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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서울시 일개 구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 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희경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웰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중요하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USDHHS], 1996). 그러나 

청년세대의 여성에 살펴볼 때, 이들의 신체활동 지표는 청년이 생애에서 

가장 건강할 것이란 기대(변진경, 2018)를 저버린다. 2017년 서울시 통계

에 따르면 20대 남성과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 차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컸으며,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지표는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월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양상이다(보건복지부, 2018). 이런 상황에서 청년세

대의 건강과 건강행태를 다룬 연구는 희박하며(이재빈 외, 2020), 남성과 

여성의 행태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하다(박은자, 차미란, 2016). 체육 

교육의 여파(김동식 외, 2015), 돌봄노동(Duin et al., 2015)이 여성의 신

체활동 부족 원인으로 꼽히지만, 학창 시절을 지나 결혼을 선택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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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장진희 외, 2016) 현재 청년 여성의 행태를 설명하기에 미흡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의 인식과 경험을 탐

색하고 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청년 여성의 밀도가 높은 서울시, 그중에서도 신

체활동 친화적 물리적 환경의 조성은 도시 평균에 해당하면서 청년 여성

의 신체활동 참여율은 떨어지는 A구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 나이, 

직종, 결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 연구 참여자는 만 19세~34세의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 20명이다. 심층면접조사에서 이들의 현재

와 과거, 신체활동 경험을 물으며 청년 여성의 현실 속에서 신체활동은 

무엇인지, 신체활동을 둘러싼 사회맥락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신

체활동 증진 사업이 펼쳐지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았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들은 신체활동을 ’운동‘이라 

여겼다. 이때 이들이 말하는 운동은 ‘전문화된 운동’으로 좁혀지며 몇 가

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운동은 체형이나 체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단으로 

인식된다. 또 전문가의 지도를 동반하기에 운동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운동이 비용, 시간을 투입하는 학습일 때, 비용이나 시간이 부족한 이들, 

운동으로 성과를 얻지 못한 이들, 체력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은 운동

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신체활동 실천 부족 여성들

은 과거에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등 평균적으로 3가지의 운동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이렇듯 운동이 특정 형태로 자리 잡는 데는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NS])의 영향력이 꼽혔다. 여성들은 온

라인을 통해 유행하는 운동 문화를 접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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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추구하는 운동이 명확해지자 신체활동의 위계가 발생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걷기는 원하는 성과를 가져오기에 부족한 활동으로 저평가되었

다. 그리고 걷기를 경시하는 청년 여성들에게 공원, 산책로의 조성과 같

은 신체활동 증진 정책은 그들의 운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개념이 그간 공공보

건의 건강증진 정책에서 다뤄온 신체활동과 다르며, 지금의 정책으로는 

이들의 신체활동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 여성들

이 말하는 신체활동의 내용, 가치가 보건학에서 말하는 신체활동과 어떻

게 다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파악하여 ‘청년 여성을 위

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지침을 들 수 있다. 걷기나 저강도의 

신체활동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며, 좌식 시간을 줄이고 일상 속 신체활

동을 쌓는 습관이란 메시지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궁극

적으로는 값비싼 특정 운동만이 아니라 쉽고 간편한 운동도 긍정하는 문

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SNS 속 경도된 운동 문화를 깨닫도

록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 청년 여성, 여성 신체활동, 청년 신체활동, 청년 여성 신체활

동, 몸만들기, SNS와 몸, 청년 걷기 

학  번 : 2020-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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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성별과 나이와 관계없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신체적･정신적･사
회적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USDHHS], 

1996). 그러나 국내 성인의 신체활동 현황을 말해주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실천율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보

건복지부, 2021). 성인 중 청년에 한정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한

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자료에서 일주일에 평균 신체활동 시간이 1시

간 이하인 청년은 2018년 54.9%로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일주일

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을 권장하는 성인용 신체활동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

발원, 2015)에 비추어볼 때, 청년들의 건강행태 지표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성인 전반, 그리고 청년세대의 신체활동 지표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에서 신체활동 실천에 있어 꾸준히 존재해온 성별의 차이를 외면하는 것

은 여성의 건강행태를 소홀히 다루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내의 남녀 청소

년들의 신체활동 수준 차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늘고 있다(이은영 외, 

2016). 2020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전체 남성이 23.1%, 여성은 13.8%(보건복지부, 2021)로 

성인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기 이후 생애전환기를 거친 청년세대는 다른 성인 연령대에 비해 신체활

동 실천의 성별 간 차이가 확연히 크다. 2017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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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율은 각각 33.4%와 18.3%로 연령대별 비교 시 그 격차가 가장 컸다. 청

년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동일 연령대 남성의 신체활동 수준에 못 

미칠뿐더러 50대, 60대의 성인 여성에 비해서도 높지 않아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게다가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은 높다. 국민생

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여성들은 동일 연령대의 남성에 비

해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정리

하자면, 신체활동이라는 건강행태를 꾸준히 실천하는 청년 여성의 비율은 

낮고,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청년세대

의 여성을 향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행태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하다(박은자, 차미

란, 2016). 게다가 청년세대를 중심에 두고 신체활동 특성, 건강행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이재빈 외, 2020) 상황이라 그 

와중에 청년 여성에 주목한 연구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여성들

의 신체활동은 그저 몇 개의 정량적 자료로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청년세대는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로 이행해오며 학업, 취업, 결

혼 및 육아 등 과업의 수행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세대로 인식

된다(정민우, 이나영, 2011). 또한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 아래 자라났기

에, 향후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이나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방미현, 

이영민, 2020)되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들에 관한 관심이 요구된다. 

청년은 흔히 생애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로 여겨지지만(변진경, 2018) 최

근 주거, 노동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침을 겪으며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태완, 최준영, 2017). 이러한 청년세대는 건강에 대한 가



- 3 -

치관을 바탕으로 나름의 건강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의 건강은 사회적 결정요인의 결과 변수(김지

경 외, 2018)로 취급받기에 이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을 결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청년의 건강이나 건강행

태를 중심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청년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청년세대가 이전과는 다른 특성과 어려움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책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청년 여성은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

고 있어 삶의 역동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을 임신이나 출산의 틀

에서 가임기나 결혼 적령기로 구분하는 시각이 줄어들고(문은영 외, 

2013) 비혼 여성이나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장진희 

외, 2016)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여성의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요

인으로 가정에서 돌봄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Duin et al., 2015)이

라는 점만을 근거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년 여성은 과거 세

대보다 자신의 직업이나 여가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김혜경, 

2017)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경로, 더 나아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영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 여성들의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에 대한 설명으로 청소년기부터 

이어져 온 체육 교육 경험의 여파, 생활 체육 시설의 부족 등(김동식 외, 

2015)이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학창 시절의 경험을 들어 현재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부족을 설명하는 것은 입체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신체활동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맥

락과 함께, 다양한 개인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변화하고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 내에서도 신체활동 관련 인식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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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신체활동 수행에 있어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안전한 이웃 환경을 갈망하기도 한다(Ball et al., 2006)는 

결과, 신체활동을 통해 비혼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연

구(김민철, 박수진, 2021)는 여성 사이에도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된 맥락

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렇기에 다양한 맥락을 가진 청

년 여성들이 한결같이 낮은 신체활동 실천을 보이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신체활동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의존하여 수행되는 

활동임을 고려해야 한다(Stronegger et al., 2010).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여파가 청년 여성에게까지 닿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청년 여성이 신체활동과 지역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때 개인에 국한되지 않은 신체활동 증진 접근

