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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여성들은 전례 없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아름
다운 외모에 관한 이미지는 시각문화로 공유되면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언론과 외모관리 소비산업의 상업적 목적과 수
익구조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심화되어,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름다
움이 아닌, 미디어 속에서 규정되는 외모를 여성이 추구하도록 만든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신체 변형에 관한 담론은 일종의 이데
올로기로서 여성이 스스로의 신체를 깎아내고 다듬는 변형을 통해 외모
를 획득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를 투영하고 동시에 사
회·문화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 속에서 여성의 외모담론이 어떠한 방식으
로 생성되었는지, 특히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하여 여성들이 어떠한 행
동을 실천하게 만드는지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내에 형성된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을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 속에서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
어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외모담론을 규명하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들
을 추출하기 위해 외모를 정의하고, 외모 텍사노미를 체계화한다.

둘째,

한국 미디어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수식과 표
현을 확인하고, 신체 변형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도출한다. 셋째, 한국
미디어가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변화
한 여성의 외모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여,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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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헌연구, 코퍼스를 분석하는 양적연구, 비판
적 담론 분석의 질적 연구로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외
모에 관한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는 문헌연구이다. 둘째, 외모 텍
사노미로 도출된 신체, 신체 변형의 관련어들을 코퍼스로 추출하여 분석
하는 양적연구이다. 셋째,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도출하는 질적연구이다. 한국 사회
미디어 환경에서의 특수성과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적 보편성에 주목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앙지 6개사 뉴스 기사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는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고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총체로서, 신체(body)와 복식(dress)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외모는 신체 그 자체와 신체를 운용하고 그에 더해지는 모든 것
을 포괄하는 복식으로 구성되며, 신체와 복식의 두 가지 요소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총체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지각되며 외모의 인상을 형
성한다.
둘째, 외모 텍사노미는 외모를 구성하는 신체, 복식의 속성에 따라 도
출되었다. 신체는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복식
은 신체 변형, 신체 부착, 종합적 속성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변형은 신
체 성질의 변화로서, 신체의 색 변형, 형태 변형, 질감 변형으로 구분하
였다. 신체 부착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 신체를 감싸는
옷과 액세서리 등으로, 종합적 속성은 심미성, 유행성, 적합성으로 구성
되었다.
셋째, 한국 미디어는 여성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하여 이상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신체 변형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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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신체 변형에 관해 소비와 연관 짓는
단어, 신체 변형의 구체적 대상 나열과 신체 변형 후의 신체에 대한 평
가 방식, 삶의 바른 태도로 신체 변형을 묘사, 신체 변형을 통한 외모 추
구의 효율성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드러나는 용어들이 함께 나타
나고 있었다. 이는 트렌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외모관리 소비산업들과
미디어에 의해 연계된 측면이 있으며, 패션 시스템이 패션 트렌드를 끊
임없이 생성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넷째,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어휘적 의미
는 가치 획득, 소비와 투자, 유행과 정보, 효율과 효과, 세분화, 반작용과
다변화, 판단과 평가, 자기관리의 일상화, 성(性)적 대상화,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으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뉴스 기사의 텍스트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외모담론으로 이끌어가는 패턴이 존재하며, 질적인 접
근으로 더 구체적인 담론 추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한국 미디어에 발견된 담론은 스펙화된 외모관리, 파편화된 외
모개념,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감시, 파괴적 외모담론과 주체
적 외모실천의 공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스펙화된 외모관리 담론
은 한국 미디어에서 여성의 외모는 생존을 위해 개척되어야 하고, 투자
해야 하는 자본이라고 전달하고 있었다. 파편화된 외모개념 담론은 신체
변형 소비를 종용하기 위해 외모관리 소비산업과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
를 부품처럼 조립 가능한 변형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었으며, 외모는 더
이상 신체의 외부를 넘어 모든 신체가 변형의 대상이 되어 파편화된 신
체의 외부에서 내부에까지 패션의 의미가 침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었다.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감시 담론은 언론, 미디어,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여성들 자신마저 프로크루스테스가 되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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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외모담론을 근거로 외모평가를 행하고 있었으며, 신체 변형에 관
한 정보 과잉으로 인해 타인과 사회에 의한 외모감시뿐만 아니라 자기검
열을 통한 외모감시가 나타나고 있었다. 파괴적 외모담론과 주체적 외모
실천의 공존은 여성의 외모가 악마의 맷돌에 의해 끌려가며 한국 사회
속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분쇄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성들 스스로
가 지배적인 담론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적인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
는 등 외모 자본에 주체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
다.
미디어는 더 아름답고 나은 외모를 갖고 싶도록, 또 이를 가져야만 한
다고 말하고 있었다. 신체 변형을 종용하고 획일화된 욕망을 심어주는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끝
없는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은 중요한 자신의 삶과 가치를
파괴하고 있었다. 무한 경쟁의 한 가운데 외모를 두고, 특히 변형을 통한
신체 운용에 더 몰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외모담론은 결코 한 두 개
의 뉴스 기사 내용으로 형성되거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
다. 일상 언어가 반영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공고하게 외모담론이 권력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외모의 개념, 의미, 속성으로 계층화된 외모 텍사노미를 도
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를 확인
하여, 의류학에서 신체와 외모의 중요성을 언어 현상으로부터 확인하는
연구의 확장을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
모를 이루는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수식과 표현, 과거 한국 사회에서
신체 변형과 연관된 이슈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담론을 포착하는 실증
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담론 분석이 가진 신뢰성 및 타당성, 담론의

- iv -

자의성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였다
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패션 산업 분야에 현대 한국 여성들의 외모의
기준을 언어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외모에 관해 대
중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자료
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2000년 이후 한국, 미디
어, 그리고 여성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외모담론들이 형성되고 개인의 실
천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현 한국 미디어가 만
들고 여성들의 실천으로 심화되는 여성의 외모담론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패션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외모관리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외모담론의 지형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에서 외모담론의 지형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후
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외모, 외모담론, 미디어, 코퍼스 분석, 비판적 담론 분석
학

번 : 2013-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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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성형수
술과 같이 타고난 신체를 변형하는 외모 관리 행동을 보편적으로 수용하
기도 한다. 10년의 주기를 두고 1994년, 2004년, 2015년 실시된 한국갤럽
(2015)의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이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매우 또는 어
느 정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였다. 이 조사에서 20∼30대의 여성들의 25% 이상이 1회 이상
의 성형 수술을 받았으며, 70% 이상의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성형수술
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였다. 또한,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
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73.6%가 면접을 위해 외모 관리를 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다이어트가 29.6%로 가장 많았고, 피부 관리 28.4%, 헤
어스타일 관리 17.9%, 운동을 통한 몸매 관리 13.8%, 성형수술 4.1%로
관리하는 양태가 드러났다(권연수, 2016).
서구화와 함께 한국 여성들의 외모 관리는 급진전되었으며, 여성의 허
영심과 사치 풍조로 비판받던 외모 관리가 이제는 자기 계발의 한 요소
로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여성을 위한 모임, 2014). 한국 여
성에게서 나타나는 외모에 대한 욕망은 이제 한국의 지배적인 문화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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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된 것이다(정경훈, 2011).
그러나 타 문화권과 사회와 비교할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외모 관리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였지만, 동시에 지나친
외모 추구로 인한 차별, 자기 비하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고, 성형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신체를 변형함으로써 외모를 바꾸려는 사람
들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미용성형의 시술 규모로도 알 수 있다. 국제미
용성형협회의

보고서(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2011)에 따르면, 2011년 한국 내의 미용성형시술은 649,938건
이며, 인구에 대비해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로 조사
되었다.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2017)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체중 감소를 위해 노력한 여학생들이 42.5%이며, 그 중
23.0%의 여학생들이 부적절한 체중감소방법을 시도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신체 변형을 통한 외모 관리가 성인 여성
들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외모 추구와 보편화된 외모관리
가 점차 어린 연령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aiser(1997)에 따르면, 여성들은 외모에 관한 사회의 관습 내지 규범
을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훈련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남성, 남성의 평가를 반영하여 미디어가
양산해내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 미디어가 생산하는 문화코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 즉 남성, 미디어, 여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
용으로, 여성은 외모에 대하여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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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다이어트, 성형 등의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디어가 특정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면 대중들이 그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제설정효과(agenda
setting effects)가 나타나며(McCombs & Shaw, 1972), 미디어는 개인의
인지적 스키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결정하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를 가진다(Tuchman, 1978). 미디어가 전달하는 방
식과 그 내용에 따라 외모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외모와 미디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꾸
준히 제기됨과 동시에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외모와 미디어에 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미디어
이용률과 외모관리(김지양 외, 2013; 김수현, 배현숙, 2014; 전지현, 이미
숙, 2014; 박수연, 황진숙, 2015), 낮은 신체만족도를 유발하는 미디어와
그 영향(송지영 외, 2009; 이지영, 박혜정, 2013) 등 미디어가 외모에 미
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가 성형, 섭
식 태도와 같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나눈 비교
(김정민, 한근희, 2008; 박수경, 2014), 여성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외
모관련 태도, 신체이미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민지현, 2008; 박정
임 외, 2016) 등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미디어라는 요인이 외모와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즉, 여성의
외모와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력, 외모
에 관한 개별 주체나 집단의 행위와 태도,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사
회․문화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온 미디어 속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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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는지, 특히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해 여성들의 실천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미디
어 내에서 형성되는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에 대한 맥락적 접근의 필요를
제기한다.
미디어 중 신문매체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영역에서 결정적
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도, 방송매체에 비해 정보량의 제약을 덜 받으며
기록성과 반복성, 보관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심층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김미혜, 원영희, 1999; 송희영, 2006).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신문은 여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고 창
출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즉 신문은 공적담론(public discourse)의 대표
적인 예로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담론을 생산하며, 담론에서 사용되
는 언어의 종류는 특정한 이념의 확산에 영향을 끼친다(이원표,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문매체 속의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외
모 관련 말뭉치, 즉 코퍼스(corpus)와 뉴스 기사의 내용을 통해 외모담론을
이루는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한 보도에서 뉴스 기사 내용 분석의
수준에서 파악 가능한 양적인 분석으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후 질적
연구인 담론 분석을 통해 외모담론을 해석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국 미디어가 여성의 외모관리, 특히 신체 변형을 다루는
행태와 그에 따라 변화된 여성의 외모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고, 한국 미디
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에 대해 총체적인 담론 분석을 실행하는 것
은 사회․문화적 산물로서의 여성 외모담론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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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미디어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외모담론을 규명하는 것이
다. 미디어가 어떻게 개인의 외모 관리 조건들을 생산하고 형성하고 있
고, 현 상황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전개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외모담론을, 미디어
가 한국 여성의 외모를 보도하는 행태와 이로 인한 여성의 외모 인식과
태도를 추적하여 밝히고자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에 대한 사건과 글들이 매일 기록되는
신문의 뉴스 기사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포착해내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사회․문화를 형
성하고 창출하는 주요한 미디어이다. 현대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을 도출
함에 있어, 디지털로 데이터화되어 자료 선정이 정확하고 용이하도록 신
문매체의 뉴스 기사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외모의 개념, 의미, 속성으로 계층화된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
고 이를 기준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를 확인한다
는 점에서, 의류학에서 신체와 외모의 중요성을 언어 현상으로부터 확인
하는 향후 관련 연구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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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를 이루는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수식과 표현, 과거 한국 사회에서 신체 변형과 연관된 이슈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담론을 포착하는 실증적 연구로서, 기존의 담론 분석이 가
진 신뢰성 및 타당성, 담론의 자의성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패션 산업 분야에 현대 한국 여성들의 외모의 기준을 언어적 차
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외모에 관해 대중적인 관심이 어
디에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자료를 구축한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 미디어, 그리고 여성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외모담론들이 형성되고 개인의 실천으로 행
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현 한국 미디어가 만들고
여성들의 실천으로 심화되는 여성의 외모담론에 대한 인식의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패션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외모관리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들을 추출하기 위해
외모를 정의하고, 외모 텍사노미를 체계화한다.
1-1. 외모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고려된 맥락
적 접근을 고찰하여, 외모에 대한 통합적 설명이 가능한 외모
의 의미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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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모의 개념과 의미, 속성을 계층화한 분류체계인 외모 텍사노
미를 도출한다.
둘째, 한국 미디어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수
식과 표현을 확인하고, 신체 변형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도출한다.
2-1.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을 수식하는 어휘적
특징을 밝히고, 신체 변형에 관한 연도별 이슈를 파악한다.
2-2.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공시적 관점에서 어휘적 의미
범주를 분류하여, 한국 미디어에서 여성 외모담론에 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단서를 도출한다.
셋째, 한국 미디어가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변화한 여성의 외모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여,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규명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의 흐름과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흐름

앞서 언급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헌연구, 코퍼스를 분석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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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구, 비판적 담론 분석의 질적 연구로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
다.

첫째, 외모에 관한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는 문헌연구이다. 외
모에 관한 언어행위들을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
로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였다.
둘째, 외모 텍사노미로 도출된 신체, 신체 변형의 관련어들을 코퍼스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양적연구이다. 뉴스 기사 속에 표출되는 여성의 신체
와 신체 변형에 관한 수식 표현과 관련 이슈들을 보기 위해,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에서 외모 텍사노미 중 신체와 신체 변
형의 관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명사의 연어 관계(collocation, 連語)와
연관어를 코퍼스로 추출하였다. 또한 신체 변형에 관해 수집된 코퍼스들
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범주화하여,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 외모담론에
질적 접근의 단서로 활용하였다.
셋째, Fairclough(1995)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 미디어에 나
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도출하는 질적연구이다.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
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신체 변형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단서
로, Fairclough(1995)의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뉴스 기사 내
용을 텍스트, 담론 수행, 사회․문화적 수행 차원의 단계를 거쳐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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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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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를 통한 텍사노미 도출

텍사노미(taxonomy)는 글자 그대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텍사노미
단어의 기원은 순서와 배열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τάξις(taxis)”와 법률
또는 과학을 의미하는 “νόμος(nomos)”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는 사물
이나 개념의 분류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류의 기본 원리를 지칭한다. 텍
사노미는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Cal von Linné)가 식물 분류를 위해 만
들었으며, 이는 현 생물학 분류체계의 기본이 되었다(Wikipedia, 2018).
빅데이터 분석은 급속히 커지는 인덱스의 크기 및 탐색 시간으로 자칫
잘못된 검색과정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 분석에서도 효율적인 탐색 및 관리를 위해, 최적화된 분류체계로
서 텍사노미가 필요하다(Gani et al., 2016). 텍사노미 구축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관리와 탐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텍사노미는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맞게 키워드 및 그 집합으로 분류
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빅데이터 속에서 추출하려는 주제의 속성에 따
라 상세히 설정된 범주와 키워드는 데이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텍사노미는 여러 의미가 혼용되고 있지만 Daconta et al.(2003)는 텍사
노미를 계층구조(hierarchy)의 형태로 정보 개체를 분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텍사노미는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후, 범주
에 따라서 계층화시켜 분류한다. 이는 객체를 찾거나 기술할 때 필요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문정수, 2006), 지식
기반의 시스템에서의 분류체계로 활용하는 것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흔히 텍사노미는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부모-자식 관계(parent-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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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 텍사노미에 오류가
없는 올바른 계층구조를 위해서 모든 부모-자식 관계를 단일한 부모로
제한하여 같은 유형이 되어야 하나, 어떠한 텍사노미에서는 복수의 부모
를 가지는 형태인 복수 계층구조(poly-hierarchy)를 허용하기도 한다
(Ezmeta, 2007).
텍사노미는 콘텐츠 관리와 같은 내부적인 과정과 탐색, 검색, 개인화와
같은 외부 지향적인 기능을 둘 다 지원한다. 또한 텍사노미의 사용은 효
율적인 검색 수행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즉, 텍사노미를 활용함으로써
명확한 목표와 상세한 검색결과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다(Strategic Content, 2018).
텍사노미와 같은 분류체계 계층구조는 크게 하향식(Top-down)과 상향
식(Bottom-up)으로 구축할 수 있다.(송태민 외, 2015). 하향식 방법은 분
석 대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을 고찰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분류체
계의 키워드들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즉,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를 정해
두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은 의미의 용어에 도달하면서 계층구조를 생
성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상향식은 분석하는 주제에 관한 데이터를 웹 크
롤링(web crawling)으로 수집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좁은 의미
의 용어로부터 시작해서 넓은 의미의 용어에 도달하면서 계층구조를 생

Top-down

Bottom-up

출처: Piljugin et al.(2012)

[그림 1-2] 텍사노미 구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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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방식이다. 앞의 [그림 1-2]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도식이다.
빅데이터 분석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도출된 텍사노미
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연구로 도로부문 교통정보체계 구
축(오창석, 2016), 저출산 정책의 수요 예측과 저출산 정책의 효율적 추
진 방안 제시(송태민 외, 2015) 등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3. 연어 관계 및 연관어 분석을 활용한 양적연구

1) 뉴스 기사 빅데이터 활용

신문매체의 뉴스 기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신문매체가 지닌 특성과 공
적담론의 기능은 그대로 지니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해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으로의 플랫폼 변화에 따라 디지털화 되었다. 또
한 매일 수많은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많은 양의 뉴스 기사들은 빅데이터
화 되고 있다.
뉴스 기사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화는 뉴스 기사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뉴스 기사의 텍스트는 디지털 형태로 생산 및 유통되고 정형
화된 뉴스 기사 아카이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 용이하다. 비정형데
이터이지만 작성 관행이 통일되고 비문 텍스트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형
식을 갖춘 뉴스 기사는 빅데이터인 경우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언어적 분
석을 다루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서 속도
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을 지닌다. 또한 뉴스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의 사회 전반 이슈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 예측 연구, 정책 입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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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콘텐츠 스타트업의 수익모델 창출, 학술 연구용 자료로의 활용
기대 등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박대민 외, 2015). 따라서 뉴스 기
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담론 연구는 담론이 투영된 사회 및 사회에
서 벌어지는 다양한 실천들에 대하여 더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

2)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카인즈

본 연구는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 Kinds: 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한 뉴스 검색 서비스
인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에서 진
화한 새로운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이다(빅카인즈, 2017).
기존의 카인즈는 주요 일간지, 방송 등 다양한 뉴스를 축적하고 검색
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었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90년부터 현재까
지 축적된 방대한 양의 뉴스 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이자 동시에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6년 4월 19일 서비스를 개시
한 빅카인즈는 일반인과 전문가 버전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으나, 2017년 개편되면서 두 가지의 서비스가 통합되었으며, 모든 빅카인
즈 사용자들에게 44개의 언론사들의 뉴스 기사 콘텐츠를 제공 및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빅카인즈, 2017).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사
로부터 수집된 약 4,420만 건(2018년 2월 26일 기준)의 방대한 뉴스 기
사들을 데이터를 수집한 저장 시스템이자, 주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 13 -

접목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써 빅카
인즈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
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빅카인즈는 특정 뉴스 기사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인화 된
텍사노미 관리, 질의어 관리, 정보 추출 패턴 규칙 적용 기능을 제공하고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도구를 제
공한다(빅카인즈, 2017). 빅카인즈를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나, 본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대규모의 뉴스 기사들 속에서 외모와 관련된 코퍼스들을 추출하여 담론
분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3) 연어 관계 및 연관어 분석 기법

빅카인즈에서 연어 관계와 연관어 분석을 통해 뉴스 기사 빅데이터라
는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여성의 외모 관련 코퍼스들을 추출하였다. 추출
된 코퍼스들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한국 여성의 외모를 어떠한 수식과 표
현방식으로 그리고 있는지 양적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빅카인즈를 활용한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은 연어 관계 분석이다. 연
어 관계 분석은 검색어의 좌우 문맥의 일정 범위(span) 안에 어떤 단어
들이 공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신서인, 2017),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명사 어휘에 대한 좌측 공기어(co-occurring words, 共起語)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외모에 관한 정의와 그 속성들을 이론적으로 고
찰하여 도출될 외모에 관한 분류체계, 즉 외모 텍사노미를 외모 관련어
로 두고 ‘수식어+외모 관련어’의 구조에서 어떠한 ‘수식어’들이 외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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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결합하여 쓰이고 있는지를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장 인접한 좌측 공기어로 특정 단어를 수식하는 연어를 살펴보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로 특정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또한, 외모와 관련된 어휘들의 직접적인 수식 단어들을 연어 관계
분석하는 것은 외모의 의미가 어떻게 제한되고 그 속성들은 어떠한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외모 관련어의 좌측에 공기하는 수식어를 형용사와 명사로 한정하여,
‘형용사+외모 관련어’, ‘명사+외모 관련어’의 연어 관계를 분석하였다. 모
든 품사와의 수식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형용사와 명사만을 고려한 것
은 외모가 가지는 시각적인 특성을 수식하고 명명하는 표현을 확인하기
위한 품사로 형용사와 명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
상태, 존재를 표현하는 품사이며, 명사는 대상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명명
의 의미기능을 지니는 품사로 실체, 속성, 동작, 관계를 표현한다(국어국
문학 편찬위원회. 1998). 또한 기본 단어에 조사(접미사)가 붙거나 시제,
수에 따라 형태가 변화가 큰 경우, 기본 표제어로 묶어서 발생 빈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표제화(lemmatization)되어야 하므로, 수식하는 대상의
바로 앞에서 쓰일 때 표제화의 한계가 덜한 형용사와 형태가 변하지 않
는 명사가 연어 관계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는 것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의 우측에서 대상을 서술하는 품사인 동사를 추출하면 기본 표
제어 ‘시키다’가 ‘시키다, 시켰다, 시켜서’ 등으로 모두 각각의 발생 빈도
로 등장한다. ‘시켰다’와 ‘시켜서’ 등처럼 형태가 변화한 것을 기본 표제
어에 포함하는 표제화 시스템이 아직 빅카인즈 내에서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하려는 어휘들의 연어 관계를 바로 앞에 쓰인 형
용사, 명사들의 출현을 빈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인 분석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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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빅카인즈 정보추출 도구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뉴스 기사 내의 텍스
트에서 필요한 개체들을 인명 개체, 장소명 기체, 기관명 개체, 직업/직
위 개체, 한자(漢字) 개체, 명사 개체, 동사 개체, 형용사 개체, 숫자 개체
등 다양한 정보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정하는 구문 패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외모와 관련된 어휘들의 바로 앞에 쓰인 형용사, 명사를 추출하며, 빅
카인즈 정보추출 도구 내의 구문 패턴 설정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모’로 검색되는 뉴스 기사 속에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 났다”
라는 문장이 포함된 경우, ‘외모’라는 단어 바로 앞에 쓰인 ‘형용사’를 추
출하기 위한 구문 패턴인 “형용사=‘ADJ’ 정보명=외모”로 추출하게 되면,
추출 정보는 “형용사=예쁜, 정보명=외모”로 결과가 도출된다. 2018년 기
준으로 정보추출 기능은 정확도 기준 최대 1,000건의 기사까지 분석 가
능하다.
빅카인즈에서 활용한 두 번째 분석은 연관어 분석이다. 연관어 분석은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
된 검색어로 어떠한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추출되는지를 파악하고, 한국
사회에서 외모와 관련된 쟁점들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빅카인즈의 연관어 분석은 토픽랭크(Topic Rank) 알고리즘1)에 기반하
1) 문서 내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TF-IDF 방식과 텍스트랭크 방
식이 있다. TF-IDF 방식은 TF(Term Frequency: 단어 발생 빈도수)와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역문서 빈도)의 조합방식으로, 단순히 키워드의 영향력을 빈도
수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분석품질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텍스트랭크 방식은 문서 내
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빈번히 연결되는지를 측정하기에, 문서 내에서 키
워드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빅카인즈 토픽랭크는 텍스트랭크(Text
Rank) 알고리즘에서 토픽을 식별하는 기능을 추가 보완한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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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출된다. 토픽랭크 알고리즘은 특정 검색어와 동시에 발생한 키워드
의 발생빈도와 중요도를 계산해 연관키워드를 추출하는 분석 방식이다
(빅카인즈, 2017). 토픽랭크 알고리즘에서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 즉 뉴
스 기사 텍스트에서 검색어 중심의 주변 단어들에 대해 스니펫 사이즈
(snippet size) 값을 3으로 두고 있다. 스니펫 사이즈가 3이라는 것은 검
색어의 앞뒤 3단어를 분석 범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빅카인즈의 연관어 분석은 정확도 기준으로 최대 1,000건의 뉴스 기사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명사를 포함한 명사 상당 어구의 연관어들을 추출
하며, 검색어에 관련된 약 20∼27개의 연관어를 워드클라우드 형태와 각
연관어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제공된다. 여기서 가중치란
빅카인즈는 토픽랭크 알고리즘에 기반해 출력되는 결과로, 가중치가 높
을수록 뉴스 기사 중에서 언급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여 각각의 어휘들이 뉴스 기사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코퍼스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을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서인
(2015)은 연어 관계와 연관어 분석과 같이 코퍼스 결과를 활용하여 담론
분석을 하게 되면, 텍스트 차원에서의 보이는 유의미한 양상을 비교적
객관적인 결과로 얻을 수 있으며, 질적 접근 방식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외모 관련 연어 관계와 연관어 코퍼스
의 양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미디어가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 생산과 형
성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담론 분석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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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론 분석을 활용한 질적연구

