 기준에 따라 의미

가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 판단의 기준은 다시 ‘평균적 몸’이 된다. 

체성분 결과지 상에 표시되는 체내 구성성분의 표준범위는 국내 인구집단

의 신체 측량 데이터베이스에 성별과 연령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Yates-Doerr 2013: 57).

  결국 ‘크다’ 혹은 ‘작다’로 평가되던 BMI가 ‘많다’ 혹은 ‘적

다’로 평가되는 체지방률로 대체된 것뿐이다. 두 가지의 진단 프레임 모

두 종 모양(bell curve)의 정상분포곡선 상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응용생리학자인 이대택

(2010: 95, 127-129)은 “정상과 평균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한다.18) 체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개별 독립체와 전체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체질량 지수보다도 체지방량의 문제에 

있어서 ‘정상’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모호하다고 말한다. “우리 체중의 

70 퍼센트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고 판정할 것”이지만 20~40 퍼센트 사이에서 건강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적 몸’ 관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표준화는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몸들을 기계

적으로 배제한다. 이를 의료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표현

한다.

  이처럼 표준화라는 공통 기반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성분 측정은 

BMI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몸의 물리적 실재(physical reality)를 있는 그대

로 재현하는 측량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체성

분 검사의 실증성을 강조하는 기술과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8) “정상적인 체지방량과 평균적인 체지방량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정
상이라고 정하고 있는 체지방률은 사실 평균체지방률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 정상과 
평균은 분명히 다르다. [...] 인체의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은 정상값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들어 혈액 속의 단백질 수치라든가 당 수치, 적혈구 수치 등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그러나 체지방률은 다르다. 그 수치가 아니면 안되는 당위성을 가진 
범위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평균치인 것이다(이대택 2010: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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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험을 가시화하는 기술

  체성분 검사에서 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닌 ‘숨어있는 것’으로 사

고하는 방식은 현대 생의학(biomedicine)19)에서 질병을 실증적으로 인식하

고자하는 시도와 맞물린다. 푸코(2006: 18-20, 310)는 일찍이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에서 ‘보임’과 ‘보이지 않음’의 이분법

적 구분에 머물던 의학적 지식이 실증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말해지는 것’과 ‘말해지지 않는 것’의 구분으로 이행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곧 ‘가시성’이 재구성되었음을 뜻한다. 가시성은 

더 이상 인간의 주관적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수단을 통해 

몸을 투명하게 ‘언어화’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현대 생의학도 이러한 실

증주의적 시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으며, 로즈(Rose 2007: 

9-40)는 위험을 ‘시각화’하는 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분자적 시선

(molecular gaze)”으로 인간의 몸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

적한다.

  생체전기임피던스법(BIA: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20)의 원리를 이

용한 체성분 검사는 몸의 물리적 실재(physical reality)를 검사결과지의 형

태로 볼 수 있게 하여 사람의 눈이 포착하지 못하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인

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어진다. 특히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는 골격

근량과 체지방량은 마치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물질 덩어리의 존재감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속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은 위험을 가시화하는 주체가 ‘과학’이 아닌 ‘과학을 

19) 생의학(biomedicine)은 “근대서양의학의 현재형”을 뜻하는 것으로, 곧 인간의 생물학
적 기전과 생물화학적 기전에 근거한 의학이다. 특히 첨단 진단 장비의 발달에 힘입어 
환자와의 대면, 즉 ‘임상’ 자체보다는 인체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수치화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맥락을 지니고 있다(김태우 2012: 200, 206-208). 

20) 조직에 따라 수분량이 다르게 구성된 인체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전류가 흐르기 어려
운 정도(즉, 저항)인 임피던스의 원리를 이용하여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을 뜻함(한국건
강증진재단 2014: 12-13; Yates-Doer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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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조이스(2010: 260, 264-265)는 자기공명영상

(MRI)이 의료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의료영상기술에 의해 

공급되는 이미지는 몸 내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생

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기공명영상의 사례에서 “물리적인 환자의 

몸은 숫자로 변환되고, 숫자는 다시 이미지로 변환되며, 이미지는 다시 해

석과정을 통해 언어로 만들어지는 의사의 소견서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즉, 숫자를 시각적 자료로 도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자료를 해석해내는 

과정에 인간의 가치관과 의지가 개입된다. 체성분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의 

통찰이 적용될 수 있다. 체성분 검사 결과지는 애초에 위험을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디자인 되었고, 결과지에 따라 상담을 제공하는 보

건의료 전문가들은 ‘체지방’의 위험을 강조하여 경고하는 실천을 적극적

으로 행하고 있다.

  1) 체성분 검사

  체성분 검사의 결과지가 구성되는 방식은 단순한 측정 수치들의 나열이 

아니다. 검사 결과지는 특정한 숫자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수단이며, 

비만의 위험을 가시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각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으

로 디자인 되었다. 

  현재 행복구 보건소에서는 인사이트 230, 330, 430 버전의 세 가지 체성

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세 종류의 기계에서 출력된 

검사 결과지를 기본 자료로 삼아 분석하였다. 체성분 분석기의 버전 별로 

검사 결과지에서 추가되는 세부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 전체적인 디

자인과 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성분 검사 및 

관련 상담의 전반적 경험에 대해서는 행복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플러스사

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전반의 

증언을 참조하였다. 앞서 II장 1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체성분 검사의 경험

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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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검사 결과지가 출력되기 전에 측정의 과정에서 이미 체성분 분석

기에 올라 선 사람은 정면의 계기판을 보게 된다. 분석기를 관리하는 보건

의료 전문가가 계기판의 터치스크린에 체성분 측정을 받는 사람의 키와 연

령, 성별을 입력하고 나면 측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계기판에는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률이 그래프의 형태로 축적되는 동적

인 모습을 보인다. 김나래(여, 23세)씨는 대학병원의 비만클리닉에서 처음 

체성분 검사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사례 II-4] 김나래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3세/심층면담/2015.11.14.

측정할 때 그래프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측정하고 있으면 앞에 계기판에 

뚜뚜뚜 소리가 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안 멈추는 거예요. [허

탈한 표정으로 웃으며] 다른 거는 다 멈췄는데 체지방만 계속 올라가... 너

무 충격적이었어요! 

  측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검사 결과지가 출력되는데, 검사 결과지는 읽

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BMI,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이 표

준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표준범위 이상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일부분은 

특별히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위험을 암시한다.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처방

사인 남경안(남, 28세)씨에 따르면 검사결과지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흔

히 검정색으로 돌출된 부분을 보며 “헉” 소리를 내며 놀라곤 한다. 마치 

지방 덩어리를 눈  앞에서 보기라도 한 것처럼 “내 몸에 지방이 이렇게 

많아요?”하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 부위별 근육발달과 체지방은 

상하좌우, 몸통 순으로 사람 체형의 그림 위에 나타나 현실감을 더한다. 일

명 ‘골격근-지방 그래프’는 총 9가지로 유형화되어 ‘모범적 D자형(표준

체중 강인형)’과 ‘위험한 C자형(표준체중 비만형)’으로 해석된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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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골격근-지방 그래프의 9가지 유형에 대한 해석

이 외에도 진단 상 위험한 상태인 과체중과 비만, 복부비만은 붉은색 글씨

로 표시되어 읽는 사람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며, 100점 만점으로 계산

되는 ‘신체발달 점수’도 존재한다. 특히 신체발달 점수의 경우, 명확한 

계산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사들의 증언에 의

하면 측정된 항목들이 표준범위에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이때의 표준범위는 (BMI와 복부지방률을 제외하고는) 의료계에서 특

별히 합의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성분 분석기를 제조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구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다(Yates-Doerr 2013: 57). 체성분 검사 결과지의 뒷면에 표기된 해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체발달 점수 70점 이하는 “운동과 식이조절이 요

구되는 허약형, 비만형”, 70점~90점은 “일반적인 건강형”, 90점 이상은 

“근육이 발달한 강인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행복구 보건소 운

동처방사들은 신체발달 점수를 사람들이 “제 몸 어때요?”라고 물어볼 때 

“백 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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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체성분 검사 결과지의 시각적 장치는 측정을 받은 사람에게 1차적인 심

리적 위협감과 경각심을 준다. 신소현(여, 22세)씨는 ‘비만관리 전문’이

라고 광고하는 한의원을 친구와 함께 찾았다가 체성분 검사 결과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사례 II-5] 신소현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2세/심층면담/2015.11.07.

연구자: 인사이트 검사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에요?

신소현: 그냥 수치가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쭉 올라갔던 걸 먼저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근육량이랑 지방량이었어요. [...]

연구자: 그래프를 확인해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신소현: 그 그래프를 보면 정상 범위는 [녹색] 색깔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까지 끌어내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정상으로 가고 싶다... 날씬한 것까지 안 바라더라

도 평범만 했으면 좋겠다.’ 친구꺼랑 비교 해봤을 때 제가 훨씬 [그

래프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내가 과체중까지만 됐어도 좋았을 텐

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수치화된 데이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1차적 변환 과정에서 이

미 ‘투명하게 드러난 몸의 내부’에 대한 관념은 어느새 ‘건강’과 ‘위

험’한 상태, 혹은 ‘표준’과 ‘표준 밖’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으로 탈바

꿈한다.

  2) 운동처방사의 전문화

  도식적으로 시각화된 검사 결과지에 전문가적 해석을 부여하는 2차적 변

환의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운동처방사이다. 특히 최근 ‘운동처방사’

라는 직업의 전문화 양상은 비만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실증적으로 각인시

키고 비만 진단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보건의료 실천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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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처방사’라는 명칭은 본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4년까지 발급

하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막연하게만 존재하던 직업명이었다. 그러나 2012년

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2015년부터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가 ‘건강운동관리사’와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이원화 되면서 ‘건강운

동관리사’ 자격증은 운동처방사만을 위한 차별화된 자격 요건이 되었

다.21)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운동처방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건

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운동 수행방법을 합법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삼가야 할 운동, 운동방법, 

운동횟수 등”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국민체육진흥법」;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22)

  운동처방사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박현지(여, 26세) 운동처방사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II-6] 박현지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사 여 26세/심층면담/2015.12.17.

운동을 말 그대로 약 처방 해주는 것처럼 처방해주는 건데, 만약에 감기면 

어떤 약을 처방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채혈해서 중성지방, 콜레스

테롤, 고혈압 같은 게 나오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방법이나 운

동 강도, 횟수, 올바른 자세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위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운동처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운동의 “유형, 강

도, 시간, 빈도” 등이 수치의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된다(대한비만학회 진

료지침위원회 2014: 81). 운동처방도 약 처방에 비유될 만큼 ‘과학적’이

고 ‘전문적’이라는 인식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21) SH 직업연구소 자격증 사전, 2015.04.30., “건강운동관리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61&cid=42114&categoryId=42114>, 
최종접속일 2016.03.17..

22) 한국직업사전, 2013.05.30., “운동처방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25501&cid=42117&categoryId=42117>, 
최종접속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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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박혜경(2014: 175)이 비만의 질병지위 획득 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

던 “병리적 실재성”과도 관련이 있다. 박혜경에 따르면, 질병으로서의 지

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리적 실재성과 역학적 실재성이 입증되어야 하

는데, 최근 비만이 “약물, 수술과 같은 방식을 포함하는 의학적 치료 방식

으로 통제·관리” 가능하다는 의료계 일부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비만이 

병리적 실체를 가진다는 입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

락에서 볼 때, ‘운동처방’이라는 개념 또한 비만의 병리적 실체를 사회

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대한비

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2014)는 『비만치료지침 2014』에서 비만치료의 방

법을 행동치료, (영양교육을 골자로 한) 식사치료, (운동처방을 골자로 한) 

운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의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비만의 위험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임무를 맡은 운동처방사는 체성분 분석기가 제공하는 검사 결과지의 디자

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연구자는 행복구 보건소에서 운동처방 상담의 

모습을 참여관찰하는 과정에서 체성분 검사 결과지의 신체발달점수를 주관

적으로 활용하는 운동처방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II-7]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 상담/참여관찰 일지/2015.09.09

흥미로운 점은 운동처방사가 사람의 연령, 성별, 직업군 등의 정보를 눈대

중으로 파악해서 그 사람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그를 

상담을 통해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발달 점수가 77점이 나온 

40세 여성을 상담할 때 운동처방사는 “70점대는 보통이세요.”라고 설명했

다. 실제로 검사지의 뒷면 설명에도 70~90점은 ‘일반적인 건강형’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그런데, 다른 58세 여성이 73점을 받자, “좋은 점수가 

아니세요.”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보면, 전자의 경우 겉으

로 보기에도 매우 마른편이고, 검사결과상 근육량은 부족, 체지방률은 표준

치를 초과하는 경도비만이었다. 후자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덩치가 있었고, 

역시 근육은 적은 편, 체지방률은 경도비만에 속했다. 두 사람 모두 체성분 

검사 결과상으로 문제가 있고, 점수는 70점대이다. 둘 다 근육량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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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지방률은 표준범위보다 많다. [...] 나는 상담 받는 사람들이 적어졌을 

때 운동처방사에게 좋은 점수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남경

안[남, 28세] 운동처방사는 “평균적으로 허약형이나 비만형이 70점대가 나

오고 건강하신 분들, 강인형은 80점대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점수

에 대해 ‘주관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73

점이 나와도 노인에게는 좋은 점수일 수 있고, 젊으신 분에게는 나쁜 점수

일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위의 참여관찰 일지 중 운동처방사의 행위와 증언은 모순적이다. 운동처

방사는 신체발달 점수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주관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언

급하였지만, 그 주관적 판단의 근거를 사람들의 연령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러나 실제 상담 행위 중에는 연령이 아닌 체형이 운동처방사의 주관적 판

단을 상당히 좌우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오히려 운동처방사의 말

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58세에 7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경도비

만’ 여성이 40세에 7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경도비만’ 여성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했을 것이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달랐다. 

이처럼 운동처방사들의 해석에서 은연중에 개입되는 개인적 편견은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위험과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선별한다.

  궁극적으로 운동처방사들의 체성분 검사 결과지 해석이 목표하는 바는 

비만과 체지방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만한 몸에 대한 공포 

혹은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행복구 보건소의 박현지 운동처방사(여, 

26세)는 체성분 검사 결과지상에 나타나는 위험 정도에 대해 전문가적 입

장에서 의구심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운동처방 상담 때 적절히 활용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백하기도 했다.

[사례 II-8] 박현지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사 여 26세/심층면담/2015.12.17.

인사이트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좋으면 아주 좋다, 안 좋으면 아주 안 

좋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간은 없고, 경각심을 주든지 칭찬을 해주

든지. 그래서 과장이 되는... 표준점을 정해 놓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여자 

중에 체지방률이 18~28%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거의 대



- 42 -

부분의 여자들이 30%에서 31%까지 나오고 [...] 표준이하 범위랑 표준이상 

범위는 굉장히 큰데, 표준범위는 요만큼, 너무 좁아요. [...] 말 그대로 인사

이트 신체발달점수가 80점이 넘어간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건강

은 경각심이거든요. “백점만점에서 70점이래요! 왜 70점이겠어요? 근육량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70점이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신체발달점수를 설명

할 때에는 주로 경각심을 주는 용으로 활용하죠. 

  체성분 분석의 도움을 받아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운동처방사들은 상담을 제공하는 동안에 빨간 볼펜의 시각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보통 검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의 권장 지점인 표준범위 100% 선에 빨간색으로 

세로 줄을 긋는다. 그래프가 그 선을 넘어가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몸이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과체중’, ‘비만’, ‘복부비

만’ 등의 진단이 표시되는 란에 다시 한 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강조를 한다. 이러한 운동처방사들의 상담 중 행위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

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 

[사례 II-9]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연구자: 인사이트 언제 해보셨어요? 규칙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보라: 규칙적으로 할 일은 없는데, 인사이트 해본 게 그래도 여태까지 10

번은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오고 나서는 헬스장 등록할 

때마다 했었고, 신체검사 같은 거 할 때 하고... 꽤 자주 했죠. 혹은 

병원에 가서도 하고.

연구자: 검사 결과지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남보라: 인사이트 결과지가 나에게 준 충격은 별로 없었는데, 그걸 보여주

는 사람이 치는 동그라미가 나에게 위협감을 줬지. 고도비만 혹은 비

만 이런데다가 시뻘건 동그라미를 쳐주잖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

다, 혹은 체지방량이 얼마고, 근육량이 얼마다. 복부비만율이 얼마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시뻘건 걸로 줄칠 때? 

  위험을 가시화하는 기술을 통해 운동처방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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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만을 ‘눈으로만 볼 수 없기에 과학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이 과정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체내 구성성분에 대한 데이터 

값을 도식적으로 시각화하는 1차적 변환과 시각화된 자료에 전문가들이 다

시 한 번 의도적 해석을 부여하는 2차적 변환이 개입된다. 결과적으로 예

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실증적’인 건강의 위험을 

인식하게 되며, ‘관리되어야 하는 비만’의 범위는 확장된다.

 3. 위험집단의 설정, 관리되는 여성의 몸

  체성분 프레임에 의해 강조되는 신체 내부의 위험은 성별이나 연령의 구

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지만 현실의 보건의료 실천에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몸은 성인 여성으로 특정화된다. 특히 지역보건소의 현장

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공중보건 실천에서 성인여성은 비만의 위험에 노출

된 대표적 집단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각 지역

보건소로 배포하는 안내 책자인 「내 몸이 원하는 건강체중 만들기 Vol.2 

올바른 체중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에서는 30세 이상 여성의 비만

율(비만 유병률)이 2007년과 2012년 값을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는 사실을 

서두에 강조하며 성인여성들의 각별한 몸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한국건강

증진재단 2014: 2). 그러나 안내 책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30세 이상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항상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심지어 30세 이상 여성의 비만율 추이도 지속

적인 증가를 보였던 것이 아닌 불규칙적인 변동을 보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남자 30세 이상(표준화) 37.8 36.6 37.8 38.7 37.7 37.9 40.0 39.4

여자 30세 이상(표준화) 30.3 28.5 29.5 28.5 30.1 32.2 28.2 25.7

<표 3> 30세 이상 남녀 비만 유병률 추이 [단위: %] 

(보건복지부 2015b: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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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에 발행한 「2014 국민건강통계 I」은 민법

상 성인 전체를 포괄하는 만 19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비만 유병률 추이를 

(BMI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비교하여 그래프 형태로 요약 제시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따르면 

1998년 조사 1회를 제외하고는 이후 줄곧 성인 여성 비만율에 비해 성인 

남성 비만율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둘의 차이는 대체적

으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통계상으로 성인여성이 성인남성에 비해 비만 위험에 더 많이 노

출된 집단이라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성

<그림 2> 비만유병률 추이 [체질량지수 기준]

(보건복지부 2015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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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여성 비만의 관리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자료의 지

엽적 일부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실천에서 성인여성의 비만 위험이 유독 강조되는 진정한 맥락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건정책 및 제도적 관행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공의료 기관인 보건소는 흔히 남녀노소에게 차별 없는 건강정책을 시행

한다고 대중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보건 정책 또한 일정한 예산이 책정되

는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효율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조

이스 2010: 293-301).

  이어지는 두 가지의 상황은 보건 정책의 사업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

다. 첫 번째 상황은 ‘서울특별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

하는 자리인 ‘서울시민 건강 한 마당’의 한 장면이다. 서울특별시 건강

체중 333 프로젝트는 “3개월 동안 3kg 감량 3개월 유지”라는 슬로건을 

홍보하며 체중관리 관련 각종 이벤트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내 각 구 보건소는 매해 333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민들의 인원수와 그들이 

감량한 체중을 합산하여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23)

[사례 II-10] 2015 서울시민 건강 한마당/참여관찰 일지/2015.10.10.

오전 행사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축사가 끝난 후에 ‘체중감량 우수구 기부

쌀 전달식’이 있었다. 이는 ‘서울특별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평가와 마찬가지인 행사였다. 단상에 서울시장과 후원기업 대표 두 명

이 나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중감량 우수구’로 선정된 

구들에게 쌀과 상품권 수백장을 전달하였다. 각 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감량한 체중’을 구별로 합산하여 감량한 체

중이 가장 큰 구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량 체중을 합산한 값은 각 구 보건소에 

누적된 체성분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행복구 보건소의 경우, 대사

23) 서울특별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health100.or.kr/main.aspx>, 
최종접속일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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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검사를 받거나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구민들에게 3개월 간

격으로 체성분 측정 결과를 갱신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며 검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보건소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 보관한다. 보건소에서 구민

들의 체중감량 실적을 올리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처

방사가 하는 증언을 살펴보자.

 

[사례 II-11] 박현지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사 여 26세/비공식면담

/2015.12.29.

운동처방사: 대사증후군 사업. 그것도 실적이에요.

연구자    : 뭐가 실적이에요?

운동처방사: 명 수.

연구자    : 아, [체성분]측정을 몇 명 해줬다-!

운동처방사: 응, 333[서울특별시의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도 명 수에요.