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들이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파악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을 위한 개선 여지

가 마련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청년세대는 청년이라 건강한 존재가 아니며, 청년 시절의 

건강행태가 삶의 이행을 거친다고 해서 저절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에서 좌식 문화에 익숙하게 자라난 같은 청년세대

라 할지라도 남성에 비해 소극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보이는 여성의 상황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을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고 존재하는 현상으로 다루는(Creswell, 2008)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의 고유한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신체활동은 어떠한 개념인지, 여성들의 신체활동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

은 무엇인지, 신체활동이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은 어떻게 인식되는지 기



- 5 -

술하려 한다. 이는 청년 여성의 저조한 신체활동 지표 아래 놓인 동태적 

과정을 파악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향후 중장년층

으로 나아갈 청년 여성들의 삶에 필요한 신체활동 정책과 가이드라인의 

실마리가 확보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권장된 양의 신체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청년 여성들의 신

체활동 관련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체활동 증진 정책 마련에 

기초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체활동과 

관련된 청년 여성의 인식, 경험을 파악하려 한다. 그리고 청년 여성의 신

체활동 실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인식

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개념,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

를 도출하여 신체활동 부족으로 일컬어지는 청년 여성들의 상황을 기술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 

경험을 기술한다. 

 둘째,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행태가 그들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기술한다. 

 셋째,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년 여성의 거주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

관적 환경 인식은 어떠한지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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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신체활동 개념과 중요성

1) 신체활동 개념

신체활동이란 골격근 수축으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신체의 움

직임으로, 넓은 범위에서 운동과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신체활동 내 핵심 

개념인 운동은 한 가지 이상의 체력 개선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계획적, 

구조적,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체력, 수행력, 

건강 등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수행하는 신체활

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3).  

<그림 1> 신체활동 관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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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in(2012)의 신체활동 관련 개념도 <그림 1>에 따르면 다양한 구

기 종목을 포함하는 ‘스포츠’는 범위가 가장 좁다. ‘운동’은 이러한 ‘스포

츠’를 비롯해 수영이나 걷기 등 스포츠 이외의 항목을 포괄하는 상대적으

로 큰 개념이다. ‘운동’은 다시금 평상시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의미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이 ‘신체활동’이다. 

한편 2018년 초 출판된 미국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2판 자문위원회 

과학보고서(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18)는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

서에 의하면 신체활동은 새롭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일하

는 동안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직업적 신체활동’, 2)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보행이나 자전거 타기를 하는 ‘교통적 신체활동’, 3) 가

정에서 요리, 청소 등을 수행하는 ‘가사적 신체활동’, 4) 스포츠나 운동, 

놀이를 의미하는 ‘여가적 신체활동’이 신체활동의 네 영역이다. 이는 하루 

24시간과 개인의 구체적 일상을 고려할 때 가능한 범주 구성으로 이해된

다.

2)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실천 현황에 대한 우려

신체활동의 실천은 개인의 건강증진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뤄진다(USDHHS, 1990). 집단의 건강과 직결

될 수 있기에 국가가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신체활동 자체가 개개

인 수준에서 스트레스의 해소, 만성질환의 예방과 연결되고 정신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에(문익수, 박중길, 문창일, 2006) 주목할 만하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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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삶에 관한 긍정적 인식과 

행복을 늘리고 건강한 여가생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위상을 갖

는다(김석규 외, 2019).

 따라서 신체활동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한 우려가 뒤따른다.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 세계 사망원인 4위로 밝혀졌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 신체활동 행태를 개선할 경우, 기

대수명을 0.6년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Lee et al., 2012) 세계

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은 신체활동 증가에 큰 노력을 기울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WHO, 2020).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 권장

량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며(WHO, 2020), 한국의 경우 

성인 신체활동량은 전 세계평균 75%에 비해 훨씬 저조한 51%로 보고된

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더욱 주목할 점은 국내 남녀 

20~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흡연, 음주 등으로 건강생활실천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신체활동 실천 또한 해마다 권장량에 미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20). 젊은 성인들의 이러한 건강 

행위는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독립적인 자율생활에서 나타나는 행태로 보

인다(김승주, & 전민주, 2020). 성인기 초반에 잘못 형성된 건강 행위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건강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활동 관련 지침

1) 국외의 신체활동 관련 지침

신체활동 지표의 활용은 신체활동 관련 정책이나 지침과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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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국가 간 신체활동 관련 지표를 비교하고 전 세계 국가의 신체

활동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WHO, 2018).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 남성 4명 중 1명은 충분한 신체활동이 실천하지 않고, 청소년의 

80% 이상은 신체활동량을 권장된 만큼 실천하지 못하자 WHO 회원국들

은 2025년까지 신체활동 부족 비율을 10% 줄이기로 합의했고 신체활동

을 실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WHO는 신체활동의 증진에 효과

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의 네 가지 전략으로 활동적인 사회 조성

(Creative active societies), 활동적인 환경 조성(Creative active 

environments), 활동적인 시민 육성(Creative active people), 활동적인 시

스템 조성(Creative active systems)을 강조했다(WHO, 2020). 

세계적으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체활동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국

민에게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권고해왔다. 이전부터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USDHHS, 1996)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든 연령

의 사람들은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주중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 

실천해야 한다”라며 중등도 신체활동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격렬한 신체

활동을 통한 심폐기능의 향상이 우선적 효과로 여겨졌던 시기를 지나 중

등도 신체활동이 건강증진의 필수적인 중재 방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새로이 개정된 각국의 최근 신체활동 지침들은 생애

주기별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추세다. 또한 신체활동 증가와 함께 좌식 

행동의 감소를 공식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 국외 가이드라인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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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신체활동 관련 지침

국내에서 신체활동은 보건정책 사업의 큰 줄기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신

체활동은 꾸준히 장려되어왔다. 이에 발맞춰,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신체활

동 실천율은 2006년 28.3%에서 2020년 40.9%로 증가하였다(국가지표체

계, 2020). 하지만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

로 운동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68%~72%로 나타나며, 실제 신체활동량

은 여전히 WH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런 상황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신체활동이라는 목표를 

유산소, 근력 두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적인 성과 지표로 실천율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부처를 통해 적

절한 신체활동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다. 2013년 한국 성인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은 “1주일에 중

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1

주일에 75분 이상 실천”하도록 하며 권고량을 2배 이상 시행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말한다(박동호 등, 2015). 이렇듯 현재 국민건강영양조

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에서 활용되는 신체활동 

지표는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한 권장을 공통으로 한다.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으로 

계산) 각 활동에 시간을 들여 실천한 사람이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되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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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국내 신체활동 지침서는 성인의 경우 만 18세에서 

64세에게 동일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각자

에게 맞는 신체활동을 조금씩,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라는 주의사

항이 동반된다. 신체활동 실천 지침은 신체활동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며, 권장량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라도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두고 있

다(보건복지부, 2013). 

3. 신체활동 관련 요인

1)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폭넓게 진행되어왔다. 

연구된 변수들은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요인으로 교육 수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 등이 있다. 신체활동과 사회경제적 지

위의 관계를 살핀 연구(Kaplan et al, 2001), 노년층에서는 건강 상태 그 

자체가 신체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서영미 외, 2016) 이외에 자기효

능감, 태도, 실천 동기 등 심리적 변인도 신체활동 실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호, 2004). 성별은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다. 유아기에는 신체활동 수준에 뚜렷한 성차

가 존재하지 않으나 청소년, 성인, 노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간 이

상 강도의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Cerin 

& Leslie, 2008). 