1)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① 담론과 미디어 담론
‘discourse’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담론(談論)’, ‘담화(談話)’로 번역되
며,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특정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discourse’를 담론이라고 주로 표현하였으며, 텍스트의 개념이 더 강조되
는 언어학 연구에는 담화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담론 분석’ 또는 ‘담화
분석’을 혼용해서 사용하며, 연구의 내용에 따라 그 용어를 달리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해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사회과학적 고찰의 의미가 더 강하므로 ‘담론’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담론은 언어로 구성되고, 담론 발화자의 신념과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
으며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백선기, 2015), 언어를 지식, 행위, 힘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학문적 개념이다(서덕
희, 2011). 담론 연구는 1960년대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연구되기 시작
했으며, 사회학, 사회심리학, 기호학, 언어학, 문화연구, 여성학, 미디어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담론 형성과 일반화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 Foucault(1971/2011)는 담
론을 ‘언표(言表)들의 집합’으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說) 기호들의 집합
(言)으로 정의한다. 그는 권력의 행사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담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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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관한 담론들이 형성된 장에서 다양한 담론들은
서로 간에 길항(拮抗) 관계를 맺으며(이기형, 2006), 사회 내에는 문화,
정치, 종교 등 수많은 담론의 장(場)이 존재한다. 이러한 담론의 장들 중
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논쟁의 공간이며, 가
장 자주 쓰이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한 ‘공론장(public sphere)’의 기능을 수행한다(백선기,
2015).
미디어(media, 媒體)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뉴 미
디어 등의 대중매체를 통상 일컫는다. Hall(1983/1996)은 미디어가 현실
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한다고 하였다. 실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재구성해내는 미디어의 특징으로 인해, 미디어는 현실과는 다
른 미디어만의 현실을 재현해낸다. 또한 미디어는 현실을 새롭게 형성하
고 묘사할 수 있는 장이므로, 역으로 미디어가 현실을 생성하고 조작하
는 가능성이 존재한다(Schmidt, 2007). 이와 같이 미디어는 재현을 통해
담론을 생성해 대중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며, 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
에 의해 재현된 현실을 실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달받은 미디어 담
론은 그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국진과 김성해(2011)의 연구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담론을 중요하
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밝혔다.
첫째, 미디어 담론에서는 지적인 설득과 동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미디
어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며, 그 과정
에서 설득과 동의가 이루어진다. 이때 미디어는 중추적 포럼(meta
forum)이며, 상징적 무대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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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디어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재
구성된 공공지식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미디어의 특성으로 대중
들은 미디어를 통해 얻은 담론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담론은 Fairclough(1995)가 말한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공간이며, 사회적
실천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의 일상에까지 담론이 반영되는 담론적 실
천의 수행까지도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담론의 분석은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 담론의 의미를
읽어내고,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담론이 무엇인지, 담론이 대중의 일상에
어떠한 실천을 이끌어내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② Fairclough(1995)의 비판적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 분석의 한 유형으로, 미디어 담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방법이다. 푸코의 담론 분석은 지나치게 거시적
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각 미디어 담론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가 계급적 이익이나 집단적 이해관
계를 담은 담론이 형성하는 지배 질서 및 그러한 지배 담론의 유포 과정
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은 분석의 접근이 용이하고, 경계와 영역이 선명한 미디어, 정치담론, 커
뮤니케이션 현상 등을 다룰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이기형, 2006).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론은 하나로 고정된 이론적․방법론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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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으며, 개별 연구들이 서로 다른 이론적 모델과 연구 모델을 지
닌다. Wodak과 Meyer(2009)는 비판적 담론 분석 내에서 여러 접근 방
식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러 비판적 담론 분석 중, 본 연구에서 채택한 담론 분석법은
Fairclough(1995)의 것으로 언어 연구와 후기 구조주의 사회이론을 결합
한 것이다. Fairclough(1995)는 담론을 “사회적 실천관행 형태로서의 언
어”라 하였으며,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Fairclough(1989)는 담론
을 분석하는 것은 스스로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산출 및 해석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텍스트․과정․사회적 조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텍스트(text)와 담론 수행
(discourse practices)과 사회․문화적 수행(sociocultural practices) 사이
의 관계를 상호 연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Fairclough(2001/2012)는 비판적 담론 분석이 3가지 차원에 대응되도
록, [표 1-1]이 보여주는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설명
(explanation)의 세 가지 단계로 담론 분석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1-1] Fairclough 담론 분석의 3단계 작업
분석 차원

단계

내용

텍스트

기술



해당 텍스트의 형식적 속성에 관심을 두는 단계

담론 수행

해석




텍스트 및 상호작용 사이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는 단계
텍스트를 산출과정의 결과물, 해석과정의 자원으로 간주

사회․문화적
수행

설명




상호작용 및 사회적 맥락 사이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는 단계
산출 및 해석과정에 대한 사회적 결정내용과 그것의 사회적
효과에 관심을 두는 단계
출처: Fairclough(2001/2012)

- 21 -

Fairclough(1995/2004)는 비판적 담론 분석이 미디어를 연구하는 것에
서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 담론 분석은 미
디어의 텍스트들을 세밀하고 생생하게 분석함으로써 담론과 사회․문화
적 변화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코퍼스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분석

기존의 비판적 담론 분석은 매우 적은 양의 텍스트를 미시적으로 분석
한 질적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비판적 담론 분석
은 적은 양의 텍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해
석하여 담론의 분석 수준을 고차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다만, 비판적 담론 분석의 과정은 담론 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에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천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
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담론이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역할과
효과는 지대하지만, ‘담론 결정론(discursive determinism)’과 같은 담론
이 생성하는 재현 작용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방만하게 논하는
측면을 성찰적으로 경계하고 자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한국언론
정보학회, 2015). 최근에는 비판적 담론 분석과 함께 다량의 텍스트로 정
량적인 연구 방법의 결합, 민속지학과 현장조사와 같은 질적인 연구 방
법의 결합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방법론의 장점들을 결합해 담론을 이끌
어내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이기형, 2006).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론적 한계를 코퍼스 기반 비판적 담론 분석
(Corpus-assist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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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말뭉치로 발화된(구어, 문어) 언어 자료의 집합체로(강범모, 2003),
코퍼스 기반 비판적 담론 분석은 텍스트의 말뭉치, 즉 코퍼스를 기반으
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이다.
Baker et al.(2008)은 코퍼스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분석이 비판적 담
론 분석과 코퍼스 언어학의 결합한 방법론은 서로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선입견과 자의성을 줄이면서 질적인 접근 방
법으로 효과적인 담론 분석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신서인(2017)은
코퍼스를 활용한 담론 분석에서 행해지는 키워드, 연어 등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코퍼스의 빈도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미시적인 관찰로 행해지던 담론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
던 언어 사용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분석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코퍼스를 분석
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대규모의 텍스트에서 특정 어휘가 사용되
는 방식을 분석하는 코퍼스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양적인 접근으
로 높은 빈도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기에, 기존의 비판적
담론 분석이 미시적인 텍스트로 분석함에 있어 놓칠 수 있었던 자의성을
보완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코퍼스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분석 기법을 연구에 도입하게 된 것은
최근의 경향이며(Baker & McEnery, 2005; Baker, 2006; Mautner, 2009),
국내에서 코퍼스를 비판적 담론 분석을 활용한 연구로는 손현정과 이재
윤(2014), 신서인(2015), 이창수(2015), 이숙의와 진두현(2017) 등을 들 수
있다.
손현정과 이재윤(2014)은 코퍼스를 활용하여 트위터와 신문 기사에서
의 어휘를 분석하고 어휘 관계 네트워크와 차별어 분석을 통해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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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숨겨진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신
서인(2015)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
거기간의 ‘성장’에 관한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코퍼스 언어학적 연구를 통
해 통시적인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창수(2015)는 한국 사회의 인
종차별적 담화 구조를 코퍼스를 활용한 비판적 담론 분석의 관점에서 살
펴보았으며, 이숙의와 진두현(2017)은 한국의 호남과 영남의 지역신문에
서 ‘5.18’에 관련 코퍼스로 비판적 담화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빅데이터의 텍스트에서 외모에 관한 어휘들의 코퍼스를 분석하는 양적
인 접근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이용한 질적인 접근을 병행해서, 두 접근
법이 서로의 방법론을 보완하여 담론 분석의 타당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한다.

5. 연구범위

2000년은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언론사들은 90년대 말 신문매체를 인터넷과 연결하
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여 전자신문의 방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
했다. 1995년에 《중앙일보》가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996년에는 대부분의 종합일간지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
해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박용규 외, 2013). 그러나 2000년이 시작되면
서 인터넷 저널리즘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이는 2000년 5월 뉴스 서비스
를 시작한 네이버(Naver)와 2003년 미디어 다음을 출범한 다음(Daum)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과 맞물려있다. 2000년대 이후 포털 사이
트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뉴스 유통을 주도하며 언론사에게도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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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김익현, 2015; 송해엽, 양재훈, 2017).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급증과 포털 사이트의 부상은 한국 사회와
언론사에게 주요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이고은, 2015).
더불어 2000년대 들어서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외모가 새
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언급되며(Safire, 2000), 외모지상주의, 외모차
별주의를 일컫는 루키즘(Lookism)의 자각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시점이
었다. 엄묘섭(2008)은 시각문화의 발전이 루키즘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
다고 보았으며, 루키즘은 외적 아름다움이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교실, 법정,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문
화적 고정관념,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미디어 환경에서의 특수성과 외모를 중시
하는 시대적 보편성으로 2000년에 주목하였으며,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의 연도별 분석에 용이하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
지의 최근 18년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일반 대중들의 여론을 반영하거나 여론에 영향을 주는 뉴스 기사들을
분석하기 위해 발행 부수가 높은 중앙지의 텍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중앙지는 [표 1-2]와 같으며, 이들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수집기간에
누락이 없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6개 중앙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된 6개의 언론사는 모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이자, 각각의 언론사
별로 사회에 가지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언론사
별로 갖는 정파성에 대한 차이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
문에 언론사별 비교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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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빅카인즈 내 중앙지 수록기사 현황
중앙지

빅카인즈 내 수록기간

2000년 이후의 수집 누락 구간

경향신문

1990.01.01.∼현재

없음

국민일보

1990.01.01.∼현재

없음

내일신문

2003.10.01.∼현재

2004.03.01.∼2004.03.31.
2014.01.01.∼2014.02.28.
2014.07.01.∼2014.10.31.

문화일보

1997.01.01.∼현재

없음

서울신문

1990.01.01.∼현재

없음

세계일보

1990.01.01.∼현재

2001.01.01∼2001.12.31

한겨레

1990.01.01.∼현재

없음

한국일보

1990.01.01.∼현재

없음

비고

뉴스데이터 미보유

뉴스데이터 미보유

출처: 빅카인즈(2017)

빅카인즈는 검색어에 따라 형태소 분석과 바이그램(bigram) 분석을 설
정해 검색이 가능하다. 형태소 분석의 경우 검색어를 문장의 최소 단위
인 형태소 단위로 검색하는 것이며, 신조어를 검색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색어는 형태소 분석 방식을 활용할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온
다. 바이그램 분석은 검색어를 두 글자 단위로 잘라 검색하고 형태소가
아닌 신조어도 분석단위로 인식하여 검색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분석
대상이 아닌 잘못된 뉴스 기사가 검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조사’
를 검색할 때, 형태소 분석의 경우에는 ‘선거조사 AND 선거 AND 조사’
로 검색되며, 바이그램 분석의 경우에는 ‘선거 AND 거조 AND 조사’로
검색된다. 본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들이 신조어로 구성된 검색어
가 아니며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형태소 분석의 방식을 택
하였다.

- 26 -

제 2 장 외모 텍사노미와 외모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한 실증적 담론 분석에 앞서 본 연
구와 관련된 이론 및 개념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외모의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외모에 대한 맥
락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될 외모
를 정의하고,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의 외모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한 코퍼스 선정의 기준이 될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3절에
서는 한국의 근대 이후의 변화를 고찰하면서 미디어 한국 여성의 외모담
론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외모를 보는 관점과 접근

외모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외모를 바라보는 다양
한 관점들을 고찰하고, 외모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고려된 맥락
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1. 외모를 보는 관점

외모(appearance)에 관한 연구는 철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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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다양
한 이론들이 정립되고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외모를 인간의 내면과 비교하여 의미와 가치를 이
해하며, 아름다움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들
이 논의되어 왔다. Descartes(1637/1993)는 의식, 자아 등의 내면을 인간
의 참된 존재라고 지지하며, 인간의 외면인 외모는 인간의 본질적인 사
고를 담는 도구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근대 이후 철학의 분과로 미학이
부상하면서 Nietzsche(1872/2007)는 인간의 외양적인 요소가 개인적 가
치를 넘어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사회적 대상으로, 더 이상
인간의 사고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외모에 관한 철학적 쟁
점은 외모의 미(美) 기준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었다. 고대와 중세의 미학에서는 아름답다고 느끼는 외모의 기준이
정해져있다는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객관주의 이
론이, 근대에는 개개인이 느끼는 외모의 매력을 모두 같지 않으며 문
화적 맥락에 따라 외모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는
칸트(Immanuel

Kant)의

주관적인

입장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Tatarkiewicz, 1970/2005).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외모는 육체적 매력을 과학적인 사고에 따라 분
석하고 묘사한다. 즉, 신체적 외모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여 그 규칙과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Dayan(2013/2014)은 진화생
물학과 신경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들을 고찰하여,
외모의 아름다움에 영향력을 갖는 본질적인 네 가지 주된 특성을 꼽았
다. 그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외모일수록, 한 사회의 평균적인 외모
일수록,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외모의 특징이 양성별에 대해 정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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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이형(sexual dimorphism)으로 발현될수록, 허리-엉덩이, 가슴 등의
비율처럼 균형 잡힌 몸일수록 매력적인 외모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Perrett(2010/2014)은 외모 중에서 얼굴에 관한 매력을 과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이
끌어내 과학적 도구를 이용한 미를 입증했다. 외모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번식을 위한 생식의 관점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번식생물학
의 입장에서 외모의 추구는 아름다운 외모로 이성을 유혹하고 성적매력
을 이용하여 번식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다(Patzer, 2008/2009). 또한 사
회생물학자들은 진화론적인 근거에서 외모를 주목하는데, “얼굴의 대칭,
흠 하나 없는 피부, 모래시계와 같은 몸매” 등은 건강과 생식력의 증거
로 간주해왔다(Rhode, 2010/2011).
생물학적 관점이 외모의 대상인 인간의 외적인 것에 대한 연구였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외모는 개인이 스스로 또는 타인에 대해 느끼는 감
정이나 정서, 태도, 의식, 자존감 등 외모와 관련해 일어나는 개인의 심
리상태를 의미한다. 대인심리학이나 비교행동학 지식을 토대로 사람의
몸짓, 표정, 행동 등에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다(Saitō,
2002/2010).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사람의 성별, 인종,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나 직업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원이기도 하다. 행동과학자들은 외모를 신체적 매력, 몸무게, 키, 얼
굴의 특징, 가꾸는 요소 등과 같은 신체외모의 변수들로 세분하여 인지
하려고 하며, 이 세분된 변수들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와
속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Cash
& Pruzinsky, 1990/2000).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외모로 인해 일어
나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에도 연구의 초점을 둔다. 외모로 인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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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은 외모에 관한 외부자극들을 어떻게 지각
(perception)하고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다. 외모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 식이 장애, 심리적 불
안 등으로 귀결되기도 한다(Herbozo & Thompson, 2006).
사회학적 관점의 외모 연구에서는 자신의 외모가 실제보다 더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나 사회로부터의 영향력에 주
목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몸이 사회관계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보았으며, 몸을 사회적 산물이라 하였다. 몸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
는 사회구성론적 견해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연구자로 크게 푸코와 고
프먼(Erving Goffman)을 꼽을 수 있다(Shilling, 2003/2011). Foucault
(1975/2016)는 근대사회에서 몸에 관한 새로운 종류의 훈육이 나타났으
며,

인간의

몸은

일종의

Foucault(1975/2016)는

권력기제

벤담(Jeremy

속으로

들어갔다고

Bentham)이

제안한

주장했다.
“파놉티콘

(Panoptican)” 개념을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에 가져와서,
사회구성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타자의 존재와 자기 감시를 언급
하였다. Foucault(1975/2016)는 가혹한 자기 감시는 몸에 관해서도 동일
하게 적용이 되며,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개인을 통제하는 권력이 몸에 개
입한다고 하였다. 즉, 그는 몸이 담론에 의해 생산되고, 존재한다는 접근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Goffman(1959/2016)은 몸을 통한 자아연출
과 일상생활을 하나의 연극무대에 비유하여 ‘연극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몸의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에 초점
을 두었다. 그는 개인의 외모를 공적(公的), 사적(私的)인 영역에서 운용
하며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묘사했다.
최근 들어, 사회학에서는 육체에 부여된 사회적 가치들을 확장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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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관한 사회적 가치들을 연구하고 있다. Hakim(2011/2013)은 매력 자
본(erotic capital)의 개념을 제시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매력과 사
회적 매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경
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에 매력 자본을 제4의 자본으로 더하여,
개인의 자산을 네 가지 형태로 설명하였다. Hakim(2011/2013)은 “아름다
운 외모, 성적 매력(건강하고 섹시한 몸), 사회적 기술(능수능란한 사교
술), 활력(사회적 에너지와 유머), 옷 잘 입는 능력(패션스타일), 성적 능
력(이성을 다루는 테크닉)”의 6가지를 매력 자본의 요소로 밝혔다. 그리
고 이 요소들은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매력의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현
실 속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 외모는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요
소라고 하였다. 그는 매력 자본이 노동시장과 사적인 관계에서 큰 영향
력을 발휘하며, 매력 자본을 갈고 닦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더 많이
보상을 받는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Baudrillard(1970/2015)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 육체를 묘사
하며, 투자와 물신숭배의 대상으로 보았다. 즉, 육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며,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형식 중의 하나
로 조작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외모가 생산과 소비의 대상과 주체
로 대두되며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
들도 발달하고 있다. Shilling(2003/2011)이 “몸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하고 완성되어야 할 일종의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고 한 말처럼,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
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로운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식하게 된다. 만족의 속도만큼 욕망과 기대, 비교의 기준이 빠르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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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기술과 마케팅의 압박들로 외모의 기준도 높아져가기 때문이다
(Rhode, 2010/2011). Diener et al.(2006)은 이러한 패턴을 “쾌락의 쳇바퀴
(hedonic treadmill)”라고 지칭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앞서 살펴본 심리학과 사회학의 결합인 학문
적 관점으로 외모에 접근하여 이를 해석하고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자들
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인정하고
아울러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다. 이들 두 가지 영향력과 그 과정에 대한 탐구가 사회심리학의
연구과제다(한규석, 2002). 복식사회심리학은 의복을 포함한 외모에 관한
인간행동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으로 접근한다. 복식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서의 외모 연구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갖는 종
합적 이미지인 자아개념부터 시작하여(James, 1918), 신체적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내면화 요인에 관한 연구(Heinberg et al.,
1995), 자신에 대한 지각은 사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면경자아(面鏡自我)
에 관한 개념(Cooley, 1902), 사회적 이상의 지각과 외모의 인식을 통해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Rudd & Lennon, 2000)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리하면,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으로(국립국어원, 2018d),
몸이라는 인간의 신체적인 속성과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도록 하는 의복,
장신구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인간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 즉 외면적
인 형상을 의미하고 있었다. 또한 외모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철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기는 외모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개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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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모는 인간의 외면적인 형상을 이루는 전체적인 이미지이며,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과 행동이 반영되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차원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
려해 이를 모두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모에 관해 개인
이 갖는 사고 과정, 개인과 사회에서의 상호작용 과정, 그리고 문화로 공
유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접근으로 외모를 더 포괄적이고 총
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맥락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외모에 관한 맥락적 접근

Kaiser(1983-1984)는 사회학적인 측면이 강한 사회심리학인 인지적 사
회심리(cognitive social psychology)와 심리학적인 측면이 우세한 사회
심리학인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ism)으로 외모의 사회심
리적 측면을 폭넓게 연구하였다. 인지적 사회심리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
에게 인상을 형성하는 정신적인 과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
해 인지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할 외
모의 단서들을 선택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은 외모의 의미 있는 전달을 강조하고 외모와 관련된 사회적 행동․욕
망․대상․목적에 관해 접근하는 것이다.
Locker(1993)는 의복의 연구에서 질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의복에 관한 맥락적이고 특이한 자료들을 놓치는 것이며 숲에서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Kaiser(1997)는 상징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사
회심리라는 두 가지 관점의 약점과 강점을 균형 있게 잡아주기 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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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기본 전제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관련지어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상징적 상호작용적, 문화적 관점을 통
합한 맥락적 접근(contextual approach)으로의 복식사회심리 연구에 대한
필요를 주장하였다.
인지적 관점은 심리학을 기본으로 둔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개인이
외모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같은 개인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둔
다. 외모에 관한 지각, 인상 형성의 이해가 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에 해
당한다. 개인이 남의 외모를 볼 때 어떻게 인지하는지, 외모를 인지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등과 같이, 인지적 관점은 미시적 단계
의 관점으로 개인에게 한정되는 연구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은 사회학을 기본으로 둔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외모와 외모 관리의 사회적 의미를 중요하게 본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
의 외모 관리가 타인 또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가지며, 외모의 상징이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적 접근은 외모 관리와 지각의
상호작용 과정을 탐구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상징적 상호작용적 접근
은 사회적 의미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관점으로, 인지적 접근에 비해 개
인의 사고 과정을 배제하고 그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
점을 가진다(Kaiser, 1997).
문화적 관점은 개인이나 작은 사회가 아닌 큰 문화를 바라보고 연구해
야한다는 관점으로 거시적 단계의 접근이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를 문화와 관련지어 보는 것이다. 즉, 외모에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부여한 코드가 반영된 것을 연구하는 관점이다.

- 34 -

맥락적 접근은 상징적 상호작용적 접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외모
에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맥락에 대한 민감성까지 포함하는 접근이다.
또한 큰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과정을 보는 인지적 접근까지 포함
하는 접근이다(Kaiser, 1997). 즉, 맥락적 접근에서의 외모는 개인의 사고
과정을 보는 인지적 관점, 개인과 사회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을 보는 상
징적 상호작용 관점, 문화로 공유되는 외모를 보는 문화적 관점까지 포
괄된 접근인 것이다.
김민자(2004)는 복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 대상과 인간관계 이외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복식을 입은 사람의 전체적
인 외모, 입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속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의
본질, 전반적인 역사로 복식의 맥락적 상황을 논의하며 총체적이며 다양
한 각도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모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담론 분석은 이러한 맥락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미시적 맥락인
특정 시간, 장소, 개인에서부터 거시맥락인 조직과 제도, 사회 안에서 발
생하는 것을 다룬다. 또한 담론은 심리적 성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으로 습득되는 가치와 규범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하는 관
계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포함되어야 한다(Titscher et al., 2000/2015).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은 언어와 상징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이 발휘하
는 사회적 효과와 영향력을 재평가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으
로 인정되는 의미들과 인식, 의미화, 제도의 변화 등 역동적 능력과 그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의 구조주의나 기호학과는
달리, 담론이 사회적 실행과 결합되어 발휘되는 사회적 영향력과 효과를
주목하며 이를 다룬 미디어 텍스트의 형성과 수용과정을 맥락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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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한다(이기형, 2006).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현 사회적 시점을 반영한 외모의 맥락적 접
근으로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외모 텍사노미

외모에 대한 통합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본 연구에서 적용할 외모의 의
미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분류체계인 텍사노미를 도출하였다.

1. 외모의 정의

Hillestad(1980)는 총체적 개념으로 외모를 연구할 수 있는 외모의 기
본 구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모를 복식(dress)과 신체(body)라는 두 가
지 주요 구성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복식을 다시 의복
(clothing)과 장식(adornment)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였다. 의복
은 인체를 편안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에 두는 것과 관련된
의미, 장식은 신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 위 또는 신체 주변에 걸치는
아이템들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의 구성요소는 신체 형태
(body forms), 신체 동작(body motions), 신체 표면(body surfaces)으로
분류하였다. 신체 형태는 몸의 실루엣이나 형태이며, 고정된 자세에서의
신체 전체 구조와 관련된 특성으로 머리, 팔다리와 같은 다양한 단위의
구조특성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사이즈와 체형, 체중과 같은 요소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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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신체 형태는 외모의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라 하였다. 신체 동작
은 걸음걸이, 자세와 같이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와의 움직임
과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범주이다. 신체 표면은 전체적인 신체를 덮고
있는 외피, 피부와 헤어의 색, 질감과 같은 각 부분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신체표면은 촉각과 시각 양쪽 모두에 소구되기 때문에 외모의
가장 감각적인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다.
Hillestad(2005)는 학계에서 뽑은 약 300명의 전문가들이 옷과 패션에
관련된 개념들을 총 망라한 『의류 및 패션 백과사전(Encyclopedia of
clothing and fashion)』의 Appearance 부분에서 1980년에 제시한 외모
의 분류 중 신체 구성요소에 얼굴 구성(facial configurations)을 추가하
였다. 얼굴은 신체에서 특히 표현적인 부분이며, 외모의 주요 자극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구성에서 얼굴의 구성을 별개의 범주로
고려한 것이다. 얼굴 구성은 얼굴의 고유한 형태, 움직임 및 표면과 관련
되는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Hillestad(2005)는 신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modify)하는 것도 신체의 구성요소로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Hillestad(1980; 2005)는 신체에 대한 구성을 더 확장하고 신체
변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기존에 외모를 복식과 신체로 나누었던 것을
신체와 복식의 순서로 설명함으로써 외모에서 신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높아진 것을 반영하였다.
Roach-Higgins와 Eicher(1992)는 복식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확장 정
의하여 옷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장식도 복식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복식(dress)을

신체

변형(body

modification)과

신체

부착(body

supplement)으로 나눠, 신체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복식을 연구
하였다. Hillestad(2005)가 신체의 구성요소의 설명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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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던 신체 변형을 Roach-Higgins와 Eicher(1992)는 복식 내에서 중
요한 범주로 따로 두었다. 신체 변형은 체중 관리, 성형수술, 문신, 헤어
스타일, 제모, 염색 등과 같이 근육/골격, 치아, 스킨, 헤어 등의 신체를
변형하는 것으로, 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변
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 부착은 의복, 신발과 같이 몸을 감싸는 것,
귀걸이와 같이 몸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포함한다.
Johnson et al.(2002)은 개인이 인상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외모와 복
식 단서를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외모와 복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모든 응답을 신체적 측면(aspects of the body), 복식적 측면(aspects of
dress), 복식의 시각적 측면(visual aspects of dress)의 세 가지 분류로
범주화하였다. 신체적 측면은 Hillestad(1980)의 연구를, 복식적 측면은
Roach-Higgins와 Eicher(1992)의 연구를 따랐으며, 새롭게 추가된 범주
인

복식의

시각적

측면에는

심미성(garment

aesthetics),

유행성

(fashionability), 적합성(appropriateness of dress)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
되었다. 심미성은 개인들이 옷을 어떻게 조합하고 착용하는지에 대해, 유
행성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옷을 입는지는 대해, 적합성은 옷을 전
후 사정에 맞게 입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복식의 시각적 측면은 개
인의 입장에서 외모를 둘러싼 인상을 형성하는 단서들로 외모의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Kaiser(1997)에 의하면, 외모는 의복, 신체를 포함해 시각적으로 인식
되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며, 외모의 구성요소들에는 신체적
인 속성과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도록 사용한 의복, 장신구 등이 모두 포
함된다. 또한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형태로서 외모의 특징을 언급
하였는데, 사람들은 타인의 외모를 지각할 때 눈, 코, 입 등을 따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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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 어떻게 상호관련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인상을 형성
한다고 하였다.
Roach-Higgins와 Eicher(1992)는 복식이 신체 그 자체의 형태, 색, 제
스처와 같이 옷 입지 않은 신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보다 작
은 범주일 수도 있지만, 외모가 시각적인 측면만을 다루는 것과 달리 복
식은 신체 변형과 신체 부착에 의한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의 모든 감각
적인 측면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복식이 외모보다 넓은 범주라고 말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모를 외양(外樣)이라는 겉모양, 즉 시각적인
측면과, 외모 중에서 신체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이
에 따라 Hillestad(2005)가 주장하는 외모의 총체적 개념을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를 신체 그 자체에 관한 신체(body), 신체를 운
용하고 그에 더해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식(dress)으로 정의하고, 향
수와 같이 시각의 측면이 아닌 복식의 요소들은 외모 내에서 제외하였
다. 신체와 복식의 두 가지 요소들은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총체적인 형
태로 타인에게 지각되며 외모의 인상을 형성한다.
신체는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정의내리고,
머리, 목, 가슴과 같이 다양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덩어리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이즈, 체형, 체중까지 신체 형태에 포함
시켰다. 신체의 전체 또는 부분의 움직임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세,
걸음걸이, 제스처와 같은 신체 동작도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신체의 가장
겉에 해당하는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 발톱과 같은 신체 표면은 시각적
인 측면과 촉각적 요소가 함께 지각되는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얼굴은
작은 신체와 같이 그 구성과 신체와 동일하게 얼굴형, 이마, 눈, 코,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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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얼굴 형태, 얼굴 내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표정, 눈빛, 미소와 같
은 얼굴 동작, 얼굴색과 같은 얼굴 표면으로 구성된다.
복식은 신체 변형과 신체 부착, 복식의 종합적 속성을 포함한다. 신체
변형은 신체의 색, 형태, 질감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신체 부착은 신체를 감싸거나 부착하는 것으로, 의복과 액세서리
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렌즈는 눈에 부착하는 의미에서 안경, 선글라스
와 같이 복식의 신체 부착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복식 요소들 각각이 모
여서 결정되는 심미성, 유행성, 적합성은 복식의 종합적 속성으로 정의하
였다.