연구자    : 그건 사람들 체중감량 kg 합산하는 것 아니었어요?

운동처방사: 체중감량 성공한 사람들 kg 합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많으려

면 일단 [체성분 검사]한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즉, 보건사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체성분 검사의 대상이 되

는 모집단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건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성

이 높은 대상인 성인여성, 그 중에서도 중년 여성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게 

된다.

  지역 보건소의 입장에서 중년 여성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

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년 여성 중 직장 생활을 하

지 않는 전업주부들은 보건소의 공식적인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 사이에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대표적 집단이다.

[사례 II-12] 박현지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사 여 26세/비공식면담

/2015.12.29.

아무래도 보건소 쪽에는 여자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남자들은 다 직장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제하에 이 시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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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운영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중년 여성의 비만은 폐경 이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변화들과 묶어서 질병화하기에 용이하다. 앞서 언급하였던 한국건강

증진재단의 안내책자에서도 성인 여성의 비만이 “불임, 대장암, 유방암, 

골밀도저하, 심장질환, 우울증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2).

  이처럼 정책적 비만 관리의 주된 대상이 성인여성으로 좁혀지는 상황에

서 여성들의 몸매관리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풍조는 홍보의 수단으로 적극 

동원된다. 보건소의 안내책자에서는 체성분과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몸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삽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한다(<그림 3> 참

조).

  그림 안에는 같은 키와 몸무게(165cm, 50kg)를 가졌지만 체성분의 차이

로 인해 서로 다른 몸매를 가진 “체중계 의존형 A양”과 “바디라인 체

크형 B양”이 등장한다. 지방과 근육의 밀도 차이로 인해 체내 근육의 비

율이 높아질수록 체중은 더 나가지만 시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S라인’

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복근이 드러나게 된다는 서사이다. 등장인물들의 

키와 몸무게부터 비현실적인 이러한 삽화는 보건의료 실천에서 흔히 발견

되는 편견의 동원과 관습 유지의 한 단면이다(조이스 2010: 299).

  단지 정책적 홍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실천 현

장에서도 ‘여성적 몸’의 이상은 반복적으로 회자된다. 가령, 운동처방사

는 운동교실 수업 중에 온라인상에서 일명 “걸그룹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외에도 “힙업을 위한 운동”, “라자(브래지

어) 라인을 위한 운동”, “다리 라인을 위한 운동” 등과 같은 표현을 쓰

며 수업을 진행한다. 2개월에 1회 실시되는 영양교육에서도 교육용 화면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항상 유명 여자 연예인이 탱크톱을 입은 사진

과 함께 “몸짱 될 준비 되셨나요?”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여기서 중요하

게 포착해야 할 점은 ‘여성적 몸’의 이상이 단순히 과거와 같이 ‘마른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라인(윤곽)’이 잡혀있고 탄탄한 근육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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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여성적 몸에 대한 사회적 이상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보건의료 정책상으로 성인여성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집단으로 

설정되고 체성분 프레임을 통해 몸 내부의 구성성분까지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확산되는 현상을 볼 때, 건강 및 신체적 위험 관리에 관한 사회

문화적 요구는 결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건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명

령은 젠더적 편견에 따라 굴절된다.

<그림 3> “몸무게는 같은데 몸매는 차이난다?” 

(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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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강의 측량과 몸 만들기

  앞서 II장의 1절과 2절에서는 비만을 진단하는 프레임이 체성분 위주로 

전환되고 그것이 보건의료 공간에서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3

절에서는 체성분 분석에 의해 가시화된 체내의 위험이 실적 중심의 보건의

료 제도 운영에 의해 젠더적 편향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알아보았다. 이어

지는 4절에서는 체성분 프레임의 확산과 실천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체성분 프레임은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행위와 건강

한 몸의 상태를 계산 가능한 숫자로 환원하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연결

되며, 체성분 검사 상 표준범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탄탄한 몸’은 단지 

신체적으로 건강한 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규범적으로 옳은 몸으로 해

석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1) 측량되는 건강과 삶

  비만관리의 핵심적 전략은 ‘건강’을 측량 가능한 영양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이츠-도어(Yates-Doerr 2015: 9-10)에 

따르면, 1930년대에 다양한 영양소의 화학적 구조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신

체의 영양상태가 계산되기 시작하고 삶 전반의 사회적 활동을 이해하는 방

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모든 신체적 활동은 섭취하고 소모한 칼로리

의 양으로 치환되었으며 이는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

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보건의료 실천에서의 비만 관리 양상에도 여실히 드

러난다. 체내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측정하는 체성분 검사뿐만 아니라 그러

한 검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운동처방 상담 및 영양 교육에서도 인간

의 모든 일상적 행위는 계산 가능한 기계적 행위로 사고된다.

  다음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처방 상담 장면은 체성분 검사 결과에 따라 

피상담인이 소모해야 하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체성분을 표준범위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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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운동의 강도와 시간, 횟수 등을 수치화된 처방의 형태로 설명하는 모

습을 담고 있다.

[사례 II-13] 남경안 행복구 보건소 운동처방사 남 28세/운동처방 상담 (피상

담인: 23세 여성)/2015.09.16.

몸무게가 이렇게 나오신 거고 근육은 18.7kg가 있는 거예요. 지방은 17.0kg

가 있는 거고, 표준범위는 성별이랑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 

[근육이] 18.7이니까 표준보다 조금 부족하신 거고, 지방은 표준보다 조금 

넘은 걸로... 권해드리는 체중 조절에 나온 거는, 빨강색까지[운동처방사가 

직접 표준량의 100%지점에 붉은색으로 그은 선], 여기까지 권해드려서 근육

은 3.4kg 올리면 되고요, 지방은 4.4kg 빼면 되요. 그럼 총 몸무게에서는 

1kg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PT를 받지 않고 혼자 이렇게 하시기는 힘들어

요. 우선은 표준 범위 안에 들어오시도록, 지방 2kg 빼고, 근육 2kg 늘리고, 

몸무게는 그대로이지만 그렇게 하면 표준범위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 이 안에 보면 지방은 32.5%이시니까 [표준범위를] 넘었죠? [...] 신체발달

점수는 71점이시고. 기초대사량은 1234. 기초대사량은 24시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만 있을 때 쓰는 최소한의 칼로리에요. 요게 표준은 1400을 봐

요. 그런데 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키랑 나이를 생각해서 그래도 

1300은 넘어야 돼요. 지금 부족하니까, 근육운동을 하면 이게 올라가요. 3개

월 후에 1250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 그럼, 우선 [운동계획을] 3개월

을 짜드리는데, 3개월이 계속 다르지는 않아요. 몸이 적응하는 단계가 12

주~16주, 3~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계획을 짜드리면, 요거를 

세 달 반복하시면 돼요. 제가 일주일 정도를 짜드리거든요. [...] 기본적인 거

는 일주일에 3번~4번 정도이고. 한 번 하실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

지. 유/무산소 섞어서. 사람에 따라 달라요. 뒤에 보면 [골격근-지방 그래프

가]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피상담자처럼] ‘표준체중 비만형’이면 

그 사람은 유산소 운동 먼저 하고, 근력운동 하면 되고. [...] 운동 강도는 맥

박으로 측정을 해요. 가장 쉬운 거는 맥박을 10초를 측정을 해서 곱하기 6 

하면, 1분 동안 내 맥박이 그만큼 뛴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런닝머신

이나 자전거, 요 두 가지가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호흡이 좀 차게. 유

산소운동은 많이는 아니고 [최대 심박수의] 60~70% 정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런닝머신은 30분 하시는데, 6.0~7.0정도. 이게 시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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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 때에도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영양학적으로 설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하고 궁극적인 체중감량 목표를 설정할 것이 권장된다. 다음은 

행복구 보건소에서 실시된 영양교육의 한 장면으로, 당시 교육실의 정면에

는 <그림 4>과 같은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그림 4> 행복구 보건소 영양교육 중 “감량 목표 설정”

[사례 II-14] 백현영 행복구 보건소 영양사 여 27세/영양교육 수업

/2015.12.03.

1일 열량 계산법, 내가 하루에 얼마정도 먹어야 되는지 계산법이 나와 있어

요. 표준체중은 내 키에서 100cm를 빼고 0.9를 곱하면 표준체중이 나오거든

요? 그 표준체중에 활동량에 따른 열량을 곱해줘요. 그 열량은 보통 사무직

처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활동량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25만 곱하면 되고,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30~35 곱하시면 

되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은 40을 곱해요. 곱한 량에서 마지막에 500kca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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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주시면 하루에 필요 열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대사로의 환원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삶을 이루는 행위들

의 질적 성격이다(Yates-Doerr 2013: 65). 가령 신체활동이나 먹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시공간적 맥락은 질문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단지 특정 

음식이 보유하고 있는 칼로리의 함량, 특정 운동을 하루에 몇 회 얼마의 

강도로 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양 등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적 실천에 의해 영양과 에너지의 균형이 계산 가능한 것으

로 제시되면서 체내의 구성성분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

들의 집착적 심리는 강화된다.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교실 참여자인 원영심

(여, 43세)씨는 운동교실을 등록한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체성

분 검사를 받고 있다. 운동처방사의 말에 따르면 변화된 생활 패턴에 따른 

신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체성분 검사는 2~3개월에 한 번씩 받을 것이 

권장되지만 원영심씨는 검사 상의 작은 숫자의 변화에도 자꾸 신경 쓰게 

된다고 고백한다.

[사례 II-15] 원영심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43세/심층면담

/2015.10.01.

저는 [체성분 검사를] 1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처음 인사이트 하고나서 운

동을 하고 식습관도 조절을 했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었는데, 그걸 벗어나

려고 식습관 조절하니까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나 보자-.’ 그랬는데, 첫 

주는 근육이랑 체수분이 빠지고, 두 번째 주는 체지방이 원상태로 돌아가

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체지방이 안 빠지니까! 근데 셋

째 주인가 넷째 주에 한번 쟀을 때는 0.1g 빠졌더라고요, 체지방이. 근데 분

명히 몸은 [이전에 비해] 좀 가볍고, 옷을 보면 분명 빠져 보이는데, 왜 체

지방이 안 빠지는지... [...] 주관적으로는 분명 빠져 보이는데, 수치상으로는 

빠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됐어요. 남들은 “좀 빠졌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옷 사이즈도 좀 준 것 같고, 몸 컨디션도 좋아졌는데 체지방이 안주

니까.[...] 그래도 수치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정확하다는, 

그게 일종의 결과물이고 보이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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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증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체활동의 측량화와 표준화는 인간의 

주관적 감각을 철저히 배제한다. 원영심씨는 분명 이전에 비해 몸도 가벼

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지만 체성분 검사 결과지 상

의 숫자가 자신의 감각을 증명해주지 않으니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의 측량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삶의 감각을 차단하고 대신 기계

적으로 조절하고 주조할 수 있는 몸에 대한 환상을 강화한다. 다음 절에서

는 ‘탄탄한 몸’이라는 이상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2) 탄탄한 몸에 대한 욕망

  체성분 프레임에서 권장되는 건강한 몸은 골격근-지방 그래프가 모범적 

D자형일 때의 몸, 즉 체지방은 적고 근육은 도드라지는 ‘탄탄한 몸’이

다. 이때 근육 혹은 지방의 많고 적음은 인구통계학적으로 계산된 표준범

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국 건강한 몸일수록 ‘평균적 몸’에 가까워진

다.

  이는 푸코가 근대적 “생명권력”의 양극 중 하나로 제시했던 “안전 테

크놀로지”의 작동방식과 상응한다. “생명권력”이란 개별 육체를 관리하

는 “훈육”과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안전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

간이 자발적으로 ‘살게 하는’ 생산적 권력이며, 특히 안전 테크놀로지는 

건강한 인구의 육성을 위해 통계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각종 평균 지

점에 관심을 둔다(렘케 2015: 84-88). 중요한 사실은 최적화된 표준점을 설

정하는 일이 단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인구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

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규범화(normalization)와 관

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잘 관리하는 일이 곧 근대 

자유주의적 통치에서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주체”의 주요 덕목으로 간

주되었기 때문이다(렘케 2015: 88). 결국 표준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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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상 개념과 규범에 통합되는 

도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푸코 1990: 145-157). 이는 『임상의학의 탄

생』에서 푸코(2006: 76)가 19세기 근대의학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이제 의학이란 병을 고치기 위한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확장된 의학의 범위가 포괄해야 할 대상은 건강한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이

었는데,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정상적인 

사람homme modèle의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제 

규범적인 문제가 되어 단순히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을 넘어

서, 사람과 사회가 맺고 있는 육체적이며 도덕적인 관계까지 담당하게 되었

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권장되는 몸인 ‘탄탄한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

으로 건강한 몸의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율적 건강관리를 통해 

스스로의 인적 자본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다는 도덕적 상징이 될 수 있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컨트리뷰터인 김소래(여, 31

세)씨는 남들이 흔히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체형을 가졌지만 체성분 검

사 상으로 지방보다 근육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건강한 몸’이다. 실제 

삶에서도 그녀는 에이전시의 대표로 일하면서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크로

스핏이나 킥복싱, 격투기, 검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다. 김소래씨에

게 체성분 검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체성분 검사 결과지는 그녀의 

건강하고 성실한 삶을 증명해줌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비난에서 그

녀를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례 II-16] 김소래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1세/심층면담

/2015.12.23.

김소래: 인사이트 해봤어? 본인[연구자를 지칭]은 근육이 좀 있는 것 같으니

까 보통으로 나왔지? 근데 마른 애들도 근육이 없잖아? 그럼 비만으

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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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사이트 측정 평소에 자주 하세요?

김소래: 나는 운동을 하니까. 몸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쭉 재는 거거든. 한 달에 한번 재지.

연구자: 검사 결과지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김소래: 나는 그래프를 보는 편이야, 그래프의 형태. 그래프에 수치도 나와. 

근데 나는 그래프 모양 형태를 더 신경 써. 

연구자: 형태라면 어떤...?

김소래: 근육이 더 많아야지, 지방보다. 

연구자: 그럼 아까 ‘몸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말이 어떤 몸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가요?

김소래: 나는 일단 근육이 없는 몸이 싫고, 탄탄하지 않은 몸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지방보다 근

육이 많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 [...] 나는 인사이트 하면 몸이 

표준으로 나와요. 이게 비율 퍼센트로 하는 거라 그런 거거든. 되게 

웃기지, [뚱뚱한] 내가 ‘표준’이 나온다는 게.

[...]

연구자: 그럼 인사이트가 몸 관리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소래: 아니, 도움이 안 된다고 봐. 논문도 있어, 인사이트 기계가 사실 사

기야, 사기.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아. 방금 재고 다시 재면 또 다르거

든. 

연구자: 오차가 있다는 걸 아는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재세요?

김소래: 오차가 있더라도 내 근육량이 얼마만큼 줄었나 늘었나 그런 걸 보

고 싶은 거지. 그런 거는 내가 보고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

잖아. 믿지는 않지만... 그런 거지. 점은 믿지는 않지만 점을 보러 간

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 난 너무 건강한 게 탈이야. 오히려 운

동 강박 같은 게 좀 있어. 운동을 안했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뭘 먹어

야 되면... 그러고 보니 나도 신경을 안 쓴다고는 할 수 없구나? 사람

들이 장난으로라도 “그만 먹어라.”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만약에 

그날 운동을 하고 왔으면 “야, 너는 운동이나 하고 나한테 그런 얘

기해.”가 바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그럴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약간 운동에 대한 강박증이 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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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황에서 김소래씨는 주변인들이 자신의 외형만 보고 건강관리와 성

실함에 대해 비난하는 상황을 극도로 꺼려한다. 따라서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체성분의 훌륭함을 끊임없이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증명해보이고자 한다. 그녀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오해보다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회적 비난인 것이다.

  일찍이 한서설아(2003: 75, 80)는 한국 여성의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지방은 제거의 대상이지 근육화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며 “정상체중과 체지방 분포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준에 맞

는 외모의 중요성이 건강의 중요성을 간단히 압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여성들이 마른 몸만을 지향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서설아의 연구

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 기준”과 “건강의 중요성”은 절묘

하게 통합되었다.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의 수강생인 이갑순(여, 60세)씨에게 ‘탄탄한 

몸’이란 체성분 프레임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몸인 동시에 성실하고 책임

감 있는 주체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례 II-17] 이갑순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60세/심층면담

/2015.9.25.

큰 애가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이 자기 몸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남도 관리 

못한다고 처음에 뚱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3개월 안에 살 몇 kg 빼라고 한

다고 해요. 우리 식구들의 신조도 ‘내 몸을 관리 못하면 남도 관리 못한

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 나보고 복부비만이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 인사이트 쟀더니 지방 3.3kg 빼고, 

근육을 4kg 늘리라고 나오더라고요. 5월에서 9월까지 매일 한 시간씩 걷고 

나서 요번에 가서 다시 재니까 체중은 1kg 빠졌는데 지방은 100g~200g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물론 폐경 지나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야- 살 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육 키우기 위해서. [...] 빠질 살도 나이 먹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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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빠지는 것이 있어요. 갱년기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어느 정도 됐

으니까 그런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40대 몸짱들도 보면 34-24-34[인치]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센서와 같아서 악착같이 살을 붙여가지고 있으려고 버티는 것이 있는

데, 그래서 나는 그런 다이어트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싶어요. 극복해서 나

만의 희열을 느끼고 싶어요. [...] 저는 근육질의 몸이 되고 싶어요. [나이 먹

어서] 에스트로겐도 안 나오고 남성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

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요. 인순이가 보디빌더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체성분 프레임 하에서 표준적 몸의 관념은 ‘신체적 건강의 유

지’와 ‘사회적 규범으로의 통합’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띠며, ‘탄탄한 

몸’에 대한 이상으로 물질화된다. 여성들은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닌 체내 

구성성분의 일상적 검증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도덕성을 물

질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III. 사회적 풍경에서 사라지는 뚱뚱함

  앞서 II장에서는 체성분 프레임에 근거한 측량적 건강 개념이 어떻게 자

율적 주체의 몸 관리 규범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건강한 몸의 표

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보건의료 제도에 의해 젠더 편향적으로 변모하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여성들이 겪는 정상화의 사회적 압

력을 의료적 관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건강해야 한다는 사회

적 명령은 실천의 층위에서 젠더 편향적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르도(2003: 232-233)는 

일찍이 여성들의 비만과 몸 관리 문제를 의학적 프레임으로만 설명하는 관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훨씬 오랜 시간동안 

몸 자체로 평가받고 몸을 통제 받아왔던 여성들의 처지를 은폐하는 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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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적 실천 외에 여성들의 몸 관리를 종용하는 또 다

른 사회적 힘을 본 연구는 옷이라고 보았다. 옷은 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

티를 강제하고 물질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인간의 몸은 “아무 것

도 걸치지 않았을 때보다는, 옷을 입었을 때 더욱 예민하게 ‘체감’”되

기 때문이다(이영아 2011: 49). 옷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적 몸’이란 어떤 것인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게 된

다.

  본 연구는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을 뜻하는 젠더와 근

본적으로 분리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버틀러(2008)의 관점을 차용한다. 

『젠더트러블』에서 버틀러는 만약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가 단절 가능한 

것이라면 젠더가 섹스를 답습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의 젠더 체계는 섹스처럼 이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섹

스’ 개념 역시 이분법적 성차를 본질화시키기 위한 담론적 구성물일 뿐이

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버틀러가 생물학적 의미의 몸, 물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런 식의 해석은 버틀러를 오독하는 것

이라고 전혜은(2010)은 설명하고 있다. ‘물질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는가’

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규정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틀러에게 물질을 지워버렸다고 비판하

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버틀러의 이론이 생물학적 ‘물

질성’이 아닌 이분법적 성차 구조의 ‘물질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었

다는 해석을 전제한다.

  본 장은 궁극적으로 옷을 통한 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티의 물질화 및 표

준화가 사회적 자리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특정한 사

이즈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성의 몸을 사회적 장에서 배제하고 비

가시화하는 실천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젠더 규범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지닌다.

 1. 옷, 사회적 자아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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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너(Turner 1993[1980])는 일찍이 인간이라면 모두 상징적 차원의 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피부(social skin)”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 몸의 표면은 생물학적, 정신적 독립체인 개인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자아(social self)의 경계이기도 하다. 인

간이라면 시공간에 따라 적절한 몸의 공적인 표현을 하는 일이 중요하며,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공적 표현의 주된 수단은 옷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성

복이 보편화되고 의류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옷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고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특정한 시공간에서 

요구되는 복장의 사회적 코드는 엄연히 존재한다. 터너는 사회적 피부를 

이해한다는 것이 큰 맥락에서 주체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터너가 말하는 ‘주체’란 생애주기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사회

적 힘에 강력하게 구속되는 주체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옷은 일상적 의례

(everyday ritual)와 그에 맞는 사회적 자아를 연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

소이다. 하지만 보편적 사이즈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옷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사회적 자아의 연행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뚱뚱함’은 일상적 상호작용의 흐름

을 방해하는 속성, 즉 낙인이 된다(고프만 2009: 18). 낙인의 가시성은 매끄

럽지 못한 상호작용의 가시성과 맥을 같이 한다(김현경 2015: 20).