개인적 수준을 넘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로부터 신체활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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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를 얻을 때 신체활동 실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Mummery et al., 2008)가 그러한 사례다. 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은 사회적 연결망,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 차원의 영향도 받는다(김영호 등, 2014). 물리적 환경 차원의 요인

으로는 운동 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 운동 시설의 편리성 등 운동 시설 

자체에 대한 변수가 있으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걷기 친

화적인 환경의 조성이란 변수다(McNeil et al., 2006).

2) 남녀의 신체활동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gender)은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요인 중 하나

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명확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다(박은자, 차미란, 2016) 국내에서도 20대, 30대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또래의 남성이 보이는 실천율의 절반을 밑돌기도 한다(보건복지

부, 2018). 남녀의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는 언뜻 이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비교할 때 생물학적으

로 여성의 체지방률이 높고 체력이 낮다는 점은, 오히려 체지방률 감소와 

근력 향상을 가져올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여성에게 더 높아진다(임회진, 

2008)는 설명을 가져온다. 성별 간 신체활동 실천의 차이를 다룬 연구(김

광숙 외, 2013)들은 대개 생물학적 차이에 주목하기보단 사회적 요인이 

무엇일지 고민한다. 연령대 중에서도 1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차지한다. 여학생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낮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되는 것이다. 성인 남녀의 신체활동 실천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한 일례로는 남녀 대학생 사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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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여자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이 가장 큰 변수였으며 남자 대학생의 운동행위단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친구나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김광

숙 외, 2013).

그러나 남녀의 신체활동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시적 차원부터 

거시적 차원까지 복합적일 수 있다. 이때 신체활동의 차이 자체는 젠더 

고정 관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개인에게 내면화된 사회의 젠더 고정 관

념이나, 사회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젠더 고정 관념으로 인해 여자

와 남자의 스포츠 종목 선택이나 참여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구도다

(Chalabaev, Sarrazin, Fontayne, Boiche, & Clement-Guillotin, 2013).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활동에 적극적이라거나, 성별에 따라 참여하는 운동

이나 좋아하는 종목이 다르다는 것도 신체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의 

유형(김남순 외, 2019)이라 할 수 있다. 

3) 여성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남녀간 차이 대신 보다 여성의 신체활동 자체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중년여성의 

신체활동 영향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한 연구(김상관 외, 2014), 여

성 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참여 태도, 건강 상

태(서영미 외, 2016)를 말한 연구들은 신체활동의 영향 요인으로 알려진 

변수들이 해당 집단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신체활동 실천에 집중하기보다 여성의 신체활동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만 여중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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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신체활동 요인을 분석한 연구(송지원, 이규일, 2018)가 있다. 비만 

여중생들은 낮은 신체상과 자아상, 부정적인 신체활동 태도, 몸에 대한 

예민한 반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의 내적 상태가 체

육수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무기력, 노출과 시선, 차별적 관계 형

성 등의 외적 문제와 결합하며 소극적 신체활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극적 참여의 관련 요인 외에 신체활동의 제약 경험에 집중한 연구

도 존재한다.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신체활동의 제약 경험

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황무지 같은 놀이터(여가 영역), 쉼과 좌식화된 놀

이 공간(가정영역), 교통수단(교통영역), 유일한 운동공간이지만 젠더 차

별의 재생산(학교 영역)으로 제약요인이 범주화되었다(이규일, 2020). 신

체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

상으로 활발한 주제이기도 하다. 신체활동 참여 시 제약을 겪고 있는 특

정 집단에 초점을 맞출 때 섬세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가령 신체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제시되는 ‘동

기부여의 결여’는 신체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변인 ‘실천 동기’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러나 ‘시간 부족’의 경우(전용균 외, 2015)는 신

체활동의 저해 요소로서 유명하다. 2019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비참여 집단의 경우, 시간의 부족이 67.8%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관심 부족, 접근성 낮음, 정보 부족이 손꼽

힌다. 그러나 비참여 집단의 대다수가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활동에 참여

하지 않을 때, 왜 특정 연령대의 참여율이 낮은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따

라서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여성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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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에 관한 연구는 여성 노인이나 여자 청소년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많이 발견된다. 여학생의 신체활

동 참여 시 성역할 고정 관념과 체육수업 내 성차별이 주요 장애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이다(이은영 외 2015). 반면, 청년 여

성의 신체활동을 향한 관심은 미흡하다. 청년세대가 파악한 걷기 제약요

인으로 시간의 부족과 지루함(윤채빈 외, 2010)이 설명되고 있으나, 해당 

연구는 청년세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을 초점으로 두지 않는다. 청년 여성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인 전반이나 여대생, 

여성 직장인 등이 포함된 연구 결과에 설명을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기반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국내 여성 신체활동 연구의 지

식구조를 탐색한 연구(최창환, 김혜련, 2019)에 따라 여성의 신체활동 연

구의 흐름을 종합해볼 수 있다. 국내 여성의 신체활동 연구에서 활용되는 

상위 5개 키워드는 ‘비만’, ‘노인’, ‘신체’, ‘건강’, ‘운동’으로, ‘비만’을 중

심으로 ‘신체 및 운동’, ‘기능 및 연령’, ‘여가 및 사회’, 라는 연구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될 것인지 그 탐색의 가능성은 다양할 것으

로 예측된다.

4) 신체활동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

여성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살피는 연구 외에 

여성이나 여성의 신체에 주목해 부수적으로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있다. 여성의 신체를 말한 연구(McKinley et al., 2006)에 따르면 

여성은 마치 외부관찰자가 관찰하듯 자기 신체를 살펴보는 ‘객관화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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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의식’을 가진다.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신체에 대한 수

치감을 가지며 외모를 통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 신체활동은 외모 통제의 신념과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다. 여성의 신

체상에 관한 연구는 그 규모가 신체활동 관련 요인 못지않게 풍부하다. 

대체로 미디어가 여성들에게 신체상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보여준

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몸은 몸매 관리가 되지 않은 뚱뚱한 몸

과 날씬하고 바람직한 몸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이수안(2016)에 

따르면, 이때 미디어는 의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몸을 의학적 관리의 대상

으로 포섭하고 잠재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활동 역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건강은 단지 질병의 유무 측면에서 설

명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생활방식과 기술들을 포괄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황정현, 2015)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해지는 것(김아린, 2018; 김

영주, 곽인경, 2020)과 더불어 신체활동 증진을 돕는 전략과 환경도 변화

하고 있다. 이때 SNS는 주목받는 매체라 할 수 있다. 최근 해외의 예방

의학 및 건강 운동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

용한 신체활동 증진 전략이 신체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

용(Jingwen et al., 2016)했음이 보고되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

어에 게시되는 운동 자극 이미지와 글귀들이 개인의 신체활동과 관련 심

리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된 것이다(Deighton-Smith & Bell, 2018). 