즉, 외모는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고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로 이
루어진 총체로서, 신체(body)와 복식(dress)으로 구성된다.

2. 외모 텍사노미

외모 분류체계를 정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뉴스
기반 빅데이터 분석에 실제 적용하였다.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지식모델링 기법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인 Noy와 McGuinness(2001)의 온톨로지 구축 방법론(Ontology
Development 101)에 근거하여 외모 관련 코퍼스와 뉴스 기사 분석을 위
한 텍사노미를 구축하였다. 외모 텍사노미의 구축과정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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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외모 텍사노미 범위 결정
↓

단계 2.

기존의 외모 텍사노미 확인
↓

단계 3.

문헌에서 용어 추출
↓

단계 4.

내부 구조 파악
↓

단계 5.

외모 텍사노미 정립
↓

단계 6.

외모 텍사노미 타당성 확인
↓

외모 텍사노미 도출

[그림 2-1] 외모 텍사노미 구축 과정

단계 1. 외모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외모 텍사노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외모는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로 이루어
진 총체로, 신체(body)와 복식(dress)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모 텍사
노미는 외모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신체와 복식에 관해 분석이 가능한
틀이어야 한다.
외모 텍사노미는 한국 사회에서 외모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차원,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고 그로
부터 영향을 받는 문화적 차원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관점에서의 외모를 설명할 수 있으
며, 한국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로 외모 텍사노미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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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기존의 외모에 관련된 연구에서 외모 텍사노미가 연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영역에 맞도록 수정 및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외모

텍사노미를

검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Hillestad(1980)가 제안한 외모 텍사노미, Roach-Higgins와 Eicher(1992)
가 제시한 복식의 분류, Johnson et al.(2002)가 제시한 외모 분류를 함
께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의 외모 텍사노미를 정립하였다.

단계 3. 외모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외모의 개념과 의미
및 속성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Kaiser(1997), 이인자 외(2001), 강혜원(2012), 임숙자 외(2012), Lennon
et al.(2017) 등의 외모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Hillestad(1980;
2005), Roach-Higgins와 Eicher(1992), Johns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외모의 개념과 의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외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현재 더욱 중요해진 외모
의 속성들을 반영하였다.

단계 4. 외모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여 계층화하는 단계이다.
Hillestad(1980; 2005), Roach-Higgins와 Eicher(1992), Johnson et
al.(2002)의 고찰을 통해 외모의 내부 구조(internal structure)를 파악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하향식으로 외모를 분류하고 계층화하였다. 분
류체계상 상위클래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외모로 규정하고, 외모를 구성
하는 신체, 복식의 속성에 따라 세부내용들을 분류하였다.
신체는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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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식은 신체 변형과 신체 부착으로 분류하고, 신체 변형은 신체
성질의 변화로 신체의 색 변형, 형태 변형, 질감 변형으로, 신체 부착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 신체를 감싸는 옷과 액세서리 등으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종합적 속성을 복식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단계 5. 외모 텍사노미를 정립하는 단계이다.
외모 텍사노미를 정립하기 위해 외모를 신체, 복식의 기본 범주로 구
분하고, 범주의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위, 하위의 분류로 작성한
후, 개념속성 키워드들을 채워 넣었다. 개념속성 키워드는 외모 텍사노미
를 구성하는 개념들의 유사어와 동의어들까지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단계 6. 구축한 외모 텍사노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구축한 외모 텍사노미 결과는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3인으로부터
2회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텍사노미의 범주 구성과 개념속성 키워드를 수
정 및 보완하여, 타당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외모 텍사노미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구축된 텍사노미는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들
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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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외모 텍사노미
개념범주
상위
A
신체

중위

개념속성 키워드

하위
신체, 몸

A01 신체 형태
머리
목
유방/가슴
배

a01-01 신체 부위

허리
엉덩이
팔
다리
신체사이즈/몸사이즈

a01-02 신체 사이즈

체격
키
신체비율/몸비율
체형
몸매

a01-03 체형

보디라인/바디라인
각선미

a01-04 체중

체중/몸무게

A02 신체 동작

몸짓

a02-01 자세

자세

a02-02 걸음걸이

걸음걸이

a02-03 제스처

제스처

A03 신체 표면

피부
피부결

a03-01 피부

피부색/피부컬러
피부톤
머리카락/헤어

a03-02 머리카락

머릿결
머리색/머리컬러/헤어색/헤어컬러
손톱

a03-03 손톱, 발톱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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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범주
상위

중위

개념속성 키워드

하위

A04 얼굴 구성

얼굴
얼굴윤곽/얼굴선/얼굴라인/페이스라인
얼굴형/두상
이마
눈
코
입술
입

a04-01 얼굴 형태

귀
치아
광대
턱
눈썹
속눈썹
표정
눈빛
미소
얼굴색/얼굴빛/안색/낯빛

a04-02 얼굴 동작
a04-03 얼굴 표면
B
복식

복식
B01 신체 변형
염색
화장/메이크업
선탠/태닝
b01-01 색 변형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
네일
페디큐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b01-02 형태 변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머리모양
피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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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범주
상위

중위

개념속성 키워드

하위

기초화장
피부미용
피부시술/피부과시술

b01-03 질감 변형

스킨케어/피부관리
헤어케어/헤어관리/모발케어/모발관리
제모/왁싱

B02 신체 부착
의복
b02-01 의복

옷
패션
액세서리
보석/쥬얼리
장신구
신발
구두

b02-02 액세서리

모자
가방
핸드백
안경
선글라스
렌즈

C03 복식의 종합적 속성
핏
코디

c03-01 심미성

스타일
색/컬러

c03-02 유행성

트렌드/유행
옷차림/차림새

c03-03 적합성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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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디어와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

한국은 전통 사회에서 개인 정체성의 결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닌, 의
상과 태도와 같이 신분과 관계된 예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개인의 정체성을 신체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들이
나타났다(김주리, 2005). 한국 사회는 1876년 개항 이래로 근대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외모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영아
(2011)는 한국이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여성의 외모 가꾸기 문화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근대 이후에 급속도로 팽창한 사회현상으로 의해 외모
가꾸기 문화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1900년을 전후로 한국 사회는 시각 중심의 문화 기반이 형성되어 미디
어를 통해 전달되는 여성의 외모, 그리고 신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고, 문맹률이 감소하였으며, 신문의 발
간이 시작되었고, 인쇄의 대량화가 가능해졌으며, 연극과 영화가 상연되
어 대중들이 시각적인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대중들
은 다양한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시각을 통한 지각과 경험에 익숙해졌으
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가 대중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영아, 2011). 김정자 외(2008)는 미디어는 그 속에서 재현하는 신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상화된 외모를 구조화하고, 이상화된 신체 관념을 내
면화하거나 내면화하도록 강요하는 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디어는 신
체에 생체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
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화해온 여성의 신체에 대한 욕망은 자본권력
이 합세한 시각 미디어들의 공세로 외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부추기
며, 전통 사회와 달리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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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에서 벗어났
고, 1895년 단발령 공포 이후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유교의 전
신(全身) 개념이 무너졌다. 1900년대부터 1910년대는 자녀를 낳고 기르
는 여성의 몸으로 ‘건강한 몸’이 필요했으며, 몸의 편리, 효용성을 위해서
라면 그동안의 유교 윤리를 거스르는 일도 가능해졌다. 신체 그 자체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이를 관리하고 단련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도 관
심사가 되었다. 이 시기 설립되기 시작한 근대 학교에서 신체 개발 교육
이 시작되고, 잡지나 신문에서는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한 미용체조법
이 등장하면서 신체를 다듬는 방법을 소개하였다(이영아, 2011).
1920년대부터 1930년대는 여성이 소비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여성성이
강조되며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 위한 관리가 강조되는 시기였다. 이때부
터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된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패션과 아이템들을 구매하게 만들었으며,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들
의 증가와 잡지, 신문 등의 새로운 미디어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은
여성들을 소비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신여성으로 유행을 주도
하던 ‘모던 걸’ 또한 이 시기는 등장했다. 미인에 대한 공론화와 이를 통
한 정형화된 조건이 생기면서, 운동이나 마사지, 옷, 헤어스타일, 화장 등
을 통해 외모를 가꾸는 차원을 뛰어넘는 미용성형외과 수술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여성잡지에서는 융비술, 쌍꺼풀 수술, 다리 수술, 가슴
성형수술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한국 여성의 최초로 오엽주(吳葉舟)가 일
본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도 했다(이영아, 2011). 1920년대 신문의 여성
란이나 여성잡지에는 여성의 의생활에 대한 기사가 자주 게재되고, 유행
하는 패션에 대한 자세한 소개글과 광고가 많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옷을 관리하는 법에서 피부 관리법 등으로 외모 관리의 영역이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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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유수경, 1989).
1930년대 이후에는 도시 신여성을 중심으로 소비와 유행이 확산되면
서, 신여성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낭비와 사치, 허영의 상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김경일, 2007). 194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사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시국이었으며, 여성의 몸을
가꾸는 방식에 대한 담론적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몸에서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회귀되었던 시기이다.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강제명
령으로 인해 노동복인 몸뻬를 일상에서 입었어야만 하고, 외모관리와 유
행 추구는 억압당하고 위축당했던 시기였다(이영아, 2011).
1945년 해방 이후, 키와 이목구비가 크고, 자세도 당당한 여성을 미인
으로 인식하였다. 1950년대는 서구 문화의 유입과 그에 대한 선망으로
인해 전통적인 미인관과 달리 코가 높은 여성들이 영화 속 여주인공을
맡았다. 한국 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된 서구화된 미인관은 1960년대의
군사정권과 1970년대에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사라지고, 이와는 달리 앳
되고 귀여운 인상의 여성들이 인기를 얻었다. 남성들의 능력이 억제되고
권위에 순응해야만 했던 이 시기에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의 외모
가 미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1980년대는 고도의 경제 성장의 여파로
한국 사회에는 물질적 풍요가 증가하였다. 당시에는 사회 각 계층에서
사회적 자신감이 증대되고 절대적 미인관이 붕괴되며 외모의 개성과 다
양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조용진, 2007).
1990년대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성장과 함께 이상적인 외모를 실현시
켜주는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패션, 화장, 헤어 등의 외모 치장
과 다이어트, 헬스, 에어로빅 등의 몸 관리를 넘어서 체형관리, 선탠, 성
형수술의 신체 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체 변형의 외모관리가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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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태희원, 2015). 특히 성형외과는 의료기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외모를 조작할 수 있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성형외과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가 통폐합되거나, 대형화를 꾀하
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전수민 외(2014)에 따르면, 포화된 한국 사회에
서 외모관리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화를 택한 성형외과들은 소위
돈이 되는 수술에 주력하는 상업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여성의 신체 자체에 대한 욕망은 시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
해왔으며, 미디어가 주목하는 신체의 모습, 신체를 운용하여 외모를 추구
하는 양상 또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각적인 것,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
이며 일상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Kundera(1990/1992)는 사람
들은 논리적 사상체계를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적으로 행동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련의 이미지와 암시적인 도상들에 의해 움직인
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제는 시각적인 것에 이끌려가는 이마골로기
(imagologie)의 세상이라고도 하였다. 엄묘섭(2008)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미지로 나타난 시각적 유형들에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지, 그리고 또한 대중문화의 이미지 생산과 표현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자 갈망하며 반응하는지, 즉 보는 관행들(practices of
looking)을 의미하는 시각문화에 의해 더욱 신체 아름다움과 매력 추구
를 욕망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각적인 것에 점철된 현대 사회
에서 미디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풍성히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중이 그 아름다움을 부단히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보도하는 이슈가 곧 의제가 되어,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대중은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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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속에 갇힐 수 있다. 특히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의해 여론이 조
작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중의 심리까지 조작될 수 있다(McCombs,
2004/2012). 이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상적 외모와 이를 추구하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한 미디어의 전달방식에 의해 사회 전체에 외모담론이 형
성 혹은 조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 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외모를 조작하거나 외모에 개입하는 것
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 특히 기존에는 변형하기 힘들고 타고나는 것으
로 인식되었던 근본적인 외모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
다. 타고나지 않은 외모를 습득할 수 있는 사회로 인해 외모를 둘러싼
각종 산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외모는 더 이상 타고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층위를 떠나 상업적인 소비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Wolf(1991/2016)는 현대 미용성형외과 의사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이미
시장을 점유한 외모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시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외모관리가 아닌 문화적으로
필요한 외모관리를 만들고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미용성형외과 의사들
이 면밀히 계획한 균형 체계 속에서 아름다움의 신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Wolf(1991/2016)는 성형을 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상적인 여성
들의 외모가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이상적으로 여기던 외모가 바뀌며,
여성은 계속 다르게 절개하고 꿰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아름다움의
지표가 높아지고 신체를 변형하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기존의 신체 변
형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쌍꺼풀을 생기게 하는 눈 수술
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망설임이 존재했지만, 2018년 현재 쌍꺼
풀 수술은 일반적 외모관리 중 하나로 흡수되면서 쌍꺼풀 수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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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무감각해졌다. 또한 성형수술을 ‘시술’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증가하
고, 성형은 일상화되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태희원, 2012). 한
국 사회에서 신체 변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점차 극단으로 향하
는 동시에, 특별해지지 않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Shilling(2003/2011)
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체에 가할 수 있는 통제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순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여성들은 전례 없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
고 있다. 아름다운 외모에 관한 이미지는 시각문화로 공유되면서 여성들
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언론과 외모관리 소비산업의 상업
적 목적과 수익구조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심화되어, 단순히 생물학
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미디어 속에서 규정되는 외모를 여성이 추구하도
록 만든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신체 변형에 관한 담론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여성이 스스로의 신체를 깎아내고 다듬는 변형을
통해 외모를 획득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더 나은 외모를 창출하기 위한
신체의 운용에는 앞서 외모 텍사노미에서 보았듯이, 신체 변형, 신체 부
착, 복식의 종합적 속성이 존재한다. 복식의 신체 부착과 종합적 속성과
는 달리, 신체 변형은 그 과정에서의 위험과 고통 등 신체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복식행동임에도 자신의 신체 변형을 통해 원하는 외모를 성취
하려는 한국 여성들의 외모 추구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에는 신
체 변형의 소비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작용하는 담론적 차원에서
의 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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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코퍼스 분석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과 관련된 코퍼스들
을 수집하여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해 어떠한 말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외모 텍사노미를 기준으로 신체와 신체 변형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앞에 쓰인 형용사, 명사 연어 관계의 코퍼스 내용을
분석하였고, 2절에서는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한 연도별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 신체 변형의 연관어를 분석하였다.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키워드들의 연어 관계, 연관어 코퍼스 결과를 활용하
여, 마지막으로 3절에서 한국 미디어에서 여성 외모담론에 질적으로 접
근하기 위한 단서들을 도출하였다.

제 1 절 연어 관계 분석: 신체와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1. 연어 관계 수집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한 코퍼스 분석을 위해, 먼저 뉴스 기사 내에서
여성을 의미하는 고빈도의 어휘 ‘여성’, ‘여자’를 선정하였다. 한국에서 여
성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여성’, ‘여자’ 외에도 ‘어머니’, ‘소녀’, ‘아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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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여학생’, ‘여대생’, ‘아가씨’, ‘숙녀’, ‘계집’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반대되는 의미로 성별을 구분하는 ‘여성’과 이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는 ‘여자’로 여성 관련 어휘를 한정지음으로써 특정 여성관이나 비
하의 뜻을 보이는 어휘들은 배제하였다. 이에 ‘여성’과 ‘여자’를 신체와
신체 변형의 키워드들과 함께 복합 검색어로 두어서, 한국 여성에 대한
외모 관련 어휘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각 외모 관련 어휘들의
연어 관계를 수집하였다.
연어 관계 분석은 뉴스 기사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통용
되는 언어, 즉 뉴스 기사의 텍스트 자체에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뉴스 기사에서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 빅카인즈의 분류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의 분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어 관계 분석을 위한 코퍼스 수집 범위는 [표 3-1]과 같으며,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외모 텍사노미의 개념속성 키워드
중에서 신체 개념속성 키워드 50개(신체, 몸, 머리, 목, 유방/가슴 등), 신
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 21개(염색, 화장/메이크업 등)로 총 71개의 키
워드들을 ‘(외모 텍사노미 개념속성 키워드) AND ((여성) OR (여자))’로
조합하여 검색식을 입력한다. 뉴스 기사의 주제분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으로 전체를 선택한다.
둘째, 검색된 뉴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외모 텍사노미의 개념속성 키워
드’의 바로 앞에 쓰인 형용사, 명사를 추출하는 연어 관계 분석을 수행한
다. 빅카인즈의 정보추출 분석은 정확도 기준으로 상위 1,000건을 기준으
로 분석을 제공하기에, 외모 관련 어휘별로 검색된 기사 건수가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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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어 관계 분석의 코퍼스 수집 범위
구분
언론사

내용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주제분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

검색기간

2000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외모 텍사노미 개념속성 키워드) AND ((여성) OR (여자))
＊

[표 2-1] 외모 텍사노미에서 도출된 71개의 신체,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들을 아래의 방식으로 각각 검색어에 조합

신체

(신체), (몸), (머리), (목), ((유방) OR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
리), ((신체사이즈) OR (몸사이즈)), (체격), (키), ((신체비율) OR (몸비율)), (체
형), (몸매), ((보디라인) OR (바디라인)), (각선미), ((체중) OR (몸무게)), (몸
짓), (자세), (걸음걸이), (제스처), (피부), (피부결), ((피부색) OR (피부컬러)),
(피부톤), ((머리카락) OR (헤어)), (머릿결), ((머리색) OR (머리컬러) OR (헤어

검색어

색) OR (헤어컬러)), (손톱), (발톱), (얼굴), ((얼굴윤곽) OR (얼굴선) OR (얼굴라
인) OR (페이스라인)), ((얼굴형) OR (두상)), (이마), (눈), (코), (입술), (입),
(귀), (치아), (광대), (턱), (눈썹), (속눈썹), (표정), (눈빛), (미소), ((얼굴색) OR
신체
변형

(얼굴빛) OR (안색) OR (낯빛)),
(염색), ((화장) OR (메이크업)), ((선탠) OR (태닝)), ((미백) OR (화이트닝)),
((타투) OR (문신)), (네일), (페디큐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 OR (머리모양)), (피어싱), (기초화장), ((피부
시술) OR (피부과시술)), ((스킨케어) OR (피부관리)), ((헤어케어) OR (헤어관
리) OR (모발케어) OR (모발관리)), ((제모) OR (왁싱))

검색범위

형태소 분석 / ‘제목+본문’으로 전체 검색

이 넘는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분석한다.
셋째, 연어 관계 분석으로 수집된 연어 코퍼스는 엑셀(Excel) 파일로
저장하여 코퍼스들을 정제한다. 정제과정은 총 2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진
다. 첫 번째는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을 연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남성의 외모와 관련된 코퍼스들은 제외하여 정제한다. 두 번째는 외
모를 의미하지 않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제외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
를 들어, “뜨거운 가슴”에서의 ‘가슴’은 신체의 가슴을 의미하지 않으므
로 제외시킨다.
넷째, 정제한 코퍼스들을 발생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
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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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어 관계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지 6개사에 수록된

뉴스 기사는 총

6,185,139건이며, 이들 중 여성 또는 여자의 신체, 신체 변형 범주의 개념
속성 키워드를 조합한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결과는 [부록표 1-1]과 같
다. 각 뉴스 기사에서 검색어에 포함된 외모 관련 어휘들(총 71개)의 좌
측 형용사, 명사 공기어를 추출하여 연어 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의 [그림 3-1]은 빅카인즈 내에서 외모의 신체 속성 중에서 ‘몸매’
에 대해 좌측 명사를 추출한 예이다. 하나의 기사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
복되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키워드의 형용사,
명사의 연어 관계는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에서는 뉴스 기사의 수 보다는. 등장하는 키워드와 그 연어 관계가 노출

[그림 3-1] ‘몸매’ 좌측 명사 추출 예

- 56 -

되는 양을 중요하게 보았다. 뉴스 기사를 통해 노출되는 신체와 신체 변
형에 관한 연어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미디어가 발생시키는 미디어 효과
가 클 것이며, 동시에 미디어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모 관련 어휘들에 따라 추출되는 좌측 형용사와 명사의 수는 다르
다. ‘페디큐어’의 좌측 형용사의 경우는 ‘빨간’으로 단순히 1개의 단어만
추출되었으나, ‘성형’의 좌측 명사는 정제 이전에 약 1,000개의 단어들이
추출되기도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몇 개의 연어를 분석할 것인지 기준
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상 외모의 신체, 신체 변형에
해당하는 관련 어휘의 좌측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상위 10개의 형용사
와 명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제한 코퍼스들을 발생 빈도순으로 정리한 내용은 [부록표 1-2]와
[부록표 1-3]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 여성 외모의 시각적인 특성을 수
식하고 명명하는 표현을 보여주는 코퍼스들을 신체 범주의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신체 변형 범주의 색 변형, 형태
변형, 질감 변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신체

외모 텍사노미의 신체 범주의 키워드에 어울려 쓰이는 형용사와 명사
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신체의 이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① 신체 형태
신체 형태의 형용사 수식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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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신체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신체의 라인은 ‘굴곡진’ 형태
를 그리고 있다.
‘11자’ 다리, ‘(8등신에)가까운’ 비율, ‘S라인’ 몸매, ‘무결점’ 각선미 등
으로 신체 형태의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한 이와 반대되는 ‘과한’ 사이즈, ‘두꺼운’ 다리, 등의 부정적인 수식과 결
합된 신체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변형해야하는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었
다. 특히, ‘완벽’ 몸매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신체의 불완전한 부분, 결함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 형태의 수식어 중에서 ‘착한’ 가슴, ‘착한’ 엉덩이, ‘착한’ 다리, ‘착
한’ 몸매로 여성의 신체 부위에 형용사 ‘착한’이 결합하여 쓰이고 있었다.
‘착한’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국립
국어원, 2018e)”로 인격에 관한 표현이지만 신체의 외형을 수식하는 어
휘를 쓰이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단어 사용이 전이된 명사 ‘명품(名
品)’이 신체를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외모에 관한 어휘
들 중 패션과 연관된 소비재에 많이 어울려 사용되었던 ‘명품’을 ‘명품’
몸매, ‘명품’ 바디라인, ‘명품’ 각선미, ‘명품’ 코처럼 신체의 각 부위에 결
합하고 있는 현상은 외모에서 신체의 일부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
체 가치와 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 형태에서 ‘평균’ 신체사이즈, ‘정상’ 체격, ‘표준’ 체형, ‘적정’ 몸무
게 등이 등장한 것은 한국 구성원들이 그릴 수 있는 평균적인 신체 형태
가 있으며, 이에 대해 올바른 신체 형태를 운용하는 올바른 관리가 있음
을 전제하는 것이다.
신체 형태에서 신체 변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수식되는 키워드는 유
방/가슴이었다. ‘한방(韓方)’, ‘물방울’, ‘자가지방’, ‘줄기세포’, ‘실리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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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슴 성형에 관련된 어휘들이 나타났으며, 다른 신체 형태의 키워
드들에 비해 구체적인 성형 방식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뉴스 기사에
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신체 변형, 즉 성형에 관해 언급량과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많음을 의미한다.
신체 범주의 수식어에는 신체의 특성상 건강과 관련된 수식도 존재하
였다. ‘아픈’ 몸, ‘아픈’ 배, ‘아픈’ 허리, ‘아픈’ 팔, ‘아픈’ 다리와 같이 건강
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로 괴로움을 느끼는 표현인 형용사
‘아픈’이 높은 빈도로 결합하여 쓰이고 있었지만, 이에 반대되는 형용사
‘건강한’은 해당 어휘에서 쓰이지 않고 있었다. 명사 ‘건강’이 체중/몸무
게 앞에서 사용된 것이 유일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가 건
강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체중이 주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유추
해볼 수 있다.