  사람들이 스스로 뚱뚱하다고 처음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일상적 의례에

서 요구되는 옷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교복을 맞출 때 매장에 알맞은 사이즈가 없어서 따로 맞춤제작을 해야만 

하는 경우’, ‘대학시절 취업 면접을 앞두고 필요한 깔끔한 블라우스 한 

장이 없는 경우’, ‘헬스장에서 대여해주는 운동복 중에 자신의 사이즈가 

없는 경우’,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갈 때 요구되는 정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한 복장의 사회적 코드가 적용되는 모든 곳에서 뚱뚱함은 

문제가 된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편집장인 남보라

(여, 30세)씨는 잡지 발간에 이어 플러스사이즈 의류 사업을 직접 런칭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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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1]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인간의 기본 권리에 의식주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옷이 가장 앞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통과의례라고 부르는 관

례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는 건, 선택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그렇더라고요. 

정장 치마 한 벌, 바지 한 벌이 너무 절실한데 없더라고요.

  표준 사이즈에서 배제되는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옷이 없음을 더 강력하게 호소하는 쪽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옷이 없다”는 말의 이면에는 한국 의류시장의 비현실적인 

사이즈 표준화 관행이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류 공

업 규격은 국민체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는데, 200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KS의류치수규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81년을 기준으로 한 44·55·66 사이즈의 관행이 여성복 시장에서 유지

되고 있다.24) KS의류치수규격에 따르면 의류의 사이즈는 가슴둘레, 허리둘

레, 키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44·55·66이라

는 표기 체계는 사실상 구체적인 신체 치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

이다.25) 본디 55란 키가 155cm에 가슴둘레가 85cm인 여성의 상의 사이즈

를 뜻하는데, 1981년에 55가 한국 여성의 평균 사이즈로 정해지면서 키 

5cm 간격, 가슴둘레 3cm 간격으로 44와 66 사이즈도 정해진 데에서 유래

한다(이영숙 1999: 32-36).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비해 한국 여성들의 평균

적 키와 체격은 커졌기 때문에 다수의 여성복 브랜드에서 표기만 

44·55·66 체계를 유지한 채 실제 치수는 임의로 정해버린다는 점이다.26) 

24) 헤럴드경제, 2015.07.20., “55사이즈라고 다 같은 55가 아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0000157&md=20150721004031_BL>, 
최종접속일 2016.04.26..

25) 컨슈머리서치, 2015.07.20., “여성 의류 사이즈 표시 제각각...온라인 구매 시 낭패: 
호칭 표시, 실제 사이즈 업체마다 브랜드별로 멋대로...남성복은 양호,”  
<http://www.consumerresearch.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62322>, 
최종접속일 2016.04.27..

26) 헤럴드경제,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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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2015년 시장조사에 따르면 주요 여성복 

브랜드 간 같은 55사이즈의 가슴둘레 실제 치수는 최대 22cm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성복의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를 그대로 

사이즈 호칭으로 사용하며 주요 브랜드 간에 비교적 통일된 사이즈 규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상반되는 지점이다.27) 게다가 최근 여성 의류 시장

의 경향은 재고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일명 ‘프리사이즈’의 생산을 늘리

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프리사이즈는 보통 ‘평균적 사이즈’로 간주

되는 5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팻 프리(fat free)” 사이즈일 수밖에 

없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60). 이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44·55·66 사

이즈의 허수가 유지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숫자들이 그 자체로 여성

의 몸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의류 시장이 규정하는 표준 사이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옷이 없

다. 물론 “옷이 없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입을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

지 않는다는 말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 연구 참여자들 전반의 증언에 

따르면 소위 ‘보편적 사이즈’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옷들은 상대적으로 취

급하는 매장이 적어 구하기가 힘들고, 구하더라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며,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플러스사이즈 의류 생산 및 기획에 

대한 관심에서 시장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나우리씨(여, 31세)는 당시 동

대문 도매 시장 상인들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사례 III-2] 나우리 잡지 <마지노선> 포토그래퍼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1.

이상하게 보편적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의류는 디자인이나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어요. 더 큰 옷이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질 문제도 심했고, 미의 기준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편적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옷들을 가리켜서 ‘안 예쁜 것, 크

니까 그냥 걸치는 거적때기’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

요.

27) 컨슈머리서치,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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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까 그냥 걸치는 거적때기”처럼 옷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생산·

판매자들의 인식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원

서에 넣을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적당한 정장을 구해야 했던 박도영씨(여, 

31세)는 옷을 구하느라 고생하고도 보람이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사례 III-3] 박도영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0.20.

정장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취직도 취직이지만, 일단 [취업 원서에 넣을] 

사진을 찍으려면 치마가 아니더라도 정장 재킷이 필요한데, 위에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이즈를 잘못 시켰는지 안에 입는 게 

[셔츠가] 너무 큰 거예요. 일단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입고, 재킷도 주문한 

것이 왔는데, 사이즈가 맞기는 한데 너무... 가격 대비 너무 후진 거예요. 딱 

봐도 저건 싸게 주고 샀겠다 싶을 정도로 싼 티가 너무 나는 거죠.

  그렇다면 ‘보편적 사이즈’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디자인이나 품

질 면에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옷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평소 의류를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정서연씨(여, 30세)

는 해외의 플러스사이즈 의류 시장과 국내 의류 시장 간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정서연씨와의 대화에서 연구자는 소비자가 만족

할 만한 플러스사이즈 의류를 생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 III-4] 정서연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0세/심층면담

/2015.10.29.

연구자: 패션업계 종사자로서, 플러스사이즈인 사람들이 옷을 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정서연: 옷을 만들 때 옷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키가 작으면 

마르고, 키가 크면 몸도 커진다는 가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55

[사이즈]면 키가 155[cm] 기준, 66[사이즈]은 160[cm] 기준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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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키에 따라서 그 옷의 품이 있는데, [...] 사실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88을 입든 99를 입든 키가 155[cm]

인 사람일 수도 있고, 170[cm]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사

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기성복 체계로는] 그 필요를 전적으로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소매 길이만 보더라도 키가 작은 

플러스사이즈인 사람이 소매가 엄청 긴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니면, 사더라도 또 다른 수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렇다면, 굳이 플러스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체구가 작은 사람들도 

키가 다양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서연: 키가 다양한 것은 맞는데, 체구가 작으면 옷을 수선해야 하는 범위

가 줄어드는 거예요. 옷의 [전체적인] 모양 자체를 많이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선이 가능한 범위가 되는 거죠. 아까 단적인 예로 소

매를 들었지만, 플러스사이즈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살이 

어느 부위가 더 많고 적고는 진짜 개개인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같

은 사이즈를 입더라도 누구는 허리가 많이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 부위가 뜰 것이고, 그것에 대한 편차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표

준화해서 ‘이 사람은 이럴 거다’하고 옷을 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연구자: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서연: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적인 문제점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

이즈 자체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옷 길이만 하더라도 쁘디, 

레귤러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사이즈이지만 키가 더 작은 사람들을 

위해 기장이 더 짧은 옷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이즈가 

44, 55, 66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의 의류는] 그 사이에 반쯤 

되는 사이즈가 하나씩 더 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도 훨씬 

더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죠. 

  정서연씨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자면, 기성복 생산체계가 기본적으로 키

가 커지면 가슴둘레도 함께 커지는 직선비례법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이영숙 1999: 36) 체형 면에서 훨씬 다양한 개인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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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사이즈 의류를 생산하는 데에는 생산자 입장에서 분명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의류시장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플러

스사이즈 의류 생산을 애초에 포기하고 있다면 해외 의류시장의 경우에는 

사이즈 구분 자체를 세분화하고 같은 사이즈 안에서도 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복이 체형상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

비자들도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맞는 옷을 찾기가 어려워 

직접 옷을 만들거나 가까운 일본에서 옷을 자주 구입하는 김나래(여, 23세)

씨의 경우,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례 III-5] 김나래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3세/심층면담/2015.11.14.

플러스사이즈라고 해서 전부다 똑같이 재단 패턴을 3cm씩 늘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앞섶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사이즈가 가슴이 훨씬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길이를 더 늘려야 된다거나 [...] 큰 사이즈는 허

리부분 디자인 자체가 아예 다르게 들어가요. 허리 위치가 살짝 아래로 가

야 돼요. 가슴선 위치나 높이도 완전히 달라요. [...] 재단이 다르면 입었을 

때의 fit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의 허리선이 제 가슴에 

와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잖아요. [...] 플러스사이즈인 사람들도 플러스사

이즈적 체형을 고려한 상품을 입는다면 충분히 예쁘고 깔끔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제품만 널려있는 상황에서 어

쨌든 옷을 입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옷을 사야하고, 그러다보니까 

뚱뚱한 게 그렇게 부정적인 미적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하잖아요.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 말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처럼 여성의 ‘평균적 몸’이 규정된 상황에서 기성복을 구하기 힘들

어진 여성들은 66사이즈에서만 벗어나도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인식하

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장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옷

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적절한 사회적 자아를 연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한다. 특정한 사회적 장에서 요구되는 복장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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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더라도 체형적 다양성이 소거된 옷에 스스로를 끼워 맞춤으로써 사회

에서 ‘뚱뚱하다’고 규정하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부정적 미적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옷을 통해 규정되는 여성의 몸

  앞서 살펴보았듯, ‘평균적 몸’과 ‘보편적 사이즈’에 대한 관념은 여

성에게 더 협소하게 적용되어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장에서 일상적 의례를 수행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사이

즈의 제약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같은 

여성들 간에도 연령과 직업 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이즈 표준으로부터 

받는 제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여성

들 간 옷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보다 명확해지는 것은 옷이 ‘여성적 몸’

의 표준을 규정하고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 그리고 “성차화된 

몸”을 옷을 통해 적절히 재현하는 데에 실패한 여성은 사회적 장에서 쉽

게 배제된다는 점이다(전혜은 2010). “옷이 없다”는 말은 사회에서 규정

하는 ‘여성적 몸’의 표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연구 참여자 전반의 증언에 따르면, 이성애규범적 의미의 여성성을 적극

적으로 드러낼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20대~30대의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통 옷이 없음을 자각하는 시점도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과 

젠더규범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다.

[사례 III-6]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어린 친구들은 남자애들이랑 겸용으로라도 입잖아요. 남자 옷에 대한 거부

감이 생기는 게 스스로 여성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부터

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10대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 내 주

변에서 딱 봐도 덩치 좀 있는 10대 친구들은 남자 옷일 것 같은 옷을 입고, 

10대까지는 유니섹스 의류들을 그래도 많이 입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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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나는 2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구하기 힘든 옷 

중 하나로 꼽는 아이템이 속옷이라는 점도 옷을 통한 ‘여성적 몸’의 재

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현상이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

거진 <마지노선>에서는 속옷에 대한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의 고충을 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다. 당시 참여했던 20~30대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래지

어의 경우 C컵(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의 차이가 12.5~15cm인 사이즈)까지, 

팬티의 경우 사이즈 95(엉덩이 둘레 95cm)까지가 일반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이다. 그 이상의 사이즈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속옷은 

일반 매장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간혹 구하더라도 재질, 기능성, 미적 

디자인 면에서 모두 품질이 하향화되어 있는데 가격은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브래지어의 경우, 디자인 또한 유명 브랜드의 임산부용이나 수유 라

인 밖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여성들의 증언이다. 이들은 주로 인터

넷을 통해 해외 브랜드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속옷을 구매하거나 심지어는 

직접 온라인으로 주문제작을 하기도 한다.

  20대~30대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브래지어 디자인과 ‘임산부 혹은 수유 

라인’의 디자인이 구별된다는 점은 여성의 생물학적 연령과 출산 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몸의 외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기

혼 상태가 가정되는 중년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을 드러내는 일

은 사회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것이다. 브래지어는 대표적인 체형보정 속옷

으로 “상하 일체형 보정 속옷인 코르셋의 형태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

에 상의 속옷으로 분리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가슴 부위를 위한 여성 속옷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브래지어는 “여성 몸매의 곡선을 조형적으로 만

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곡선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불러일으킨 촉매제이기도 했다(이영아 2011: 73-83). 

사이즈와 디자인의 측면에서 입을 만한 브래지어를 찾기 힘들다는 20~30대 

여성들의 호소는 그만큼 이들이 이성애규범적 시선에서 성적으로 매력적인 

몸을 재현해야 하는 사회적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단지 속옷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복의 사이즈와 디자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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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회적 기대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흔히 20~30대의 여성들을 위

한 옷은 ‘미시 옷’, ‘아줌마 옷’과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사례 III-7] 이솔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8.

여성복 라지는 라지가 아니에요. 라지가 내 생각에 요즘에는 거의 66으로 

쓰여요. 왜냐면 S이 44고, M이 55고, L이 66이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입는 

옷은 거의 66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거의 66까지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

데, 요즘에는 아줌마들 입는 옷도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머니들은 기성복 88까지는 나오지 않나?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0~30대 여성

이 옷 구하기 힘들어요.

[사례 III-8] 이양희 잡지 <마지노선> 독자 여 40세/심층면담/2015.11.13.

사실은 내가 체형 자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옷을 

사러가잖아요? 난 20대 중반 때 30대들이 입는 옷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를 

입었어요. 10대 때는 20대 아가씨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20대 때는 30대들

이 입는 옷이라고 불리는 옷을 입었고, 30대, 40대 때는...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은 옷을 입기 위해서 정말 가격대가 훅 올라간 옷을 집어야만 했죠.

[사례 III-9] 김나래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3세/심층면담/2015.11.14.

연구자: 미시옷의 스타일을 묘사한다면 어떤 거예요?

김나래: 색상이 칙칙한 게 많아요. 제가 말하면 칙칙하고 엄마가 말하면 

‘차분하다’인데... 저는 되게 밝은 색깔 좋아하거든요, 파스텔 톤이 

저한테 잘 어울리고. 그런데 미시 옷은 거의 감색, 남색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루엣이 완전 다르죠. 실루엣이 똑같은 바지를 

사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은 발목까지 잡아주는 스키니고 미시 옷

은 발목 부분이 헐렁한 스키니고. 재단도 다르더라고요. 미시 옷은 

‘본딩’ 이런 거 꼭 들어가더라고요. 옆 라인이 한 겹 더 들어간다

거나, 알 수 없는 등산복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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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증언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젊은 여성들을 위한 옷은 의류시장에

서 대체로 사이즈 66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젊은 여성에게 옷을 통해 드

러내도록 기대되는 이미지는 ‘미시’ 혹은 ‘아줌마’의 이미지와 대비된

다. 이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의 몸과 뚱뚱하고 늙은 ‘아줌마’의 

몸이라는 이분법”과 한국사회의 이성애규범적 시선을 그대로 재현하는 현

상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49). 20~30대 여성에게 한정된 표준 사이즈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날씬하면서도 적당한 곡선미가 드러

나는 몸’, 따라서 ‘이성애규범적 시선에서 욕망되는 몸’을 구현하기 힘

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에 참여하는 중년 여성

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젊고 매력적인 이미지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실

에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사례 III-10 정현숙 여 43세, 허경진 여 38세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

생/심층면담/2015.12.01.

정현숙: 나는 옷 가게에서 내가 제일 싫더라. 딱 이쁜 옷이 있어서 입고 싶

은데, 들어가면 [점원들이] 배를 쳐다보면서...

허경진: “안 맞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정현숙: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허경진: 맞아. 

정현숙: 그러다보면 주눅이 들고,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눈으

로만 봐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죠. 

허경진: 아줌마들 옷 사는 데 가서 사라 얘기지. 여기는 아가씨들 가게라 

이거지. 똑같은 55래도요, 아가씨 55가 있고 아줌마들 55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더 소외감을 느끼죠.

  이처럼 여성으로서 매력적인 몸은 ‘표준 사이즈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젊

은 몸’과 동일시된다. 기혼 여성들의 옷이 사이즈와 디자인 측면에서 젊

은 여성들의 옷과 구분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사고되는 현상에서 여성이

라는 존재를 생물학적 생의 단계에 따라 욕망되거나 욕망되지 않는 존재로 

이분화하는 사회적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재생산의 역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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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줌마’의 몸은 사회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

겨지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옷을 통해 연행되는 섹슈얼리티가 단지 좁은 의미의 섹스

어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적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젠더규범 하에 구속되는 여성적 몸가짐, 여성적 행동, 여성적 말투, 여성으

로서 가지는 욕망 등 사회가 ‘여성적’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것을 체현

하게 됨을 뜻한다. 근래에 20kg 이상을 감량하는 데에 성공한 비만자조모

임 텔레파시의 이솔비씨(여, 31세)는 ‘여성스러움’에 대해서 살을 뺀 이

후에 본격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사례 III-11] 이솔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8.

이솔비: 예전에는 [지금보다 살이 쪘을 때는] ‘여성스러운 게 뭐다’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싫어했던 것도 같고. 근

데 지금은 [체중 감량 이후에는], 예를 들면 말투라든지 행동하는 것

부터 시작해서 다...

연구자: 여성스러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솔비: 내가 외형이 여성스럽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걸음걸이라든지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예전에는 치마를 입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살이 좀 빠지고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여성이 ‘여성적 몸’의 외형을 갖추는 일이 곧 사회적·도덕적으로 불

편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한 젠더규범을 체화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직

업 현장에서도 강조된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유니폼은 종종 남성과 여성

의 경계를 가시적으로 나누는 장치로 기능한다.

[사례 III-12] 나우리 잡지 <마지노선> 포토그래퍼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1.

제가 20대 초반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유니폼

이 있거든요. 내가 유니폼이 안 맞으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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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예요. 유니폼이 없다고. 그럼 나는 남자 옷을 입겠다, 바지 입고하겠다

고 그랬더니,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여야 된대요. 근데 그날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더라고요. ‘어? 나는 치마를 못 입는구나.’ 그리고 내가 일을 못

해서 알바를 못하는 게 아니고, 유니폼이 없어서 알바를 못하는 게 되게 민

망하더라고요.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회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 아직까지 ‘남

성적’ 직업으로 간주되는 직종에 있는 여성들은 ‘여성적 몸’의 외형을 

지울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즉, 이성애규범적 의미의 여성성은 일원적으로 

정의되어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성향과 기질이 여성성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독자모

델로 참여했던 장선희씨(여, 27세)는 중량급 유도선수이다. 장선희씨는 늘 

‘여성적이지 않다’는 평가나 ‘여성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훈계 속에서 

살다보니 오히려 ‘여성적 옷’을 입는 데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사례 III-13] 장선희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7세/심층면담/2015.12.12.

운동선수이다보니까 주변에서도, 선생님도 하는 말씀이 “너는 여자이기 전

에 운동선수야.” 이런 주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항상 못 

풀고 다니고 묶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어요.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치마나 원피스 입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 이런 걸 다 

억압해야 되는 게 싫어서... 남들이 봤을 적에도 “넌 되게 덩치 크고 운동 

하니까 멋있다.” 이런 말보다는 “여성적이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거든

요.

  양 극단에 위치한 나우리씨와 장선희씨의 사례에서 한 가지 사실이 명확

해진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갖고 고유한 자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섹슈얼리티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다. 여성들은 ‘여성적’이거나 ‘무성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직업 현장

에서조차 여성들은 “몸 그 자체로 정체화되거나 평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16). 사회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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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입어야 한다. 

  섹슈얼리티의 연행과 사회적 자리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은 표준 사이

즈에 속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 여성성을 그리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오랜 기간 무직 상태였던 박도영씨(여, 31세)가 연상하는 ‘여성스러움’은 

‘트렌치코트가 잘 맞는 프로페셔널한 여성’으로 대표된다.

[사례 III-14] 박도영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0.20.

제가 생각하는 여성스러움은... 프로페셔널하고 트랜치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힐을 신고 빠르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 되게 부러워요. [...] 제가 

‘여성스럽다’는 뉘앙스를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

르겠어요. 세미정장 입고 다니는, 약간 전문직 여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

도 해요. ‘여성스럽다’고 하면 프로페셔널한 여성이 떠올라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여성의 몸은 옷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 하나의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여성적 몸’을 구현하는 

옷이 여성의 생물학적인 생의 단계를 암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자리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한 덕목을 규정하는 젠더규범의 영향 하에서 

작동한다. 20~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강제되는 표준 사이즈 체계는 사회

가 규정한 ‘여성적 몸’를 물질화하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기제이다.

 3. 내 옷의 감시자, 엄마

  표준 사이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젊은 여성들에게 하루 빨리 살을 

빼서 ‘여성적 옷’을 입을 것을 가장 강력히 주문하는 사람들은 ‘엄

마’28)이다. 딸의 옷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엄마와의 갈등적 상호작용은 

28) 연구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부친은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반면 모친은 ‘엄마’라
고 지칭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녀관계의 특수한 친밀성을 드러내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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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에게 뚱뚱함이 여성의 성적 매력과 상반되는 속성이라는 생각

을 각인시킨다.