현재 청년세대는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표출하고 있기에(방미현 외, 

2020) 청년 여성들 역시 SNS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매체를 자신

의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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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족 상황에 있을지라도 청년 여성 각자가 어떤 식으로 사회의 영향

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년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서 

20대, 30대 청년 여성이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

였다. 그리고 정량적 수치 아래 놓인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 부족 상

황을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실

천 부족 청년 여성의 고유한 맥락을 파악하고 향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 여성을 위한 신체활동 사업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보태

는데 함의를 가지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개인적인 경

험,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갈래의 조사 질문 방향을 수립하였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파

악이 본 연구 질문의 하나였기에, 신체활동 관련 물리적 환경이 서울시 

평균에 근접하는 A구를 대상 지역으로 삼았고, 만 19세~34세의 청년 여

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신

체활동 지표 2가지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

이라 분류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의 신체활동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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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관한 연구(인제대학원대학교 & 서울시, 2014)에서 제시한 ‘신체

활동 친화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하였다. 서울시의 25개 구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11개의 물리적 환경지표를 2021년 

서울시 통계 데이터 세트에서 수집하였고 25개 구의 신체활동 친화지수

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친화지수가 서울시 평균에 근접하는 4개 구를 

확인한 뒤 해당 구별로 20대, 30대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검토하여 

실천율이 가장 저조한 A구를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 이때 신체활동 실천

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실천율을 

참고하였다<표0>. 

A구의 신체활동 친화지수

보도 

길이

보도

면적

자전거 

도로

길이

도시

공원

면적

생활권 

공원

면적

녹지

면적

공공

채육

면적

민간

체육

면적

자동차

등록

대수

대기

오염

시설

범죄율
종합 

지수

0.28 -0.4 0.15 1.57 -0.68 0.22 0.64 -0.2
7 0.54 -0.6

3 0.005 1.42 

<표 0> A구의 신체활동 친화지수 

[※A구는 서울시 평균에 해당하는 다른 3개의 구에 비해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이 넓어 녹지가 많은 구라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자전거 도로 길이, 걷기와 연결되는 보도 길이가 서울시 평균에 근접하여 자전거 타기, 걷기

에 있어 서울시 평균의 물리적 환경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의 건강 도시 프로파일에 따르면 당시 A구는 70대 이상 어르

신과 20~30대 청년의 걷기실천율이 취약한 편이고 5년간 걷기실천율이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여성, 

20~30대 청년 및 60대 이상에서 저조했다. 이에 구 차원에서 현재까지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 도시 추진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걷기실천율을 급격히 올리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20년의 사업 분석에 

따르면 A구는 생태학적 모델에 따라 신체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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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 중이며 이때 보행 친화적 인프라의 마련과 안전한 환경 개선

이라는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20대, 30대 여성들의 신체활동 실

천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연구 참여자들이 신체활동과 

관련해 동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3. 자료 수집

현상과 문제를 두고 보다 다면적인 맥락과 상황 서술이 필요한 경우

(Creswell, 2008) 질적 연구를 통해 상세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의 인식이 형성된 배경, 관련된 맥락을 이해하는 방안으로 심층면

담 방식이 제시되는데(Seidman, 2006), 심층면담은 사안에 내재한 의미

를 탐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이라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인

식과 경험을 깊이 탐구하려 한다. 사전에 구성한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한 질문

을 추가해가는 방식으로 개방적 형태의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이어나갔다. 개인 심층면담은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상회의 플랫폼, 대면 방식을 활용

해 이루어졌다.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모집

2020년 청년을 향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청년기본법’에 따

르면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된다. 다른 법령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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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가장 최근 

마련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에 대상 지역인 서울시 A구에 

거주하면서 신체활동을 실천 부족 상황으로 가늠되는 만 19~34세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때 ‘신체활동 실천 부족’을 

가르는 기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신체활

동 실천 지표로 활용되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걷기실천’ 항목

이다. 보건학 분야에서, 그리고 국가 정책의 기틀에서 신체활동이란 건강

행태는 두 항목으로 대표되어왔다. 따라서 현재 공공자료 패널이나 신체

활동 지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체활

동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분류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지표

상으로 미흡한 건강행태 실천을 보이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신체활동 실천을 나누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격렬한 신체활동 : 주 3회 이상 평소보다 숨이 훨씬 찬 격렬한 신체활동을 합니까?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 주 5회 이상, 평소보다 숨이 가빠지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 실천합니까? 

✓걷기실천 : 주 5회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기준으로 30분 이상 걷습니까?

연구 목적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표본추출 전략(Criterion Sampling Strategy)을 기반

(Hatch, 2002)으로 나이, 직종(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결혼 및 출산 

여부(미혼/기혼)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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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은 지역사회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지역 중심의 각종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면담에 응했

던 참여자가 눈덩이 표집을 통해 다른 참여자를 모집해주기도 하였다. 참

여자 사이 유사한 의견이 반복되는 포화지점까지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20명의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연구 초반에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를 시행할 시 15명 내외에서 포화지점에 도달(Krueger, 2014)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17명의 참여자를 모았으나 아이를 양육 

중인 기혼여성의 참여자 수가 부족하다는 검토 하에 참여자 수의 적절성

을 검토하고 추가 3명을 모집한 결과, 최종 20명의 참여자를 만날 수 있

었다. 

2) 자료 수집 절차 

가. 심층면접조사 진행 절차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아 대면과 

비대면 방식 중 원하는 면담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후 대면 또는 비대

면 방식으로 만난 참여자들에게 연구 설명문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진행 방식과 과정,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사항 등을 소개하였으며, 

최종적인 연구 참여 및 녹음에 동의를 받는 절차로 거쳤다. 참여자의 거

주지 근처 카페에서 진행된 조사의 경우 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바로 받

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후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나이, 학력, 직

종, 주거 기간), 건강 상태(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수준, 몸무게 조

절 여부,), 신체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동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

식을 묻는 기본적 설문에 응답하게 되었다. 이후 디지털 녹음 기기로 녹

음 시작을 알리며 설문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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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플랫폼으로 면접에 응하게 된 참여자들은 이메일로 동의서

를 전달받아 스캔 또는 사진 파일에 서명을 표기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전

달했다. 이들은 온라인 설문지의 링크를 받아 대면 참여자들과 마찬가지

로 기본 조사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이후 동의서와 설문지 제출이 완료된 

경우, 디지털 녹음 기기로 내용을 녹음하며 심층면접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는 2021년 10월 11일 첫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4일 20번째 참여자

와의 면담으로 종료되었으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접조사 질문 내용 

심층면접조사는 <표 1>과 같이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심층면접조사 

질문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 질

문을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 2명에게 

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하여 질문의 흐름 배치와 면담 과정을 이해하고 수

정, 보완을 거쳤다. 심층면접조사는 완성된 질문지를 기초로 하되, 참여자

의 답변에 따라 질문 순서를 변경하거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반구조화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조사는 모집 문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도입 질문과 함께 시

작되었으며 되짚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묻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연구자

는 면담 종료 후 음성으로 기록된 면담내용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전환

하여 전사 작업을 마쳤다. 면접조사 도중 손으로 현장과 상황을 기록하고 

중요 지점을 적어두었는데, 전사 작업 시에 손으로 기록한 내용을 옮겨적

어 면담 당시에 대한 감각을 기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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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질문

① 현재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점검

ü 본 연구에 참여하며 신체활동과 관련해 든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ü 모집 문건의 문항과는 별개로, 평소 자신의 구체적 일상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소개해주세요. 

ü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권장된 만큼의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일은 어떠한 일

이라 설명할 수 있을지 수식어를 떠올려보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ü 과거에 신체활동과 관련해 떠오르는 경험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설명해주

세요.

② 신체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화적 맥락

ü 주변인을 포함해 또래 여성들은 신체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시나요?