② 신체 동작
외모 텍사노미의 신체 동작에서 도출된 키워드들은 몸짓, 자세, 걸음걸
이, 제스처이며, 이는 신체 움직임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각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신체 동작에 대한 연어 관계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아름다운’ 몸짓, ‘바른’ 자세, ‘올바른’ 걸음걸이, ‘부드러운’ 제스
처와 ‘우스꽝스러운’ 몸짓, ‘어설픈’ 몸짓, ‘건방진’ 몸짓, ‘나쁜’ 자세, ‘나
쁜’ 걸음걸이처럼, 신체 동작에 올바른 움직임과 잘못된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 동작에 관해 행실이 바르고 단정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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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의 신체 동작 여성의 외모를 성적인 것과 연관 짓는 메시지
가 드러나고 있었다. ‘야한’ 몸짓과 ‘관능’, ‘섹시’, ‘에로틱’, ‘농염’ 몸짓,
‘(낯)뜨거운’ 자세와 같이, 여성의 신체 동작에서 신체가 성적인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시
선에서 여성에 관한 성적 대상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③ 신체 표면
신체 표면의 범주는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및 발톱으로 구성된다.
여성의 피부에 관한 표현들로 그려지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하얗고 부
드러운 살결의 광채를 띄는 피부이다. ‘아기’, ‘무결점’, ‘물광’, ‘광채’ 피부
와 ‘우윳빛’ 피부결, ‘도자기’ 피부톤에서 알 수 있듯이, 티 없이 깨끗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가 여성의 피부로 언급되고 있었다. 동시에 ‘구릿
빛’이 피부, 피부색, 피부톤 앞에서 공기하고, ‘태닝’ 피부톤이 등장하는
것은 원래의 피부를 선탠/태닝하는 신체 변형으로의 연결성을 보이고 있
었다.
머리카락은 ‘탐스러운’, ‘까만’,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매끄
러운’ 머릿결에 ‘눈부신’ 머리색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톱과 발
톱 중 발톱에 관한 형용사 수식에서 ‘(치료가) 힘든’ 것으로, 명사 수식에
서는 발톱 질환들인 ‘내성’, ‘(내향성) 족지’ 발톱이 열거되었다.

④ 얼굴 구성
어려보이는 얼굴이라는 동안(童顔)이 얼굴 구성의 각 키워드에서 등장
하고 있었다. ‘동안’ 얼굴, 얼굴형/두상부터 ‘동안’ 코, 광대, 입술, 눈썹에
이르기까지 얼굴의 각 부분에서 ‘동안’이 함께 쓰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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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얼굴형/두상, 이마, 광대와 같이 얼굴 형태에서는 ‘도드라지고 굴곡
진’ 형태를 부정적으로, ‘앳되고 동그랗고 부드러운’ 것을 긍정적으로 수
식하고 있었다.
‘하얀’ 얼굴, ‘환한’ 이마, ‘새하얀’ 치아, ‘뽀얀’ 얼굴색처럼 얼굴 구성의
얼굴 형태와 표면은 환하고 하얀 것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피부
속’ 얼굴색도 ‘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아름다운/못생긴’ 얼굴, ‘예쁜/못생긴’ 이마, ‘멋진/못난’ 코 등과 같이
신체에 관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얼굴 구성의 연어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
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신체에 관하여 사회의 미적 기준이 존재하고, 이
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사
회적 행동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얼굴 구성에 관한 연어 관계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얼굴 구성에 속하
는 키워드들에서 신체 변형을 의미하는 어휘들이 다량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V라인’ 얼굴형도 없지만, ‘마름모’, ‘역삼각’ 얼굴형과 ‘날카로운’
광대, 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비대칭’ 얼굴을 가지
고 태어난다. 그러나 ‘부드러운’ 얼굴형과 ‘(V라인에) 가까운’ 얼굴윤곽,
‘명품’ 코를 갖기 위해 ‘새로운’ 코 수술을 받기를 설득하고 있다. ‘동그
란’ 이마를 갖기 위해 ‘보형물’을 이마에 넣어야하고,

‘커다란’ 눈을 만들

기 위해서는 ‘쌍꺼풀’ 눈으로 변형하며, ‘아름다운’ 코는 ‘한방(韓方)’ 코
로, 치아는 ‘(성형이) 빠른’ 것으로 변형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히, 광대는 외모의 신체 중에서도 얼굴의 구성에 일부에 해당하는
세분화된 부분이지만, 이를 앞 광대, ‘45도’ 광대, ‘옆’ 광대로 다시 나누
어 설명하고 각 뼈들을 성형하는 방식이 연어 관계에서 그대로 도출되었
다. ‘도드라진’ 광대뼈의 앞과 뒤쪽을 절제해 안쪽 광대뼈를 ‘L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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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하고 회전시켜 광대를 축소시키는 수술 또는 빠른 광대뼈축소술인
‘EZ’ 광대 성형수술을 받으면 ‘동안’ 광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
하고 있었다.
얼굴 구성 중 얼굴 동작에서는 ‘섹시’, ‘19금’ 표정과 ‘팜므파탈’, ‘매혹’,
‘도발’, ‘섹시’ 눈빛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 동작 범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신체 변형

한국 여성의 외모는 신체 변형을 통해 외관상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고
빠르게 변화가능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다수 등장
하고 있었다.
신체 변형의 개념속성 키워드의 수식어에는 ‘빠른’ 미백, ‘쉬운’ 시술,
‘단기간’ 다이어트, ‘스피드’ 체중감량, ‘급속’ 치아교정, ‘1회’ 시술 등 손
쉬운 신체 변형 과정과 ‘뛰어난’ 시술, ‘전문’ 피부관리를 통한 자연스러
운 신체 변형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또한 명사 ‘반영구’, ‘영구’로 신체
변형의 오랜 지속성을 내세우는 어휘들이 나타났다. 동시에 ‘지나친’, ‘섣
부른’처럼 과도한 신체 변형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
변형은 앞서 살펴본 신체 범주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 여성의 이상적인
외모와 서로 연관을 가진다.

① 색 변형
신체의 색 변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포함된 범주이기에, ‘노란’ 염
색, ‘푸른’ 타투, ‘빨간’ 페디큐어와 같이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 명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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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였다. 그리고 신체의 색을 변형하는 과정에 ‘빠른’이 등장하는 것은
염색, 미백/화이트닝과 같은 신체 변형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변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고, 동시에 빠르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장/메이크업,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에 ‘새로운’이 형용사로, 미백/
화이트닝에 ‘신개념’이 명사로 좌측에 공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신체의
색 변형이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가 등장하는 패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패션’ 타투는 신체 변형의 패션화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예
라고 볼 수 있다.
문신은 신체의 색 변형 중 유일하게 ‘반영구’로 변형 가능한 특성을
지니기에, ‘(원상복구가) 힘든’ 문신, ‘(삭제가) 어려운’ 문신과 같이 신체
변형 후의 복구에 대한 연어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화장에서 문신의
반영구적인 기능이 더해진 변화는 ‘반영구’ 눈썹과 ‘눈썹’, ‘두피’, ‘아이라
인’, ‘눈꺼풀’ 문신을 통해 연어 관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형태 변형
신체의 형태 변형 범주에서는 체중 관리법과 성형 등이 한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나친’ 다이어트, 운동,
성형과 같이 신체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키
는 연어 관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신체의 형태 변형 키워드들에 공기
하는 명사들은 다양한 행위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살을 빼서 신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다이어트는 ‘한방(韓方)’, ‘수면’, ‘원
푸드’, ‘슬리핑’, ‘단기간’, ‘황제’, ‘복싱’, ‘디톡스’의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들이 연어 관계로 드러나고 있었다. 성형은 ‘가슴’, ‘전신’, ‘이마’,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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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로 성형을 통해 변형되는 신체 부위와 방법에 대해, 시술은 ‘레이
저’, ‘필러’, ‘보톡스’, ‘임플란트’, ‘리프팅’, ‘제모’와 같이 시술의 종류가 등
장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들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신체의 형태를 변
형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형용사 ‘새로운’은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
어스타일/머리모양에 모든 높은 순위에서 연어 관계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피어싱을 제외한 신체의 형태 변형 키워드 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신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다양한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고 수많은
방식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의 형태 변형과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한방(韓方)’이, 침을 맞고서 살이 빠지고 가슴이 커지게
해준다는 ‘한방’ 다이어트와 ‘한방’ 성형으로 쓰이고 있었다.

③ 질감 변형
신체의 질감 변형은 신체 표면인 피부, 머리카락의 질감을 개선시키는
외모 관리들이 포함된다.
신체의 질감 변형에 속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피부미용, 피부시술, 피부
관리. 모발관리, 제모/왁싱의 앞에 형용사 ‘새로운’이 쓰이고 있었으며,
질감 변형의 키워드에 공기하는 좌측 명사들을 보면 한국 여성들이 각종
피부에 가할 수 있는 변형 방식들을 알 수 있었다.
‘레이저’, ‘필러/필링’, ‘리프팅’, ‘보톡스’, ‘고주파’의 각종 피부시술과 ‘모
공’, ‘각질’, ‘기초’, ‘보습’,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피부관리, ‘레이저’, ‘브
라질리언’, ‘영구’, ‘(비키니)라인’, ‘전신’ 제모까지 세분화된 신체의 질감
을 변형할 수 있는 관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 ‘스페셜’, ‘집
중’, ‘프리미엄’, ‘고급’ 모발관리가 ‘셀프’ 모발관리, ‘셀프’ 제모와 함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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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연어 관계에서, 신체 질감 변형은 개인이 직접 하는 관리에서부
터 전문 업체에서의 관리까지 같은 변형에 대해서도 비용 투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 ‘무허가’가 피부미용과 등장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과 관련된 미용산업이 전문 의료에서부
터 음지까지 폭넓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의 연어 관계 분석을 통해, 외모의 신체 범주는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패션의 스타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 변형의 연어 관계 분석을 통해, 신체 변형에서 패션화
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은 외모의 개념범주에서 상위범주인 복식 중에서 신체 부착 의복
의 일부 키워드이다. 패션은 시대적 동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특정한
기간 동안 인기 있는 특정 스타일들로 새롭게 변화하는 스타일을 의미하
며, 의류 상품이나 액세서리의 특별한 특징 또는 룩을 일컫는 스타일, 사
이클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변화,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에 의한
수용이라는 3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Frings, 2002/2003). 신체 변형
전반에서도 각 신체의 부분들을 묘사하는 신체 이미지들에 패션의 스타
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며,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패션의 속성이
신체 변형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뉴스 기사 속에서 얼굴 구성에 관해 신체 변형 중 성형에 해당하는 내
용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은,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특정 신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성형들을 인지하게 한다. 또한 반복된 신
체와 신체 변형을 주제로 다룬 뉴스 기사들의 보도 형태는 여성들이 외
모 중에서 신체를 변형하는 외모 관리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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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특히 신체변형에 관한 다양한 보도들은 여성이 신체변형을 익숙하
게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신체변형이 타고난 외모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외모를 위해 관리하는 행위로 인식되는데 영향을 미친
다. 신체 변형에 관한 트렌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외모관리 소비산업들
과 미디어에 의해, 한국 사회의 신체 변형은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
한 수용보다는 강요당하는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에서 여성의 신체 운용의 방식 중에서
신체 변형에 대한 보도와 그에 따른 외모담론에 주목하였다. 이어지는
연관어 분석에서는 한국 미디어에서 여성 신체 변형의 연도별 이슈를 분
석하였다.

제 2 절 연관어 분석: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1. 연관어 수집

연관어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핵심 단어를 추출하기 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신체
변형의 개념속성 키워드들 중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신체 변형 중 차지 비율이 높은 ‘화장/메이
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을 각각 연관어 분석하였다. [부록
표 2-1]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들의 연도별 검색 기사수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와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뉴스 기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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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 분류와 같이 특
정 지역이나 분야만 다루는 주제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한국 사회 전
체와의 유관성을 갖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제로 한정지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제의 구분은 빅카인즈의 분
류 기준을 따른다.
본 연구의 연관어 분석을 위한 코퍼스 수집 범위는 [표 3-2]와 같으
며,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을 키워드로 “(키
워드) AND ((여성) OR (여자))”를 조합하여 입력하고, 뉴스 기사의 주
제분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택한다.
둘째, 중복된 기사, 인사/부고 기사 등 분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은 분석제외기사로 분석에서 제외하여 연도별로 연관어 분석을 수
행한다.
셋째, 연관어 분석으로 수집된 연관어 코퍼스는 엑셀(Excel) 파일과 워
드 클라우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료 구성한다.
[표 3-2] 연관어 분석의 코퍼스 수집 범위
구분
언론사

내용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주제분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검색기간

2000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화장/메이크업) AND ((여성) OR (여자))
(다이어트) AND ((여성) OR (여자))

검색어

(운동) AND ((여성) OR (여자))
(성형) AND ((여성) OR (여자))
(시술) AND ((여성) OR (여자))

검색범위

형태소 분석 / ‘제목+본문’으로 전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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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관어 분석 결과

연관어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연도
별로 어떠한 사회적 이슈들이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빅카인즈에서 분석 기간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18년 동안 여성 또
는 여자의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 중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
동’, ‘성형’, ‘시술’을 검색한 결과, 중복기사와 인사/부고기사 등을 제외한
총 56,374건의 기사에 대해 연도별로 연관어 분석을 수행했다. 5개의 키
워드에 대한 각 연도별 연관어를 수집한 결과는 [부록그림 2-1]부터 [부
록그림 2-5]와 같다.
5개의 키워드 모두에서 ‘사람들’, ‘남성들’, ‘남자들’이 상위의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이 신체 변형을 하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남성, 남자, 사람들이 쓰였기에 연관어로 등장하였으며 그 언
어적 사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모든 신체 변
형과 매년 연관어에서 상위에 자리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연관된 어휘들
로 판단하였다. 즉, 여성 또는 여자의 신체 변형 키워드가 언급된 뉴스
기사들에 대하여 연관어를 분석하였으므로, ‘남성들’, ‘남자들’과 같이 여
성, 여자라는 어휘와 함께 성(性)에 따른 구분을 짓기 위해 쓰인 어휘와
‘사람들’처럼 뉴스 기사의 문장 속에서 사람을 이르기 위한 말들이 연관
어로 지속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은 ‘화장/메이크업’, ‘다이어
트’, ‘운동’, ‘성형’, ‘시술’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이슈들을 연관어로 보여
주며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남성들’, ‘남자들’을 제외한 연도
별 상위 10개의 연관어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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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 및 메이크업

여성의 화장과 메이크업으로 연관어 분석한 결과에는 얼굴의 화장(化
粧)이 아닌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것에 연관된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었
다. 이러한 동음이의어로 발생한 연관어들을 제외하고 화장 및 메이크업
에 연관된 단어들을 보면, 여성의 신체 변형 중 화장과 관련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화장이나 치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국립국어원, 2018b)을 의
미하는 ‘쌩얼’과 ‘맨얼굴’이 동시에 등장한 이후로, 화장의 연관어로 생얼,
민낯처럼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일컫는 단어들이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2006년을 대표하는 신조어인 ‘쌩얼’은 10대들이 먼저
사용하던 것이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쓰이고, 일부 연예인들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맨얼굴의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
았던 단어이다(이현수, 2006). 김남희와 오인영(2009)은 2006년 ‘쌩얼’이
화제가 되면서 일반 여성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깨끗한 피부의 얼굴에 대
한 열망이 커졌고, 이는 동안(童顔) 열풍의 영향으로 맨얼굴인 듯한 쌩얼
메이크업이 생겨나 메이크업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2012년
에 ‘비비크림’과 ‘씨씨크림’이 연관어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눈두덩이에 색조를 더하는 ‘아이섀도(eye shadow)’는 2000년 초반에는
화장 연관어의 상위권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눈꺼풀에 선을 그어 눈을
화장하는 방식인 ‘아이라인(eye line)’이 더 연관성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
였다. 이는 여성의 눈 형태 또는 이미지에 관해 2000년 초반과 후반에
걸쳐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행하는 눈 화장에도 변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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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화장의 연관어로 가장 높은 가중치로 나타난 단어는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모태인 ‘태평양’을 비롯하여,
‘LG생활건강’, ‘샤넬’, ‘랑콤’ 등의 화장품 회사와 그 브랜드들이 화장의
연관어에서 높은 가중치로 등장하고 있었지만, 국내 화장품 회사가 한
해의 연관어에서 1순위에 꼽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내 화장품은 수
입 화장품 브랜드에 밀려 1990년대 이후 계속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2014년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하였다(송지유, 2017). 그리고 2014
년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급성장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이 5조
1115억 원에서 13조 5506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하였던 해이
다(이정흔, 2014). 화장 연관어에서 이러한 화장품 기업들의 성장이 반영
되었으며, 한국 여성들의 화장에 관한 관심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도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다이어트

2000년 이후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등장하는 단어들 중 지속적으로 높
은 가중치로 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몸무게’이다. 다이어트가 체중, 즉 몸
무게를 줄이려는 신체 변형이기에 ‘다이어트’와 ‘몸무게’가 함께 높은 비
율로 뉴스 기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연도별
상위 10개의 연관어를 살펴보았을 때, ‘뱃살’이 다이어트의 상위 연관어
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다이어트의 원인과 목적에 신체
부위 중 배 부분이 큰 차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2015년의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보도를 유출할 수 있는 연관어 ‘헬스트레이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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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육질 몸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단백질’, ‘식이섬유’, ‘저탄
수화물’과 같이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이요법(diet)은 모든 의학적 양생법(養生法, regimen)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구성요소로 삶의 양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diata’에
서 유래했듯이, 처방된 규칙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의미
와 함께 삶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식을 의미한다(Turner, 1996/2002). 한
국 사회에서 다이어트의 의미는 날씬한 몸을 만드는 신체 변형으로 쓰이
고 있으며, 원래의 다이어트의 본 의미인 식이요법보다 큰 의미이다. 다
이어트의 연관어로 식이요법이 자주 등장한 것은 다이어트, 즉 여성들이
몸을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서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은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은 다이어트의 연관어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로 ‘지방흡입술’이
나타났다. 이는 ‘이씨’, ‘이영자’, ‘개그우먼 이영자’가 상위 10개의 연관어
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2001년 3월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영자가 자신이 사용한 다이어트 상품과 비법들을 방송을 통해
전했으나, 성형외과 의사가 그녀의 다이어트는 지방흡입수술의 결과라는
폭로로 인해 사회적 파문과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등 당시 논란의 중심
에 있었던 일이 반영된 것이다.
2004년에는 ‘웰빙’과 함께 등장한 ‘몸짱’, ‘얼짱’이 다이어트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얼짱은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잘생
겼거나 예쁜 사람을(국립국어원, 2018c), 몸짱은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좋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원, 2018a). 실제로
얼짱과 몸짱이라는 어휘가 인터넷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
지만, 여성의 외모에 연관어로 등장한 2004년부터는 한국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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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몸짱의 어휘 자체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칭찬과 평가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2005년에는 방영 당시 50%를 넘는 시청률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화제성이 반영되어 ‘김선아’, ‘김삼
순’, ‘삼순이’가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김삼순 역할을 맡은 배
우가 실제로 살을 찌우고,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로 나오면서 시청자
들에게 공감을 형성한 이 드라마는 드라마 여주인공의 외모에 관한 대중
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려주었다.
다이어트의 연관어에 2006년 ‘S라인’처럼 여성의 몸의 라인을 알파벳
의 S에 빗댄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가슴부터 엉덩이까지의
라인을 S라인으로 나타낸 것이며, 2005년 말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
성의 체형에 관한 언급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최재욱, 2007).
2014년 이후 매년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식습관’이 높은 가중치로 등장
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다이어트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관심이 높
으며 다이어트를 통해 신체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주요한 관
계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2015년 ‘몸꽝’이 다이어트의 높은 가중치로 연관어로 나타나고 있었다.
몸꽝은 몸짱의 반대어로 2015년 이전에도 많이 쓰였지만, 이는 2015년
당시 방영한 KBS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에 관한 뉴스 기사들에서 여
주인공에 관한 설명을 몸꽝과 연결지은 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연관어였다.
2005년부터 2011년, 2014년, 2017년으로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자신감’
높은 가중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다이어트로 인
해 자신감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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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한국 여성의 운동으로 언급된 연관어에서도 화장과 동일하게 동음이의
어로 발생한 연관어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었다. 운동의 의미가 신체적
운동(exercise)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movement)으로 검색되어 등장하는
연관어들이 많았으나, 이 중 신체 변형을 의미하는 운동의 연관어들만을
살펴보았다.
2004년 다이어트의 연관어에서 높은 가중치로 등장한 ‘몸짱’과 ‘웰빙’이
운동의 연관어에서도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다이
어트와 운동이 몸짱과 웰빙이라는 트렌드와 맞물려 여성들의 신체 변형
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식이요법’은 2002년과 2006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운동의 연관어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여성의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식이요
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언급되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였다. 여성들이 체
중을 감량하거나 몸매를 다듬기 위한 신체 변형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주가 되는 식이요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원미와 이종영(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통해 신체 변형을 위한 운동을
선택하는 장벽을 높게 인식하며, 식이요법, 절식,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시술 등과 같이 가시적인 몸매 만들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8년 이후 운동의 연관어로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나타나고 있었
다. 생활습관은 2008, 2010, 2012, 2016년으로, 식습관은 2008, 2013, 2014,
2015년으로 그 등장이 이어졌다. 운동을 일상의 생활습관으로 내재화하
여 실천해야 하고, 식습관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운동과 함께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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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주의가 함께 존재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4) 성형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의 여성의 성형에 관한 연관어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성형의 가장 높은 가중치로 나타난 연관어는 ‘쌍꺼풀’이었다.
한국 여성들에게 서구적인 눈매를 가질 수 있도록 눈꺼풀을 미용성형하
는 ‘쌍꺼풀’ 수술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2011년부터 시작하여
성형의 연관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여성들에게서
쌍꺼풀 수술이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성형으로, 그 수요와 실행이
많음을 반영한다. 쌍꺼풀 수술은 한국 여성의 성형과 밀접한 연관어로
꾸준히 등장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0년대부터는 ‘필러’의 가중치가 점차
높아져 2016년에는 ‘필러’가 가장 높은 가중치로 성형의 연관어에 등장하
는 변화가 있었다.
2000년 초반의 성형에 관한 보도에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어휘들이 함
께 언급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2000년에는 ‘신용카드회사들’과 ‘LG레이
디카드’, 2001년에는 ‘LG레이디카드’, 2002년에는 ‘LG레이디카드’, ‘카드업
계’, ‘LG카드’로 신용카드명과 회사명이 성형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어휘
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1999년 9월에 발매한 LG의 여성 전용카드는
2000년 6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
었으며, 이 카드는 얼굴의 1cm 이상의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성형
수술을 받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하는 성형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여성들에게 제공하였다(박원갑, 2000). 이러한 카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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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한국 여성들이 신체 변형에서의 소비욕구와 성향을 공략하여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가 여성의 성형과 높은 연관
성을 가지면서 등장한 것은 당시 한국 여성들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형
을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001년에는 ‘지방흡입술’이 성형의 연관어로 높은 가중치로 등장하였
다. 이는 다이어트에서 2001년 연관어로 지방흡입술 등이 등장한 일련의
일들이 반영된 것이며,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2003년에 ‘외모지상주의’가 성형의 연관어로 나타난 것은, 외모를 가꾸
는 열풍이 불던 한국 사회에서도 외모가 차별의 요소로 여겨지고 무분별
한 외모 지상의 행태들이 있었음을 자각하는 내용들이 뉴스 기사 속에서
성형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2004년 성형의 연관어로 TV 프로그램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는 케이블채널 동아TV 프로그램인 ‘도전 신데렐라’였다. ‘도전 신데렐라’
는 2003년 12월 방영을 시작한 한국 초창기 메이크오버쇼 프로그램이었
으며(노정우, 2015), 100일 동안 성형을 비롯한 관리를 통해 신데렐라로
변화시켜준다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려는 지원자들로 인기가 폭발적
이었다(김남석, 2004). 이 프로그램의 인기와 성형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
그램의 포맷으로 인해, 2004년 성형의 연관어로 ‘도전 신데렐라’가 도출
된 것이다. 동시에 2004년의 성형 연관어로 ‘외모 콤플렉스’가 상위에 등
장한 것은 뉴스 기사 속에서 외모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을 많이 언급했음을 의미한다.
2005년은 2004년에 등장한 ‘얼짱’과 함께 ‘몸짱’이 높은 가중치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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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이 연관어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당시 여학생
들과 성형의 관계에 유의미한 일들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쟁력’과 2008년 ‘자신감’이 성형의 연관어로 상위에 등장하
고 있었다. 성형이 개인의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여성의 외모와 긍정적인 심리자본인 ‘자신
감’이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뉴스 기사 속에서 성형으로
인해 자신감이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못하는 여성, 또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성형을 통해 외모를 가꾸고 변화했거나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높은 비율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이 이슈가 되어 성형의
연관어로 ‘자연산’과 그 발언을 한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였다. 그는 룸
(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성형하지 않은 여성
을 자연산으로 먹을거리에 비유했다는 것에 사회적 비난과 질차를 받았
다(이용욱, 강병한, 2010). 당시 여성과 성형, 그리고 여성비하로 큰 이슈
가 되었던 사건이 성형의 연관어로 반영된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에 등장한 성형의 연관어 ‘이수술’은 이쁜이수술이 빅
카인즈 내에 복합명사로 등록되지 않아서 ‘(이쁜)이수술’로 나타난 것이
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이쁜이수술이 성형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었다. ‘이쁜이수술’은 여성의 질을 성형하는 것으로, 이 당시 뉴스 기사
속에서 질 성형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도전 신데렐라’에 이어 ‘렛미인’이 성형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2015년
에 등장하였다. 렛미인(Let美人)은 케이블채널인 스토리온(Story on)에서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메이크오버쇼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들이 성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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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많은 인기를 가졌으나, 성형 이전의 외모
를 역대급 충격, 총체적 난국 등으로 묘사하면서, 성형을 조장하는 문제
가 꾸준히 제기되어 2015년에 이르러서는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15년 성형의 연관어로 ‘렛미인’, ‘스토리온’, ‘네티즌들’이 나타난 것은
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과 화제성이 반영된 것이다.
2016년 성형의 연관어로 ‘필러’에 이어 가중치가 높았던 ‘중국’과 ‘강남’
은 한국이 성형강국으로 갖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8)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환자로 2016년에는 12만 7648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방문자 4명 중 1명은 성형외과에서 진료
를 받았다. 또한 ‘성매매’가 2017년 성형의 연관어로 등장한 것은 태국
현지 여성들에게 성형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속여서 성매매 업소로 여성들
을 보낸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성형이 범죄의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성형 기술이 갖는 의미를 확
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형의 연관어를 살펴보는 것
을 통해 ‘광대뼈 수술’, ‘지방흡입술’, ‘보형물’의 삽입, ‘가슴성형’, ‘얼굴형
수술’, ‘필러’, ‘재수술’, ‘이쁜이수술’ 등 뉴스 기사 속에서의 한국 여성에
게 가해지는 다양한 성형수술의 종류들을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시술