[사례 III-15] 박도영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0.20.

항상 엄마가 그러세요. “살만 빼면 낭창낭창하게 원피스 입고 돌아다니면 

남자가 줄을 설 거다.” 이따금씩 한 번씩 물어보죠. “쫓아다니는 남자 없

니?” “없어.” “왜 없니?” 이렇게... “조금만 살 빼면 네가 가벼워져서 

스스로 더 뺄 텐데...”

  딸이 입는 옷의 감시자를 자처하는 엄마의 최대 걱정은 딸의 연애와 결

혼이다. 마치 20~30대 여성의 표준 사이즈에 몸을 맞출 수만 있다면 이성

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엄마는 딸을 몸 그 자체로 정의한

다. 물론, 엄마가 딸에게 요구하는 ‘여성적 몸’이 성적 매력을 노골적으

로 표출하는 몸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성애규범적 시선에서 욕망되고 매력

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문란’해서는 안 된다는 아슬아슬한 

젠더규범이 딸에게 요구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을 지배한다. 즉, 엄마들이 

원하는 딸의 모습은 과하게 ‘섹시’해서는 안되지만 ‘예뻐야’ 하는 것

이다. 이는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강제하는 모순적 시선을 엄마들이 강력

하게 체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양희씨(여, 40세)는 부유

하면서 동시에 가부장적이었던 가정환경 속에서 시집을 잘 가기위해 “예

뻐야 한다”는 엄마의 잔소리를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다.

[사례 III-16] 이양희 잡지 <마지노선> 독자 여 40세/심층면담/2015.11.13.

중2 됐을 때 키도 엄마와 비슷해졌고 옷 사이즈도 엄마랑 비슷해졌어요. 엄

마가 아가씨 때 입던 옷을 나는 중 2 때 입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나니까 

엄마는 “넌 벌써 이거냐. 살이 왜 이렇게 찐 거냐.” 이렇게 반응하시니까, 

그때부터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태클을 엄마한테서 받기 시작했죠. [...] 아

적 감시자로서의 ‘엄마’가 가지는 강력한 구속력을 강조하기 위해 ‘엄마’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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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그 회사를 다니시고 직급이 뭐라고 하면 굉장한 집이었던 거죠. 그

러면서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딸은 곱게 커서 좋은 데 시집을 가서 친정

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엄마가 생각하시는 거는 그런 기준이었던 거예

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도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나는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하다못해 음식도 배워서 좀 잘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강했죠. [...] 결혼을 앞두고 내게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

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등가교환의 느낌이었어요. 여자는 키 크고 날씬

하고 예뻐야 되고, 신랑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

때 내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게 ‘내가 소 시장에 나온 소인가?’ 그런 느

낌이 강했죠.

  옷을 둘러싼 엄마와의 갈등적 상호작용은 딸들의 자의식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몸에 대한 자의식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되며, 가장 가까이서 여성의 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엄마이기 때문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23). 비만자조모임 텔레

파시의 참여자인 김빛나씨(여, 31세)는 늘 자신에게 골반과 엉덩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던 엄마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해왔다. 심지

어 보편적 기성복 사이즈 체계 내에서 옷을 골라 입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반과 엉덩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정해져있을 정도였다. 살을 더 빼야한다는 강박 때문에 한 때는 폭

식증을 심하게 앓기도 하였다. 자조모임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강박을 극

복하려고 노력하는 김빛나씨는 엄마의 말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III-17] 김빛나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1.02.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골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골반 그냥 보통이

었는데, 계속 그렇게 듣다보니까, ‘아, 나는 골반이 크고, 엉덩이가 너무 

큰 사람. 그러니까 항상 가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누가 나를 좋아

하는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직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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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 저는 그때, 제가 살이 쪘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절

대 사귈 수 없고, 살이 쪘기 때문에 예쁜 옷은 절대로 못 입고, 살이 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살이 쪘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하기 위

해서 다른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었어요.

  연구 참여자들 전반은 딸의 몸에 관한한 “엄마의 영역”이 확고히 존재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그토록 딸의 몸을 감시하고 관리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엄마들이 받는 역할 기대는 

“엄마의 영역”을 형성하는 힘 중 하나이다. “돌봄 주체인 ‘엄마’의 

경우 가족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데, 여기에는 딸의 몸

을 ‘뚱뚱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기획자로서의 역할도 포함”되기 때

문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36-37).

  딸이 뚱뚱하면 관리를 하지 못한 엄마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가족

관계 속에 가장 먼저 반영되어 나타난다. 어렸을 적부터 비만이었던 공다

솜씨(여, 23세)에 따르면 가족이 저녁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늘 

“애를 왜 저렇게 먹였냐.”라고 핀잔을 주었다. 딸이 자신의 체형을 닮아 

고민인 원영심씨(여, 43세)는 시부모님과 친부모님 양쪽으로부터 “애를 이

렇게 내버려둘 거냐. 여자애가 이렇게 크면 어떡할 거냐. 이제 살 좀 빼게 

해줘야지.”와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교실 수강생인 이갑순씨(여, 60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엄마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 일반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례 III-18] 이갑순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60세/심층면담

/2015.09.25.

엄마가 음식 기름진 걸 좋아하고 대식가면 식구들은 100% 살이 찌게 돼 있

어요. 엊그제 아는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갔다 왔거든요. 딸 

둘이 마흔 살, 마흔 두 살인데 미스야-. 돼지가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런데 그 [애들] 엄마는 노력해서 돼지는 아니야. 77 사이즈 정도 입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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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지, 그 언니가 68세니까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음식을 좋아해요, 엄마

가 음식을 좋아하니까. [...] 내가 보니까 [딸 둘이] 70~75kg 정도 나가겠더라

고요. 그걸 보니까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내가 그 딸들

이 미스가 아니라면 조금 이해했을 텐데 미스거든요. 그래도 그냥 립 서비

스 해줬어요. “어우- 이쁘다 야-!” 이러면서...

  위 사례에서 ‘미스인 두 딸의 몸을 뚱뚱하도록 방치한 엄마’는 그 책

임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끊임없이 딸의 몸에 대한 책임을 묻

는 가족과 주변인들의 압력 속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정상적 섹슈얼리티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존재는 엄마일 수밖에 없다.

  한때는 스스로도 사회로부터 ‘여성적 몸’의 규범을 강요받는 젊은 여

성이었을, 따라서 사회 구조의 억압적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엄

마가 딸에게 특정 사이즈에 몸을 맞출 것을 종용하는 상황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 결국에

는 정상적 섹슈얼리티를 연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엄마들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와의 갈등을 토로했던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평생 전업 주부로 지냈던 엄마를 둔 여성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활발하게 직업 활동을 하는 엄마를 둔 여성들도 많았다. 즉, 가내 

영역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이미 경험한 엄마들

까지도 딸에게 몸을 통해 정상적 섹슈얼리티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

다는 뜻이다. 이는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현재 시

점에도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몸 그 자체로 평가받는 존재로 남

아있으며,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벽을 엄마들 또한 알고 있음을 암시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인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생물학적으로 본질화된 여성으로 규정될 것이며 가부장적 사회재

생산의 책임을 떠맡게 되리라는 것을 엄마들은 무의식적으로 체현하고 있

으며, 스스로도 정상적 엄마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4. 뚱뚱함의 비가시화와 옷에 맞춰지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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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리 없는 사람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가 정해놓은 ‘보편적 사이즈’와 ‘여성적 

몸’의 범주 안에 뚱뚱한 여성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 터

너(Turner 1993[1980])는 “사회적 피부(social skin)”라는 개념을 통해 인

간이 생의 단계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옷을 달리 입음으로써 점차 대우주

로, 즉 강력한 사회적 규범 속으로 통합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터너가 분

석한 전통사회에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

어지는 것이었다. 즉, 사회적 피부를 획득하는 데에 생물학적인 자격이 필

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리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다. 여성의 ‘평균적 몸’을 규정하는 표준 

사이즈는 현실과 판이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젊은 여성들은 표준화된 사이

즈 체계 안에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춤으로써 정상적 여성임을 증명하고 사

회적 자리를 획득해야만 한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피부가 애초부터 박

탈된 이들은 사회적 공간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규범에 맞추지 못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뚱뚱한 여성들은 옷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도 사회적 공간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수 있으며, 사회적 풍경에서 뚱

뚱함은 드러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비가시화된다.

  ‘비가시화’는 본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낙인 상징(stigma symbol)으로 기능하는 속성의 비가시화는 사회적 규범과 

정상화 작용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돌출되고 싶지 

않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기도 하다(고프만 2009; 김현경 

2015: 20-21).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남보라(여, 30세) 

편집장은 비가시화의 이와 같은 두 측면을 “배제”와 “고립”으로 분리

하여 표현한다. 남보라씨의 생각에 기성복 사이즈의 표준에 속하지 못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일상적 배제에 익숙해져 어느 

순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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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19]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비공식 면담

/2015.09.10.

최근에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로 나오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립’과 ‘배제’는 달라요. ‘고립’은 외로움에 

관한 것이지만 ‘배제’는 박탈감에 관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복을 맞

추는 데 내 사이즈가 없을 때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박탈감이죠. 고

립은 배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강순미씨(여, 44세) 역시 근래에 살이 찐 이후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 중 

하나이다. 강순미씨는 줄곧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시어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옆에서 보살필 사람이 필요해지자 일을 그만두게 되

었다. 일을 그만두면서 갑자기 살이 찐 강순미씨는 예전에 비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례 III-20] 강순미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44세/심층면담

/2015.12.08.

강순미: 비만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몸에 살이 찌니까 자꾸 나

가기도 싫고 집에 있고 싶고 그래요.

연구자: 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으세요?

강순미: 옷이 안 맞으니까. 집에 있는 옷이 안 맞고, 옷을 또 사야 되는데, 

예쁜 옷은 못 사고.

연구자: 예쁜 옷은 어떤 옷인가요?

강순미: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엘레강스하고, 옷이 체형을 돋보이게 하

거나 예뻐 보이게 하는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런 옷을 지금은 못 입

잖아요. [...] 요즘은 ‘아니야, 난 빠질 거야, 빠질 거야, 지금 옷을 

사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있죠.

  이처럼 고립은 옷이 없어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택

하는 쉬운 선택지 중 하나이다. 강순미씨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각자

의 방에 숨어든 여성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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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하고 기성복 사이즈 표준에 자신의 몸이 들어맞을 날이 오기를 꿈꾼

다.

  2) 기성복이 맞는 몸에 대한 욕망

  기성복의 표준화된 사이즈 체계에 맞추어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갖는 욕망은 정상화된다. 뚱뚱한 여성에게 부여되는 부정적 미적 이미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 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경험하는 현실적인 불편

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살

을 빼고 있는 이솔비씨(여, 31세)에게 기성복 체계는 몸 관리의 명확한 기

준으로 작용한다.

[사례 III-21] 이솔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8.

저는 기성복을 입는 사이즈 이상은 안찌고 싶어요.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야 되니까.

  이솔비씨가 자조모임의 이야기 나눔 중에 “옷은 곧 자유”라고 주장하

는 모습도 기성복 체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이솔비씨의 생각을 잘 보

여준다. 이솔비씨에게 옷에 맞춰 살을 빼는 일은 삶의 자유를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사례 III-22]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이야기 나눔/참여관찰 일지/2015.10.17.

신소망: 우리나라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사이즈가 작게 밖에 안나와요. [...] 

일단 범위 자체가 5~6가지 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올해 했던 울트라

발란스29) 마라톤은 [여성 참가자를 위해 제공하는 티셔츠 사이즈가] 

90, 95[가슴둘레 90cm, 95cm]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85[cm], 90[cm]이

었던가? 어쨌든 그게 스판 재질이라 입긴 입었는데, 저는 불쾌하더라

29) 해당 스포츠 브랜드의 명칭은 본 연구에서 가명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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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선택권도 없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옷을 사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강단비: 헬스장 가면 날씬한 사람들 많고,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어!

신소망: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못가는 것 같아요. 

[...]

이솔비: 저는 사실 살을 빼는 이유가 좀 자유롭고 싶어서? 왜냐면 뚱뚱한 

사람한테 한국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인데, 그걸 하러 갔

을 때, 뭔가 불편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스킨스쿠버를 해보

고 싶었어요. 예전에 서핑을 해봤을 때 수트가 내 몸에 들어갔다는 

걸 아니까 스킨스쿠버를 하러 당당하게 갔죠. 근데 예전에 이것보다 

더 뚱뚱했을 때는 그 옷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자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성복이 맞는 게 없어요-. 뚱뚱한 사람한테 한국에

는. 살이 쪘을 때는 자유가 엄청나게 제한된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요.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고 살을 빼니까 확실히 옷을 산다

든지, 너무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을 좀 더 빼면 

그런 선택권이 많아지고 신경 쓸 게 없어지는 거죠.

  이처럼 여성들의 몸에 대한 욕망은 기성복을 기준으로 표준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기성복이 맞는 몸’이란 일상적 의례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적 섹슈얼리티를 구현함

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몸이기도 하다. 자신의 사이즈가 

66이라는 사실도 밝히기 힘들어 ‘55 반’이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은 욕망의 정상화가 얼마나 강력하며 은밀한 속성을 지녔는지 보여준

다. 젊은 여성의 몸에 허용되는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66’이라

는 경계는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배제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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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측량되지 않는 삶과의 줄다리기

  II장과 I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성들의 몸은 동시에 두 가지의 구속을 

받고 있다. 신체 내부의 체지방과 근육은 표준형 그래프를 기준으로 계산

되고 관리되며 ‘탄탄한 몸’은 신체적 건강의 지표로서 뿐만 아니라 성실

하고 책임 있는 주체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의 평균 

사이즈’는 여성들이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정상적으로 연행하여 사회적 장

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두 방향의 표준화에 의해 ‘비만

(obesity)’은 체지방률이 표준범위를 벗어난 몸에 대한 진단으로, ‘뚱뚱함

(fatness)’은 기성복의 표준 사이즈를 벗어난 몸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프

레임 되지만, 두 개념 모두 ‘평균적 몸’의 관념을 기준 삼아 단일한 몸 

규범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IV장에서는 몸이 계산 가능한 행위들의 합리적 결과물이라는 인식, 즉 

‘기계적 몸’의 은유가 비만 혹은 뚱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실제 삶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보일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몸 때

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능동적 

실천을 조명하고 실천의 한계까지 짚어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어야 할 점은 사회·경제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

는, 혹은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일수록 ‘건강한 몸’과 ‘여성적 몸’에 

대한 규범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게 체감하며 그 구속으로 인해 고통 받

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히,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운용하여 사회

적 자리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뇌 및 실천도 사회·경제적 참여율이 높

은 젊은 여성들의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부터 이후 V장까지 

다루어질 여성들의 실천이 결코 그들이 구성한 집단(행복구 보건소 비만관

리 프로그램,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 비만 자조모임 텔

레파시)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주기와 삶의 

궤적에서의 절실한 필요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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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량 불가능한 삶의 변수

  보건의료적 실천 속에서 비만은 ‘생활습관병’으로 불린다.30) 이 표현

에는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근거한 삶의 모든 행위들이 칼로리의 섭취와 

소모로 기계적 환원이 가능하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체성분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삶이 측량 가능하며 정확한 계산에 의해 몸이 통제될 수 있

다는 인식은 전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몸은 “생성과정

에 있는 실체”로서 개인이 노력과 투자를 통해 주조할 수 있는 “프로젝

트”의 대상이 된 것이다(쉴링 2011: 3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만 혹은 

뚱뚱함의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노출된다. ‘자기관리’는 곧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의 총체로 이해되며, 모든 삶의 행위들이 선택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

에 비만이나 뚱뚱함은 게으름이나 나태함, 절제 부족의 상징이 되었다.

  보건의료적 실천의 파급력을 빌려 ‘자기관리’ 담론의 형성에 강력히 

일조하는 또 다른 사회적 촉매제는 미디어이다. 2011년부터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Set美人’31)은 오디션을 통해 외모 콤플렉스를 가

진 지원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피트니스 트레이닝과 의료적 수술을 제

공하고 지원자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키는 스펙타클한 서사를 보여준

다. 정서연씨(여, 30세)는 ‘Set美人’의 서사 전개 방식이 ‘뚱뚱하면 게으

르다’는 단순 공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례 IV-1] 정서연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0세/심층면담

/2015.10.29.

정서연: TV에 나오는 살찐 사람은 운동도 하나도 안하고, 음식 먹다 흘리

고, 막 이런 식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살이 찐다는 걸 미디어에서 

30)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생활습관병,”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56&cid=51007&categoryId=51007>, 
최종접속일 2016.06.07..

31) 해당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이름은 본 연구에서 가명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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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으르다=뚱뚱

하다’는 아니지만 ‘뚱뚱하다=게으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

아요. [...] 하지만 진짜 하나도 안 게으르고, 엄청 바쁘고, 열심히 살

고, 우스갯소리로 정말 살이 빠질 시간이 없어서 안 빠진다고 얘기하

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자: 그럼, 뚱뚱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미디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정서연: 저는 ‘Set美人’도 그런 대표적인 프로라고 생각해요. Set美人은 

삶의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날씬해지면 다 해결이 된다고 말하는 

프로에요. 살이 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외모적

인 굴레로 사회적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시청자

들이 생각하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이 뚱뚱한데 집에만 있고, 애도 제대로 안보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

가 있었는데, 살 빼고 예뻐지니까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아지고, 애도 

열심히 보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극과 극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

면 TV 용으로 연출이 된 건지 알 수 없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봐, 저렇게 뚱뚱하니까 게으르고 저렇게 살다가, 살 빠지고 예뻐

지니까 열심히 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몸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뚱뚱한 몸의 상태가 ‘게

으른 삶’의 결과물이라고 의미화 하는 ‘기계적 몸’의 은유는 미디어에

서 보여주는 이미지로 인해 사회적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몸은 단

순히 섭취하고 소모하는 칼로리 외에도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나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측량 불가능한 삶

의 변수에는 유전, 출산,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삶의 우연한 사건, 노동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다양

한 요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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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어머니, 여동생, 자신이 모두 비만에 속하

는 정서연씨(여, 30세)는 자기관리 담론에 대해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사례 IV-2] 정서연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0세/심층면담

/2015.10.29.

사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나도 뚱뚱했는데 살 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자

기 케이스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고. 저 같은 경우,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유전자에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있

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그렇고 친척들 중에도 이미 플러스사이즈인 사

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구 보건소의 운동교실 수강생들 중에는 출산 이후 몸의 변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현숙씨(여, 43세)의 경

우도 출산 후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례 IV-3] 정현숙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43세/심층면담

/2015.12.01.

원래 배가 나온다든지 체형이 흐트러진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결혼하고 

출산 후에... 출산을 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정도 하다보면 몸이 불어나

요. 

  30대 때부터 줄곧 테니스와 헬스, 요가, 골프 등의 운동을 즐겼던 성노연

씨(여, 58세)는 요즘 들어 노화로 인해 자꾸 살이 찌는 것을 거스를 수 없

다. 

[사례 IV-4] 성노연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58세/심층면담

/2015.12.15.

55살 되니까 2kg 찌고, 56살 넘어갈라카니까 또 2kg 찌고. 요즘 들어서 

2~3kg 찌고 이러니까... 몇 년 주기마다 2~3kg씩 늘어나데?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고. [...] 옛날에 젊었을 때는 살 뺄라카면 금방 뺀다? 근데 요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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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니까 잘 안 빠지데... 젊었을 때는 1~2kg 뺄라카면 금방 빼요!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도 있

다. 특히 이차성 비만32)의 원인으로 알려진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 

Polycystic Ovary Syndrome)33)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본 연구의 참여

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언급되었던 질병이다. 또한 여타의 질병 치료를 목

적으로 복용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약물이 비만을 초

래하거나 오랜 병상생활로 인해 살이 찌는 경우도 있었다.

  박채영(여, 31세)씨 역시 여성 질환으로 인해 급격한 속도로 살이 쪘던 

경험이 있다. 식욕억제제에 힘입은 단식과 극단적인 운동으로 지금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지만 몸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사례 IV-5] 박채영 잡지 <마지노선>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 31세/심층면담

/2015.12.18.

저는 여성기관 쪽이 안 좋아서, 저는 먹는 것과는 별개로 살이 찌는 상태였

거든요. 1년 10kg씩 팍팍 늘고, 유년기 내내 그렇게 살이 쪄왔기 때문에. 그

래서 꾸준히 고도비만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

서 병원을 한 번 갔었던 건데. 월경을 거의 일 년에 한 두 번 밖에 안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 없이 살다가 그래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

원을 갔더니 자궁 쪽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호르몬이 혼란스러운 상

태고,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몸 사이클이 다 깨져서 비

만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지금부터라

32) 의학적으로 비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원발성 비만(primary obesity)과 이차성 비만
(secondary obesity)으로 분류된다. ‘원발성 비만’은 ‘단순성 비만’이라고도 불리며, 
연령이나 성별 관련 요인, 식사, 생활습관, 인종, 사회경제적 요인, 유전적 요인, 영양 유
전자 상호작용, 심리적 요인, 장내 미생물, 환경 화학물질 및 독소 등 다양한 위험요인
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한다. ‘이차성 비만’은 유전 및 선천성 장애, 약물, 신경 및 
내분비계 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이다(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 
2014: 1-12).