ü 사회 전반의 신체활동에 관한 규범과 또래 여성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규

범을 비교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ü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측면과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ü 신체활동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③ 지역사회라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ü 동네 환경의 어떤 요소가 나의 신체활동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ü 동네 환경의 어떤 요소가 나의 신체활동 실천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ü 신체활동의 실천과 관련해 시나 구 차원의 신체활동 관련 공공 자원을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ü 미래에 자신의 신체활동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시나요? 

<표 1> 심층면접 조사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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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질적 연구 방법은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눈 뒤 다시 그 단

위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반복적 비교분

석법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이름을 붙여 분류하는 개방 코딩, 분

류된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범주에 잘 반영되었는가를 비교 검토하며 지속적

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범주 확인의 단계로 구성된다(Merriam, & 

Tisdell,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Merriam과 Tisdell(2015)이 제시한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총 3단계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첫 단계에서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읽으며 의미 있는 문장과 

맥락을 찾아낸 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개방 코딩 이후에는 도출된 하위 개념을 분류하고, 비슷한 

주제끼리 묶을 수 있는 범주를 만드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참여

자가 사용한 표현이 해당 주제를 잘 드러낸다고 판단되면 차용하였다. 마

지막으로, 범주화를 거친 자료를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범주가 수집된 자

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서 범주는 여러 차례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연구 준비 단계에서 2달간 관

련 주제의 학술 문헌· 신문 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청년 혹은 청

년 여성에 관련된 세미나·지역 내 모임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자로서 필요

한 감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 연구의 목적

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 절차 및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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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특성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심층면담 시 당사

자가 자신의 경험을 불편감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대화 분

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미혼의 청년 여성만 모집되는 것을 주의하며 

연구주제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 중인 기혼 상황의 참여자를 추가

로 수집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 단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

행하며,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편견을 최소화고자 했다. 또한 질적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온 지도교수와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받는 과정

(Strauss & Corbin, 1998)을 가졌으며 1인 연구자라 가질 수 있는 한계

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6.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IRB No. 2109/004-013)을 받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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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심층면접조사의 특성

심층면접조사는 2021년 9월 28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10월 11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

자들은 각각 1회씩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면담에 임하기 전 이들은 

인구학적 특성, 건강 상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여 평균 10분을 소요하였다. 이후 심층면담에서는 평균 54분이 소요

되었다. 면담 시간은 녹음 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최소 37분에서 

최대 87분까지 소요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구 참여자들이 비

대면 혹은 대면 중에서 참여 방법을 택한 결과, 13명이 화상회의 플랫폼

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고, 7명은 거주지 근처 카페에서 본 조사에 참여

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거주 청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20명의 참여자 평균 나이는 27.9세로, 만 19세~29세

가 12명(60%), 만 30세~34세가 8명(40%)이었다. 나이 분포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만 19세~24세가 5명(25%), 만 25~29세가 7명(35%), 만 

30세~34세가 8명(40%)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명(5%), 대

학교 휴학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이 7명(35%), 대학교 졸업이 11명(55%), 

대학원 휴학을 포함한 대학원 재학이 1명(5%)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중 현재 직장인은 7명(35%)이고 이들 중 1명이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기혼여성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참여자는 5명(25%)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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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서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대학생은 5명

(25%), 취업준비생은 4명(20%), 주부는 4명(20%)이었다. 미혼 여성이 

15명(75%)으로 기혼여성 5명(25%)의 3배였으며 기혼여성들은 모두 아이

를 키우고 있었다. A구에 거주한 지 10년 이하, 10년 이상 20년 미만 참

여자는 각각 7명(35%)이었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참여자는 6명(30%)이

다. 주거 형태로는 가족과 거주가 17명(85%)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1인 가구, 기숙사 거주, 친구 및 주변인과의 거주자가 한 명씩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나쁘다, 

좋다가 뒤이어 30%, 20%를 차지했다. 체중조절 시도는 1년간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해본 이들이 16명(80%)이었으며 조절 시도를 한 적 없는 

3명(15%), 증량을 시도했다는 1명(5%)도 있다. 

청년 여성 중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 ‘걷기실천’ 문항에 최근 1년간 

실천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즉, 주 3회 

이상 평소보다 숨이 훨씬 차도록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나, 주 5회 

이상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는 이들은 연구 참여 시작에서 배제되

기에 각 실천 비율이 0%였다. 또한 한 번에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주5일 이상 걷는 이들은 애초부터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권고

된 만큼의 걷기를 실천하지 않더라도 청년 여성들은 각각의 일상을 영위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주 1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하

라도 걷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다. 이들의 걷기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원, 직장 등 목적지로의 이동을 위해 이뤄졌다. 빈도를 나누자면 주 5

일 이상 이동을 위해 30분 이하로 걷는 비율은 7명(35%)이며 주 3~4일 

걷는 비율은 3명(15%), 주 1~2일 걷는 비율은 4명(20%)이다. 그밖에 일

정에 따라 나갈 일이 없거나 재택근무로 인해 이동을 위해 걷는 일조차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6명으로 30%에 달한다. 이외 아이나 반려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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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신체활동을 한다는 응답이나 주말

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을 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그 강도와 빈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분 명 %

나이

만 19세~29세

  ㄴ만 19세~24세

  ㄴ만 25세~29세 

12

5

7

60

25

35

만 30세~34세 8 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1

7

11

1

5

35

55

5

직종

대학생

ㄴ 편입 준비 (1명)

ㄴ 아르바이트 병행(1명)

취업준비생

ㄴ 아르바이트 병행 (1명)

직장인

ㄴ 재택근무와 육아를 병행 (1명)

주부

ㄴ 아르바이트와 육아를 병행 (3명)

5

4

7

4

25

20

35

20

결혼 형태
미혼

기혼 (출산 후 아이를 양육 중)

15

5

75

25

주거 형태

가족과 거주

1인 가구

기숙사

친구 및 주변인과 거주

17

1

1

1

85

5

5

5

A구 

거주 기간

1-10년

10~20년

20년 이상

7

7

6

35

35

30

<표 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9 -

주관적 건강

좋다

보통

나쁘다

4

10

6

20

50

30

체중조절 시도

최근 1년간 몸무게를 줄이려고 시도해봄 16 80

최근 1년간 몸무게 조절 시도한 적 없음 3 15

최근 1년간 몸무게를 늘리려고 했음 1 5

신체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가족 및 지인

온라인 매체

8

12

40

60

격렬한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평소보다 숨이 훨씬 찬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함
0 0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주 5회 이상 평소보다 숨이 가빠지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함
0 0

걷기실천
주 5회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기준으로 

30분 이상 걸음
0 0

현재 신체활동 

수준

1) 주 5일 이상, 이동을 위해 30분 이하 7 35

2) 주 3~4일, 이동을 위해 30분 이하 3 15

3) 주 1~2일, 이동을 위해 30분 이하 4 20

4) 30분 이하 걷는 날이 주 0회 

(정기적으로 나갈 일이 없음)
6 30

계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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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면접조사 결과

서울시 A구 거주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실천 부족에 대한 이해를 위

해 진행한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84의 개념과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개념을 기술하기 위

해 15개의 범주는 다시 4개의 주제로 독립적으로 제시된다. '청년 여성들

의 신체활동 개념', '청년 여성과 운동', '청년 여성들의 운동 개념이 가져

온 결과',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의 교집합'이란 각 주제 아래 

범주들을 서술하였다.