태희원(2012)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미용성형의 행위에서 성형 수
술이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이 나뉘고 있으며, 칼을 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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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손기술에 의한 외과적 수술인 성형 수술과 달리 ‘시술’이라 불리
는 미용성형은 새로운 범주로서 대중들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였다. 한국에서 시술을 통한 신체 변형은 미용성형의 한 범주로 그 영역
을 넓히고 있음을 주목하고, 시술이라는 키워드로 연관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성형의 범주로서의 시술이기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하게 시술
의 상위 연관어로 ‘성형수술’, ‘성형외과’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
작용’이 시술과 함께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었다. 뉴스 기사 속에서 시
술의 부작용 발생 여부 또는 적은 부작용을 내세우는 서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술은 간편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비외과적인 특성으
로 인해, 시술의 연관어로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2010년부터 시술의 연관어로 ‘필러’의 순위가 2015년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하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2002년 앨러간의
‘쥬비덤’과 2004년 갈더마의 ‘레스틸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로 필
러시장이 시작되었으나, 최초의 국산 필러인 LG생명과학의 ‘이브아르’가
2010년에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필러 시장이 성장하였다. 한국 필러시
장은 2009년 190억 원에서 2014년 1,094억 원까지 증가하며 연평균 40%
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정보라, 2016). 시술의 연관어로 필러의 순위
변동은 이러한 한국 필러 시장의 성장을 보여준다.
성형의 연관어와 마찬가지로, 시술에서도 다양한 시술법들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었다. ‘지방흡입술’, ‘보톡스 주사’, ‘유방확대 수술’, ‘고주파’,
‘피부과’, ‘쌍꺼풀’, ‘헤어라인 성형’, ‘필러’, ‘이쁜이수술’, ‘질성형’, ‘피부 탄
력’ 시술 등이 연관어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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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체 변형 관련 어휘적 의미 범주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연어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여성에게
구체적인 표현과 수식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 변형 중 ‘화장/메이
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의 연관어 분석을 통해 지난 18년
동안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해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 일상화된 언어가 미디어 속에 반영된 표현과 미디어의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언어가 뒤섞여 있으나, 뉴스 기사에서 여성의 신
체 변형에 관해 생성되는 표현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신체 변형을 더욱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국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 변형을 중심으
로 어떠한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와 여성의 사회․문화적 실천과의 관
계를 분석하여,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규명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론이 갖는 공시적(公示的)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2000년 이후, 미디어에서 여성의 외모에 관
한 담론이 어떻게 여성에게 권력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
요하다.
앞서 신체 변형의 5개의 키워드별로 상위권의 연관어들로 그 변화를
보는 방법으로 이슈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연관어의 전
체적 분석도 중요하다. 이처럼 수집된 연관어들 중에서 고빈도로 반복되
는 연관어를 살피는 것은 한국 미디어에서 나타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공시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연관어의 가중치는 키워드에서의 연관된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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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생성된 순위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중치는 키워드의 빈도,
주변 단어와의 공기하는 정도 등을 조합하여 산정되므로, 키워드와 연도
에 따른 분석대상의 가중치 값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빅카인즈에서 추출되는 연관어는 토픽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빅카인즈 시
스템에서 내부적으로 특정 임계치 이상만 표출된 것이므로 분석 결과로
수집된 연관어는 모두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의 연관어에
서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성형수술’은 2000년에 가중치 5.42로 3순
위에 등장하였고 2011년에는 가중치 4.87로 21순위였으나, 연관어 목록의
절대적인 가중치 값을 근거로 2011년에는 한국 여성의 다이어트에서 성
형수술과의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연관어 목록에 포함된
모든 연관어는 특정 임계치 이상을 넘었기에 키워드와의 연관성을 갖는
단어이자 언론사의 관심이 반영된 단어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
술’의 연관어로 약 2,000개의 단어들이 수집되었다. ‘화장 및 메이크업’의
연관어로 납골당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신체 변형을 뜻하지 않는 동음이
의어로 발생한 연관어와, 신체 변형과 관련성을 가진 연관어이지만 일회
성으로 등장하고 사라진 누적 빈도수가 1인 연관어는 제외하였다. ‘화장
및 메이크업’의 연관어 중에서 ‘쌩얼’은 ‘생얼’으로도 등장하므로 이를 공
통된 형태로 맞춰주는 과정과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등장한 ‘체중 감량’,
‘체중감량’과 같이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 단어들의 경우도
같은 형태로 맞추는 과정과 같은 된소리나 띄어쓰기로 인해 표기 형태가
다른 단어들은 같은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단어의 형태를 정제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한 연관어들을 정리하였으
며, 종합적 분석을 통해 담론의 단서로 삼기 위한 분석자료로 신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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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총 223개의 연관어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부록표 2-2]에 제시
하였다.
지난 18년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는 연관어를 공시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 변형을 소비와 연관 짓
는 단어, 신체 변형의 대상과 이에 대한 평가의 방식, 삶의 바른 태도,
외모 추구의 효율과 전문적인 분석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동시
에, 신체 변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연관
어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의 1절에서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연어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와 함께 신체 변형의 5개 키워드에 관한 연관어의 코퍼스들을 공시적 관
점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한 어휘적 특징과 의미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가치 획득, 소비와 투자, 유행과 정보, 효율과 효
과, 세분화, 반작용과 다변화, 판단과 평가, 자기관리의 일상화, 성(性)적
대상화,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의 10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다음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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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신체 변형 관련 어휘적 의미 범주
범주

연어 관계

연관어

특징 및 의미

가치
획득

뛰어난 몸매/미백/성형
등, 빼어난 각선미, 멋
진 헤어스타일, 명품
바디라인

자신감, 경쟁력, 차별
화, 만족도, 외모변
화, 피부변화

신체 변형을 통해 획득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

소비와
투자

비싼 성형, 값비싼 헤어
케어, 전문가 미백, 고
급 피부미용, 프리미
엄 헤어케어

성형수술, 필러, 화장품,
옷차림, LG레이디카
드, 소비자, 고객들,
수술비, 건강보험, 전
문의, 의료진, 의사
들, 병원측, 전문가

신체는 신체 변형을 위
한 소비의 대상이자, 투
자의 대상

유행과
정보

새로운 코/화장/다이어
트/성형 등, 줄기세포
가슴, 신개념 미백,
트렌드 헤어컬러, 버
선 코, 동안 입술, EZ
광대, V라인 턱, 투명
화장, 한방 성형

패션 타투. S라인, V라
인, 쌩얼, 수술법, 자
흉침, 단백질, 에스트
로겐, 식이섬유, 연예
인

유행하는 신체 형태와
신체 변형에 대한 구체
적 정보가 존재

효율과
효과

손쉬운 피부관리, 빠른
염색/미백/다이어트/
체중감량/시술 등, 급
속 치아교정

일주일, 점심시간, 단기
간, 만족도, 안정성,
외모변화, 피부변화,
성공률

신체 변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빠르고 쉬운
것으로 표현

세분화

11자 다리, S라인 몸
매, 물광 피부, V라인
얼굴, 탁한 피부톤,
인비절 얼굴윤곽, 45
도 광대, 옆 광대, 뿌
리 염색, 소음순 성
형, 주걱턱 치아교정,
브라질리언 제모

광대뼈, 팔자주름, 이쁜
이수술, 단백질, 지방
세포, 셀룰라이트

신체 형태의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과
세분화된 신체 변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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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연어 관계

연관어

특징 및 의미

반작용과
다변화

지나친 염색/화장/미백/
다이어트/운동/성형,
과한 염색/화장

선천적, 자연산, 삼순이,
상대적, 매력적

과도한 신체 변형에 대
한 반작용 현상과 절대
적 기준의 미보다는 상
대적인 매력이 중요

판단과
평가

아름다운/못생긴 얼굴,
예쁜/못생긴 이마, 멋
진/못난 코 등

몸짱, 얼짱, 친구들, 네티
즌들, SNS, 인스타그
램, 페이스북

이분법적인 구도로 평
가되는 신체가 존재하
며, 신체 변형의 실천
동기로 기능

성(性)적
대상화

야한/관능/섹시/에로틱
몸짓, 섹시/19금 표
정, 팜므파탈/매혹/도
발/섹시 눈빛

미인대회, 요녀, 이쁜이
수술

성적인 의미가 드러나
는 매개물로서의 여성
의 신체가 존재하며, 겉
으로 감춰진 성기(性
器)에까지 신체 변형의
실천이 일어남

완벽 몸매, 무결점 피부,
착한 가슴/엉덩이 등,
셀프 염색/선탠/네일/
헤어관리/제모

피부관리, 몸매관리, 일
상생활, 식습관, 생활
습관, 건강식, 식생
활, 식사량, 운동량,
유방암, 고혈압, 관절
염, 당뇨병, 복부비
만, 과체중

이상적인 신체를 갖기
위한 일상에서의 자기
관리의 필요성이 드러
나며, 질병과 연관지어
신체 변형은 바른 태도
임을 전제하여 신체 변
형의 당위성을 더함

깡마른 체형/몸매, 심한
다이어트/운동, 지나
친 성형, 무허가 피부
미용, 불법 시술

청소년, 눈물, 처절, 고정
관념, 성차별, 성추행,
성희롱, 외모지상주
의, 피해자, 변호사,
외모 콤플렉스, 안전
성, 위험성, 부작용,
보건복지부, 실태조
사, 칼럼

외모를 둘러싸고 각종
부정적인 사회 문제가
존재하며, 지나친 신체
변형에 대한 비판과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기
관리의
일상화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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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획득 범주는 단순히 개인의 외적인 특성을 위한 신체 변형이 아
니라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리고 있었다. 이는 경쟁의 시대
에서 신체 변형을 통해 개선 또는 변화된 개인의 외모가 경쟁력을 가짐
을 시사한다.
소비와 투자 범주는 신체를 과학적인 기술로 조작이나 개입이 가능한
대상이자,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고 변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다. 타고나지 않은 신체의 형태는 근본적인 수준에서부터 향상시키고 조
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체 변형과 관련된 제품과
상품들이 뉴스 기사에서 언급되면서, 신체 변형에의 소비를 종용하는 어
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유행과 정보 범주는 신체 변형에 있어서 유행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생겨나 유행하는 신체 변형에 대한 정보들이 뉴스 기사 속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뉴스 기사는 그 구조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의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권력적인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효율과 효과 범주는 신체 변형의 방식에서의 효율과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신체 변형에 대해 수월하고 짧은 시간에도 효과
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휘들이 어떻게 신체 변형의 효율과 효과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지 기사 내용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세분화 범주는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세분화와 이로 인해 신체 변형도
동일하게 세분화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외모가 총체적인 것
에서 파편화되는 사회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뉴스 기사의 보
도가 신체 변형의 지각 범위를 세분화시킬 수 있는 의제설정효과를 가지
므로, 어떠한 구조로 전달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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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작용과 다변화 범주는 과도한 신체 변형에 대한 실증 또는 반작용
현상에 관한 것이다. 뉴스 기사 내에서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신체에 대
한 언급이 있으며, 신체 변형의 복구에 대한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절대적인 기준의 미에서 다양하고 상대적인 매력이 중요해지는 변
화가 어휘로 나타나고 있었다.
판단과 평가 범주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판단과 이분법적인 구도로 외모를 평가하는 문화가 드러나고 있었다. 외
모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여성의 신체 변형의 실천 동기로 기능하고 있
음 시사한다.
성(性)적 대상화 범주는 여성의 외모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남
성들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다. 신체의 움직임에도 성적인 의미가 드러
나는 매개물로서의 신체가 존재하며,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것 외에도 겉
으로는 감춰진 성기(性器) 부분에까지 신체 변형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
었다.
자기관리의 일상화 범주는 이상적인 신체를 갖기 위한 일상에서의 자
기관리의 필요성이 드러나며, 질병과 연관지어 신체 변형은 바른 태도임
을 전제하여 신체 변형의 당위성을 더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 범주에는 신체 변형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
적인 사회 문제가 존재함과 동시에 지나친 신체 변형에 대한 비판과 개
선을 위한 실천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10개의 범주는 한국의 언어 현실을 반영된 코퍼스들의 집합으
로,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 사용에서의 반복적인 패턴과 상호간의 긴밀
한 어휘적 특징과 의미가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18년의 시간 동안 쌓인
방대한 뉴스 기사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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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어적 사용과 어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 범주들은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외모담론을 구성하는 텍스
트의 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담론적 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에 이르
는 담론 분석의 중요한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담론 분석과정
에서 연구자가 담론을 구성하는 어휘적 의미를 텍스트 차원에서 놓치거
나 예상하지 못한 담론에 대해서 분석 수행을 누락하는 등 연구의 단서
를 놓칠 수 있으나, 이처럼 코퍼스 분석에서 도출된 어휘적 범주를 질적
연구의 단서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담론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변형 관련 어휘적 범주들을 다시 뉴스 기사의 질
적인 접근의 단서로 활용하여 미디어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 신체 변
형을 중심으로 외모에 관한 담론적 지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체 변
형 관련 어휘적 의미 범주를 단순히 선형적인 연결을 통해 담론을 도출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기사의 문장 내부에서 그 의미를 더 찾고 어휘
들 간의 연결과 결합을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 외모담론
도출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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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외모담론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신체 변형에 관한 코퍼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10개의 어휘적 의미 범주를 질적연구의 단서로 비판적 담론 분석
을 수행하여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도출하였다. 중앙지 6
개사의 뉴스 기사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수집된 코퍼스와 뉴
스 기사의 내용,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 미디어가
어떠한 맥락으로 여성의 외모담론을 연결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스펙화된 외모관리, 파편화된 외모개념,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감시, 파괴적 외모담론과 주체적 외모실천의 공존으로 크게
나뉘었다.
1절에서 미디어는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해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개척되는 외모, 외모 투자 권하는 사회의 외모담론으
로 스펙화된 외모관리를, 2절에서는 레고화(Lego-ization)된 외모와 신체
에 침습(浸濕)하는 패션의 외모담론으로 파편화된 외모개념을 담론화하
고 있었다. 3절에서 미디어는 생산된 외모담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국 사회 속에서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들에 의한 외모평가와 정보
과잉으로 심화된 외모감시로 여성들의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
감시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에
끌려가는 외모, 주체적 외모 투자자로 변화하는 여성으로 파괴적 외모담
론과 주체적 외모실천의 담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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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스펙화된 외모관리

1. 생존을 위해 개척되는 외모

현대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개인 간 경쟁 과열로 외모도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힘’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모가 단순히 개인의 외적인 특
성을 넘어서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지속된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심화되었다.
한국은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부터 취업난이 악화되었으며, 2000년대
를 지나면서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 사회문
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회복되는 듯 보이던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다시 2003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9.5%로 청년 고용률 최저점을 찍어 외환위기인 1998년의 40.6%보다도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되고 과잉능력주의가 팽배해진 한국 사회
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외모는 경쟁의 대상이자 능력의 일부로 인식되
고 있다. 사람들이 조건을 만드는 소위 ‘스펙(spec)’을 쌓는 과정에서 외
모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미디어 보도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
한 경쟁적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있는 뉴스 기사들은 통계 조사의 결과
를 기반으로, 연애와 배우자를 찾는 것과 취업과 승진의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모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었다.
취업담당자나 취업희망자 중 대다수는 취업시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호감이 가는 얼굴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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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략) 설문에 응한 신규취업 희망자 및 인사담당자 대부
분이 취업시 외모가 정도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친다 (98.2%) 고 답했으며 영향이
크다고 답변한 사람도 47.6%나 됐다.
(이준규, 2001.09.04., 경향신문)

이와 동시에, 경제 상황의 나쁨을 보여주는 수치와 ‘취업전선의 비상’
이라는 표현으로 불안한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인사담당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외모 관리로 취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뉴스 기사의
초반에 기술한 뒤, 성형외과 원장이 취업을 위해 추천하는 수술법을 소
개하는 뉴스 기사의 형태는 생존을 위해서 외모를 개척해야하는 대상으
로 그리고 있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4%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취업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겨울 방학을 이용, 외모 관리나 실무 능력을
키우는 등 취업관련 경쟁력을 높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중략) 막상 취업 시즌이
다가오자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걱정이 앞선 것이다. (중략) 모티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에 의하면 이런 때에는 자연유착 비절개눈매교정술
로 효과적인 눈 성형을 진행할 수 있다 .
(김영선, 2013.01.02., 한국일보)

극심한 취업난이라는 한국 사회의 상황과 외모는 경쟁력이라는 인식
속에서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스펙 쌓기’는 취업을 위한 성형과 같은 신
체 변형으로 이어졌다. 이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언
어 사용에서 ‘취업 시 외모’, ‘취업 성형’, ‘취업 다이어트’ 등과 같이 외모
의 중요성과 신체의 변형을 통한 외모추구와 관련된 어휘들이 취업과 면
접에 함께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페이스펙’이라는 얼굴(face)과 스펙(spec)의 합성어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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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채용 여부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페이스 (face)’와 ‘스펙 (spec)’의 합성어로, 얼굴도 학벌 , 학점 , 토익 점수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의 84%가 채용 시 지원자의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절반 이상(57%)은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외모가 뛰어난 지원자
에게 ‘가점을 주거나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 ’고 밝힐 정도로 외모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취업 성형을 하는 구직자들까지 늘고 있지만
기업은 얼굴이 아니라 호감 가는 인상과 자세 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노기섭, 2013.12.02., 문화일보)

채용의 주체인 기업에서는 외모 중심적 인재채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2017년 정부의 정책으로 스펙의 요소보
다는 개인의 인성과 업무의 적합성 등을 채용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공
공부문 블라인드(blind) 채용’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오
히려 면접과정에서의 외모로 인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부추기고 있
다는 의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서 되레 ‘외모 스펙 ’ 올리기에 올인하는 역풍이 불고 있

다.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고 , (중략)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취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취준생들은 고가의 시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 2년째 여러 대기업 최종 면
접에서 떨어졌다는 김모(여․27) 씨는 처진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
시술인 일명 ‘표정 성형 ’을 받았다.
(김수민, 2017.10.25., 문화일보)

취업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외모 스펙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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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남녀를 막론하고 동일한 상황이나, 여성에게는 외모관리를 더 혹독
하게 요구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기업들의 ‘외모 중시’ 풍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극심한 취업난에 시
달리는 여성 구직자들에게는 이 기준이 더 혹독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한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뚱뚱하거나 키가 160 ㎝ 이하인 여성
은 면접에서 감점 처리한다 ”며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안경을 쓰거나 지나
치게 수수한 것도 감점 요인 ”이라고 밝혔다 . 그는 “기업들이 꼭 예쁜 여성을 선
호한다기보다 인상좋은 여성을 뽑는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다.
(서수민, 2004.12.27., 한겨레)

외모가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개인적 관
계, 취업과 승진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영역인 스포츠계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특히 여성 스포츠선수들의 외모
에 좌우되는 인기와 기업 후원 이슈,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스포츠선수들의 성형 이야기도 뉴스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랭킹 톱10에 들었던 모 선수는 확 바
뀐 얼굴로 지난주 롯데마트 여자오픈 대회에 나타났다. (중략) 프로골퍼는 1인 기
업이다. 골프실력에 더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의 상품가치 , 달리 말
하면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중략) 외모만 받쳐주면 글로벌 스폰서와 계약
을 따낼 수 있다. 최근 여자선수들은 프로 데뷔전인 고교시절부터 성형에 들어가는
선수가 부쩍 늘었다 . 쌍꺼풀 정도에서 코, 양악수술 등 수술부위가 연예인 뺨친다 .
(서완석, 2013.04.20., 국민일보)

미모의 여성선수에게는 기업의 막대한 후원이 쉽게 이루어지며, 뛰어
난 실력에도 외모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선수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적
은 것과 같이,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분야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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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는 외모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한 여성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자신의 몫과 능력
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외모를 통해 개인의 역량과 경쟁력을
내세워야 하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외모가 개인의 명함이자 권력인 시대
이며, 이는 능력주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결합하여 더
욱 확산되고 있다. 즉, 외모권력을 획득하여 생존을 도모해야한다는 구조
를 보였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의 보도 형태는 한국 여성들이 외모관리
로 자신의 경쟁력을 올리려는 현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성향과
문제만으로 두고 이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외모 투자 권하는 사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가 단순히 여성의 외형에 그치지 않고, 성
(性)적인 매력을 넘어서 일종의 경쟁력과 권력이 되면서, 자본으로서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더 확산되었다. 외모는 투자하고 가꿔야하는 대상으
로 받아들여졌고, 기대에 못 미치는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외모관리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즉, 외모의 자본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생존을 위한 외모의 경쟁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은 외모의
자본화를 이끌었다.
남녀의 만남과 취업이라는 상황은 외모 자본을 갖춘 사람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대표적 예이다. 외모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얻는 것이 실재하
고 있기 때문에, 외모는 투자의 대상이며 확실한 가치를 가지는 자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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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한다. 다음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가
개인의 핵심역량이자 능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패를 좌우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형 수술을 통해서라도 그 능력을 얻어야겠
다’는 대학생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듯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외모는
투자를 통해 그 가치를 증대해야 하는 자본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젊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젊은 여
성들에게 외모는 취업이나 결혼 등 인생의 중대사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중략) 얼마 전 고려대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0%의 여대생들이 외모가 능력으로 통하며 기회가 있으면 외모를 고치고
싶다고 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외모가 능력으로 통한다고 믿고 성형
수술을 통해서라도 그 능력을 얻어야겠다고 한 것이다 .
(김용학, 2001.10.08., 한겨레)

뉴스 기사들은 남보다 나은 외모가 곧 사회 내에서 경쟁력과 권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외모를 개선하
기 위한 온갖 신체 변형도 마다하지 않는 등 그 경쟁에서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한 여성들의 외모 향상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여대생들의 취업준비 첫 코스는 외모관리다 . 3학년이나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를 휴학한 뒤 다이어트 등 외모관리에만 집중하는 일도 많다. 성형외과와 미용
실도 취업 시즌이면 북적거린다. (중략)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평가에 영

향을 끼친다는 응답은 68.8%로 , 남성 (31.2%)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여성 구직자가 외모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21만원으로 남성
(52만원 ) 보다 역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주변에서 다들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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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전에 외모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하반기 본격 면접에 앞서 적어도 다이
어트는 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병역 외, 2013.05.01., 경향신문)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뉴스 기사
는 외모라는 자본의 증대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법이 신체
변형이라는 틀을 씌우고 있었다. 각종 신체 변형에 대한 장점을 뉴스 기
사 속에서 설명하면서, 기존의 외모 관리 또는 신체 변형 방식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이 저렴한 것을 강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구체적인 신체 변형의 소개와 동시에 외모에 대한 투자를 종용하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2017)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6조 3항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
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실제 중앙지 6개사의
인터넷 뉴스 기사들에서도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명시가
없었으며, 뉴스 기사의 모양으로 구성된 기사형 광고들이 버젓이 외모
관리 소비산업의 홍보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종아리는 몸의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운동이나 식이요법, 체중조절로는 효과를 보
기 어렵다 . (중략)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소위 ‘예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 각
종 시술적인 방법을 이용하곤 한다. 하지만 쉽게 재발이 되거나 통증, 감각이상 등
부작용 위험 때문에 시술을 결정하기 또한 쉽지 않다. (중략) 레알성형외과 최종필
원장은 “복합신경차단술은 마취가 거의 필요 없고 시술 시간도 30 ∼ 40 분 내외로
짧아 비교적 간단한고 안전한 시술이다”며 (하략)
(박주호, 2008.06.05., 국민일보)

이렇듯 여성의 외모관리에 대해 언급한 뉴스 기사들에서는 나은 외모
로 인생이 바뀐다, 시간을 멈추고 날씬해지면 연애가 달라진다, 특정 제

- 94 -

품의 사용과 수술을 받으면 이상적인 여성에 가까워진다 등으로 경제적
자본을 투자하여 외모를 자본화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
다.
외모 자본도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외모는 다른 외모보다 더 나은 외모로, 더 큰 가치를 가진 자본으로 인
식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외모에 가까운 사람은 더 많은 자
본을 가진 계급에 속할 수 있고, 그보다 먼 사람은 자본을 덜 가진 소위
주변부 계급에 속하게 된다. 여성들의 외모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공통
적으로 선호하는 이미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
은 자본을 가진 계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나은 자본을 갖기 위해
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서의 욕망은 더 커져가고, 외모를 자기계발
과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음 뉴스 기사는 연예인의 몸매에 대해 ‘백만 불짜리’라는 표현과 아
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꾸준한 자기 관리가 없다
면 쌓아둔 외모 자본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삼성 프린터 CF에서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낸 옷을 입고 테크노 댄스를 춰 눈길을
사로잡은 전지현은 '17차' CF의 장수 모델로 활약하며 ‘백만불짜리 몸매 ' 를 유지했
다. 그 결과 지난해 스포츠한국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2008년 6월23일자 기사 참조)에서 몸매와 뒤태 , 2개 부문의 1위에 오르며 가장