33)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만성 무배란과 고안드로겐혈증을 특징으로 하며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가 관찰되고,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후군”을 뜻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다낭성 난소 증후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848&cid=51007&categoryId=51007>, 최종접속
일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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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약을 먹어서라도 일단 적정체중 근처까지는 내려가 줘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위협적인 말들을 했었어요.

  심신옥씨(여, 52세)의 경우에는 연이은 사고로 오랜 병상생활과 약물치료

를 해야 했다.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은 사고로 인해 살이 쪘지만 체중 증

가에 대한 가족들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례 IV-6] 심신옥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52세/심층면담

/2015.09.24.

2012년에 손을 심하게 다치면서 두 달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받는 동안 

8kg가 쪘어요. 그 후에 운동해서 조금씩 빠찌다가... 2013년도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근육이 파열돼서 또 쪘고요. [보건소에서는] 살 빼서 3개월을 유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다쳐서 누워 있다보면 또 찌

고... 병원에서는 호르몬 영향도 좀 있다고 해요. 다치고 나서 생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말초신경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질 수도 있다고... [...] 저희 어

머님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86세신데도 지금도 철저하게 체중 조절하시고 

음식 조절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남편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90 다 돼

가는 노인도 하는데, 너는 못하냐.” 그럴 때 보면,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

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좀 밉더라고요. [...] [울먹거리며] 남편은 

농담 삼아서 “뚱땡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내가 배가 나오니까 애는 나보

고 ‘미쉐린 타이어’라고 놀려요. 그 하얗게 배 나온 캐릭터 있잖아요-. 

가족이 제일 문제에요.

  한편, 노동환경은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이다. 한 때 개발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일같이 야근해야 했던 김소

래씨(여, 31세)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다는 말이 때때로 진실이라

는 것을 안다. 초등학교 때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준비했던 축구선수였고, 

학창시절과 대학시절 내내 크로스핏이나 킥복싱, 격투기, 검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겨왔던 김소래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운동을 쉬다가 3년 전에 회

사를 그만두고 직접 에이전시의 CEO가 되고 나서야 그토록 좋아하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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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사례 IV-7] 김소래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1세/심층면담

/2015.12.23.

대학 때까지도 괜찮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 맨날 야근에 맨날 야식, 술 먹었

더니 15kg인가가 찐 거야. 내가 11년 일했거든? 1년에 약 1kg씩 찐 셈이지. 

그리고 아예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 다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말

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서울로 출발해가

지고, 그럼 7시에 서울 도착이야. 8시까지 출근이거든. 그리고 저녁 8시~9시

에 일이 끝나. 그럼 집에 오면 밤 10시~11시야. 그러면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1시야. 그럼 자야지, 또 다음날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쭉 반복했거든. 첫 취직했을 때 집엘 한 달 동안 못 갔어. 퇴근을 안 시켜

주더라고. 개발회사를 다녔으니까, 개발자여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

한 가닥이 있으니까 너무 나에게 자만한 거지. 조금씩 조금씩 찌는 건 본인

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야. 

  오랜 세월 정육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접고 나서야 그렇게 하

고 싶었던 운동을 할 시간이 생겨 행복하다는 강해진씨(여, 49세) 역시 건

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삶의 조건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례 IV-8] 강해진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49세/심층면담

/2015.10.06.

제가 계속 가게를 했어요. 애 낳자마자 3개월 됐을 때 정육점을 했어요. 일

은 하지만 운동 같은 거는 일절 안했어요. 물론, 시간도 없었어요. 내 가게

를 하다보니까 피곤해서도 못했지. 정육점 3년 하다가 한 6개월 쉬고 또 음

식점을 11년 했어요. 음식점 하면서는 딱 명절 두 번 쉬었어요. 추석하고 

설날. [...] 게으를 시간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11시까지 가게에 있지. 집에 

가서 집안 살림에, 파출부를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다 하면서. 힘들고 

시간 없으면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녁도 늦게 먹었지 가게 할 때는. 먹을 

시간이 없잖아, 손님들 어느 정도 빠져야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맨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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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안찌겠어.

  때때로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는 극도의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고통은 몸을 통해 표출된다. 극단적인 경우, 폭

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겪기도 한다. 인간의 식욕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

상이 아닌, 때때로 “감정이 깃든 배고픔”이기 때문이다(럽턴 2015: 65). 

  신소현씨(여, 22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키도 제일 크고 덩치도 큰 

편이었다. 여자 아이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늘 폭언과 물리적 폭

력을 휘둘렀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등학교 때 

폭식증까지 왔던 신소현씨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기관리를 운운할 때마다 

억울하다. 

[사례 IV-9] 신소현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2세/심층면담/2015.11.07.

저도 제가 찌고 싶어서 찐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자기관리에다가 연결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빠와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컨트롤 

할 수 없던 부분이라고 느껴요. [...] 고등학교 때 그렇게 먹었던 건 그때가 

진짜 아빠랑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저는 그게 듣기 싫고, 부정하고 싶

고, 아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싫으니까. 그땐 진짜 울기도 울고, 상처가 제

일 컸을 시기여서, 그때는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엄청 했었고. 그걸 

자꾸 달래려고 먹었던 것 같아요. 반항하려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먹

지 말라면 더 먹고 싶고.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겪으면서 폭식증이 왔던 장경아씨(여, 26세)의 

경우도 자신이 살이 찐 것은 본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세월

이 지나고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도 몸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았다. 결

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례 IV-10] 장경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26세/심층면담

/2015.10.24.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그걸[학교폭력] 당한거야. 엄청난 스케일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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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랬었는데, 너무 순진했던 

거지. 고등학교 1학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교우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완전 거의 자폐 수준으로 사람이랑 대화를 할까 말까? 그리고 계속 

라면 먹고... 라면이 소위 말하는 comfort food라고 하잖아요? 딱히 좋아서 

먹는다기보다, 그게 하나 두 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살 엄청 쪘

죠, 그때.

  이처럼 많은 이들의 삶에서 비만이나 뚱뚱함은 자신의 의지로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영양학적·운동학적 측량만으로 몸을 통

제 가능하다고 믿는 사고를 ‘은유’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기계적 몸’의 관념이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몸을 통제가능하다고 보는 사고야말로 가

장 비과학적이다. 손택(2002: 16-20)은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특정한 질

병의 발생 원인이 불명확할수록 은유적 환상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

적한 바 있다.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할수록 그 

질병을 신비화시켜 마치 개인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만 역시 명확한 발생 원인

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리어 인과관계의 도식이 사회적으로 단순화

되고 ‘자기관리’와 같은 개인의 도덕적 자질과 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

다. 본 절은 이와 같은 ‘기계적 몸’의 은유가 은폐하고 있는 삶의 단면

들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수들을 칼로리로 환원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2. 변하지 않는 몸과 자기학대적 몸 관리

  삶의 모든 행위를 계산 가능한 좌표 위에 위치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건강한 몸’의 표준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구속일 수밖에 없

다. 기계적 생의학 모델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 즉 외재적 설명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도록 강



- 89 -

요하고 사회적 억압이나 고통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Neitzke 

2016: 64). 

  더불어 현대문화는 표준에서 벗어난 몸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체중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서사만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몸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속적으로 주입한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몸은 유연하고 가변적(plastic)인 물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강단비씨(여, 34세)는 TV의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몸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현실감 있게 노출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

이 묘사한다.

[사례 IV-11] 강단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4세/심층면담

/2015.11.21.

TV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맨 처음에 재잖아요. 옷 되게 야하게 입

고 나와서. 여자 같은 경우에 핫팬츠만 딱 입고 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있으면, 옆에 체지방, 근육량, 허리둘레 이렇게 프로필 화면이 나와요. 

Before랑 After의 체형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비교가 되거든요. 

Before랑 After에 똑같이 입고 나와요. 나중에 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려고 Before 때도 탱크탑에 핫팬츠만 입고 나와요, 배 딱 까고. 배가 

뽈록, 확연하게 드러나요. 사람 앞모습 찍고, 옆모습 딱 찍고.

  이처럼 체중감량의 성공 사례만이 미디어에 난무하는 상황에서 표준의 

기준점이 정해지면 표준 범위에서 벗어나는 몸들은 스스로를 긍정하기 쉽

지 않다. “왜 체중감량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당신은 못

하느냐?” 식의 사회적 비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

만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자

기 최면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노력하면 금방 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몸

은 생각처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몸을 바꾸는 일은 오랜 시간에 걸친 

삶의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뒷

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현재를 긍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

국 빨리 비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의 단기적 수단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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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게 된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이어트 상품들은 “~만 하면 

비표준, 비정상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패배자의 낙인에서 벗어나고

픈 사람들을 유혹한다. 단일한 수단을 매개로 몸의 극적인 변신을 보여주

는 Before & After의 서사는 약 처방을 통해 특정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료

하는 병리학적 서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즉, 비만의 병인(病因)처럼 사고되

는 체지방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함으로써 ‘기계적 몸’

의 은유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단기적 수단을 통해 비만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의존한다. 연구참여자들

의 증언 속에 빈번히 등장한 단기적 체중감량 수단에는 식욕억제제, 체지

방 분해 주사 및 카복시 테라피34), 단백질 보충제를 포함한 건강보조식품, 

한약, 극단적 단식 등이 있다.

  식욕억제제35)는 ‘극단적 단식’을 제외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

이 언급한 단기적 체중감량 수단이었다. 33명의 연구참여자 중 9명이 심층

면담에서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의 공인된 비

만치료지침 상으로 약물치료는 식사, 운동 및 행동수정 요법의 보조적 치

료법으로서만 인정되며, 일부 약물의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이 분명히 경

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한내분비학회·대한비만학회 2010: 302; 대한

비만학회 진료지침위원회 2014: 92-101) 식욕억제제는 비만을 고민하는 여

성들에게 다른 다이어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접

근성이 용이한 수단으로 통한다.

  나우리씨(여, 31세)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과정과 복용했을 때의 부작

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사례 IV-12] 나우리 잡지 <마지노선> 포토그래퍼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1.

34) 피하지방층에 의료용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체지방 감소를 꾀하는 시술(박성곤·안찬진 
2015).

35) 비만치료제는 지방흡수 억제 혹은 식욕 억제의 기전을 이용하며 한국에서 비만치료제
로 승인된 약제에는 올리스타트(지방흡수억제제), 펜터민(식욕억제제), 디에틸프로피온(식
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마진돌(식욕억제제)이 있다(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
위원회 2014: 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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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 때. 근데 먹으니까 부작용이 바

로 나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손발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한 3일 

먹었나? 그랬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자: 약은 무슨 약이었나요?

나우리: 보통 그냥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데, 먹으면 일단 입맛이 없

어요. 입이 되게 마르고. 그게 뇌를 자극하는 거래요. 그 약을 먹으면 

뭔가 먹고 싶지도 않고, 뭘 먹어도 고무 맛이 난다 해야 하나?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컨디션이 하루 종일 가요. 

제가 3일 이 약을 먹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

실 이후로 약은 안 먹게 되었어요.

연구자: 약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나우리: 병원에 내과나 이런데 가면, 대충 인사이트 재고, 나의 인사이트 수

치 하나만 가지고 약을 처방해줘요. [...]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늙

은 의사가 하는 내과. 동네 병원에 ‘비만’ 되게 많이 적혀 있잖아

요. [...] 처음에는 약이 너무 세면 힘드니까 강도를 약하게, 1달 정도 

먹으면 약을 더 세게, 이런 식으로 [약의 강도를 높여요]. 약을 먹으

면 내성이 생겨서 약도 안 받는대요. 그 약에도 단계가 있는데, 한 

달에 몇 kg 뺄 거냐만 물어보고, 약의 강도를 조절해주더라고요. [...] 

약 먹고 뺀 애들은 또 바로 찌거든요. 그럼 더 부어서 나타나고 이러

니까. [...] 이게 솔직히 먹으면 빠진다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혹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비싸지도 않으니까. 의료보험 못 받으

니까 병원비 한 만원 내면, 한 달에 약값이 3~4만원? 그럼 부담스러

울 정도로 비싼 돈은 아니잖아요. 

  체지방 분해 주사나 카복시 테라피는 마치 비만의 원흉처럼 사고되는 체

지방의 제거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광고되는 다이어트 시술이다. 허경진씨

(여, 38세)는 체지방 분해 주사에 현혹되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다.

[사례 IV-13] 허경진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38세/심층면담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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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주사를 맞아봤어요. 피부과 바로 밑에 층에서 비만관리를 해주거든

요. 주사가 굉장히 아프지만 1주일에 한번씩 3개월 맞으니 10kg이 빠졌어

요. 그런데 물혹이 발견돼서 주사 맞기를 중단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10kg가 금방 다시 찌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면 비쩍 마른 사람도 다시 찌는 

게 무서워서 계속 와요. 가격은 횟수로 8회에 28만원정도... 셀룰라이트를 

녹여준다고 홍보해요.

  단백질 보충제를 비롯한 건강보조식품도 여성들이 쉽게 선택하는 체중감

량 수단 중 하나다. 정현숙씨(여, 42세)는 건강보조식품의 회사에서 운영하

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체성분 측정을 하며 모든 식사를 단백질 셰이크에

만 의존했던 시절이 있었다.

[사례 IV-14] 정현숙 행복구 보건소 운동교실 수강생 여 43세/심층면담

/2015.12.01.

저도 그린라이프36) 먹고 살을 뺐었는데, 3개월 하고 끊으니까 살이 다시 찌

는 거예요. 끊자마자 순식간에 다시 찌더라고요. 요요가 엄청 심해요, 다시 

막 찌는데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그린라이프는 한번 끊고 나니까 다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셰이크가... ‘내가 이걸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먹었

지?’ 싶을 정도로, 냄새만 나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샀는데, 

그건 더 못 먹겠는거야-. 장을 비우는 거거든요.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를 운영하는 신소망씨(여, 29세)는 스스로 자조모

임을 만들기 이전까지 살을 빼기 위해 “지방흡입과 수술 빼고는 다 해봤

다”고 자처한다. 신소망씨가 경험했던 최악의 체중감량 수단은 한방병원

에 입원하여 한약을 복용했던 것이었다. 당시 자신의 일시적 체중감량이 

한약 때문이 아니라 한약 복용과 병행했던 극단적 단식 때문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례 IV-15]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이야기 나눔/참여관찰 일지/2015.10.17.

36) 해당 건강 보조 식품의 고유 명칭은 본 연구에서 가명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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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방병원에 대학교 때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한 달 만에 20kg 빼고, 

간수치 오르고? 거의 쓰러질 때까지 갔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다 쪘던 것 같

아요. 한약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돈은 거의 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거

기 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밥은 거의 컵만한 데에 나오고, 반찬은 엄지손

톱만큼씩 나와요. 근데 그걸 세 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끼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한약이랑 생식 같은 걸 먹는데, 생식은 저한테 너무 역해서 못 

먹었고, 한약을 먹으니까 기운이 난다고는 하는데... 병원 아래층에 운동하

는 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 먹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약 먹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다 찌죠. 

  여타의 다이어트 상품들보다 손쉬운 방법은 역시 극단적 단식이다. 강단

비씨(여, 34세)는 1일 1식으로 44 사이즈까지 도달했던 경험이 있다. 영양

부족에 의해 다양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

게 살을 뺐던 기억은 강단비씨를 놓아주지 않는다. 단식을 처음 시도하고

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요로 불안한 순간이 오면 강단비씨는 굶는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 IV-16]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이야기 나눔/참여관찰 일지/2015.11.21.

제가 음식을 거의 굶었어요. 10년 정도. 되게 심하게 굶었던 때는 2~3년 정

도. 1일 1식. 효과는 되게 좋았어요. 25kg를 뺐고, 거의 44~55 사이즈였는

데... 효과는 좋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탈모.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골룸’ 같다고...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피부도 굉장

히 안 좋아졌어요. 탄력이 없어지고. 가장 큰 단점은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먹는 걸 제한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고, 저

녁을 같이 안 먹으니까 대인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요요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다이어트의 반복적 실패는 결과적으

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많은 여성들이 홀로 

각종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체중 감량에 실패하면 “엄청난 패배감에 젖

어들면서 무너져버린다”고 표현한다. 이는 때때로 극단적인 식이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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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스스로 불쾌감이 들 때까지 먹는 폭식에는 ‘실패

한 자신’에 대한 자기학대적 감정이 짙게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송초롱씨(여, 22세)는 어렸을 적부터 소아비만이었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체중감량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도 기숙사 

룸메이트 언니에게 배웠던 ‘먹토(먹고 토하는 폭식증의 증상을 가리키는 

말)’는 송초롱씨가 경험했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일찍 ‘먹토’의 굴레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러한 행위에 현혹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는 기억하고 있다.

[사례 IV-17] 송초롱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2세/심층면담

/2015.09.28.

연구자: 다이어트는 많이 했었나요?

송초롱: 엄청 많이 했죠. PT도 받아봤고, 몸 다치기 전에는 운동중독에 걸

릴 정도로 10시간씩 운동한 적도 있었고, 단식을 중학교 때도 했었어

요. 한약도 먹어봤고, 경락도 받아봤고, 먹고 토하는 것도 해봤어요. 

연구자: 먹고 토하는 거요?

송초롱: 폭식증이죠. 저는 그래도 금방 폭식을 끊었어요. [기숙사] 룸메이트

가 저한테 폭식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1~2주 하

고 그만뒀지만, 먹토[먹고 토하기]는 정신병이에요. [...] 이 끝에서부

터 저 끝까지 과자를 펼쳐놓고 미친 듯이 먹어요. 눈이 돌아가요. [...] 

그런데 먹을 때도 강박관념이 있어서 물이랑 같이 먹어요. 그래야 토

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서 토를 할 시간이 1시간 있어야 

돼요. 그게 맞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부려요. 다 집어 던지고 주변 사

람들한테 욕하고. [...] 사람 사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먹을 

걸 사러 갈 때도 ‘이 사람이 내가 먹을 걸 사러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이죠. 살

이 찌는 게 무서우니까 먹고 토하는데, 먹고 토하면 살이 빠져요. 그

럼, “어? 살이 빠지네? 그럼 더 많이 먹어도 토만 하면 되겠네? 그

럼 더 먹어야지. 나는 밑 빠진 독이니까.” [룸메이트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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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체중 감량에 극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괴

롭힌다. ‘부정적 과거’는 자신을 향했던 혐오적 시선이나 사회적 비난, 

배제의 기억을 포함한다. 가령 “예전에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살 빠지니 

사람 됐다.”와 같은 말은 곧 찾아올 수도 있는 요요 현상에 대한 강력한 

공포를 초래한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취재에 응했

던 최선영씨(여, 28세) 역시 살을 빼고 나서 자신에게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말들이 달갑지 않았다.

[사례 IV-18] 잡지 <마지노선> 취재 현장/참여관찰 일지/2015.09.13.

저는 살을 한 달 만에 20kg를 뺀 적이 있어요. 거의 안 먹고 했는데, 빠진 

모습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면서 그게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살찌는 

게 엄청 두려워지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먹으려하지 않으니까 거식증에 거

렸었어요. 

  박채영씨(여, 31세)는 살을 빼고 나서도 과거 뚱뚱했을 시절 사람들에게 

받던 시선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사례 IV-19] 박채영 잡지 <마지노선>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 31세/심층면담

/2015.12.18.

박채영: 살을 빼고 나서 요요나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멘탈적으로 흔들리

더라고요. 살을 빼긴 뺐는데 과거 내가 뚱뚱했을 때 겪었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계속... 그 틀 안에서 계속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가. 뚱뚱한 건 나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이 찔 기미가 보이면 심리적으로 되게 영향

을 받았어요. 폭식이나 거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다보

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문제없어 보이

지만.

연구자: 과거의 시선에 갇혀 있다는 걸 주로 어떤 상황에서 느끼셨나요?

박채영: 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예

를 들면, 오랜만에 보는 지인이 “야, 너 요즘에 살 좀 붙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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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말 한 마디하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아, 안되겠다. 옛날

로 돌아가야 되나보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 주고. 

아니면 뚱뚱했을 때 겪었던 자존감 없는 그런 느낌들이, 예를 들어 

슈퍼를 가려고 해도 그냥 가면 될 것을, 좀 뚱뚱해 보인다 싶으면 코

트를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

습으로 연출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계속 그런 강박을 갖고 일상생활

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자격지심 속에서 소통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와 같이 살을 뺀 이후에도 지속되는 일상적 강박을 강단비씨(여, 34세)

는 “정신적 비만”이라고 표현한다. 극단적 단식으로 25kg을 감량하는 데

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비씨가 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례 IV-20] 강단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4세/심층면담

/2015.11.21.