1).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개념

가. 신체활동 개념

청년 여성들은 비록 연구 참여의 기준이 되는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과 ‘걷기실천’ 문항에 의해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상태로 분류될지

라도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빈도나 강도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따라서 모집 문항의 틀을 넘어 지난 일주일, 혹

은 한 달 사이 발생했던 신체활동을 묘사해달라는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청년 여성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 개념과 실천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과거 신체활동 경험을 묻는 질의 역시 청년 여성이 말하

는 신체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피기 위해 동반되었다. 응답을 바

탕으로 청년 여성들이 지닌 신체활동이란 어떤 도식을 갖추는지 정리한 

표는 10개의 코드, 3개의 하위범주, 1개의 범주로 요약되며 다음과 같다

<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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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청년 

여성들이 

말하는 

신체활동

신체활동 = 운동

신체활동이 신체의 움직임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님

신체활동 실천 부족을 ‘운동하지 않음’으로 여겨 자책함

과거 신체활동 경험을 묻자 ‘운동 경험’을 이야기함

향후 지향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운동 계획’으로 답함

걷기 = 신체활동

현재 하는 유일한 신체활동은 걷기

출근, 이동 등 필요에 따라 걷고 있음

(비규칙적~ 주 5회 : <표2> 참고 )

여가적 의미로 타인과 걷기도 함

걷기 ≠  운동

이동하기 위해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님

걷기는 운동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음

운동 부족을 자책하지만 걷지 않음을 탓하지 않음

<표 3-1-1>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개념

•신체활동 = 운동 (신체활동을 운동으로 이해함)

청년 여성들은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게 된 감상을 시작으로 자신의 

신체활동을 돌아봤다.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일상 속 신체활동의 종류와 빈도를 설명하도록 요청받았다. 연구에 참여

한 청년 여성들은 신체활동의 외연을 보다 좁혀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

은 신체활동이 신체의 움직임 자체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

였다. 몇몇 이들은 가사 일을 열거하며 일상을 소개하였으나 가사 활동이 

신체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응답을 망설이기도 했다. 육아로 

인해 신체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던 참여자 역시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반성했다고 응답했다. 모두 신체활동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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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움직임과는 구별된다는 인식이었다. 재택근무로 인

해 집 안에서 가사를 위해 움직여야 했던 이들도 자신의 움직임을 신체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금 일상에서 신체활동이랄 게 전혀 없다는 반

응을 보였다. 면접조사에 응한 이들 대다수는 현재 신체활동으로 설명할 

것이 정말 없다고 토로하였는데 이때 ‘신체활동의 부재’는 곧 ‘운동하지 

않음’을 뜻했다. 즉, 청년 여성들에게 신체활동이란 ‘운동’으로 치환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신체활동과 운동이란 단어 표현은 연이은 응답 속에

서 혼용되기도 하였다. 과거 신체활동 경험을 묻자 청년 여성들이 시도해

봤던 다양한 ‘운동’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향후 신체활동에 대한 질의에 

‘운동’에 대한 다짐, 계획을 언급한 점에서 청년 여성들에게 신체활동이란 

운동으로 이해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 초반부터 각 청년 여성들은 

신체활동 실천 부족을 ‘운동’의 부족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책망하는 태도

를 반복적으로 보였다. 

“(연구자 :신체활동 질문에 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몸이 

쓰일 수 있다고? 와, 나도 쓰일 데가 있구나 생각했죠. (웃음)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 (참여자 8, 만 29세, 취

업준비생)

•걷기 = 신체활동 (걷기는 현재 일상 속 신체활동)

청년 여성들이 신체활동으로 의식한 영역이 ‘운동’이라면, 현실에서 당

장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신체활동은 ‘걷기’였다. 신체활동을 나열해달라

는 요청에 대체로 많은 이들이 이동을 위해 걷는 요일별 상황을 떠올렸

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던 여성들도 요일을 따져가며 세세하게 일상을 

묻자 걷는 날짜나 걷는 시간의 총량을 계산해 응답을 이어갔다.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걷는 이들은 본 연구의 설계상 존재하지 않았으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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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실천 부족이란 동일 묶음 아래 걷기 빈도와 정도 양상은 제각각이

었다. <표 2>에 제시되듯, 주 1회 이상 밖에서 30분 이하로 걷는 이들은 

전체의 70%였다. 이때 출근, 등원, 어린이집 등·하원 등 이동이라는 목적

이 걷는 시간과 요일을 결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 아래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로 일정을 소화하거나 고정적으로 바깥 

일정을 가지지 않았던 몇몇 응답자들은 한 주에 1번이라도 규칙적으로 

걸을 일이 없었다.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걷기와는 별도로, 몇몇 청년 여

성들은 빈도를 명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필요에 따른 걷기, 여가적 의미의 걷기를 포함해 

‘걷기’ 자체가 현재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들의 대표적인 신체활

동이었다. 

“저는 월화수목금 중에 재택근무가 1~2회 있긴 하고 그때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진 않

고요. 일주일에 3~4일 정도 출퇴근하는데. 왕복해서 2시간 30분 정도 거리인데 왕복으

로 걷는 시간이 최대 20분이거든요. 그때만 걷고 이제 다른 때에는 안 걷고.” (참여자 

15, 만 30세, 직장인)

•걷기≠  운동 (걷기와 운동은 다르다)

본 연구의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들에게 신체활동이란 곧 운

동과 다름없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현재 하는 유일한 신체활

동은 걷기 활동이었다. 따라서 두 전제를 기초로 하면 청년 여성에게 걷

기란 운동으로 이해될 것이란 도식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나 막상 청년 

여성들은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 고개를 저었다. 특히나 출근을 위해, 이

동을 위해, 도보를 걷는 활동은 운동이 아니라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일

부 응답자들은 걷기가 운동이 되기에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여성들은 현재 운동하지 않는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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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운동했어야 한다고 자책했다. 다만 일상에서 더 걸어야 한다며 후회

하지는 않았다. 

걷기를 운동과 구별하는 응답은 청년 여성들이 지닌 신체활동 개념 

내부의 분열을 의미한다. 신체활동이 곧 운동이고, 걷기는 신체활동이라

면, 걷기 역시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걷기가 운동일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언뜻 모순으로 치닫는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들을 자책하게 했던, 그리고 이들이 계속 지향하고 있던 신체활동으

로서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진다. 

“운동이라고 하면 땀도 나고 힘들지만, 운동했다는 기분이 나야 하는데 … 걷는 건 귀찮

아요. (중략) 걷는 건 그냥 군소리 없이 이동하는 거죠. 운동과는 달라요.” (참여자 20, 

만 34세,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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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여성과 운동 

가. 신체활동으로서 ‘운동’을 권장받는 사회문화적 맥락

청년 여성들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 신체활동은 ‘운동’에 국한된다. 그

리고 그들이 말하는 운동의 영역에서 ‘걷기’는 어딘가 충분치 않은 활동

이다. 이제 신체활동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에

게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답할 필요가 발생한다. 우선, 응답자들은 과거 

신체활동 관련 경험 과정을 설명하거나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의 움직임

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주었다.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신체활

동이 ‘운동’으로 굳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그려볼 

수 있었다. 신체활동 실천 부족 청년 여성들의 눈에 비친 사회는 운동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특히 젊은 여성이란 입장에서 운동을 권장받고 있었

다. 신체활동에 관한 사회의 규범과 문화에 대한 질의에서 청년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신체활동 대신 ‘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운동에 대

한 화두는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여성의 몸’이나 ‘운동하는 몸이 조명되

는 SNS’라는 주제가 펼쳐졌다. 참여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운동을 장려

하는 사회의 맥락으로 ‘운동은 곧 자기관리’, ‘운동은 몸 가꾸기의 도구’, 

‘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됨’이라는 3가지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 16개