뛰어난 S라인의 소유자로 선정됐다. 스포츠한국이 전문가 집단 55명을 새롭게 조
사한 결과, 불과 1년 사이 전지현의 위상은 1위에서 4 위로 하락했다. (중략) 꾸준
한 노력 없이는 몇 년 간 지속해 온 아성도 무너지기 십상이다 "고 말했다.
(안진용, 2009.05.20., 한국일보)

급부상하는 연예인이나 트렌드에 관해 소개하는 뉴스 기사들에서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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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권하기 위한 전달 방식으로 여성들의 유행과 동조하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신체 변형에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었다. 현재 유행하는 ‘○○족
(族)’에 대한 설명과 그 집단이나 계층에 속하는 여성이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외모, 피부, 얼굴, 몸매 등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하여 그 이미지를 함께 소비하고
싶은 여성들의 마음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
정 패션, 화장품 회사의 아이템과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 및 시술 등
신체 변형의 종류와 유행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모에 관
한 특정 열풍을 소개하면서, 그 열풍에 걸맞은 외모의 형태와 이를 가질
수 있는 신체 변형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특정 신체 변형에 유행의 의미
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또한 장미희는 그가 연기한 고은아라는 캐럭터로 ‘루비 (RUBY) 족 ’이라는 신조어를
생산해 내며 트렌드 세터로 떠올랐다. (중략) 나비성형외과 신예식 원장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루비족들이 늘고 있다 ”며 (중략) 그렇
다면 아줌마를 반짝반짝 빛나는 루비족으로 바꿔주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 상․
하안검술로 처진 눈살을 30 대처럼 (중략) 나이의 상징 팔자주름도 필러술로 팽
팽하게 (하략)
(박주호, 2009.09.07., 국민일보)

‘동안 열풍 ’이 거세게 불면서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는 중년층들이 늘고 있다 . (중

략) 이른 바 지금 대한민국은 ‘안티에이징 ’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중략) 특히 나이를 들어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눈밑주름 , 팔자주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 이에, 중년층 사이에서 눈가주름과 이마주름, 팔자주름 등 전반적
인 얼굴주름을 제거하는 주름제거수술 중 ‘최소절개 안면거상술 ’이 선호되고 있다 .
(김영선, 2013.10.15.,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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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속에서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한 기술들은 3장의 연어 관계
분석 결과와 같이 예쁜 가슴, 둥근 이마, 커다란 눈, 뽀얀 피부, 환한 얼
굴색, 가벼운 몸무게 등 매력적이라 인식되는 신체를 새롭고 빠른 성형,
뛰어난 시술, 독한 다이어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체 변형을 통해 자본
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뉴스 기사의 문맥상 매우 직접
적인 언급으로 신체 변형을 다루고 있었으며, 신체 변형을 통한 외모 투
자를 권하려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제 2 절 파편화된 외모개념

1. 레고화된 외모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은 심화된 외모 권력과 자본으로 기능
하는 외모,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더 부추기게 하는 외모관리 산업들의
끝없는 개입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도 한국 사회에서 외모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경험하고 학습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
이 외모의 추구를 위해 신체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을 허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여성의 신체는 각각에 대해 ‘물방울 가슴’, ‘개미 허리’, ‘극세사/11
자 다리’, ‘황금/완벽/명품 비율’, ‘S라인/볼륨/명품/글래머/완벽/반전/콜라
병/무결점/인형 몸매’, ‘명품/무보정/섹시/11자/극세사 각선미’, ‘명품/완벽
바디라인’, ‘무결점/동안 피부’, ‘V라인 얼굴’, ‘여신 얼굴형’, ‘우윳빛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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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동안 코/입술/광대’ 등처럼 방대한 수식어들로 외모를 표상하고 있
었다. 이러한 어휘 결합들만 보아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관해
매우 세분화된 외모지각이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모
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세분화하여 각각을 인식하
고 있었으며, 각 외모의 속성을 이루는 작은 범주의 요소들까지 그에 대
한 수식과 묘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다리 모양이 극세사처럼 될 수 없고
얼굴 모양이 V라인이 될 수 없음에도 극세사, V라인과 같이 세분화된
신체를 수식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신체와 대응되지 않거나 의미 관계
가 충돌해서 어울리지 않는 어휘들이 함께 쓰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
우는 수식어의 속성을 신체에 투영하고자 할 때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었
다.
한국 여성의 신체에 관한 표현들은 세분화된 신체를 수식하는 것 외에
도 신체와 관련된 신조어도 대거 등장하고 있었다. 꿀벅지, 황금 골반,
얼짱, 몸짱, S라인 등의 인터넷에서 발생하여 사용되던 신체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사회 내에서는 물론 공론장인 뉴스 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
는 것은 한국 사회 어디에서나 여성의 외모, 특히 신체에 관한 이야기들
이 많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이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
하는 것이다.
꿀벅지 ( 꿀을 발라놓은 듯한 허벅지 ), 황금 골반 ( 아름다운 골반 ), 초콜릿 복근 ( 초
콜릿처럼 생긴 복근 ).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이다. "몸매와 얼굴이 좋다"고 말하기
보다는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 섹시하고 아름답다 " 고 표현해야 고개가 끄
덕여지는 시대를 반영한다. 얼짱, 몸짱, S라인 등의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과도 다르다. (중략)
(박유리, 2009.10.06.,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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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몸짱과 같이 얼굴과 몸 전체에 대한 외모칭찬보다는 S라인 몸
매, V라인 얼굴로 신체 특정 부분으로 한국 사회의 외모칭찬이 이동하는
것도 신체의 세분화된 지각과 관련이 있다. 한국 여성의 외모지각이 신
체에서 세분화되는 현상은 전체적인 외모 만족만이 아닌, 얼굴, 피부, 머
릿결과 같은 사소한 것까지 만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분화된 신체 부위의 지각은 세분화된 신체 각각을 부품처럼 합치는
유형의 신체 변형이 나타나게 하였다. 광대뼈의 앞과 뒤를 절골하고 회
전시키고 축소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신체는 블록
장난감 ‘레고(lego)’ 블록이 조립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한국인들의 외모콤플렉스 1순위는 돌출된 광대뼈다. (중략) 최근에는 작고 입체
적인 얼굴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광대축소수술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략) "기존에 주로 수술했던 방식인 입안 절개가 아닌 관자 헤어라인 안
쪽 1-1.5cm 정도 절개해서 광대뼈를 부분 절골해 핀 고정 없이 안쪽으로 밀고
정하는 식으로 수술방법도 개선됐다"고 말한다. (중략) 수술 전 CT촬영을 통해
mm단위로 디자인하는 뼈의 구조를 이해한 정밀한 수술로 재발의 우려를 차단하

는 것이 포인트다.
(서울신문뉴스팀, 2016.04.14., 서울신문)

후기 근대사회 사람들은 전례 없이 자신의 미완결성(unfinishedness)에 대
해 의식하게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몸은 생성과정에 있는 미완의 실
체이다(Shilling, 2003/2011). 한국 사회에서의 외모관리도 이러한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 수행할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더불
어 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라 프로젝트의 대상인 외모를 총체적으로 인식
하지 않고 외모의 개별적인 요소로 인식하면서, 신체에 대한 지각이 세
분화되고 신체를 부품화하여 조립하는 신체 변형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 99 -

2. 신체에 침습하는 패션

한국 사회에는 항상 각종 성형수술과 시술에 대한 정보들이 넘치고 있
다. 돈이 되는 수술을 시도하는 성형외과 의사들로 인해 치료목적의 수
술이었던 양악수술까지도 미용 수술의 대표가 되었다. 이는 신체와 신체
변형의 개념속성 키워드에 관한 연어 관계 분석 결과에서 ‘EZ 광대’, ‘인
비절 얼굴윤곽’, ‘한방 미백’, ‘슬리핑 다이어트’, ‘쁘띠 성형’ 등의 다양한
수술법과 시술법의 신체 변형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 이제 한국에서는 한방성형을 하는 한의원, 치아 성형을 하는 치과 등
으로 신체의 치료를 목적에 둔 병원들에서 성형외과에서 행할 법한 미용
성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방가슴성형 등 한방성형으로 유명한 동백미즈한의원은 기본 체중과 체지방 분
포 등을 비롯하여 사이즈를 측정하고 유선과 지방층의 모양에 따라 유형을 판단
하여 개인에 맞는 치료의 기간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동안얼굴의 탄력과 피부
를 고려한 ‘황후매선 ’, 자연스럽게 풍만해지는 가슴라인을 위한 한방가슴성형 ‘베이
글침 ’, 미모의 중심인 코를 바로잡기 위한 ‘선비침 ’ 등 (하략)
(김정균, 2013.12.24., 한국일보)

외모를 관리하는 여성들이 신체 변형을 수행해야 수입이 발생하는 관
련 산업들의 상업적 행태는 저널리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상업적 행태
로 증폭되는 외모관리에 관한 비판적인 뉴스 기사들이 존재하는 것과 동
시에 기사의 형태로 모호하게 광고하는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과 같은
감추어진 뉴스(Masked-News)가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저널리
즘의 행태는 신체 변형과 관련된 광고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외
모와 그 관리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뉴스 기사들의 말미에는 뉴스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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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정보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형외과 원장, 화장품 회사 등 여성
의 신체 변형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요 정보원으로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뉴스 기사의 주요한 메시지는 외모로 인한 경쟁구도를 그리거나
소비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달한다. 경우에 따라서, 업체가 직접 작
성해 기고한 뉴스 기사들도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얼굴 선을 가지고 있고 얼굴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V라
인 안면윤곽을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어 매력적
인 첫인상을 어필할 수 있게 된다. (중략) 아이템성형외과 김진성 원장은 “호감
가는 아름다운 인상을 만들어주는 안면윤곽 성형은 (중략) 안면윤곽 성형에 대
한 이론적 이해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료진에게 충분한 상담 및 정밀 진단
을 받은 후 개인에게 맞는 맞춤성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송병기, 2014.11.05., 국민일보)

언론사들이 광고주와의 유착하여 광고성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일이다. 정철운(2014)에 따르면, 중앙지의 건강섹션에 병원
을 홍보하는 광고형 기사는 지면에 따라 8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써온 것이라 하였다. 대중의 인터넷 뉴스 이용률이 높아
지고 포털 사이트에 잠식된 언론사에게 수익 구조의 갑(甲)은 광고주와
포털 사이트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언론사는 그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
다.
외모관리 소비산업과 언론의 상업적 목적과 수익구조의 관계로 인해
수많은 신체 변형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용성형과 관련된
산업들은 앞서 레고화(Lego-ization)까지 이른 여성의 신체에 관한 신체
변형들을 앞 다퉈 광고하며, 특정 신체 변형의 방식의 유행이 시들해지
거나 포화상태가 되면 새로운 소비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의 대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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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찾아 나선다. 그리고 언론은 미용성형 관련 산업들로부터 얻어
야할 광고 수주를 늘리기 위해 뉴스 기사 속에 교묘하게 신체 변형 정보
를 실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신체의 외적 영역에 직접적인 변형을 하거나 덧
입히는 복식행동 실천이, 신체 내부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골격을 변형,
근육을 절개 등 내부 신체 변형을 통해 신체 외부로 변화를 꾀하려는 실
천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었다.
새로운 신체 변형을 부추기려는 업체와 언론들로 인해 신체 변형에서
패션과 같은 유행의 흐름이 존재하며, 신체의 겉에 덧입혀지는 패션의
실천처럼 신체의 내부에서 패션과 같은 실천이 신체 변형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즉, 신체에 패션이 침습(浸濕)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성형은 패션과 비슷하다. 해마다 트렌드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유행하는 성형이
나타나 성형기법도 변화한다 . (중략) 티 나는 성형을 찾는 분위기 속에 최근에는
얼굴 윤곽을 바꾸는 ‘얼굴뼈성형 ’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 사각턱이 V라인으로
개선되고 , 주걱턱도 작고 들어간 턱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중략) ◇ V라인이 정
답은 아니다 이처럼 티 나게 변화가 큰 성형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얼굴을
더 작게 , 더 뾰족하게 바꾸고 싶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정유진, 2010.06.28., 국민일보)

뉴스 기사 속에서 파편화된 신체는 원하는 신체의 모양으로 소비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신체 변형을 패션 트렌
드처럼 소개하며 설득하는 구조는 신체를 패션처럼 입고 바꿀 수 있다는
신체의 패션화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
패션의 완성은 몸이라는 준말인 패완얼, 패완몸이 2012년부터 널리 쓰이
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얼굴을 포함하는 신체 범주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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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서 중요하게 보는 시각들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녀를 수식하는 ‘쇄골 미녀’는 뼈까지 아름다운 것이 여성의 미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한국 사회에서 파편화된 외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칸의 여인' 김옥빈처럼 쇄골 미녀가 되어 볼까? (중략) 이때 가슴 못지 않게 신경

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쇄골이다. (중략) 이때 포인트는 헤어스타일. 쇄골이 잘 드
러나도록 머리를 느슨하게 묶어 올리는 업스타일을 택한다. 얼굴선과 어깨선 , 쇄골
선을 드러내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피현정 스타일 큐레이터는 "우아한 쇄
골라인 연출을 위해서는 너무 단정한 결혼식 신부풍 업스타일보다는 내추럴한 업스
타일이 어울린다.
(이재원, 2009.05.30., 한국일보)

위험 부담이 있으나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형에 비해 다이
어트나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신체 변형의 연어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외모관리 소비산업은 다이어트와
운동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새로운 신체 변
형 방식에서 찾고 있으며, 기자는 돈이 되는 신체 내부 변형 시술을 경
험하고 그 장점을 기사로 설파하고 있었다.
‘20 분으로 5 시간 운동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

최근 급부상한 ‘EMS’ 얘기

다. 어떤 운동인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의 스튜디오로 향
했다. (중략) EMS(Electronic Muscle Stimulation) 트레이닝은 저주파 자극을 통
해 근력 운동 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운동 방법이다. (중략) 최근에는 근육강화와
지방연소 등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뜨는 ’ 운동으로 급부상했다. (중략)
EMS, EMA 트레이닝은 다른 운동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연구도 적은편

이다.
(임주언, 2016.07.13.,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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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를 변형시켜 신체 외형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을 넘어서 겉으
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체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의 뉴스 기사
는 “속까지 아름다운 여성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질 성형
의 유행에 대해 전하고 있다. 여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된 질병들을 진료
하며, 임신과 출산을 담당해야하는 산부인과에서 질 성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출산율의 저하로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려는 산부인과들의
전략이다.
과거에 여성병원 ( 산부인과 ) 이라 함은 임신과 출산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시술만 떠
올렸지만, 요즘의 여성병원은 질성형과 같은 여성성형들을 상담하기 위해 내원하는
여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여성성형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지만 그 중
에서도 이쁜이수술이라 불리우는 질성형과 소음순성형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가
장 많다. (중략) 대구에서 질성형수술, 소음순수술로 유명한 시티여성병원의 김덕만
원장님은 “최근에는 여성들이 외모 뿐 아니라 속까지 아름답게 , 그리고 만족도
높은 성생활을 위해 질성형수술이나 소음순수술, 음핵수술, 처녀막재생술과 같은 다
양한 여성성형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그 연령에서도 20 대～30 대부터 40 ～50 대까
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선호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동헌, 2014.01.08., 한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얼굴 성형 외에는 필러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모호한 법적 기준을 악용해 산부인과들에서는 여성의 질 성형
에 필러를 사용하고 있다(최예슬, 2017). 중앙지 6개사의 뉴스 기사에서
도 어렵지 않게 필러를 이용한 질 성형에 대한 상담을 가장한 광고를 찾
아볼 수 있었다.
뉴스 기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며,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등 여론 형성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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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기에 기사에 담기는 글, 구조, 맥락, 그리고 의미는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체를 파편
화하고 심지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의 내부에 이르는 새로운 신체
변형의 방식들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있었다. 외모관리 소비산업들이 끊
임없이 쏟아내는 광고에 편승하여 광고성 뉴스 기사를 싣고, 이를 통해
여성의 외모추구와 신체 변형을 위한 소비가 더 증폭되게 만들고 있었
다. 즉, 기업들은 여성들의 신체 변형 소비를 종용하기 위해 소비욕망을
불러일으킬만한 파편화된 신체를 찾고, 언론은 여성들에게 새로이 발견
한 신체 변형의 대상들을 꺼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실행에 옮기도록 전
달하고 있는 양상이다.

제 3 절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감시

1. 프로크루스테스들에 의한 외모평가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남녀노소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
들여지면서 내면보다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외모 이미지의 중요성이 높
아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해지는 타인의 혹은 자신의 외모
이미지는 손쉽게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적나라
하게 이루어지는 외모 평가는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현실의 일상에서 아
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이와 같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거리낌 없는
외모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라고 할 만큼 자리 잡았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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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에 눕혀진 것과 같다. 프로크루
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악당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자신의
쇠침대에 눕혀 침대보다 키가 크면 몸을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몸을 늘려버렸다고 한다. 한국 여성들의 외모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에 묶여, 언론, 미디어,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여성들 자기 자신마저
프로크루스테스가 되어 사회적으로 형성된 외모담론을 판단 근거로 외모
를 난도질하여 평가하고 있다.
연예인으로 뜨고 싶다고? 그럼 먼저 인터넷에서 ‘얼짱 ’이 돼야 한다 . ‘얼짱’은 얼굴
이 예쁘고 잘 생겼다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 네티즌들에 의해 ‘얼굴 짱 ’으로 공인
된 ‘꽃미남 꽃미녀’들을 일컫는다. (중략) 네티즌들로부터 ‘공인받은 ’ 얼짱을 끌어
들이면 연예계에서 ‘뜨는’ 과정에 어느 정도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두걸, 2003.08.25., 서울신문)

뉴스 기사 내에서도 외모에 관한 연어 관계에 ‘호감/비호감’, ‘잘생긴/
못생긴’, ‘동안/노안’ 등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타났으며, 연예인들에 관한
뉴스 기사들에서 소위 ‘얼짱’, ‘몸짱’을 붙여서 수식하며 외모로 평가하고
있었다. 윤태일(2004)은 미디어에서 여성의 몸에 관한 담론들이 이항대
립(二項對立)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날씬한 몸이 아름다움,
건강함, 자부심, 여성성, 부지런함, 자율성, 권능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갖
는 용어들과 계열체를 이루는 반면, 뚱뚱한 몸은 추함, 허약함, 부끄러움,
비여성성, 게으름, 타율성 등 부정적 의미를 띤 용어들과 연결되어 있음
을 밝혔다.
이렇듯 이분법적인 구도로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
미를 연결하여 외모를 평가하는 현상은 뉴스 기사 외에도 각종 매체들을
통해 생산되고 확장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과 스마트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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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점수 매
기는 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중 수년째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얼평 ’은 걱정스럽다 . 한 포털의 오
픈 지식에는 그 뜻이 “‘얼굴 평가 ’의 줄임말 ,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클럽 등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부탁할 때 쓰임”이라고 되어 있다. 아프리카티브
이(TV) 인기 방송자키(BJ) 중에는 시청자의 얼굴을 평가해주고 성형 견적을 내
주는 것으로 인기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 ‘얼평선생 ’이라는 앱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10만건 가까운 다운로드를 기록중이다.
(고평석, 2016.03.13., 한겨레)

특히, 이러한 외모평가는 인터넷 공간에서 접근하기 쉽고, 또래집단의
평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를 확대하며 재생산하
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외모에 대한 부정적 지적과 평가를 받은
청소년들은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와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지, 대인관계
불안정과 같은 마음의 병을 얻고 있었다.
A양의 외모 콤플렉스는 고1 때부터 시작됐다.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A

양은 주변에서 “눈 ( 눈두덩이 ) 에 지방이 많아서 거슬린다 ”라는 말을 들은 후 자
신이 눈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 (중략) 하지만 붓기가 채
빠지기도 전에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에 실망한 A양은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 A양은 자신의 인생이 눈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 심지어 길을 가다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눈이 안 예뻐서 째려봤다 ’고 느
끼는 등 ‘인지 왜곡 ’ 진단까지 받았다 . 학교를 그만둔 A양은 현재 정신과 상담 치
료를 받고 있다. (중략)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선완 교수는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데 외모에 대한 가치를 지나치게 주변 환경이나 시선에
의지하면 자아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수동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 경
고했다 .
(김유나, 2012.08.04.,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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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를 물건이나 작품과 같이 좋고 나쁨을 평하는 품평의 대상으로 여
기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인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는 외모가 눕혀질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어떠한 모
양인지, 즉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외모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성들
이 직․간접적으로 의식하게 만들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외모평가를
깊숙이 내재화하고 있었다.

2. 정보 과잉으로 심화된 외모감시

외모가 전부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외모평가의 문화는 단
순한 평가를 넘어서, 타인의 외모를 감시하고 자신의 외모를 검열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자기만족을 위한 외모관리가 아닌,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시선이 반영된 외모관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범람하고 있는 신체 변형 정보와 외모에 관한 이야기들로
인해 외모감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모감시는 파놉티콘(panopticon)과 시놉티콘(synopticon)이 결합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Foucault(1975/2016)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원형감
옥의 둘레에 죄수가 있고 감옥의 중앙에 감시자가 있는 구조이다. 그리
고 Mathiesoen(1997)에 의하면, 시놉티콘은 Foucault(1975/2016)의 파놉
티콘에 대립되는 것으로, 원형의 둘레에 감시자가 있고 중앙에 죄수가
있는 구조이다. Mathiesoen(1997)은 오늘날 미디어가 수억 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소수를 볼 수 있는 시놉티콘의 개념으로 큰 힘을 가진
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현대인들이 파놉티콘과 시놉티콘의 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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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으로,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 모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 여성들은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에 놓여서
주변인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시선으로 감시받고 개인이 자신의 외모
에 관해 스스로 내재화된 자기검열을 한다. 이와 동시에, 다수의 감시자
가 소수를 감시하는 시놉티콘처럼 여성들은 다수의 감시자 중 하나로서
타인의 외모를 역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외모는 쌍방향의 감
시를 통해 끊임없는 감시와 검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쌍방향의 감시는 여성 개인의 자기검열을 심화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외모감시와 자기검열은 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구
축된 외모 기준을 내면화하고, 외모에 관해 자기관리의 태도를 강요한다.
수많은 뉴스 기사는 외모를 자기관리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
한 방식의 전달은 여성은 외모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뉴스 기사는 여성의 자기관리는 곧 외모
의 관리를 의미하고, 외모결함은 자기관리의 부재이며 외모개선이 곧 개
인의 문제해결이라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의 잔소리 / “너 자기관리 좀 해야겠다 ” / 검색창에 ‘자기관리’
를 쳐보니 / 살 빼는 법 , 외모관리법만 줄줄 / 책임지는 게 관리의 핵심인데 / ‘자
기관리 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단 콘텐츠는 결국 ‘몸매와 외모 관리법 ’을 담고 있
죠. (중략) “자기관리는 외모가 다지 . 아니 정확하게는 몸매가 다야. 날씬하면 자기
관리 잘하는 거고 , 살찌면 자기관리 못하는 거래 . (중략) 그냥 외모 관리 잘돼
있으면 자기관리 잘하고 있는 사람 , 별로면 자기관리 부족한 사람 , 그렇더라.”
(중략) “싱글이면 몸매 관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꾸미고 자기관리를 해야 남자가

붙는다면서 진지하게 조언해주는 선배도 있었어.
(싱글의 자기관리? 외모관리 하라는 얘기잖아!. 2017.05.28.,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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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는 외모를 가진 자신에게 평가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자기를 검
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통제를 넘어 일종의 덕목으로 여겨지
고 있다. 엄묘섭(2008)은 너무 마르거나 비만한 사람, 심한 흉터나 화상
등의 결함 있는 육체는 ‘자기관리’ 내지 ‘자기통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며, 좋은 몸매 유지야말로 적절한 자기관리와 통제를 암시
하는 일종의 지켜야 할 도덕이 된다고 하였다.
즉, 여성의 외모관리는 곧 자기관리이며, 이는 도덕적 자질로 이어지고
덕목으로 자리 잡는다. “요즘 아이들한테 외모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제
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이번 방학 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 꼭 해야 하는 것 목록을 만들어보게 했다.
공부 계획 다음으로 다이어트 , 운동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느새 사춘기 아이들한
테 외모는 매우 중요한 ‘덕목 ’이 되어 버렸다 . (중략) 중3 여름방학 때 쌍꺼풀 수
술을 했던 아이가 있었다. 다른 아이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주변 애들이 장난으
로 ‘눈 작다 ’고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한 아이는 같이 다
니는 아이들에 비해 하체가 조금 더 튼튼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극심
하게 다이어트를 한 모양이었다. 결국 생리까지 멈춰서 주변 어른들이 걱정을 많
이 했다.
(윤다옥, 2016.07.25., 한겨레)

한국 사회 전반에서 뉴스 기사를 통해 외모는 자기관리의 틀에서 외형
적으로 마땅히 갖추어야하는 것으로 대중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외모추구는 기본소양이자 덕목이며, 삶의 바른 태도임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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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파괴적 외모담론과 주체적 외모실천의 공존

1. 악마의 맷돌에 끌려가는 외모

Polanyi(1944/2009)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시장사
회에 대해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밀턴(Milton)』(1804) 속
서시(序詩) “저 옛날 그분들의 발자취가(And Did Those Feet in
Ancient Times)”의 구절을 인용하여 발전된 기술과 물질문명이 인간의
관계와 문화를 파괴하는 현상을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에 비유해
비판했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토지와 노동조차 시장의 상품으
로 전락시키는 악마의 맷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개개인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악마의 맷돌에 의해 모두 분쇄되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나타난 외모담론의 기저에는
Polanyi(1944/2009)가 자본주의의 시장체제의 문제점을 비유한 악마의
맷돌에 외모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깔려있다. 여성들의 외모 추구 중
신체 변형은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끌
려가는 것이다. 여성의 무분별한 외모추구 과정에서 야기시킨 사회 문제
들이 보도되고 있었으며,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
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특히, 신체 변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뉴스
기사에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매년 성형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사회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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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 ’ 성형수술을 받던 여대생이 수술도중 숨졌다 . 성형수술사고가 어제 오