현재 제 스스로를 ‘정신적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요가 올까봐 

늘 두렵고, 살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상태가 정신적 비만이

에요.

  

  이처럼 부정되는 현재와 자기학대적 몸 관리의 악순환 속에서 비만 공포

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늘어만 간다. 이는 건강 상태의 표준화를 통해 

의학이 이루고자 했던 선한 의도와는 괴리가 있는 사회적 결과이다. ‘탄

탄한 몸’의 이상과 ‘기계적 몸’의 은유는 오히려 표준에서 벗어나는 몸

을 비정상화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표준에 대

한 강박은 비만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적 실천과 

개인들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측량적 건강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

요가 있다.

 3. 건강의 재개념화와 자기애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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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관적 건강

  건강의 표준점이 주는 강박으로 인해 체중감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

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기학대적 몸 관리의 폐해를 어느 순간 자각한다. 

현재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에 참여하고 있는 유진선씨(여, 32세)의 경우, 

체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증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클렌부테롤을 

헬스장 트레이너의 권유로 복용했다가 쇼크가 오고 난 후에야 ‘건강한 

몸’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사례 IV-21]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주제별 이야기 나눔/참여관찰 일지

/2015.12.19.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찌는 체형이었는데, 나름의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게 오히려 저한테 독이 되었더라고요. 헬스를 하면서, 체지방을 빼기 위한 

약을 트레이너인 친구가 추천해줘서...클렌부테롤이라고 하는 약이었어요. 

그 약을 복용했더니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에 나흘 입원을 했었어요. 심박수

가 200까지 뛰고 전해질이 몸에서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일반 정맥주사도 

못 맞아서, 사타구니 사이에 큰 정맥이랑 쇄골 밑에도 정맥 주사를 놔야 했

어요.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서 몸에 근육이란 근육은 다 파열됐어

요. 아직 젊으니까 결국 퇴원은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걸로 인해 부정맥이 

왔고, 그게 신장까지 영향을 주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직장도 안다니고 집에만 있었어요. 몸을 회복하는 것이 우

선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제가 직장도 다시 다니게 되고, 운동도 할 만큼

의 체력을 얻어서 행복해요.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빨리 가려고 하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친다는 거예요. 제 몸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하는

데 예전에는 너무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자기학대적 몸 관리의 극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건

강’의 의미를 재정의하고자 시도한다. 수치상으로 체지방과 근육량이 표

준범위 안에 드는 것을 ‘건강’이라고 사고하기보다 내 몸의 감각들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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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주관적 건강’을 개념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일상

생활을 하는 데에 편안하고 건강하게 느끼는 체중의 한계선이 있다고 말한

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독자모델인 공다솜씨(여, 

23세)도 건강한 몸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말한다.

[사례 IV-22] 공다솜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3세/심층면담

/2015.09.15.

저는 85~87kg까지만 해도 ‘난 균형 있게 살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90kg 이상이 되면 아니에요. 그 기준선은 제가 느끼는 몸 상태에 따른 것이

에요. 예를 들어, 계단 올라가는 데에 숨이 찬다든지... 80kg 중반일 때에는 

운동을 해도 즐겁고, 안 지쳐요. 7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움직일 때 달라

요. [...] 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체력이 딸릴 때에요. 체력이 딸

리는 것이 만약에 체중 때문이라면 운동을 하지만, 피로 때문이라면 아무것

도 하지 않고 맛있는 것 먹고 쉬며 하루 종일 TV를 봐요.

  물론, ‘주관적 건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고도비만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실제적인 질병의 위험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고도

비만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은 고혈압이나 지방간, 당뇨 등의 증상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자발적으로 체중감량을 하였다고 말한다. 다만, 건강상

의 위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도 현재 권장되는 표준수치가 지나치게 과장

되어 있으며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몸으로 알고 있다. 현재 영양사로 

일하면서 비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최지수씨(여, 27살)는 과

거에 100kg 이상의 고도비만이었다가 30kg 이상을 감량한 상태이다. 비록 

체성분 검사 상으로 ‘표준’ 상태는 아니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다. “어린 애 하나를 들어낸” 만큼의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자신에게 ‘건강을 위해’ 살을 빼라는 사람들을 최지수씨는 이해

할 수 없다.

[사례 IV-23] 최지수 잡지 <마지노선> 독자 여 27세/심층면담/2015.11.18.

저도 고도비만일 때는 지방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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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빼야하죠. 근데 그냥 비만과 과체중 정도는 안 빼도 되거든요. 제가 지

금 과체중인데 다 정상수치에요.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빼

야 할 ‘필요’가 없어요. [...] 저한테 지금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30kg를 이미 뺐는데 누가 왈가왈부 하냐는 거죠. 30kg

이 솔직히 말이 30kg지, 어린 애 하나 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표준수치가 모두에게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은 최근 의학계에서도 제기되

고 있다. 최근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MHO: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37) 주관적 건강을 주장하

는 사람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를 운영하

는 신소망씨(여, 29세) 역시 건강검진 의사로서 의학적 기준수치들을 완전

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사례 IV-24] 신소망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운영자 여 29세/심층면담

/2015.12.21.

건강체중이란 내가 하고자하는 걸 체중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체중인 

것 같아요. 요즘 실제적으로 뜨고 있는 거는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

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적 이상이 없는 obesity가 미국에서는 핫 하거든요. 

미국의 obesity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실제적으로 비만이면서도 대사적 질

환이 아무것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운동으로도 사실 [체중감

량의] 효과를 별로 못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만하지 않지만 대사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른 당뇨, 마른 고혈압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하면서도 체중적으로가 아니라 몸, 체력, 그리고 

자기 마음 이런 부분에서 자기만의 건강체중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런 걸 찾아가는 데 도움 드리고 싶어요.

  이 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개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체중감량 행위

37) Medical Observer, 2015.06.24., “″뚱뚱해도 괜찮아″ 건강비만에 관심: ″체중만으로 
판단 안돼″ vs ″대사증후군 전 과도기″ 의견 분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07>, 최종접속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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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악영향과 지방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순기능 등을 환기하며 의학

적 표준화가 은폐하는 이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독일

의 비만 전문가이자 뇌과학자, 내과의학자, 당뇨병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

힘 페터스(2014: 13)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우리 뇌의 에너지 공

급 관계”를 강조하며 체중증가가 때때로 스트레스 상태를 견디기 위한 인

간 뇌의 자연스러운 적응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다

이어트 행위는 뇌의 에너지 공급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응을 방해한다

는 측면에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한편,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대인들의 삶과 만

성질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예방의학자 이덕희(2015: 219-226)는 체내에

서 지방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은 보통 지용성 화학물질 혼합체가 되어 지방조직에 저장

된다.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조직에 저장되어 있던 지용성 화학물

질이 혈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때 인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채 주요 장기로 침투하게 된다. 특히 반

복적으로 체중감량과 요요를 반복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해

진다.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 집단 내에서 비교했을 때 비만인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병의 예후가 더 좋은 현상인 “비만의 역설

(obesity paradox)”도 이러한 이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만

이냐 아니냐 혹은 체중을 얼마만큼 감량했는지에 신경을 쓰기보다 체내 화

학물질이 안정적으로 보관 또는 배출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이덕희의 주장이다.

  이상 언급한 의학계 내의 다양한 주장들은 비록 합의된 정설은 아니지만 

분명 건강한 몸의 표준치 설정에 대해 의미 있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공통점이 있다면 결코 ‘건강’ 개념을 단순히 체지방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즐겁게 먹기, 즐겁게 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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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와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에서

는 건강의 측량화 및 표준화를 거부하고 ‘주관적 건강’을 추구하는 실천

들을 행하고 있다. 측량적 건강이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면 

주관적 건강은 즐겁게 먹고 즐겁게 운동하는 자기애적 실천으로 구성된다. 

죄책감을 느끼며 먹기보다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식욕을 믿고 맛을 음미하

며,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길 것이 독려된다. 가학적이고 강제적인 운동보다

는 일상적 신체활동 자체를 즐기고 실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선택

에 따라 운동 할 것이 권장된다.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의 경우, 매회 전반부 1시간의 주제별 이야기 나

눔과 1시간의 운동 강습으로 구성되는데, 이야기 나눔에서는 비만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나 건강, 행복 등을 주제로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 운동 강습 때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을 

가르쳐주며 운동 자체를 즐기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 같이 운동을 배

우지만 모임에는 어떠한 체중감량의 목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경우, 죄책감을 느끼며 탐식

하는 행위(guilty pleasure)를 버리고 “음식에 대한 순결한 쾌락(innocent 

pleasure)”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파한다. 사람들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다이닝을 주기

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먹는 여성들의 뷰티 화보를 촬영하기도 

한다. 잡지의 고정 지면 중에는 제철 음식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푸드 칼럼

도 있으며, 개인의 생활 패턴과 성향에 따른 맞춤 운동을 소개하는 칼럼도 

있다.

  이와 같은 실천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즈와 상관

없는 건강 캠페인(일명 HAES: Health At Every Size)”의 강령들과 유사하

다(Bacon 2008; Bacon and Aphramor 2011: 1, 6-8). HAES 캠페인은 다학제

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생리학, 영양학, 심리학, 운동학 전공자들의 임상실험

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의료계에서 통용되던 체중중심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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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생활양식 수정(lifestyle modification)’ 권고가 실패적이었으며, 부

작용 또한 많았음을 지적한다. 이들이 의료 전문가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

는 새로운 지침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1) 체중 감량이나 체중 유지보다 몸의 긍정 및 수용(body acceptance)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의식적인 식이조절보다 자연스러운 식욕이나 포만감과 같은 신체 내적 

조절에 의지할 것을 권고한다. 

(3) 구조화된 운동의 시행보다 활동적인 일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는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처럼 건강이란 표준범위 안에 들어간 몸의 고정적 상태가 아니라 매일 

매일 살아내야 하는 삶의 경험임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 끝나지 않은 다이어트

  주관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천들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아무리 자기애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표준

범위에서 벗어난 몸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비만자조모

임 텔레파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해석과 갈등은 아직 건강의 표준화가 사

람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명령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소망씨(여, 29세)는 블로그를 통해 비만자조모임을 “자기를 좋아하는 

연습을 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자는 모임”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지 글을 보고도 자조모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1/3 정도

는 다이어트 성공의 해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모임을 찾

는다. 모임의 초점이 무조건적인 체중감량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사람들

은 실망하고 모임을 다시 찾지 않기도 한다.

  이솔비씨(여, 31세)의 경우 자조모임에 1년간 꾸준히 참여하다가 어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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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라져 모임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오랜 공백기를 가졌다. 이솔비씨는 

‘자기애’를 목표로 하는 모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임이 살을 빼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아쉬

움을 표했다. 이솔비씨의 생각에 한국사회에서는 살이 찐 여성을 위한 자

리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삶의 실제적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준적 몸’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이 취할 수 있

는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이다.

[사례 IV-25] 이솔비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1.18.

저는 이왕이면 적정체중은 만들자 주의에요. 저는 솔직히 살쪄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불편하잖아, 너무 불편하잖아. 대한

민국에서 옷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사사로운 것까지 다 제한되니까 

불편한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 자조모임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래도 각자의 목표가 있으면 나누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좀 다이어트 

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는. 공동의 목표가 없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정적인 멤버

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자조모임에 나오면서도 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도 한다. 앞서 스스로를 “정신적 비만”이라고 칭했던 강단비씨(여, 34세)

의 경우, 과거 탈모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굶는 다이어트로 25kg 정도 감

량했다가 현재 10kg 정도 요요가 온 상태이다. 자신이 다이어트 강박에 시

달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44 사이즈의 목표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입장의 차이들에 대해 자조모임의 운영자인 신소망씨(여, 

29세)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각자의 우여곡절 속에서 현재를 

긍정할 수 있는 삶을 다시 찾고자 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남아있

고 싶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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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V-26] 신소망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운영자 여 29세/심층면담

/2015.12.21.

저는 이해해요. 단지 제가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

잖아요.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놓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초반에 

모임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모임 갔을 때 사

실 소망님이 한 말이 납득이 안 갔고, 온갖 방법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모임에서 이야기하던 방법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

했어요.

  비록 많은 이들에게 아직 다이어트는 포기할 수 없는 숙제이지만 숫자가 

주는 강박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관적 건강의 실천

은 또 다른 대안적 선택지로 남아 있다.

V. 표준에서 벗어난 몸 드러내기

  IV장에서 인간의 삶이 기계적으로 측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관적 건강’을 재개념화한 사람들의 실천은 분명 개인적 차원의 가학

적 몸 관리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사회적 차원의 배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사회에서 여전히 비만 

혹은 뚱뚱함은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감시되고 비가시화되는 속성이

며, 뚱뚱한 여성들은 사회적 장에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기 힘들다.

  V장에서는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뚱뚱함을 비가시화하라는 

사회적 명령을 넘어서서 서로 소통을 꾀하고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

는 시도로 ‘플러스사이즈’ 운동을 소개할 것이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공통의 사회적 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직접 스스로가 

설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새롭다. 그러나 표준 밖의 편

차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도 결국 여성의 몸에 관한 기존의 규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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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사이즈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버틀러(2008: 86-88, 330-337)가 논했던 ‘비체

(abject)’와 ‘패러디’의 개념을 차용한다. 버틀러는 정치적 주체(subject)

를 논할 때 권력의 생산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즉, 권력은 특정한 규범 체

계를 통해 통제를 가하는 사법적 기능(juridical function)도 수행하지만 동

시에 주체가 정치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필요조건과 합법적 범위를 제공함

으로써 주체를 생산하는 생산적 기능(productive function)도 수행한다는 것

이다. 이때 주체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합법적 범위로부터 배제되고 인식 

불가능한 영역으로 추방되는 것이 비체(abject)이다. 비체는 늘 주체를 형

성하는 경계의 주변부, 접경지대에 위치하며, ‘주체가 아닌 것들’이 비체

로 설정됨으로써 주체의 경계가 확립된다. 따라서 비체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한편으로 비체는 사회적 허용 범위와 규범적 경계를 안정

시키는 질서구축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의 주변부에서 

늘 경계를 위협하며 “경계를 교란시키고 전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혜은 2010: 78).

  표준 사이즈에서 벗어난 여성들도 ‘플러스사이즈’라는 공통의 정체성

을 스스로 부여하기 전까지는 비체였다. 표준에서 벗어난 몸들을 위한 사

회적 의미의 옷은 플러스사이즈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유 불가능

한 영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기존에 비체로 취급되던 

몸들이 더 이상 비체가 아님을 선언하며 사회에서의 합법적 자리를 확보하

고자 하는 실천이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의 주된 전략은 배제된 몸들에 옷을 입혀 이들을 사회

적 장에서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섹슈얼리티는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이들은 ‘여성적 몸’에 관한 협소한 섹슈얼리티 규범에 반기를 

들며 “이런 몸도, 저런 몸도 모두 여성의 몸이다.”라는 점을 시각적 매체

를 통해 몸소 보여준다. 즉, 직접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섹스/젠더/섹슈얼리티가 본질적 실체(명사

형)가 아닌 동사형의 사회적 연행(performance)이라고 개념화했던 버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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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4-98, 342-350)의 이론과 상응한다. 앞서 III장에서 설명하였듯, 버틀

러는 애초에 섹슈얼리티를 젠더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성적 욕망, 성적 행

동, 섹스어필 등 생물학적인 근원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간주되는 섹슈얼

리티 역시 사실은 이성애 중심적 젠더 규범 위에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섹스/젠더/섹슈얼리티는 사회적 규범이 본질로 설정한 자질을 연

행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또한, 버틀러에 따르면 동사로서의 젠더는 그 자

체로 ‘패러디’이다. 여기서 패러디는 그것이 모방하는 원본(본질적 섹스)

을 가정할 수 없다. 젠더에 앞선 것으로 가정되는 섹스 관념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규범에서 설정한 이상일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

는 “원본 없는 모방본”이며, 반복된 패러디는 때때로 원본의 위상을 뒤

흔든다. 구체적 젠더의 연행이 시공간에 따라 그 양상을 조금씩 달리하면

서 가정된 원본으로부터의 틈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분법적 

성별 구조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패러디의 전복적 성격은 의도적이거나 능

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재구성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도 크게 

보아서는 이분법적인 성별 구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적 몸’을 규

정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를 나름의 방식

으로 연행하는 패러디를 반복할수록, 즉 ‘여성적 몸’을 재정의하기를 반

복할수록 오히려 이성애규범적으로 정의된 여성성의 실체는 묘연해지고 그 

허구성이 드러나는 우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버틀러의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시공간과 실천

에 적용시킴으로써 플러스사이즈 운동이 여성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인간 존재의 문제로 나아가기 위해 적절한 언어를 찾는 고군분투의 과정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1. ‘빅사이즈’가 아닌 ‘플러스사이즈’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도구인 옷이 없다는 이유로 뚱뚱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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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사회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 상호작용에서 돌출된 속

성이 되어버린 뚱뚱함은 개인에게 낙인으로 작용하며, 낙인의 비가시화는 

사회에서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곤혹스러움을 피하고

픈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다(고프만 2009; 김현경 2015: 20-21). 많은 뚱뚱한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지 않고 각자의 방에 숨어든다. 고립은 스스로를 객

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자신이 사회적 극단에 위치해 있다고 착

각하게 만든다. 특히 뚱뚱한 여성들을 향한 온라인상의 조롱과 악성댓글은 

이러한 원자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편집장은 이렇게 원자화된 

개인들을 사회적 장으로 끌어내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

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다음은 플러스사이즈 모델 캐스팅 오디션에서 편집

장이 후보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발언이다.

[사례 V-1]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플러스사이즈 모델 캐

스팅 오디션 오리엔테이션/2015.09.13.

옛날에는 저도 그저 모델일로 먹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지는 않지만 수많은 인터뷰에 응합니다. 끊임없이 저를 노출시키죠. ‘내

가 여기에 있다’는 존재감을 노출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강요하는 표준적 몸을 거부하고 스

스로의 편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표현할 수 있

는 용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뚱뚱함’이나 ‘빅사이

즈’와 같은 용어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없었다. 이에 반해 ‘플러스사이즈’라는 용어는 비교적 생소하면서도 긍

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안적 용어로 선택되었다.

[사례 V-2]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연구자: 플러스사이즈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남보라: 기존 기성복 사이즈 이상의 사이즈. 기성복이 맞지 않는 사람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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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성복의 마지노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플러스사이즈라고 보죠. 혹은 기성복이 맞지만 딱 봤을 때 좀 통통하

다 싶은 사람들. 예를 들면 66이 맞지만 키가 150인 사람들 있잖아

요. 그런 사람들까지 플러스사이즈로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연구자: 후자와 같은 케이스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남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정한 수치에 의해서 계산되는 뚱뚱함이 아

니라 사회 통념에 의해서 뚱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

회적인 맥락 속에서 뚱뚱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실제로 사이즈가 일

정 이상이어야지만 플러스사이즈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는.

연구자: 플러스사이즈와 빅사이즈의 의미를 다르게 보시나요?

남보라: 나는 좀 다르게 봐요. 내가 처음 빅사이즈라는 단어를 접하고 쓰게 

됐던게 20대 초반에 온라인 쇼핑이 대두되면서였는데, 그 당시 빅사

이즈는 뭐였냐면 ‘맞는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 크게 만든 

옷’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큰 옷’, 그런 느낌? [...] 잡

지를 만든 시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 빅사이즈라는 게 normal 사

이즈, 그러니까 빅사이즈가 아닌 사람들과의 갭을 더 크게 만들더라

고요. [...] 내가 플러스사이즈를 검색했을 때, Tara Lynn이라든지 되

게 유명한 플러스사이즈 모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화보를 보

면서 느낀 건,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당당하다, 섹시하다, 나도 그

렇게 되고 싶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빅사이즈는 아닌거야. 화면에는 

애초에 빅사이즈가 비춰지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빅사이즈라고 하

면 ‘살을 빼야 하는 존재’, ‘웃기는 존재’. 미디어에서 가정이 

그렇잖아요. 자기관리를 안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 플러스사이즈에는 이미 붙어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플러스사이즈가 뭐에요?”라고 물어봐도 

바로 게으르다거나 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는 않잖아요.