의 코드를 도출하였다<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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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운동은 곧 

자기관리 

부지런함의 상징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것으

로 여겨짐

운동하는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여겨짐

생산적인 취미,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취미 활동

여가 시간을 주체적으로 쓰는 것

 운동은 몸 

가꾸기의 도구

선호하는 몸을 

추구하는 수단

운동을 통해 마른 몸을 추구함

최근 운동을 통해 탄탄한 몸을 추구하게 됨

평가받는 몸을 

교정하는 수단

결혼, 출산과 관계없이 마르지 않은 몸은 교정 대상

마른 몸은 교정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

몸 가꾸기의 여러 

수단 중 하나

운동은 식이 조절과 병행되는 수단

운동이 힘들면 시술, 보조제가 활용되기도 함

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됨

SNS를 통해 특정 

운동의 유행이 

전파됨

주변인들의 근황을 통해 또래 사이 유행하는 운동을 

알게 됨 

여성 유명인이 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됨 

SNS에서 운동 

과정과 결과의 

몸이 전시됨

운동 과정이 몸의 인증으로 전시됨 

체중 감량과 근력 강화에 성공한 몸이 과시됨

SNS가 운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접함

실제 운동할 장소를 알아보는 경로가 됨

<표 3-2-1> 운동을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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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들에게 운동이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권장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운동은 자기관리의 영역이자 누군가를 파악하는 잣대로 작동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동하

지 않는 이들에게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미지가 따라온다는 응답이 공

통적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을 향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에 운동을 향한 무언의 권장이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에 더

해, 운동은 건강을 챙기는 개인적 행위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사회

적 활동, 여가를 다채롭게 보내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주변에 되게 심하게 운동해서 잡지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런데이, 나이키런 이런 거나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를 들더라고요. 20대 초반, 대학생 때부터 대외활동하고 활동

적이었던 친구들이 취업하면서 그런 운동모임도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1, 

만 31세, 직장인) 

그러나 본격적으로 또래 여성들의 운동 문화를 묻자, 청년 여성들은 

사회에서 대상화되는 ‘젊은 여성의 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극단적으로 마른 연예인의 몸을 접하게 되기에 미용 

체중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20대 여성들이 있는 한편, 이제는 기

형적으로 마른 몸에 대한 선호를 내려놓으려 하지만 한때 자신도 미용 

체중을 위해 갖은 애를 쓴 적이 있다는 30대 여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

왕이면 마른 몸이 자기관리를 잘한 몸이며 그 자체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몸에 대한 논의 한편에는 운동이 젊은 여성

이라면 갖춰야 할 마른 체형의 수단이라는 구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 그때(대학생 때)는 좀 조금 통통한? 정도. 그때가 연애할 때라 잘 보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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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죠. 여자들은 마른 몸이 예뻐 보이잖아요. 옷 같은 거 입을 때. 그래서 그때 살쪄있

던 건 아닌데 미용 몸무게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전에는 다 당연시되는 것들

에 크게… 뭐랄까 반감을 갖지는 않았어요.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마른 몸이 

좋아 보였어요. (중략)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마치 상품처럼 (연구자 : 잘 팔리

기 위해서?) 자기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연애나 결혼이나. 저는 거기서 좀 떨

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참여자 19, 만 31세, 주부) 

최근 들어서는 운동을 통해 탄탄하게 바뀐 몸이 선호되고 있다는 의

견도 주를 이뤘다. 이제 단순히 굶어서 빼는 방식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가꾼 군살 없이 탄탄한 몸이 선망받는다. 극단적으로 마른 체형

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운동하는 몸에 대한 선호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결국 몸에 대한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통통하다고 

말하던 참여자는 이제 “살도 빼고 허벅지 근육도 갖고 싶다”라고 했다. 

마른 몸, 근육으로 군살 없는 몸이 강조되자 단순히 정상체중의 몸으로 

사는 것은 게으른 일처럼 보이고 무언가 “그 이상”의 행위를 강요받는다

는 여성도 있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부모와 산다면 그냥 일반식을 먹을 건데 일반식으로는 그런(탄탄

한) 몸이 되지 않죠. 한식은 염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삶을 유지할 정도로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해 보이고. 왠지 그 이상을(강조) 더 해야 몸이 건

강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참여자 5, 만 27세, 학생)

몇몇 참여자들은 특히나 지금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느라 살이 쪘는데 남편과 가족들에게 계속 구박을 받는

다는 응답, 코로나19 이후 살이 쪄 타인과 약속을 잡지 않는단 이야기, 

살이 쪘기에 우울해져서 더욱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대목 모두 현재 

몸으로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이어진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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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성은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다는 응답을 보이며 “지금 이대로는 도

저히 안 되겠다”라고 내일부터라도 변해야 한다고 답답한 감정을 보이기

도 했다. 

“저는 가족들이 요즘 살쪘네, 운동해야겠네. 그런 말들을 하면 그게 신경 쓰여요. 제가 

원래 되게 말랐는데 아기 낳고 살찌다 보니 부모님이나 남편이 엄청 구박을 해요. 살 좀 

빼라고…. 그런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생각하고.” (참여자 4, 만 32세, 주부). 

“전에는 우울감이 있어서 밖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고. 또 안 나가다 보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더 안 나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참여자 13, 

만 21세, 학생)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라고 일상적으로 안부 묻는 

시기에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무심한 말투로 사람을 죽인다고 할까요? 오랜만이다~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악의는 없는데, 참 무례한 

질문들을 하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뱉는. (중략)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공부 안 하냐 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제 종아리를 턱 잡으시면서 이 코끼리 다리 어떡하냐고 술주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운동을 했어요.” (참여자 5, 만 27세, 학생)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여성의 몸이 규범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 여성

들은 실제로 몸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점검

하고 있었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 몸무게를 측정하거나 특정 옷을 기준으

로 체중의 증가를 인식했다는 사례는 여성들의 검열적 태도를 보여준다. 

점검은 여러 교정 방법과 이어지고 있었다. 운동에 대한 사회의 규범을 

묻는 조사 질문은 운동의 결과로 이야기되는 ‘몸’으로 확장되어, ‘몸’을 

만들기 위한 여타 방법에 대한 논의로 뻗어갔다. 운동은 유일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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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운동과 함께 병행되기도 하는 식이 조절

은 운동만큼 대표적인 몸 가꾸기 수단이었다. 한 참여자는 과거 샐러드만

으로 저녁을 먹어 살을 뺐던 시도가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았는가 회고

했다.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살이 조금만 찌면 옷이 안 맞으니까. 밥 먹으면 못 입고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바지 중에 딱 맞는 바지 하나. 이름도 붙여놨어요. 단식바지라고. (연구

자 :기준선이 되는) 밥 먹고 그 바지 안 잠기면 살 빼야 할 때야 하면서 좋아하는 빵, 

이런 거 다 끊었거든요.” (참여자 12, 만 28세, 취업준비생)

식이 조절이 병행되는 것은 그나마 건강한 방법일 수 있다. 운동이 버

거운 이들은 더 간편한 방법을 위해 위험도 감수하고 있었다.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식욕억제제를 복용하여 체중조절을 하는 지인의 이야기가 소

개되었으며, 스스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봤다는 이야기, 직장의 여성 

동료들이 흔히들 시술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몸이 우선시될 때 건강이나 운동은 부수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몸에 대한 잣대가 연령 증가에 따라 완화되더라도, 출산과 결혼 

이후 여전히 몸을 교정하려는 압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아줌마”지만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자신의 외부에서, 

내면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내 아이에게 뚱뚱한 엄마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발언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정 유형의 몸이 강조되는 만

큼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저도 주변에 애 엄마들이라 운동을 시간 내서 하기가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우니

까 보조제, 억제제 이런 거 병원에서 타서 먹더라고요. 그런 게 부작용이 심해요. 잠 못 

자고 이런 거 기본이고. 두통이나 구역질, 이런 부작용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데도 효

과가 있으니까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약이 빠르고 또 편한 걸 찾으니까요.”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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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주부)  

한편 일상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의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청년 

세대답게, 본 연구의 청년 여성들은 타인이나 사회를 마주하는 통로인 

SNS에 관한 응답을 이어갔다. 직장이나 학교 등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지인들의 소식을 SNS로 접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고 운동이 

자기관리의 기준이란 이미지를 구축하고 몸을 바꾸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데는 SNS라는 청년 세대 특유의 사회문화가 자주 언급되었다.