늘의 일은 아니지만 죽음까지 이르게 되니 새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법원
에 접수된 의료사고 소송중 성형수술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3000 여건에 이르고
소송전 합의까지 합치면 연간 2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10∼20대 여성이 70%
가 넘는다. 이같은 실태는 여성들 사이에 성형수술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나를 반
증한다. 성형수술은 이제 사회적인 풍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까지 몰고온 성형수술, 2001.10.06., 문화일보)

성형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 소송 등 신체 변형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도 불구하고 성형의 관심과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는 외모지상주의라는 벽에 둘러싸여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결코 벗
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5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한아무개(27)씨가
숨졌다. (중략)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미용 성형수술과 살빼기 수
술을 둘러싼 논쟁이 인터넷에서 불거졌다. 토론은 의료사고 여부가 아니라 , 한씨를
비롯한 젊은 여성들을 성형외과 수술대로 내몬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두
고 벌어졌다. (중략) 그 루키즘의 광풍이 가장 거센 곳이 바로 한국 사회라는 네
티즌이 많았다.
(구본권, 2003.02.11., 한겨레)

동조성이 강한 청소년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
히 그들의 외모관리와 신체 변형이 사회 현상의 큰 문제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 (중략) 이런 분위기가 청소
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외모에 신경을 쓰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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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됐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중략) 실례로 고 3 여학생은 서울 강남 성형외과
에서 턱을 갸름하게 하는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중략) 요즘에는 초등 4 학년만
돼도 예뻐지기 위해 BB크림, 립글로스 등 어른용 화장품을 구입해 메이크업을
한단다. (중략) 성형외과에서 할인 공세로 중․고생들을 유혹해 수술을 조장하고,
업계에선 어린이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상술이 도를 넘은 탓이다.
(한국사회 외모지상주의 우리 아이들까지 물들였다, 2016.02.27., 국민일보)

한국 여성들은 파편화되는 신체와 그에 따른 미의 기준, 그리고 계속
해서 변화하는 이상적인 외모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대상화된 신체를
욕망하고, 이는 외모 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각해진 외모 콤플렉스와
관련한 병리적인 문제들도 뉴스 기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대학생 10 명 중 9명이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성별을 막론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외모 부위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 대학생들이 가장 콤플렉스를 호소하는 부분은 ‘몸매 및 몸무게 ’로 전
체 응답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6.8%가 이에 콤플렉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피부 (32.7%)’, ‘키 (30.8%)’, ‘얼굴크기 (27.7%)’, ‘코 (27.1%)’가 순서대로 5위권에

들었다. 또 ‘눈의 크기와 모양 (25.8%)’, ‘입 , 구강구조 (22.8%)’, ‘턱 윤곽 (22.8%)’,
‘머리숱 및 머릿결 (17.1%)’ 등도 콤플렉스를 느끼는 주요 부위로 꼽혔다.
(손봉석, 2011.07.27., 경향신문)

지난해 여성 폭식증 환자는 남성 환자 119명보다 18배 많은 2127 명이다. (중략)
또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서
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이선구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폭식의 악순환을 조절하고 체중과 음

식, 자아상의 왜곡을 교정하는 인지행동과 정신분석 치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섭, 2012.04.0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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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외모에 대한 지적과 비하만이 아니라, 언어폭력, 성희롱, 혐오
로 이어지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외모와 관련한 무모한 발언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과 없이 상대 외모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발언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학의 모 교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 시집 가면 쓸 데 없지 ”,
“쭉쭉빵빵”, “방뎅이 ”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중략) 여학생들은 교수들이 하는 “외

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번 발표해봐”,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 등 성
적․여성비하적 발언을 성희롱으로 꼽았다. 또 남학생들의 강제적인 춤 요구, 여성
의 몸을 빗대 ‘절벽 ’ 운운하는 것, 육체관계에 대한 질문,‘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라는 발언 등도 성희롱이다.
(하윤해, 2006.07.19. 국민일보)

남자 대학생들이 SNS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와 몸매, 신체 특정
부위를 희화화해 표현하고, 심한 경우 언어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에서의 악의적인 외모 관련 언어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성
형한 여성들을 ‘성괴(성형괴물)’, ‘의란성 쌍둥이(의사가 만든 쌍둥이)’라
고 희화화 하고, 뚱뚱한 여성은 ‘뚱녀’로, 못생긴 여성은 영화 “반지의 제
왕”에 나오는 오크(Orc)족의 외모를 대입하여 ‘오크녀’로,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은 아스팔트 위의 껌딱지처럼 작다는 의미로 ‘껌딱지’로 표현하
기도 한다. 이는 특정 외모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며, 여성들은 이 프레
임 안에 갇히지 않도록 더 강한 노력을 하게 된다.
다음은 한국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의 왜곡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뉴스 기사이다. 당시 공개 수배된 특수강도 용의자 여성의
얼굴이 미인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강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도 부정하며 오히려 우호적인 반응과 팬클럽까지 생겨났다. 예쁜 외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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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된 반응들이었다.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공개 수배자의 인터넷 팬클럽이 생기는 등 이른바 ‘얼짱’

문화가 비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략) 인터넷 다음의 일부 네티즌들은 일명
' 강도얼짱 '( 강짱 ) 으로 알려진 특수강도 수배자 이미혜씨(22.여)의 사진이 공개되자
'♡강도얼짱 이미혜♡' 등 팬클럽 카페를 개설했다. (중략) 이들 카페엔 '얼짱 이씨

가 설마 범죄를 저질렀겠느냐'며 이씨에게 우호적인 글들이 수두룩하다.
(김준일, 2004.01.25. 경향신문)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는 생존을 위해 개척되어야 하며,
투자하여 가치를 증대해야 하는 자본으로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러한 담론을 활용한 외모관리 소비산업은 여성의 외모를 레고 조각으로
만들었으며, 신체의 겉이 아닌 내부까지 넘나드는 신체 변형으로 파편화
된 외모개념을 형성하였다. 미디어의 개입으로 형성된 외모담론들은 여
성들에게 내면화되고 심화된 외모감시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
서는 외모담론들의 기저에 자본주의의 시장체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의해
외모를 끌려가는 모습이 있고, 여성들의 삶에서 외모가 갖는 가치를 분
쇄하며 개인과 사회에게 부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주체적 외모 투자자로 변화하는 여성

미디어가 형성한 외모담론에서 외모를 자본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표현
하는 메시지에 순응하지 않고, 화장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신체의 아름다
움을 강조하는 등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 자본에 주체적으로 투자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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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1999년에는 도서출판 if(이프)의 주관으로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장애인 여성, 노인 여성, 뚱뚱한 여성 등이 함께하는 행사
를 통해 편협한 미가 아닌 아름다운 여성의 개념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
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2년 공중파 방송에서 미스코리아 대회가 사
라지게 되었으며(태희원, 2015), 또한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노동운동, 모성보호운동, 성평등 운동을 통해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여성 외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차별을 견제하고 여성의 몸과 외모를
주제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들이 외모에 갖는 부정적 의식과 바
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른바 ‘쭉쭉빵빵’한 외모다.동화 〈인어공주〉를 패러디한 극단 ‘해’의 퍼포먼스는
이날 ‘세계 노(No) 다이어트 데이’를 맞아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내 몸의 주인
은 나 : 노 다이어트 , 노 성형 ’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 (중략) 지난달 30일 서
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강요된 선택 , 외모 지상주의 , 그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서 민우회 여성환경센터 명진숙 사무국장은
“외모도 능력이라고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용 성형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

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끊임없이 확대재생
산하는 방송과 광고 등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지은, 2003.05.12., 한겨레)

정부 차원에서도 외모지상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기도 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얼짱, 몸짱 신드롬이 여성들의 잘못
된 외모인식과 무분별한 성형, 다이어트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주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유진상, 2005).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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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모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모레퍼
시픽은 2008년부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캠페인을 통해 여성 암
환자들에게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을 시작했으며(“아모레퍼시픽”,
2017), 이는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신체를 변형하거나 획일화된 외모를
추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항암치료로 갑작스러
운 외모 변화를 겪은 여성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캠페인들과 외모 관련 문제의 공론화는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
시켜왔다. 한국은 성형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이 사회에 보
편화되었던 1990년대를 지나, 이제는 획일적이고 편향적이었던 미에 대
한 반작용과 의식의 변화로 개성 있는 얼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배
적인 외모담론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개성미․자연스러운 매력 원해 / 직장인 박모(여․32) 씨는 지난 1월 고민 끝에
‘쌍꺼풀 풀기 ’ 수술을 받았다. (중략) “나만의 매력을 되찾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중략) 천편일률적인 미인 얼굴보다 개
성 있는 얼굴이 사회적으로 더 인기를 끌면서 최근 성형복원수술을 원하는 사람
들이 늘고 있다 . 서울 강남 일대에는 ‘앞트임․뒤트임 복원 ’ ‘쌍꺼풀 풀기 ’ ‘코 필
러 제거 ’ ‘애교살 제거 ’ 등 성형 복원 수술을 홍보하는 병원이 크게 늘었고, 복원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전형적인 미인보다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효목, 2015.04.27., 문화일보)

한국 여성들은 외모의 다양성과 상대적인 매력을 인지하며, 개성 있는
외모를 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획일적 기준에 맞춰 이상적 외모를 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인지하고 추구하는 다변화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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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뉴스 기사는 지배적 외모담론에서 기인하는 획
일적인 체형을 부인하며, 다양한 체형을 의류산업에서 받아들여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26일 서울 지하철 명동역 6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류매
장에서 사용하는 마네킹이 한국 여성 표준체형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조사됐
다”며 (중략)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46)은 “여성들의 몸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 , 충분하다 ’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 ”고 말했다. (중략)
참석자들은 손에 ‘여성 외모 억압 중단하라 ’ ‘다양한 몸 , 다양한 사이즈 ’ 등 문구
가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중략) “우리 사회는 사람을 본떠 마네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떠 사람을 만드는 사회 ”라며 “의류업계를 비롯한 사회는 더이
상 여성에게 획일화된 사이즈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다양한 체형의 여성이 있다
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미랑, 권도현, 2017.07.26., 경향신문)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고히 쌓여 우리의 긍정적 삶을 파괴하거나 침식하
는 외모담론들 사이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려는 여성들의 등장은 점차 중요한 외모담론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다.
새해를 맞는 결심으로 다이어트보다 자기 몸 긍정주의 (The Body Positivity
Movement) 가 새삼 더 필요한 때다. 뚱뚱해도 , 주름져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자기

몸 긍정주의는 최근 1, 2년 사이 전 세계 미디어와 패션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새로
운 흐름이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과 시니어 모델의 잇단 파격 기용으로 드러난 이
움직임은 가혹하도록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더 이상 자아 정체성이 훼손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대중의 의지가 산업의 판도마저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박선영, 2017.01.0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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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외모의 운용을 결정하는 행위 주체자라는 사실을 배제하며
언론과 기업들이 상업적 환상에만 빠져 있는 이상, 여성들의 신체 변형
의 주체자로서 변화하려는 노력은 완결을 맺지 못할 것이다.
여성들이 외모관리 소비산업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틀에서 벗어나
재의미화와 재각인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외모를 재고하여, 욕망하는
외모와 실재하는 외모의 간극 사이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체자로 변화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전달매체가 아니라 전달되는 뉴스 기사의
기저에 여성들의 외모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지배하는 외모담론을 생산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개인과 한국 사회의 전반에 긍정적이고 발전적
인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보다는 수익구조로 엮인 미디어와 외모관리 소
비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신체 변형 중심의 외모담론이 편향
적으로 전달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디어는 더 아름답고 나은 외모를 갖고 싶도록, 또 이를 가져야만 한
다고 말하고 있었다. 신체 변형을 종용하고 획일화된 욕망을 심어주는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끝
없는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은 중요한 자신의 삶과 가치를
파괴하고 있었다. 무한 경쟁의 한 가운데 외모를 두고, 특히 변형을 통한
신체 운용에 더 몰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외모담론은 결코 한 두 개
의 뉴스 기사 내용으로 형성되거나,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
다. 일상 언어가 반영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공고하게 외모담론이 권력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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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언어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을 정의하고 구성한다(한국문화사회학회, 2012). 한국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 추구는 사회․문화와 함께 변화해왔으며, 미디
어는 의제설정과 프레이밍 효과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미디어에 나
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에 대해 총체적인 담론 분석을 실행하는 것은 사
회․문화적 산물로서의 여성 외모담론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미디어 속에서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적 표현
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외모담론을 규명하자 하였다. 뉴스 기사에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해 발생하는 텍스트들을 코퍼스 분석을 통
해 그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단서로 한국 미디어에 나타
난 여성 외모담론을 밝혔다.
외모에 관한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들을 추출하기 위해 외모를 정의하
고, 외모 텍사노미를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외모 텍사노미로 도출된 신
체, 신체 변형의 관련어들의 코퍼스를 분석하는 양적연구를 통해, 한국
미디어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수식과 표현을
확인하고, 신체 변형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Fairclough(1995)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는 질적연구를 통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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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변화
한 여성의 외모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여,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외모담론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는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고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총체로서, 신체(body)와 복식(dress)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외모는 신체 그 자체와 신체를 운용하고 그에 더해지는 모든 것
을 포괄하는 복식으로 구성되며, 신체와 복식의 두 가지 요소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총체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지각되며 외모의 인상을 형
성한다.
둘째, 외모 텍사노미는 외모를 구성하는 신체, 복식의 속성에 따라 도
출되었다. 신체는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복식
은 신체 변형, 신체 부착, 종합적 속성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변형은 신
체 성질의 변화로서, 신체의 색 변형, 형태 변형, 질감 변형으로 구분하
였다. 신체 부착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 신체를 감싸는
옷과 액세서리 등으로, 종합적 속성은 심미성, 유행성, 적합성으로 구성
되었다.
셋째, 한국 미디어는 여성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하여 이상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신체 변형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패
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신체 변형에 관해 소비와 연관 짓는
단어, 신체 변형의 구체적 대상 나열과 신체 변형 후의 신체에 대한 평
가 방식, 삶의 바른 태도로 신체 변형을 묘사, 신체 변형을 통한 외모 추
구의 효율성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드러나는 용어들이 함께 나타
나고 있었다. 이는 트렌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외모관리 소비산업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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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의해 연계된 측면이 있으며, 패션 시스템이 패션 트렌드를 끊
임없이 생성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넷째,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어휘적 의미
는 가치 획득, 소비와 투자, 유행과 정보, 효율과 효과, 세분화, 반작용과
다변화, 판단과 평가, 자기관리의 일상화, 성(性)적 대상화,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으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뉴스 기사의 텍스트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외모담론으로 이끌어가는 패턴이 존재하며, 질적인 접
근으로 더 구체적인 담론 추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한국 미디어에 발견된 담론은 스펙화된 외모관리, 파편화된 외
모개념,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감시, 파괴적 외모담론과 주체
적 외모실천의 공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스펙화된 외모관리 담론은 한국 미디어에서 여성의 외모는 생존을 위
해 개척되어야 하고, 투자해야 하는 자본이라고 전달하고 있었다. 파편화
된 외모개념 담론은 신체 변형 소비를 종용하기 위해 외모관리 소비산업
과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를 부품처럼 조립 가능한 변형의 대상으로 그리
고 있었으며, 외모는 더 이상 신체의 외부를 넘어 모든 신체가 변형의
대상이 되어 파편화된 신체의 외부에서 내부에까지 패션의 의미가 침습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내재화된 외모평가와 심화된 외모감시 담론은 언론, 미디어, 사회 구성
원들 그리고 여성들 자신마저 프로크루스테스가 되어, 사회적으로 형성
된 외모담론을 근거로 외모평가를 행하고 있었으며, 신체 변형에 관한
정보 과잉으로 인해 타인과 사회에 의한 외모감시뿐만 아니라 자기검열
을 통한 외모감시가 나타나고 있었다. 파괴적 외모담론과 주체적 외모실
천의 공존은 여성의 외모가 악마의 맷돌에 의해 끌려가며 한국 사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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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분쇄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성들 스스로가
지배적인 담론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적인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등 외모 자본에 주체적으로 투자하려는 의지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외모의 개념, 의미, 속성으로 계층화된 외모 텍사노미를 도
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외모에 관한 언어행위를 확인
하여, 의류학에서 신체와 외모의 중요성을 언어 현상으로부터 확인하는
연구의 확장을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
모를 이루는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수식과 표현, 과거 한국 사회에서
신체 변형과 연관된 이슈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담론을 포착하는 실증
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담론 분석이 가진 신뢰성 및 타당성, 담론의
자의성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였다
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패션 산업 분야에 현대 한국 여성들의 외모의
기준을 언어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 외모에 관해 대
중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자료
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2000년 이후 한국, 미디
어, 그리고 여성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외모담론들이 형성되고 개인의 실
천으로 행해지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현 한국 미디어가 만
들고 여성들의 실천으로 심화되는 여성의 외모담론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패션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외모관리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모 텍사노미를 문헌 연구를 통해 하향식으로
구축하였으므로 영문의 문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서는 편향
성을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이 포함될 수 있었으며, 외모의 분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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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에만 의존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크롤링을 활용한 상향식
의 텍사노미 구축 과정을 거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겠다.
둘째, 빅카인즈 내의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있어, 동음이의어, 표제화
의 기능이 부재하여 연구자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후의 정제
과정을 거쳤으나, 여러 코더에 의한 코더 간의 신뢰도를 밝힌 정제 과정
이 없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빅카인즈 외에 편향성 없는 분석
도구를 확인하여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매체의 뉴스 기사 외에도 타 미디어(SNS, 유투브, 블로그
등) 또는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을 활용하여 외모담론의 수용자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와 상호 보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모담론의 지형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
로 한국 사회 내에서 외모담론의 지형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후속연구
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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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어 관계 분석 관련
[부록표 1-1] 연어 관계 분석 수행 기사수
개념범주
상위

중위

검색 결과
기사수

개념속성 키워드

하위

A
신체

신체
몸

16,527
56,834

머리
목
유방/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신체사이즈/몸사이즈
체격
키
신체비율/몸비율
체형
몸매
보디라인/바디라인
각선미
체중/몸무게
몸짓

28,912
22,434
32,189
23,986
10,107
5,661
9,489
15,386
223
2,481
16,736
88
2,682
10,049
438
949
10,187
2,589

A01 신체 형태

a01-01 신체 부위

a01-02 신체 사이즈

a01-03 체형
a01-04 체중
A02 신체 동작
a02-01 자세

자세

12,297

걸음걸이

636

제스처

848

피부
피부결
피부색/피부컬러
피부톤
머리카락/헤어
머릿결
머리색/머리컬러/헤어색/헤어컬러
손톱

15,367
215
1,475
365
5,624
399
76
1,624

발톱

628

a02-02 걸음걸이
a02-03 제스처
A03 신체 표면
a03-01 피부

a03-02 머리카락

a03-03 손톱,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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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범주
상위

중위
A04 얼굴 구성

a04-01 얼굴 형태

a04-02 얼굴 동작

B
복식

a04-03 얼굴 표면
B01 신체 변형

b01-01 색 변형

b01-02 형태 변형

b01-03 질감 변형

검색 결과
기사수

개념속성 키워드

하위

얼굴

45,463

얼굴윤곽/얼굴선/얼굴라인/페이스라인
얼굴형/두상
이마
눈
코
입술
입
귀
치아
광대
턱
눈썹
속눈썹
표정
눈빛
미소
얼굴색/얼굴빛/안색/낯빛

542
615
2,751
61,559
6,150
4,172
25,801
11,891
1,956
1,026
2,655
1,553
7
19,197
5,530
9,255
813

염색
화장/메이크업
선탠/태닝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
네일
페디큐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머리모양
피어싱
기초화장
피부미용
피부시술/피부과시술
스킨케어/피부관리
헤어케어/헤어관리/모발케어/모발관리
제모/왁싱

1,427
8,551
356
845
1,445
330
41
6,301
741
43,169
4,360
5,341
172
2,260
185
85
808
119
1,354
201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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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2] 신체 개념속성 키워드의 연어 관계
좌측 공기어

신체
개념속성
키워드

형용사

명사

가벼운, 뛰어난, 심한, 아름다운,
어려운,
갑작스러운,
힘든,
빼어난, 별다른, 남다른

특정, 정신, 평균, 주요, 알몸, 정밀,
노인, 대부분, 일부, 과잉

신체

아픈, 아름다운, 무거운, 귀한,
가녀린, 가벼운, 멋진, 가냘픈,
깡마른, 힘든

평소, 요즘, 실제, 엄마, 최근, 평생,
환자, 대부분, 결국, 반면

몸

빨간, 노란, 하얀, 뛰어난, 까만,
차가운, 새로운, 예쁜, 무거운,
바른

금발, 커트, 갈색, 댕기, 파마,
웨이브, 빨강, 염색, 바가지, 단발

머리

긴, 부드러운, 하얀, 아름다운,
가녀린,
가느다란,
올바른,
가벼운, 가는,c흰

평소, 최근, 왼쪽, 오른쪽, 결국,
(어느)순간, 대부분, 얼굴, 어깨,
보통

목

아름다운, 예쁜, 커다란, 새로운,
심한, 멋진, 착한, 올바른,
부드러운, 둥근

왼쪽, 양쪽, 한방, 한쪽, 오른쪽,
물방울, 자가지방, 줄기세포,
거대, 실리콘

유방/가슴

부른, 아픈, 동그란, 무거운, 예쁜,
둥근, 더러운, 아름다운

엄마/어머니,
임신부/임산부,
올챙이, 오른쪽, 왼쪽, 가슴,
임신, 산모, 한쪽, 허리

배

개미, 한줌, 바지, 왼쪽, 양쪽,
오른쪽, 만성, 일자, 보통, 가슴

허리

예쁜, 아름다운, 커다란, 탐스러운,
멋진, 업된, 새로운, 매끄러운,
착한, 굴곡진

왼쪽, 허리, 오른쪽, 가슴, 오리,
바지, 한쪽, 허벅지, 퇴행성,
아가씨

엉덩이

가는, 예쁜, 아픈, 가녀린, 아름다운,
두꺼운,
가느다란,
기다란,
길다란, 깡마른

한쪽, 왼쪽, 오른쪽, 양쪽, 최초,
가짜, 반대편/쪽, 진짜, 인공,
어깨

팔

예쁜, 아름다운, 아픈, 두꺼운, 가는,
멋진, 가느다란, 하얀, 매끄러운,
착한

한쪽/왼쪽/오른쪽,
양쪽,
양반,
O자(형),
코끼리,
마네킹,
극세사, 좌우, X자(형), 11자

다리

올바른, 놀라운, 과한

플러스, 가슴, 허리, 평균, 표준,
(∼)이상,
바비인형,
프리,
미디엄, 엉덩이

신체사이즈/
몸사이즈

가냘픈, 뛰어난, 가녀린, 깡마른

보통, 평균, 정상, 표준, 중간,
프로필상, 서양인, 실제, 원래,
표본

체격

아픈, 심한, 두꺼운, 아름다운, 가는,
두드러진, 가벼운, 강한, 가냘픈,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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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개념속성
키워드

좌측 공기어
형용사

조그만, 커다란,
빼어난

남다른,

명사

예쁜,

평균, 최종, 아이, 성인, 실제, 보통,
(cm)이상, 부모, 표준, 자녀

키

(8등신에)가까운, 남다른, 놀라운,
아름다운

황금, 몸매, 직경, 하체, 우월

아름다운, 깡마른, 올바른, 두꺼운,
바른, 가녀린, 멋진, 둥근,
커다란, 예쁜

한국인, 보통, 표준, 비만, 평균,
정상, 서구, 서양인, 하이데프,
적정

체형

아름다운, 멋진, 예쁜, 가녀린,
빼어난, 가냘픈, 뛰어난, 깡마른,
착한, 남다른

볼륨, S라인, 명품, 반전, 글래머,
수영복, 콜라병, 워너비, 완벽,
팔등신

몸매

아름다운, 예쁜, 매끄러운, 멋진,
엄청난,
부드러운,
가녀린,
굴곡진, 빼어난, 여리여리한

명품, S, 허리, 가슴, 어깨, 다리,
엉덩이/힙, 얼굴, 목, 종아리

보디라인
/바디라인

남다른, 아름다운, 빼어난, 가녀린,
뛰어난, 예쁜, 매끄러운, 새하얀,
눈부신, 가느다란

명품, 다리, 종아리, 전체, 무결점,
11자, 소녀시대, 젓가락, 완벽,
여름철

각선미

지나친,
갑작스러운,
무거운,
가벼운, (-kg에)가까운, 엄청난,
빠른, 심한, 올바른, 놀라운

정상, 적정, 표준, 평균, (kg)이상,
평소, 원래, 목표, 건강,c실제

체중/몸무게

아름다운, 우스꽝스러운, 가녀린,
귀여운, 예쁜, 가벼운, 야한,
어설픈, 서툰, 건방진

손짓, (말)대신, 즉흥, 표정, 인간,
관능, (여러)가지, 섹시, 에로틱,
농염

몸짓

바른, 올바른, 나쁜, 편한, 어려운,
멋진, 어설픈, 아름다운, 힘든,
(낯)뜨거운

마음, 정신, 준비, 공부, 기본, 스윙,
어드레스, 수면, 생활, 퍼팅

자세

올바른, 빠른, 바른, 멋진, 나쁜,
예쁜, 아름다운

평소, 팔자, 학다리, 보통, 1자

아름다운,
귀여운,
새로운

파이브, 어투, 몸짓

가벼운,
부드러운,
멋진, 친한, 어설픈,

신체비율
/몸비율

제스처

하얀,
뽀얀,
고운,
매끄러운,
아름다운, 거친, 환한, 부드러운,
어두운, (-하기)쉬운

지성, 동안(童顔), 얼굴, 건성,
여드름, 구릿빛, 아기, 무결점,
물광, 광채

매끄러운, 거친, 고운, 부드러운,
하얀, 가벼운, 아름다운, 쫀쫀한,
고른, 앳된

꽃잎, 얼굴, 바디, 물광,
우윳빛, 동안, 누드톤

멋진, 어두운, 노란, 새하얀, 까만,
흔한, 하얀

원래, 고유, 얼굴, 학창시절, 구릿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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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