  위 사례에서 편집장은 플러스사이즈의 의미를 구체적 사이즈의 척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뚱뚱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플러스사이즈의 역사적 기원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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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플러스사이즈는 미국의 의류회사인 레인 브라이언트사(Lane 

Bryant)가 1922년에 처음 고안한 용어로, 기존 미국 여성복의 표준 사이즈

보다 큰 여성들을 위한 옷을 생산하고 광고하면서 ‘통통한(stout)’이라는 

당시의 보편적 표현 대신 ‘플러스(plus)’라는 표현을 쓴 데에서 유래하였

다.38) 현재 미국 기준으로 플러스사이즈란 사이즈 12 이상을 뜻하며,39) 이

는 한국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여성복 사이즈 100(가슴둘레 100cm) 

이상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이즈 12 이상’이라는 기

준이 결코 명확한 척도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미국 여성복 사이즈 

체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보도하였던 타임지(<TIME>)의 기사에 따르면, 

각각의 사이즈 표기가 의미하는 실측값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몸매의 이

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의류회사들은 저마다 다른 사이즈 표

준을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5년에 4나 6으로 표기되던 사이

즈가 2011년에는 2로 표기되는 변화가 있었다.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작

은 숫자의 표기가 더 날씬한 몸을 상징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트리

플 제로(000)’와 같은 사이즈 표기도 생겨났다.40)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이즈 12 이상’이라는 플러스사이즈의 기준은 절대

적인 측량의 범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사회가 설정한 보편적 사이즈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플러스사이즈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레인 브라이언트사가 패션업계에

서 부정적 미적 이미지를 상징했던 ‘통통한(stout)’이라는 표현을 ‘플러

스(plus)’로 대체했던 것처럼 남보라 편집장도 ‘플러스사이즈’가 ‘빅사

이즈’의 부정적 함의를 뒤집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38) The Wall Street Journal, 2015.03.27., “Women Note the Minuses of ‘Plus-Size’: 
The Backlash against ‘Plus-Size’ Is the Latest Wrinkle in the History of a Term 
That Dates Back to the Flapper Era of the 1920s,” 
<http://www.wsj.com/articles/women-note-the-minuses-of-plus-size-1427477067#:Hl9-vSnq
03pqxA>, 최종접속일 2016.05.11..

39) PLUS Model Magazine, 2007.12.01., “Size Specific... What Sizes are Considered ‘Plus 
Size’?,” 
<http://www.plusmodelmag.com/general/plus-model-magazine-article-detail.asp?article-id=2
28754010>, 최종접속일 2016.05.11..

40) TIME, 2014.10.23., “The Bizarre History of Women’s Clothing Sizes,” 
<http://time.com/3532014/women-clothing-sizes-history/>, 최종접속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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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심층면담에 응하였던 참여자들의 증언 속

에서 빅사이즈와 플러스사이즈의 대조적 의미를 강조하는 언급을 다수 찾

을 수 있었다.

[사례 V-3] 공다솜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3세/심층면담/2015.09.15.

저는 ‘빅’ 보다는 ‘플러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플러스’는 기존 

사이즈에 사이즈가 추가되는 ‘하나 더’, ‘그 위의’ 같은 느낌이라면 

‘빅’은 그냥 ‘큰 사람들’, 더 부정적이고 거대하고 크다는 느낌이 들어

요. 

[사례 V-4] 송초롱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2세/심층면담/2015.09.28.

제 생각에 ‘빅’은 큰 거예요. fat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

데 ‘플러스’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가치가 더해지고, 느낌이 더해지

고, 살이 더해졌든, 무게가 더해졌든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요.

  위 사례들에 따르면, 닫혀있는 범주의 뉘앙스를 풍기는 ‘빅(big)’과는 

다르게 ‘플러스(plus)’라는 수식어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중 일부라는 느

낌을 주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또한 그 의미가 사이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다른 속성이나 가치들과 연결될 수 있다

고 재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플러스사이즈라는 용어 역시 결국 표준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사

이즈 중심 사고체계에 갇혀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여성들은 빅사이즈나 플러스사이즈나 그저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

지 결국 똑같은 경계 만들기라고 주장한다. 

[사례 V-5] 최지수 잡지 <마지노선> 독자 여 27세/심층면담/2015.11.18.

연구자: 플러스사이즈란 어떻게 정의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지수: 기준을 모르겠어요. 뭘 플러스사이즈라고 하는 건지, 몇 kg부터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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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뚱뚱한 사람을 일컫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비만인 사람으로 친다면, 비만은 마른 사람도 

있고, 경도비만도 있고, 중고도비만도 있는데 플러스사이즈는 뭘까? 

그냥 뚱뚱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 그럼 뚱뚱함은 누가 평가하나? 이

런 기준이 없잖아요. 

  최근에는 패션계의 표준에서 벗어난 사이즈를 가진 모델들에게 플러스사

이즈 라벨을 붙이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일명 “#DropThePlus” 캠페인)

이 일어나기도 했다.41)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편집장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사회적 공통분

모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시적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사례 V-6]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플러스사이즈라는 말에 ‘플러스’라는 말을 빼야 된다, 왜냐면 그건 사이

즈 베리에이션의 차이인거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건 좋지 않다는 운동이나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대체어가 없는 상황에서 사이즈와 상관

없이 완전히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플러스사이

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처럼 플러스사이즈라는 용어는 표준 사이즈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배제

에 대항하여 공감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 선택

되었다. 이는 ‘여성적 몸’의 표준을 설정하는 규범에 의해 “눈에 보여

선 안 되는 존재이어야만 했던” 비체들에게 사회적 자리를 부여하고자 하

는 실천이다(전혜은 2010: 251). 고립되고 원자화된 상태에서 사회적 장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던 비체들은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하고 가시화된다.

41) The Telegraph, 2015.03.25., “#DropThePlus: 'Don't call us plus-size. We're models. 
Full stop',” 
<http://www.telegraph.co.uk/women/womens-life/11493822/Models-Plus-size-Dont-call-us-t
hat.-Were-just-models.html>, 최종접속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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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구에게나 섹시함은 있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이 표준에서 벗어난 몸들을 드러내는 실천에서 강조하

는 이미지 중 하나는 뚱뚱한 여성들의 ‘섹시함’이다. 플러스사이즈 패션

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경우, 뚱뚱한 여성들의 ‘주체적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작업이 잡지 활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잡지 화보

의 메인 아이템으로 비키니를 비롯한 수영복, 스타킹, 란제리, 웨딩드레스

를 선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누드 화보를 촬영하기도 한다. 뚱뚱한 여

성들의 성생활을 다룬 섹스칼럼이나 평범한 연애 이야기를 소개하는 칼럼

도 잡지의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다. 이토록 섹슈얼리티가 강조되는 이유는 

흔히 뚱뚱한 여성들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무성적(nonsexual)” 존재 

혹은 “성적으로 결핍된 존재(sexually insatiable and desperate)”로 취급

받기 때문이다(Gailey 2015: 51).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타의에 의해 섹슈얼

리티를 박탈당하는 폭력적인 경험은 플러스사이즈 운동의 일원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전반의 증언에서 빈번히 드러난다.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의 

참여자인 박도영씨(여, 31세)는 낯선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서 무성적 존재

로 취급받아 불쾌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기도 했다.

[사례 V-7] 박도영 여 31세/비만 자조모임 텔레파시 이야기 나눔/2015.09.19.

처음에 낯선 사람들끼리 놀러간 데에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쭉 돌고 나서 누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라 그랬지, 누구는 뭐라 그랬지” 하면서... 근데 

저는 남자친구의 ‘니은’도 얘기를 안했는데, “누구, 남자친구 없고-.” 

이러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확 열 받아서 “어머? 저 남자친구 없

다고 안했는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간 얼은 거예요.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컨트리뷰터인 김소래씨(여, 

31세)도 자신의 주체적인 성적 경험이 주변인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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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마주해야 했다.

[사례 V-8] 김소래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1세/심층면담

/2015.12.23.

연구자: 외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섹슈얼리티를 부정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소래: 참 많아요.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술 먹을 때 잠자리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 다들 유부녀고 유부남이니까. 얘기가 

돌고 돌아서 내가 얘기해야 할 차례가 오면, 나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겠지. 사람들이 

덩치가 크면 성관계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편집장은 섹슈얼리티가 존재

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논해야만 하는 화두라고 주장한다. 즉, 여성들

의 섹슈얼리티는 특정한 방향으로 규정되기보다 모두에게 열려있어야만 한

다는 것이다.

[사례 V-9]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여성성을 부정당하는 것은 나를 근본적으로 부정 당하는, 나의 존재를 부정 

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속에서의 위치, 가족 간에서의 위치, 관계 속에서의 위치, 성 

정체성, 성적인 지향 그런 게 있는데, 존재를 부정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섹슈얼리티, 섹슈얼함에 대해

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섹시함은 있다.’ 라는 걸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들이 부정당한 본연의 존재의 가치. 여성이기

만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여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III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여성적 몸’은 옷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

회적으로 규정되며, 그에 따라 드러낼 것이 허용된 섹슈얼리티의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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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협소하다. 이에 대항하여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정상적 섹슈얼리티

가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로 “이것도 섹시함이며 저것도 

섹시함이다.”라는 서사를 취한다.

  위의 편집장의 발언에서 ‘여성성’은 “여성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사람(person)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

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여성

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매력적인 존재로 표

현하는 데에 특별한 신체적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섹시함은 있다.”라고 선언하며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보여주고자 하는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

거진 <마지노선>의 활동은 이성애규범적 틀에서 바라보기 이전에 동등한 

사람(person)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에 관한 문제로 폭 넓게 해석

할 수 있다. 그래야만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의 주체적인 성적 경험에서 비

롯되는 심리적 만족감과 자기긍정도 근원적으로 설명된다. ‘주체적 섹슈

얼리티’라는 표현은 한 사람을 여성/몸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어 바라보

는 타인의 시선을 자발적으로 깨고 나오겠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박도영씨

(여, 31세)는 뚱뚱한 여성들 중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 스스로 “무

성애자이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과 섹슈얼리티를 자신 있게 표출하는 

이들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례 V-10] 박도영 비만자조모임 텔레파시 참여자 여 31세/심층면담

/2015.10.20.

[뚱뚱한 여성들이] 무성애자이고 싶다는 건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뜻

이에요. 내가 ‘나는 충분히 섹시해’라는 자세를 취했을 때, 손뼉을 쳐주

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

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섹시함을 표현하겠다는 건 사람들의 그런 다

양한 반응을 포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내가 무성애자가 되고 싶다는 건 칭찬

도 비난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칭찬을 못 받더라도 비난도 받지 않았

으니까 본전이라는 느낌? 스스로 섹시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좀 더 단단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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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뚱뚱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 표출은 타인에 의해 ‘사람’이 아

닌 ‘여성’으로 한정되어 프레임될 때의 사회적 비난까지도 개의치 않겠

다는 태도를 담고 있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세미

누드 화보에 독자모델로 참여했던 신소현씨(여, 22세)는 화보 촬영의 경험

이 암묵적으로 항상 숨기도록 권유되어왔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

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여서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사례 V-11] 신소현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2세/심층면담/2015.11.07.

제가 학교에서 사진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세미누드 그런 

식으로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친

구들은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거든요. 섭외를 자기들끼리 해서 팀을 짜서. 

그 중에는 세미누드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서 ‘아, 나한테는 왜 컨택

을 안하지 이 사람들이? 나도 찍고 싶은데... 퇴폐적으로 찍는 애들도 있는

데 왜 나한테는 컨택이 안 들어오지? 외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

각이 들고... ‘몸이 드러나는 거니까. 몸 shape이 드러나는 거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거구나.’하면서 지레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화보촬영하면

서 만족했죠. [웃음]

  신소현씨의 만족감은 단지 정상적 여성성의 사회적 이상을 깨뜨린 데에

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person)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자격에서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데에서 비

롯된 것이다. 이처럼 플러스사이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성

적 경험은 섹슈얼리티가 단지 성별화된 관념으로 포괄될 수 없는 인간 존

재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3. 원자화된 사람들의 소통과 자기긍정

  ‘플러스사이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둘러싼 결집과 사회적 규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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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몸을 드러내는 작업은 원자화된 사람들이 서로 만나 소통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세상에서 비정상은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

신을 닮아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과 공감을 얻는다.

[사례 V-12] 박채영 잡지 <마지노선>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 31세/심층면담

/2015.12.18.

잡지 활동 도와주면서 ‘생각보다 세상에 뚱뚱한 여자들이 많고, 이 여자들

이 다들 슬픈 인생을 살고 있구나, 본의 아니게. 그렇게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동질

감부터 시작해서... 그게 일단 제일 마음이 짠했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 [...] 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내

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겠구나.’하고 좀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의 어떤 다른 모델을 보면서.

  박채영씨(여, 31세)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자

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처한 사회적 위치를 객관

화시켜 보게 된다. 뚱뚱함이라는 속성이 극단적인 ‘비정상’이라고 사고

될 때에는 개인을 구성하는 모든 속성들이 뚱뚱함으로 함몰되어 버리지만, 

그것이 드러내도 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속성으로 사고될 때에는 뚱

뚱함이 그저 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 하나가 될 뿐이다. 정

서연씨(여, 30세)가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활동에 참

여하면서 깨닫게 된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살펴보자.

[사례 V-13] 정서연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0세/심층면담

/2015.10.29.

연구자: ‘플러스사이즈’라는 이름하에 본인을 드러내는 데에 혹 두려움은 

없었나요?

정서연: 없죠, 그냥 내가 이런데. [...] 저는 플러스사이즈가 아직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드

러나지 않는 소수요. 온라인상으로는 공격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여서,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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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원해서 플러스사이즈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만인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시선을 받아온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

는 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플러스사이즈라는 이슈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서연: 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말하면, “야, 그냥 살 빼면 되는 거 아니

야?”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참여했던 

[잡지 <마지노선>의] 무기명 좌담회 때도 ‘옷이 너무 없다. 이런 옷

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옷 사기 너무 힘들다.’ 이런 주제로 얘기

했는데, 사실 어디 가서 터놓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주제잖아

요. [...]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

는 거죠. 

연구자: 그럼 공감이나 소통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서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

로 바뀌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원래 내향적인 사람도 집에 있

을 때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미디어 매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익

명으로 공격하니까 더 움츠러들죠. 더 내성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

과 소통하지 않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서연씨의 말처럼, 뚱뚱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사

이즈 때문에 쇼핑에 불편함이 있다는 사소한 고민조차 드러낼 수 없는, 비

정상적인 고민처럼 취급되지만 공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

기를 나눌 때에는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고민이 되

는 것이다. 나우리씨(여, 31세) 역시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

선>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례 V-14] 나우리 잡지 <마지노선> 포토그래퍼 여 31세/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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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연구자: 잡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나우리: 플러스사이즈인 사람들이 사실 그들의 생각을 집합하거나, 누구하

나 “우리가 멋있다.”라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 드문데,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다. 당신도 자연스럽고 우리도 자

연스럽고. 우리가 커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

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것들을 편안하

게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측면이 있어서 좋았어요. 

  뚱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던 사람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수많은 

속성들 중 하나로 뚱뚱함을 인정하게 되며 총체적 자아의 모습을 긍정하게 

된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화보 촬영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신소현씨(여, 22세)는 플러스사이

즈 운동에 참여한 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V-15] 신소현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2세/심층면담/2015.11.07.

학교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 이야기를 담은 입체물을 만드는 거예

요. 제가 숨겨왔던 것들을 소재로 해서, 손으로 소심한 악수를 건네는 작품

을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손이 투명한데, 그 투명한 손은 제 내면에

서 건네는 손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보면 다 부정적인 말만 들렸었거든요. ”너 키 크

니까 농구선수 해.“ 이런 말들도 그 사람들은 멋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

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나한테 농구선수를 하라 마라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건네는 악수인거죠.

  이토록 자기긍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뚱뚱함이 낙인으로써의 힘

을 점차 잃도록 만든다.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

에서 뚱뚱함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뚱뚱함을 어떻게 감춰야 

할지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 고프만은 낙인이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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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고 승인되는 사회적 상징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에 따르면 낙인은 “특정 규범을 옹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도 

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모든 당사자들에게 깔려 있을 때 발생하

는 것이다”(고프만 2009: 20, 74). 즉, 비정상이라고 규정되었던 속성을 상

호 승인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낙인의 사회적 구속력은 약화된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긍정은 자신을 여성/몸으로 대상화하던 사회적 시선

을 내면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러

스사이즈’라는 구심점 안에서 시작된 소통은 집단 밖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4. 아직 드러내지 못한 몸들

  이상과 같이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여성적 몸’에 관한 협소한 규범을 

깨뜨리고 섹슈얼리티를 여성의 문제에서 인간 존재의 문제로 해방시키고자 

시도하지만 결국 시각적 매체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다시금 이성애규범적 시선에 갇히고 만다. 뚱뚱한 여성을 ‘여성/몸’이라

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기보다 사회적 자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하지만 뚱뚱한 몸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할 때 누가 보아도 매력적

이게 그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플러스사이즈 운동

은 아직까지 여성을 ‘몸 그 자체’로 사고하거나 ‘예쁘고 아름다워야만 

하는 섹슈얼한 존재’로 본질화하는 강력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

어내고 있지 못하다. 잡지에서 진행된 다수의 화보촬영에 참여했던 메이크

업 아티스트 박채영씨(여, 31세)는 플러스사이즈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잡지

를 통해 표현되는 ‘섹시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사례 V-16] 박채영 잡지 <마지노선>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 31세/심층면담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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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회의식을 바꾸자는 것이 모토인데, 거기서 섹시함을 얘기하는 부분

이 되게 고전적 여성성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 마디로 약간 모

순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

름답다고 얘기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틀에서 바라봐야지만 볼 

수 있는...‘이래야지 섹시하다’, 약간 레드립에다가 하이힐에다가 약간의 

노출이 필요하고, 스타일링이 필요하고... 이거는 결국 그 시선의 연장선이

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의 연장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

분이긴 하죠.

  플러스사이즈 운동이 뚱뚱함과 섹슈얼리티가 배치되는 속성이 아님을 명

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여성적 몸’을 규정하는 사이즈 규

범을 깨뜨리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여성적’이라는 이성애규범적 수식

어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플러스사이즈 운동에 참여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보기 좋은 뚱뚱함”이라는 표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보기 좋은 뚱뚱함”이란 접힌 뱃살이나 튼살, 셀룰라

이트42)가 드러나지 않는 뚱뚱함을 말하며, 몸집은 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이 있어 모래시계형인 체형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직

까지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화보에서 역시 터부시되

는 뱃살이나 튼살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보기 좋은 뚱

뚱함”만 가시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비단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만이 지닌 한계가 아

니라 전 세계적인 플러스사이즈 운동의 흐름이 직면한 한계이기도 하다. 

2015년에 대표적인 플러스사이즈 의류회사인 레인 브라이언트사(Lane 

Bryant)가 “나는 천사가 아니다(#ImNoAngel)”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플러

42) 셀룰라이트(cellulite)란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 발생하는 오렌
지 껍질 모양의 울퉁불퉁한 피부변화”를 뜻한다. “비만이 단순히 지방세포의 증식이
나 지방의 축척에 의해 발생하며 남녀 관계없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하는 것에 
반해, 셀룰라이트는 진피와 지방층, 미세혈액순환계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며 
대부분 여성의 하복부, 허벅지, 엉덩이 등에 국한되어 발생”한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
칼럼, “셀룰라이트가 무엇인가요? 근육이나 지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00436&cid=51003&categoryId=51020>, 최종접속
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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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사이즈 모델들이 등장하는 속옷 광고 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때 몸 

다양성 운동가인 제스 베이커(Jes Baker)는 광고가 전형적인 모래시계형 여

성들만 보여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레인 브라이언

트사는 “섹시함을 재정의하다(redefine sexy)”라는 문구를 내걸었지만 사

이즈라는 요소 외에 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티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델들만 광고에 등장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에 반발했던 베이커는 

광고에 등장하지 않은 몸 이미지로 셀룰라이트, 뱃살, 장애, 트렌스젠더 여

성, 작은 가슴과 큰 허리를 가진 체형, 노화로 인한 주름 등을 꼽으며 “모

든 몸에 권력을(#EmpowerALLBodies)”이라는 슬로건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43) <그림 5>44)과 <그림 6>45)는 두 캠페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플러스사이즈 운동에서 지금까지 내세운 몸은 기성복의 표준 사

이즈에서 벗어났더라도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꾸준히 고수해왔다

는 점에서 기존의 성별 규범 안에 존재한다. 보르도(2003: 324-336)가 “마

돈나의 반항적인 섹슈얼리티”를 분석하면서 지적하였듯 “날씬한 몸은 현

대문화의 이상이지만, 관능적인 여성의 몸 또한 문화적인 형식”이기 때문

이다. 최근 다수의 모델 에이전시들이 기존의 “플러스 계열(plus 

divisions)”을 “커브 계열(curve division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굴곡진(curvy) 체형을 강조하는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46)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여성적 몸’에 관한 사회적 이상으로 쉽게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

다.

43) Lane Bryant 홈페이지, 
<http://www.lanebryant.com/content.jsp?pageName=redefine-sexy>, 최종접속일 
2016.05.11..; The Militant Baker, 2015.04.23., “TO: LINDA HEASLEY, C/O LANE 
BRYANT, RE:#IMNOANGEL,” 
<http://www.themilitantbaker.com/2015/04/to-linda-healey-co-lane-bryant.html>, 
최종접속일 2016.05.11..