실크,

피부

피부결
피부색/
피부컬러

좌측 공기어

신체
개념속성
키워드

형용사

명사

어두운, 환한, 노란, 하얀, 고른,
부드러운, 탁한, 차가운, 뽀얀,
새하얀

얼굴, 본래, 전체, 즉시, 우윳빛,
구릿빛, 태닝, 도자기

피부톤

새로운, 예쁜, 멋진, 아름다운, 까만,
부드러운, 가느다란, 새하얀,
빨간, 탐스러운

웨이브, 단발, 인조, 포니테일,
업스타일, 숏커트, 커트, 금발,
갈색, 검은색

머리카락
/헤어

부드러운, 매끄러운, 새하얀

염색, 여름철, 볼륨, 찰진, 갈색,
흑갈색, 전지현, 고동색, 웨이브,
황금빛

머릿결

까만, 눈부신, 어두운, 빨간

검정색, 트렌드, 브라운, 버건디,
블랙, 갈색, 오렌지, 총천연색,
샛노랑, 투톤

예쁜,
아름다운,
약한,
빨간,
날카로운,
못생긴,
길디긴,
(-을)바른,
(부러지기)쉬운,
(소홀하기)쉬운

인조, 평소, 일부, 엄지, 모조

손톱

예쁜, (치료)힘든

내성, 손톱, 새끼, 엄지, 평소,
(내향성)족지, 플라스틱, 여름철

발톱

예쁜, 아름다운, 앳된, 동그란/둥근,
새로운, 귀여운, 환한, 하얀,
못생긴, 고운

동안(童顔), V라인, 평균, 실제,
진짜, 대표, 오른쪽, 원래, 왼쪽,
전체

얼굴

아름다운,
매끄러운,
예쁜,
부드러운, 둥근, 진한, 고운,
(비율이 좋지)못한, 동그란,
(V라인에)가까운

얼굴, 헤어, 이마, V, 하트, 인비절,
턱선

동그란, 둥근, 예쁜, 아름다운,
부드러운,
남다른,
거친,
도드라진, 귀여운, 부러운

V라인, 동안, 본래, 여신, 미인,
비대칭, 대부분, 마름모, 역삼각,
평소

얼굴형/두상

예쁜, 둥근, 동그란, 아름다운, 환한,
(주름생기기)쉬운, 멋진, 귀여운,
못생긴, 굴곡진

왼쪽, 오른쪽, M자, 보형물, 실제,
짱구, 3자, 머리, 여름, 한쪽

이마

동그란, 커다란, 아름다운, 예쁜,
(화장이)진한, 까만, 쌍꺼풀진,
부드러운, 둥근, 귀여운

한쪽, 왼쪽, 오른쪽, 양쪽, 토끼,
갈색, 스모키, 외꺼풀, 원래,
쌍꺼풀

눈

예쁜, 아름다운, 둥근, 못생긴, 멋진,
귀여운, 못난, (수술이)어려운,
(수술이)새로운, 두꺼운

한쪽, 동안(童顔), 버선, 양쪽,
한방(韓方), 딸기, 매부리, 실제,
명품, 일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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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색/머리컬러/
헤어색/헤어컬러

얼굴윤곽/얼굴선/얼
굴라인/페이스라인

좌측 공기어

신체
개념속성
키워드

형용사

명사

빨간/새빨간, 아름다운, 두꺼운,
예쁜,
두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거친, 어린, 탐스러운

핑크(빛/색), 아래, 붉은색/레드,
동안(童顔), 오렌지, 분홍빛,
코랄, 갈색, 와인빛, 투톤

큰, 커다란, 조그만, 예쁜, 고운,
귀여운, 멋진, 이쁜, 자그만,
야무진

눈 코, 한쪽, 돌출

입

큰, 잘생긴, 남다른

왼쪽, 한쪽, 양쪽, 오른쪽, 당나귀,
눈, 인공, 우측, 뺨, 평소

귀

하얀/새하얀, 누런, 고른, 예쁜,
올바른,
아름다운,
바른,
(-하기)쉬운,
(성형이)빠른,
환한

인공, 자연, 한쪽, 위아래, 기존,
성인, 노년기, 평소, 아래, 돌출입

치아

도드라진, 날카로운, 두드러진,
부드러운, (잡티 생기기)쉬운

45도, 리프팅, 옆, 3D, 삼각, EZ,
L자형,
동안(童顔),
30분,
시크릿

광대

긴, 부드러운, 날카로운, 예쁜, 둥근,
동그란,
아름다운,
귀여운,
조그만, 큰

아래, 이중, 사각, 왼쪽, 코, 평소,
양쪽, 오른쪽, 위아래, V라인

턱

진한, 두꺼운, 예쁜, 흐린, 둥근,
아름다운, 고운, 연한, 부드러운,
길한

일자, 양쪽, 반영구, 원래, 평소,
동안(童顔), 갈매기, 초승달,
불법, 반토막

눈썹

예쁜, 기다란, 진한, 아름다운,
가느다란, 까만, 가냘픈, 거친,
가벼운, 새로운

인조, 아래, 가짜, 위아래, 마스카라,
기존, 인공, 인형, 자연, 위쪽

속눈썹

귀여운, 즐거운, 아쉬운, 환한,
어두운, 멍한, 슬픈, 쑥스러운,
기쁜, 묘한

얼굴, 엽기, -가지, 각양각색,
갖가지, 팔색조, 내면, 일품,
섹시, 19금

표정

날카로운, 슬픈, 진한, 차가운,
매서운, 묘한, 부드러운, 뜨거운,
멍한, 애처로운

카리스마, 매혹, 도발, 멜로, 반전,
블랙홀, 심쿵, 섹시, 컬러,
팜므파탈

눈빛

환한,
부드러운,
아름다운,
싱그러운,
귀여운,
예쁜,
쑥스러운,
눈부신,
가벼운,
즐거운

보조개, 잇몸, 엄마, 여신, 시종일관,
억지, 금빛, 반전, 러블리, 햇살

미소

환한, 어두운, 시커먼, 하얀, 뽀얀

피부, 평소, 대부분, 순간, 피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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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얼굴색/얼굴빛
/안색/낯빛

[부록표 1-3]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의 연어 관계
좌측 공기어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

형용사

명사

노란, 지나친, 빠른, 샛노란, 까만,
빨간, 진한, (원색에)가까운,
값비싼, 과한

천연, 부분, 새치, 뿌리, 셀프, 투톤,
노랑머리, 흰머리, 검은색, 코팅

염색

진한, 두꺼운, 가벼운, 새로운, 연한,
야한, 지나친, 과한, 두터운, 고운

스모키, 아이(eye), 색조, 베이스,
기초,
입술,
아모레퍼시픽,
포인트, 투명, 피부

화장/
메이크업

올바른, 멋진, 지나친, 매끄러운,
까만
뛰어난, 빠른, 새로운, 놀라운,
지나친, 비싼, 색다른, 올바른

인공, 셀프, 자연, 기계, (태양)아래,
장시간, 여름철, 실내, 구릿빛,
전신
피부, 치아, 전신, 얼굴, 기존,
전문가, 한방,
고농축, 집중,
신개념

선탠/태닝
미백/
화이트닝

커다란,
푸른,
새로운,
(원상복구가)힘든,
섣부른,
(삭제가)어려운, 멋진, 까만

눈썹, 두피, 패션, 아이라인, 미용,
스티커, 커플, 한글, 반영구,
눈꺼풀

타투/문신

예쁜, 두꺼운

프렌치, 젤, 셀프, 골든, 컬러, 일반,
누드, 시스루, 글리터, 블랙

네일

빨간

레드, 데님, 형형색색

페디큐어

지나친, 심한, 올바른, 새로운, 힘든,
즐거운, 눈물겨운, 독한, 빠른,
쉬운

한방(韓方), 수면, 원푸드, 슬리핑,
단기간, 황제, 건강, 복싱, 산후,
디톡스

다이어트

빠른, 갑작스런, 새로운

(∼)kg, 체지방, 뱃살, 촤과체중,
부분, 스피드, 폭풍, 급속,
(∼)개월, 실제

체중감량

가벼운, 심한, 힘든, 새로운, 격한,
뛰어난, 지나친, 쉬운, 거친,
어려운

유산소, 근력, 준비, 근육, 케켈,
마루, 평소, (근력/근육)강화,
전신, (∼분/시간)이상

운동

지나친, 새로운, 올바른, 흔한, 비싼,
가벼운, 뛰어난, 어려운, 바른,
어설픈

가슴/유방, 미용, 한방(韓方), 쁘띠,
전신, 한방가슴, 얼굴, 불법,
이마, 소음순

성형

새로운, 빠른, 올바른, 힘든, 어려운,
비싼, 흔한, 쉬운, 빼어난, 뛰어난

레이저, 필러, 성형, 미용, 보톡스,
임플란트, 불법, 리프팅, 1회,
제모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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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

좌측 공기어
형용사

명사

긴, 새로운, 바른/올바른, 빠른

투명, 설측, 일반, 치열, 급속,
주걱턱, 턱, 치과, 돌출입, 성인

치아교정

새로운, 멋진, 귀여운, 쉬운, 로맨틱,
예쁜, 아름다운, 둥근, 힘든,
색다른

웨이브, 숏커트, 포니테일, 단발,
커트, 유행, 단발머리, 보브,
금발, 업두(updo)

헤어스타일/
머리모양

커다란, 색다른

배꼽, 처음, 얼굴, 문신, 보디, 최근,
입술, 청소년기, 애인, 불법

피어싱

두꺼운, 가벼운, 진한, 멋진, 강한

평소,
아침,
여름철,
(외출하기)전, 옅은

새로운, 올바른

새로운, 빠른, 흔한

만점,

평소, 무료, 각종, 고급, 무허가,
여름, 다이어트, 전문, 기존,
갖가지
레이저,
피부미용,
필러/필링,
리프팅,
한번/1회,
보톡스,
(∼)회,
동안(童顔),
회춘,
고주파

올바른, 쉬운, 까다로운, 부드러운,
가벼운, 나은, 손쉬운, 힘든,
새로운, 지나친

모공, 각질, 기초, 보습, 전문,
안티에이징, 수분, 화이트닝,
집중, 여드름

올바른, 값비싼, 새로운

두피, 탈모, 전문, 스페셜, 집중,
프리미엄, 셀프, 고급, 손상,
미용실

어설픈, 새로운, 흔한

레이저, 브라질리언, 영구, 자가,
다리,
셀프,
(비키니)라인,
겨드랑이, 왁스,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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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장

피부미용

피부시술/
피부과시술

스킨케어/
피부관리
헤어케어/헤어관리/
모발케어/모발관리

제모/왁싱

키워드
염색
화장/메이크업
선탠/태닝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
네일
페디큐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머리모양
피어싱
기초화장
피부미용
피부시술/피부과시술
스킨케어/피부관리
헤어케어/헤어관리/
모발케어/모발관리
제모/왁싱
합계

2001
71
239
9
16
32
9
0
188
14
1,139
96
145
2
53
7
4
28
2
46
11
5
2,116

2000
43
220
12
10
31
2
0
131
7
1,282
63
124
6
34
3
1
20
0
24
3

9
2,025

6
2,470

4

2002
73
279
5
23
29
11
1
199
12
1,476
104
100
4
58
11
7
26
0
42

8
2,967

13

2004
83
324
12
47
54
8
2
240
20
1,719
93
138
8
75
13
3
42
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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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10

9

2003
72
298
9
38
53
8
2
249
20
1,621
121
139
5
44
10
4
41
2
58

10
2,825

13

2005
65
294
15
44
41
13
0
241
12
1,565
110
183
5
83
11
2
54
5
59

15
2,882

9

2006
54
323
17
52
51
4
2
248
20
1,468
164
249
12
69
3
8
50
7
57

18
2,742

6

2007
48
280
10
32
36
7
1
252
15
1,503
175
193
8
73
3
2
36
2
42

[부록표 2-1]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의 연관어 분석 수행 기사수

2. 연관어 분석 관련

18
4,351

12

2008
66
429
26
58
59
13
2
389
47
2,253
270
385
18
143
19
3
62
5
74

36
4,607

19

2009
59
554
16
68
58
22
6
424
75
2,081
326
461
12
182
10
8
78
16
96

7
20
4,515

15
4,776

79
473
22
56
80
17
0
438
65
2,336
252
363
9
125
19
8
57
7
82

2011

11

109
598
29
51
103
24
5
445
47
2,281
342
332
21
235
7
5
38
2
76

2010

15
4,095

7

88
488
13
36
84
18
2
293
29
2,172
253
311
8
125
13
4
43
9
84

2012

28
4,939

14

80
597
57
50
145
31
1
404
46
2,275
426
468
14
173
4
2
33
17
74

2013

38
4,585

19

66
562
13
60
100
25
1
408
47
2,088
387
452
12
142
4
6
40
18
97

2014

20
4,959

13

92
720
15
54
109
40
7
440
37
2,444
291
364
5
167
5
2
21
3
110

2015

22
4,088

11

64
425
7
33
96
26
2
254
47
2,201
189
456
9
115
7
2
40
11
71

2016

48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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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0
503
8
45
124
17
5
261
42
2,271
153
411
5
110
13
3
19
7
60

2017

※ “(신체 변형 개념속성 키워드)AND((여성)OR(여자))”로 중앙지 6개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사에 검색한 결과임.

헤어케어/헤어관리/
모발케어/모발관리
제모/왁싱
합계

염색
화장/메이크업
선탠/태닝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
네일
페디큐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머리모양
피어싱
기초화장
피부미용
피부시술/피부과시술
스킨케어/피부관리

키워드

[부록표 2-1] 계속

338
65,944

188

1,292
7,606
295
773
1,285
295
39
5,504
602
34,175
3,815
5,274
163
2,006
162
74
728
115
1,215

함계

0.51%
100.00%

0.29%

1.96%
11.53%
0.45%
1.17%
1.95%
0.45%
0.06%
8.35%
0.91%
51.82%
5.79%
8.00%
0.25%
3.04%
0.25%
0.11%
1.10%
0.17%
1.84%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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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록그림 2-1] ‘화장/메이크업’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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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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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록그림 2-2] ‘다이어트’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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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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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록그림 2-3] ‘운동’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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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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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록그림 2-4] ‘성형’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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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록그림 2-5] ‘시술’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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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2] 공시적 관점에서 선정된 신체 변형 연관어(총 223개)의
어휘적 속성별 분류
연관어

어휘적 속성

우리나라(45), 중국(22), 프랑스(9), 영국(6), 부산(5), 한국(5),
강남(3), 서울(2), 미국(2)

지역

자신감(31), 매력적(10), 만족도(7), 외모 변화(6), 피부변화(5),
경쟁력(5), 정체성(3), 차별화(2), 성공률(2)

획득할 수
있는 가치

몸짱(9), 얼짱(5)

외모우위
지칭

상대적(10)

외모기준
관계

미인대회(2), 요녀(2)

성적 대상화

자연산(2)

신체를
식품에 비유

TV(9), SNS(9), 시청자들(7), 인스타그램(4), 파르베(3), CF(3),
페이스북(2), 동아TV(2), 렛미인(2)

미디어 종류

연예인(30), 아이들(28), 친구들(15), 장애인(10), 네티즌들(9),
직장인(8), 연령대(6), 주부들(5), 여대생(5), 남자친구(5),
20∼30대(5), 수험생(3), 여학생들(3), 젊은이들(3), 남녀노소(3),
시민들(3), 스타들(3), 여배우(3), 일반인(2), 청소년들(2),
선생님(2), 여고생(2), 모델들(2), 임신부(2), 25∼29세(2)

구성원
집단명과
연령

박근혜(6), 이효리(5), 이영자(4), 전지현(3), 채시라(2), 김아중(2),
엄정화(2), 루나(2), 걸그룹(2), 김호정(2), 한명숙(2)

유명인

몸무게(24), 뱃살(18), S라인(11), 쌍꺼풀(8), 광대뼈(6), 주름살(5),
볼륨감(5), 쌩얼(5), 민낯(4), 눈빛(4), 속눈썹(4), 얼굴형(4),
각선미(3), 맨얼굴(3), 온몸(3), 이목구비(3), 매부리코(3),
팔자주름(3), 눈꺼풀(2), 생머리(2), 발끝(2), 피부색(2),
아랫배(2), 똥배(2), 콧대(2), 바디라인(2), V라인(2), 사각턱(2),
피부 탄력(2)

신체 부위와
특정 형태의
신체 부위 및
신체 모양

성형수술(30),
식이요법(19),
지방흡입술(17),
필러(16),
보형물(13), 헤어스타일(13), 쌍꺼풀 수술(8), 수술법(6),
스트레칭(7), 재수술(4), 가슴성형(4), 이쁜이수술(4), 유방확대
수술(4), 박피술(3), 모발이식(3), 프로포폴(3), 체형교정(2),
고주파(2), 자흉침(2), 지방이식(2), 질성형(2), 변비약(2)
화장품(8), 아이섀도(5), 자외선 차단제(5), 아이라인(5), 신제품(2),
제품들(2)

신체 변형
수단과 상품

옷차림(25), 미니스커트(3), 하이힐(3), 청바지(2)
LG레이디카드(3)
소비자(5), 고객들(2)

소비자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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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어

피부과(20), 성형외과(15), 전문가들(15), 전문의(7), 의료진(6),
미용실(6), 의사들(4), 헬스클럽(2), 병원측(2), 전문가(2),
의료기관(2), 연구팀(2), Clinic(2), 백화점(2)
아모레퍼시픽(11), 태평양(5), LG생활건강(4), 라네즈(2), 랑콤(2)

어휘적 속성

소비산업
주체

LG캐피탈(2)
건강보험(4), 수술비(3), 보험료(3), 보험금(2), 생명보험(2),

비용적 측면

단백질(7), 에스트로겐(6), 식이섬유(5), 영양소(3), 지방세포(2),
저지방(2), 섬유질(2), 셀룰라이트(2), DNA(2)

의학적,
과학적 용어

일상생활(18), 식습관(10), 생활습관(6), 건강식(3), 식생활(3)

일상의 생활

피부관리(12), 체중감량(10), 몸매관리(9), 피부미용(3), Beauty(2)

습관과 관리

일주일(2), 점심시간(2), 단기간(2)

시간 관련

쿠키 건강 칼럼(13), 미학칼럼(4)

기사 칼럼명

설문조사(12), 실태조사(2), 응답자(2)

객관적 자료

성폭력(9), 외모지상주의(8), 피해자(6), 성매매(5), 성희롱(3),
변호사(3), 고정관념(2), 외모 콤플렉스(2), 성차별(2), 성추행(2)

사회 문제와
사건․사고
보도 관련

김씨(23), 이씨(15), 박씨(3)
부작용(45), 유방암(20), 우울증(15), 치료법(13), 발병(10),
고혈압(7), 거식증(7), 요요현상(7), 관절염(5), 암 치료 과정(5),
합병증(4), 후유증(3), 공업용 실리콘(3),당뇨병(3), 복부비만(3),
과체중(2)

부작용 및
질병 관련

불가능(2)

실현유무의
부정

눈물(14), 처절(2)

감정 관련

안전성(7), 위험성(2)

안전 관련

보건복지부(6), FD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 국민건강보험공단(2)

관리․감독을
행하는
기관명

※ 연관어 옆 괄호 안의 숫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사이에 연관어로 등장한 누적 빈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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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 on Women’s Appearance
in the Korean Media
: Focusing on Analysis of News Articles
since 2000

Jin Hyun Ahn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women

are

living

a

life

in

a

society

where

much

unprecedented emphasis is put on appearance. Images of beautiful
looks are being shared with women as the visual culture and
established as significant values to them. Commercialism and the
profit

structure

of

the

media

and

the

consumer

appearance

management industry have been intensified with the capitalistic
development, making women pursue appearance defined by the media
rather than the biological beauty. In particular, as a kind of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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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on the body modification established from such a process
encourages women to acquire their appearance through modification
cutting and trimming a body. Hence,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discourse on Korean women’s appearance in media from a contextual
way by analyzing how such discourse was created in media both
reflecting society and culture and influencing them at the same time
and

especially

what action

women

do

for

a

body

and

body

modification.
Accordingly, the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socially-defined
discourse on appearance through linguistic expressions of female
appearance shown from the Korean media. Research topic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fines appearance and systemizes the
taxonomy of appearance to extract speech acts of female appearance
in

a

Korean

society.

Secondly,

it

identifies

modifications

and

expressions on a female body and body modification in the Korean
media

and

derives

lexical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body

modification. Thirdly, it examines the discourse on female appearance
in the Korean media with understanding on the way they produce the
discourse

based

on

body

modification

and

females’

changing

perception and attitude on appearance.
Three research methodologies were used for research topics above
including the literatur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of corpus
analysis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first is the literature research for examining theo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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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studies on appearance. The second is the quantitative
research for extracting and analyzing the corpus of words related to
body and body modification from the taxonomy of appearance derived.
The third is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deriving the discourse on the
female appearance in the Korean media through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by Fairclough. Paying attention to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media

and

the

periodic

universality

making

much

of

appearance, this research was done for news articles by 6 daily
newspapers from 2000 to 2017.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 the whole entity composed of human body-related
elements which are perceived visually, appearance is defined as the
constituent of body and dress. Appearance consists of a body itself
and dress operating the body and embracing everything added to it
and both elements of body and dress have a correlation with each
other

and

are

perceived

as

the

whole

to

others,

forming

an

impression of appearance.
Secondly, the taxonomy of appearance was derived according to
attributes of body and dress constructing appearance. The body was
classified into a body forms, body motions, body surfaces and a facial
configurations, and dress into body modification, body supplement and
comprehensive attributes. The body modification refers to a change of
the bodily property and may be divided into the modification of a
body color, form and texture. The body supplement are compos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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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es wrapping up the body and accessories, and comprehensive
attributes consist of the garment aesthetics, fashionabi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dress.
Thirdly, Korean media showed an ideal image of a female body by
part and the body modification revealed an attribute of fashion
changing and pursuing the new. Besides, there were words relating
the body modification to consumption, lists of targets for the body
modification, body assessment after its modification, description of the
body modification as a right and proper attitude in life and terms on
the efficiency of pursing appearance through the body modification
and on related expert analysis. It may be connected to the consumer
appearance

management

industry

and

media

creating

a

trend

constantly and be similar to continual production of fashion trends by
the fashion system.
Fourthly,

lexical

meanings

of

the

female

body

and

body

modification in media could be categorized into value acquisition,
consumption & investment, fashion & information, efficiency & effect,
segmentation,
routine

of

reaction

&

diversification,

self-management,

sexual

judgment &

objectification,

evaluation,

criticism

and

improvement of social issues. There is a pattern developing the body
modification of a woman into the appearance discourse from texts of
news articles and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discourse in a more
specific manner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Fifthly, discourse from the Korean media could be analyzed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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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ance

management

as

qualification,

appearance

concept

fragmented, appearance evaluation internalized, appearance surveillance
deepened, and the coexistence of destructive appearance discourse and
subjective appearance practice. As for the discourse on appearance
management as qualification, the Korean media reported that female
appearance is capital which should be pioneered and invested for
survival. As for the discourse on appearance concept fragmented,
appearance management industry and the media described a female
body as a target for the modification to be assembled like part for
urging women to consume the body modification. Besides, every
human body became an object for the modification so there was a
phenomenon where the meaning of fashion was invading to the inside
of the body fragmented from the outside. As for the discourse on
appearance

evaluation

internalized

and

appearance

surveillance

deepened, not only the press and the media but social members and
women themselves turned to Procrustes, evaluating appearance based
on the appearance discourse established from a society. Owing to the
overflow

of

information

on

the

body

modification,

there

was

appearance surveillance by self-censorship as well as that by others
and

communities.

appearance

As

discourse

for
and

the

coexistence

subjective

of

appearance

the

destructive

practice,

female

appearance was crushing a variety of lifestyles and values in the
Korean society while being dragged by Satanic mills. However, at the
same time, females put stress on the natural beauty of a bod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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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the subjective intention to invest in the appearance capital, never
conforming to the dominant discourse.
The media was making females desire for more beautiful and better
looks and saying that they had to have it. The media were
exercising the unfair power over community members, urging them to
transform their body and implanting standardized desire in their mind,
and they were destructing their lives and values significant to them.
They are to put their looks in the center of the limitless competition
and especially be immersed in the operation of a body through the
modification. Such discourse on appearance was neither formed by
one or two news articles nor established within a short time. It has
been reflecting the ordinary language and acting as the power for a
long time in a stable manner.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erived the taxonomy of
appearance stratified by its concept, meaning and attribute, based on
above, identified speech acts of appearance from a large quantity of
texts

so

expanded

the

range

of

research

that

discovers

the

importance of body and appearance they have in studies of clothing
and textile from linguistic phenomena. It conducted the empirical
research capturing the discourse through the corpus-based analysis
on modifications and expressions of a body composing female looks
in the Korean society and issues of the body modification in the past.
Hence, it also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d the methodology
which may overcome skepticism abo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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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discourse analysis and arbitrariness of the discourse.
Besides,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structed data about
where public interest in female looks is and how far it is now,
suggesting contemporary Korean women’s standard of appearance to
the fashion industry from a verbal dimension. Through a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discourse on appearance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 media and women and
conducted by individual practice since 2000, the study has also
significance in that it reconsidered perception of the discourse on
female appearance formed by the present Korean media and deepened
by practice of women and investigated an appearance management
phenomenon of Korean society’s own from a perspective of fashion
design. The topography of the discourse on appearance is changing
continually with a socio-cultural context so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to identify a topographic change of the discourse on
appearance constantly in a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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