44) 사진 출처 All My Friends Are Models 홈페이지, “#IMNOANGEL,” 
<http://www.allmyfriendsaremodels.com/im-no-angel/>, 최종접속일 2016.07.19..

45) 사진 출처 The Militant Baker, op.cit..
46) The Wall Street Journal,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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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레인 브라이언트사의 “#ImNoAngel” 캠페인

<그림 6> 제스 베이커의 “#EmpowerALLBodies” 캠페인

  이와 같은 한계를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의 편집장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이성애규범적 틀에 가두는 정

상화 규범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지하고 있지만 시각적 매체이자 소비의 대

상이기도 한 잡지를 소통의 창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적 시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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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 편집장은 일부 독자들이 몸 다양성의 범위를 확

장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잡지의 콘텐츠를 결정할 때

에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 된다고 말한다.

[사례 V-17]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비공식면담/2015.09.22.

우리 독자들 중 일부도 “어머! 아무리 살쪄도 저 정도는 좀 아니지!” 라고 

자신을 더 뚱뚱한 사람들로부터 구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은 아

직도 사이즈와 정상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종의 위계의식 같은 것이 존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의 플러스사이즈 운동들과 연대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해외의 플러스사이즈 운동들이 단순히 뚱뚱한 몸을 넘어서 장

애, LGBT 같은 바디 이미지들을 포용해서 사회적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나라의 뚱뚱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머, 그래도 내가 장애인은 아니잖

아.”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비록 플러스사이즈 운동이 여전히 이성애규범적 틀 안에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결코 기존의 정상화 규범을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여성적 몸’에 관한 패러디를 반복하며 정상적 여

성성의 본질화된 정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런 몸도 저런 몸도 모

두 여성의 몸이다.”식의 시각적 재현을 하는 잡지를 보며 독자들은 ‘여

성성’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 김나래씨(여, 23세)

는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자신

이 생각하는 ‘여성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여성성’

이란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잡지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이미지는 

‘걸 크러쉬(girl crush)’에 가깝다는 것이다.

[사례 V-18] 김나래 잡지 <마지노선> 독자모델 여 23세/심층면담/2015.11.14.

솔직히 잡지 <마지노선>의 컨셉은 제가 생각하는 여성스러움과는 조금 거

리가 있어요. 잡지의 화보들을 보면 거의 다 세고, contrast 확실히 주고, 그 

자체가 여성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걸 크러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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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래씨가 사용하고 있는 ‘걸 크러쉬’라는 용어는 “여성을 향한 여

성의 호감”을 지칭하는 최근의 유행어이다. 이성애규범적 맥락에서 벗어

난 감정이 특별하게 분류되고 별도의 언어로 지칭된다는 현상 자체도 사실 

기존 규범의 완강함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다.47) 중요한 점은 잡지를 계

기로 발생하는 ‘여성성’의 다양한 연상이 이성애규범적 여성성의 위상 

자체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나래씨의 사례와 같이 잡지에서 전달

하는 ‘여성성’의 이미지가 독자들 개개인이 연상하는 ‘여성성’의 이미

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여성성’이 과연 몸의 외연에 국한된 

문제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V-19] 김소래 잡지 <마지노선> 컨트리뷰터 여 31세/심층면담

/2015.12.23.

도대체 여성스러운 게 뭘까? 치마만 입으면 여성스러운 건가? 그런 거 아니

잖아. [...]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든가 바지 입는 스타

일을 보이시하게 입는다든가 그런 걸로 여성스럽다 아니다를 따지니까. 나

는 사실 되게 여성스러워, 내면적으로. 나는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고, 피부

에도 되게 민감하거든. 집 인테리어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고. 하지만 혐오

하는 건 핑크색과 레이스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성스럽다고 하면 핑크

색과 레이스와 조숙한 이미지, 얌전한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그런 걸 찾잖

아. 그런데 난 결론적으로 만화책도 되게 좋아하고, 집 인테리어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요리하는 건 싫어하지만 이쁜 그릇 모은 건 좋아해. 청소하

고 정리하는 건 또 되게 좋아하고. 그렇거든. 

  이처럼 독자들이 잡지를 보면서 ‘여성성’에 관해 느끼는 혼란은 본질

화된 섹슈얼리티의 모순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단일하고 자연적인 섹슈얼

리티의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가 점차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는 

버틀러(2008)가 ‘패러디’의 개념을 통해 논하고자 했던 우연적 전복과 

상통한다. 구체적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섹스/젠더/섹슈얼리티는 시공간에 

47) IZE, 2016.03.10., “걸크러쉬가 뭐길래,”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030700007231068>, 최종접속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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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기 마련이고,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이분법적 

젠더를 쫓아간다하더라도 결코 이상형과 똑같아질 수 없다. 비록 플러스사

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이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이미지들이 ‘여

성적 몸’의 정상화된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보기 좋은 뚱뚱

함”에 그친다하더라도 반복적 몸 재현의 과정에서 정상적 여성성 개념의 

빈약함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일부 독자들을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을 향해 “여성

이 반드시 아름다워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러한 순간마다 

편집장 또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다.

[사례 V-20] 남보라 잡지 <마지노선> 편집장 여 30세/심층면담/2015.11.24.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여성에게만 쓰지 않고, 외모에만 쓰지 않잖아요. 아

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가 준수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나는 아름다움이 스스로가 가진 에너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성이

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를 기반으로 하냐면 자기를 

긍정하는 힘에서부터 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그렇

게 강조하는거죠. [...] 잡지 초반에는 정말 사이즈 이슈나 체형이나 외모나 

패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

록 다양성이라는 대전제로 수렴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이즈 이슈로만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누군가를 어떤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세계의 흐름이라는 거죠.

  섹슈얼리티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의 문제로 논하고자 했던 플

러스사이즈 운동의 본래 의도는 분명 쉽게 왜곡되거나 좌절되고 있다. 그

러나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표상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자각하면서 

플러스사이즈 운동의 주체들은 보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상적 섹슈얼리티의 구현과 인간

으로서의 사회적 자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지난한 고뇌의 과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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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가 비만이고 누가 뚱뚱한 사람인지 질

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비만이든 뚱뚱함이든 그것을 판별하는 기

준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비만의 의학적 진단 방식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체내의 구성을 도식적 이미지로 가시화하는 기술에 힘입어 체질량 

지수(BMI)에서 체성분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되었고, 뚱뚱함에 대한 판단 역

시 기성복 생산 체계에 의해 쉽게 좌우되어 왔다. 결국 비만과 뚱뚱함을 

범주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몸의 물리적 실재를 측량 및 표준화 

하는 방식과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방식이었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비만과 뚱뚱함이 규정되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여성들의 몸을 강력히 표준화하는 맥락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논문의 

전반부인 II장과 III장에서는 표준화의 두 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담론에 의해 도입된 체성분 검사가 지역 

보건소의 현장에서 성인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을 지적하였

다. 키와 몸무게를 통한 인간 몸의 ‘외형’ 측정만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임상에서는 체질량 

지수(BMI)보다 체성분 검사에 의한 비만 진단이 선호되게 되었다. 체성분 

분석 프레임은 인간 몸의 ‘내부’ 검증을 통해 비만의 위험을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체내의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면 겉으로 보기에 

마른 사람도 비만으로 진단될 수 있었다. 이러한 ‘몸 겉과 안’의 대조는 

체성분 분석의 실증성과 과학성을 부각시켰지만 사실 인구통계학적 의미의 

‘평균적 몸’ 관념에 기대어 정상/비정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BMI 

프레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체성분 프레임에 의해 신체 내부에 대한 일상적 감시는 보편화되고 비만 

관리의 대상은 확장되었지만, 지역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 집단으로 성인여성을 특정하였다. 이는 보건사업 상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체성분 검사의 모집단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성인여성,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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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년 여성은 보건소 운영시간 동안의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 집단이었으

며, 중년 여성의 비만은 폐경 이후의 노화라는 맥락을 이용하여 질병화하

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성인여성들의 체성분 검사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는 기존의 젠더적 편견을 보건 정책 홍보에 적극 반영하였다. 

‘여성적 몸’의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 신체 내부의 구성성분까지 성실

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여성들에게 ‘건강한 몸’의 표준이란 근육이 많고 지방은 적은 

‘탄탄한 몸’이 되었다. 여성들은 체지방의 위험이 가시적으로 경고되는 

체성분 검사 결과지와 운동처방사 및 영양사의 측량적이고 수치화된 설명 

앞에서 내적 자기감시를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대사의 측량과 개인의 

노력을 통해 몸을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서 ‘탄탄한 몸’은 단순히 건강한 몸의 표식으로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

는 자율적 주체의 상징이 되었다. 여성들은 체성분 검사를 통해 스스로의 

성실함을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탄탄한 몸’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은 삶의 태도를 비난 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

  III장에서는 기성복의 표준 사이즈 체계가 유독 여성들에게 편협하게 설

정되어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옷이 이성애규범적 섹슈얼리티의 물질화된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성들이 본인을 뚱뚱하다고 인식

하는 순간은 공적 공간에서 스스로의 사회적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

인 옷이 없다고 느낄 때였다. 여성복의 표준 사이즈는 1981년 한국 여성들

의 평균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44·55·66 체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으며, 키가 커지면 가슴둘레도 함께 커지는 직선비례법에 의존하여 체

형적 다양성도 반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복은 20대~30대 여성들

을 위한 옷과 ‘미시 옷’/‘아줌마 옷’으로 명확히 이분화 되어 있어 젊

은 여성들의 신체적 이상(ideal)을 한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젊은 여성들

을 위한 66 사이즈 이상의 옷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택 영역의 밖

에 있었다. 어떤 연령대에 속했건 여성으로서 매력적인 몸은 ‘표준 사이

즈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젊은 몸’과 동일시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가치가 

생물학적 생의 단계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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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젊은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적 옷’을 입는 행위는 곧 사

회적 자리의 문제와도 직결되었다. 여성이 옷을 통해 정상적 여성성을 명

확히 드러내지 않으면 직업생활에서조차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와의 갈등적 상호작용은 ‘여성적 몸’

의 표준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 옷을 통해 

‘여성적 몸’을 적절히 구현하지 못한 이들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배제

되고 비가시화 되었다. 이처럼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욕망되는 몸은 ‘사회

적으로 옳은 몸’을 규정하는 젠더규범의 통제 하에서 정의되었으며, 여성

들의 욕망은 기성복을 중심으로 표준화될 수밖에 없었다.

  II장과 III장을 통해 드러나듯이 여성들의 몸을 표준화하는 두 축은 사회

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건강한 몸’의 표준에 맞추지 못

하면 실패한 주체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으며 ‘여성적 몸’의 표준에 부응

하지 못하면 사회적 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때문에 몸 관리는 여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 빼앗는

(all-consuming) 프로젝트”가 된다(Brumberg 1997: xvii). 또한 몸 프로젝트

는 지극히 개인화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적 실천에서 강조되는 

생물기계적 담론과 패션업계 소비시장의 담론은 모두 개인의 ‘선택’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몸을 주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팽배해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몸 관리 실패가 사회적으

로 기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몸’ 혹

은 ‘여성적 몸’의 표준에 몸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은밀하고 사적인 

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체성분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며 근육 부족과 지

방 과다를 확인하는 순간이나 옷에 몸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의 경험은 오

롯이 그것을 겪는 개인만의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두려움을 사적인 욕

망으로 변모시켜 여성들 스스로가 강박적으로 몸을 정상화하도록 만드는 

현대 한국 사회의 현상을 ‘내밀한(intimate) 표준화’로 칭하고자 한다.

  비록 표준화의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 할지라도 모든 여성이 이를 그대로 

체화하는 것은 아니다. 몸에 대한 강박으로 고통 받는 정도나 사회적 자리

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 개개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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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르며, 자연히 규범에 반응하는 실천의 양상도 생애주기나 삶의 궤적

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논문의 후반부인 IV장과 V장은 정상화 규범 

안에서 고뇌하거나 규범에 균열을 가하고자 시도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실

천을 논하였다.

  IV장은 건강한 신체 상태를 계산 가능한 좌표 위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믿음이 실제 여성들의 삶과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몸은 칼로리의 섭취와 소모만으로 

조절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유전, 출산, 노화, 질병 혹은 사고에 의한 

급격한 체중 증가, 몸에 영향을 주는 노동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우연적 요소들은 생물기계적 사고에서 쉽게 배제되었다. ‘기계적 

몸’의 은유는 사실상 살이 찐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관리의 실패자’라는 낙인을 부여했다. 

  외재적 요인을 쉽게 간과하는 기계적 생의학 모델이 이토록 비과학적임

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체중 감량의 성공사례는 

뚱뚱한 이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켰다. 현재의 몸 상태를 긍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학적 방식의 몸 관리를 반복하기

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재고하기 시작한다. 어느 순

간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건강을 측정 가능한 

고정적 상태로 사고하기를 멈추게 된 것이다. 건강은 매일 매일 스스로의 

감각을 존중하면서 느껴야 하는 삶(living)의 개념으로 재정의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건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즐겁게 먹고 활동적 삶 자

체를 즐기는 것으로 구성되는 자기애적 실천이 건강의 표준화로부터 해방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천은 많은 이들의 공

감을 얻지는 못했다. 건강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정상의 문제, 사회적 장

에서의 배제를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V장에서 소개되는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개인 차원의 ‘주관적 건강’의 

실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뚱뚱함의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집단화하고 

사회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부정적 어감을 떨쳐낼 수 있는 

‘플러스사이즈’의 새로운 정체성을 내세워 공통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 130 -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여성적 몸’의 이상형에서 벗어나는 몸들을 잡지라

는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의 표출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섹슈얼리티가 인간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

기 때문이다. 플러스사이즈 패션컬쳐매거진 <마지노선>은 이러한 몸도 저

러한 몸도 모두 여성의 몸이라는 서사를 취하며 섹슈얼리티가 특정한 방향

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실천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원자

화되었던 개인들을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스스로의 몸을 긍정할 수 있도록 

돕고, 뚱뚱함을 총체적 자아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 타자의 시선

을 강력히 내재화했던 이들은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걸음마를 떼

기 시작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사이즈 운동의 자기재현에서 드

러나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 자체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사실상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몸은 ‘보기 좋게 뚱뚱한 몸’이나 모래시계형의 관능적인 

여성상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플러스사이즈 운동은 이성애규범적 정상화의 

틀에 다시금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체적인 몸 실

천을 통해 기존의 섹슈얼리티 규범에 틈새를 만들려는 플러스사이즈 운동

의 도전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비록 기존의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는 못했지만 섹슈얼리티의 반복적인 패러디는 본질화된 여성성 자체의 

위상을 흔들어놓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실천이

란 불가능하며 기존의 체계를 변주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이야

말로 차별적 구조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비만’과 ‘뚱뚱함’의 범주가 사회적으로 형

성되고 의미화되는 과정과 그러한 분류체계가 한국 여성들의 삶의 경험

(lived experience) 속에서 어긋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물질대사의 측량에 

기초한 ‘건강한 몸’의 표준과 젊은 여성들의 평균 사이즈에 근거한 ‘여

성적 몸’의 표준은 모두 특정한 사회적 규범이 물질화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몸의 경험은 측량 및 표준화에 의해 

완전히 구획되거나 통제될 수 없었다. 체성분 프레임에 의해 ‘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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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사람도 매일 매일의 삶에서 ‘주관적 건강’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

하였고, 편협한 여성복 사이즈 체계에 몸을 맞추지 못해 ‘뚱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사람도 ‘주체적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토

록 몸의 물질성(materiality)은 사회적 규범을 본질화하여 주체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존 규범의 틈새를 드러내어 사회적

으로 배제된 주체들의 다양한 행위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비만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의 몸을 단일하게 정상화

하는 의료적, 사회적 힘을 살펴보고, 결코 표준화 될 수 없는 사회적 삶의 

실재에 근거하여 뚱뚱한 주체들의 행위성이 발현되는 방식과 그 한계를 조

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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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imate Standardization:

Body and Sexuality among Obese and Large-Sized 

Women in South Korea

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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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experiences of obese and large-sized women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plore how standardization of body leads to 

normalization of health and sexuality and how the women reveal their 

agency towards the standardization of body.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thnographic study of women in their 20s to 60s who attend three 

different social groups related to obesity: an obesity management program 

in Haengbok-gu public health center located in Seoul, a social movement 

of a plus-size fashion culture magazine named Maginot Line, and a 

self-help group for obese people named Telepathy.

  In the late 1990s, obesity started to gain a disease status and was 

medicalized, and at the same time, the body industry of South Korea 

started to grow rapidly. The negative implication on obese or fat body 

tends to cause relatively more psychological and physical pain among 

women than men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women’s suffering by exa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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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he meaning of obesity and fatness is constructed through 

interactional practices taking place in today’s South Korean society. The 

thesis is consist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explores how the 

measurement and standardization of body taking place in medical and 

daily practices constructs the meaning of obesity and fatness, and 

thereby, normalizes women’s health and sexuality. The second part 

explores how individual and particular body experiences, which cannot be 

standardized completely, impacts the agency of obese and large-sized 

women, and how that agency is exercised.

  Obese and large-sized women are exposed to two forces of 

standardization. As the method for diagnosing obesity changes from 

measuring body mass index (BMI) to using body composition analysis, 

obesity as a medical classification is redefined as the condition of body 

fat percentage exceeding the normal range. As a result, the ‘hidden 

obesity risk’, which cannot be shown by one’s appearance, becomes 

something which should be detected by scientific method and diagnosed 

by health professionals. Besides, the mobilization of gender bias in 

institutional practices of health professionals specifies adult women as a 

high-risk group. Since the normal range of body fat percentage is based 

on the demographical calculation of the ‘average body’, the concept of 

health becomes something which can be measured and rationally managed 

in biomechanical sense. The standard of ‘healthy body’ is equated with 

‘fit body’ which has a  large amount of muscle and a small amount of 

body fat, and the women who want to be recognized as rationally 

self-managing subjects intensify internal self-monitoring of their bodies.

  On the other hand, fatness is defined as the condition of body 

exceeding normal clothing size range determined by clothing industry. 

Clothing size standards is also based on the concept of the ‘average 

body’ deduced from national anthropometric survey, and in case of 

women’s clothes, the size range of 44·55·66 is relatively more narrow 

and unrealistic compared to men’s clothes. The ‘fat’ wome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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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find clothes necessary for everyday rituals easily become invisible 

in social arenas. Moreover, the act of wearing clothes of normal size 

range means properly performing heteronormative sexuality compelled by 

the society. The social demand for performing ‘feminine body’ is 

stimulated through ‘fat’ women’s 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Consequently, the women who do not want to be socially excluded tend 

to desire ‘the body fitting clothes in the normal size range’.

  Thus, the measurement and standardization of body materializes the 

social norms as something natural and essential, and thereby enables 

normalization of body. The standard of ‘healthy body’ and ‘feminine 

body’ provides the criterion for judging normal and abnormal, and this 

intensifies women’s innermost and private self-monitoring of their body 

in order to be accepted and socially included. This research names the 

phenomenon of normalizing the women’s body through converting social 

fear into individual desire as ‘intimate standardization’.

  Intimate standardization is not always a successful project. The lived 

body cannot be controlled mechanically  just by the intake and 

consumption of calories. Even though random factors such as hereditary 

transmission, childbirth, aging, disease or injury, labor environment,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which can cause weight gain are 

impossible to measure, the women who are obsessed with body ideals 

continue the vicious cycle of self-abusing body management. Some 

women start to question what health really is after seriously hurting their 

own bodies. They coin the term ‘subjective health’, the condition 

which can be felt by respecting their own body living daily life. However, 

this practice fails to convince obese and large-sized women in collective 

sense, because respecting one’s natural appetite and enjoying active life 

is only individual practice which cannot be the solution for social 

exclusion.

  Plus-size movement, instead, claims new identity as ‘plus-size’ and 

gather people with similar social experiences in order to ma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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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 in social scenarios. Performing sexu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actices of accepting and socially visualizing the deviant bodies. 

Plus-size movement asserts that women’s sexuality cannot be defined in 

one particular way, and that all kinds of bodies can represent 

‘women’. This assertion brings socially excluded and isolated individuals 

into mutual communication, and this helps them accept their own body 

images and build subjec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However, while 

representing plus-size women’s sexuality through visual images, the 

movement only shows “good looking fat bodies” or curvy bodies which 

still represent heteronormative body images. Even though the plus-size 

movement’s vision is limited as such, it can be still valuable since the 

parody of sexuality shown in the plus-size movement reveals the rupture 

inherent in the existing norm and threatens the essentialized femininity.

  In conclusion, through exploring intimate standardization and the bodily 

practices responding to it, this research establishes that the materiality of 

body not only essentializes the social norms of health and sexuality but 

also triggers subjective agency.

Keywords : obesity, fatness, women’s body,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materialization, health, 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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