청년 여성들에게 SNS는 운동을 소비하고 싶다는 구매 심리가 자극받

는 공간이었다. 다수의 응답자가 필라테스, 헬스와 같은 운동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SNS로 연결된 친구들의 소식을 통해, 유명 연예들이 기구

에 매달려 찍은 인증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클라

이밍과 골프가 유행하고 있다는 부연도 따라왔다. SNS를 통한 암묵적 사

실의 전파는 오프라인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난 지인들과의 소식 공유

보다 그 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내밀한 감정의 동요를 만들어내기도 했

다. SNS를 보면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자극을 받는다는 긍정의 

응답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초라해지기도 한다는 의견

이 두드러졌다. 게다가 SNS에서는 ‘운동하는 나’를 과시하는 이미지와 

‘운동하여 얻은 몸’의 이미지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살을 

빼거나 근력을 키워 달라진 체형 사진 속에서 청년 여성들은 운동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운동의 목적이 사회에서 선망받는 ‘몸’과 이어지

는 점을 끊임없이 인지하게 되었다. 

“이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세대는 좀, 운동을 해서 개인의 몸을 가꾸는 것

도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좀 과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생각

이 들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달라붙는 레깅스 입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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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단 건 아닌데, 운동이 그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

고도 충분히 본인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사진을 찍어야 하나? 최근 들어 그런 콘텐츠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더 접하게 되어요.” (참여자 2, 만 24세, 직장인)

SNS는 몸이 전시되는 공간이면서 운동으로 그러한 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장려하며 운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유튜브 스트리

밍 서비스로 강도 높은 운동이 담긴 15분짜리 영상을 따라 해봤다는 한 

여성은 “살을 빼게 해준다고 하길래 틀어봤는데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

으면 살이 빠지겠더라”라고 답하며 체중 감량을 위해 홀로 홈트레이닝을 

시도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 평했다. 이렇듯 SNS상으로 각종 운

동 영상과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자료를 접할 수 있기에 청년 여

성들은 홈트레이닝을 일회성으로나마 시도한 적이 있었다. 평소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운동 영상을 마주칠 때면 언젠가의 실천을 다짐하며 영상

을 저장해두는 이들이 있는 한편, 이제는 운동 관련 영상이 보여도 자극 

없이 지나치게 된다는 이들도 있었다. 온라인의 자료를 활용해 꾸준히 운

동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참여자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인스타는 결과 위주로 나오니까 이번에 운동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먹고 살 뺐어

요, 라고 쉽게 여기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겠다 싶은데 유튜브는 하는 과정이 다 나오니까 

나 같은 일반 사람도 도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

럼 구독하는 채널이 있으신가요?) 일반인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보여주

는 oooo 같은 운동 채널 있잖아요. 그거 봐요. 댓글로 ‘오늘 완료’만 해두고 다음 날이 채워

지지 않는….”(참여자 6, 만 20세, 학생)

 SNS는 홀로 운동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면서도 실제로 

지역 중심으로 운동을 접하고 수강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마케팅의 공간

이었다. 청년 여성들은 대다수 온라인 매체로 지역의 운동 시설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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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었다. 운동 시설과 운동 업계 종사자들이 홍보 게시글을 올리는 

SNS 계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들 또한 손쉽게 정보를 

찾아 이용할 수 있기에 SNS는 여성들이 운동을 알아보고 직접 수강할 

가능성과 이어지고 있었다. 

“인스타나 광고 뜨는 거 보고 (운동 시설) 아는 편이에요. 광고 말고는 또 주위 친구들

이 나 여기 다닌다, 너도 올래? 하는 권유도 하고. 실제로 광고 보고 갔는데 10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필라테스고 횟수가 차감되는 건데,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참여자 13, 만 21세, 학생)

 종합하자면 SNS는 특정 여성의 체형에 대한 선호를 강화할 뿐 아니

라 운동으로 원하는 몸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또 SNS로 

접하는 운동하는 지인들의 소식은 운동을 긍정적인 활동, 나도 해보고 싶

은 영역으로 만들어 부러움이나 열등감과 같은 감정을 촉발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에 대한 정보 공유나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주변인의 소개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운동 시설에 대한 광고가 펼쳐지

는 SNS는 청년 여성들에게 경험해보고 싶은 특정 운동 유형을 증폭시키

는 공간이었다.

나. 청년 여성들이 경험한 운동과 그 특징

청년 여성들은 운동이 사회에서 가지는 생산적인 이미지, 운동이 가져

올 몸의 변화, 운동 과정을 엿보게 하는 SNS로 인해 운동에 대한 필요성

을 직간접적으로 부여받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동기

에 따라 과거 신체활동으로서 ‘운동’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들이 과거 ‘운동’을 경험한 경로를 설명하는 일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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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면접조사의 주축을 이루기도 했다. 운동 계기와 과정,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 이유 등을 총체적으로 묻고 그려가는 과정에서 청년 여성들의 운동 

경험이 입체적으로 펼쳐졌다. 우선 응답을 바탕으로 청년 여성들이 경험

한 운동의 기간과 종류를 나열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표3-2-2>.

20명의 참여자가 경험한 운동의 수는 평균 3개였으며, 최소 0개에서 

최대 5개의 운동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들이 해봤던 운동

은 참여자의 절반(50%)이 다녀봤던 ‘요가’였으며 ‘헬스장1) 이용’이 45%

로 뒤를 이었다. 필라테스, PT(개인 헬스 트레이닝)는 각각 40%, 25%를 

차지했으며 산책과 홈트레이닝, 수영, 댄스, 자전거 타기와 같은 항목도 

1) 체격 관리 및 근력, 유연성, 지구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도구
와 기구를 제공하는 체력단련장을 가리켜 헬스장이라 표현함.

유형 구분 명 %

개수와 

지속에 

따른 

분류

1) 1가지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해봄 7 35

2) 3가지 이상 운동을 각각 3개월 이하 지속해봄 6 30

3) 2가지 운동을 각각 3개월 이하 지속해봄 3 15

4) 1가지 운동을 3개월 이하 지속해봄 0 0

5) 꾸준히 운동한 적 없음

 - 자전거, 배드민턴, 산책 간헐적으로
4 20

계 20 100

<표 3-2-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운동 경험 

유형 구분 명 구분 명

경험한  

운동

(중복 

응답)

요가 10 수영 2

헬스장 이용 9 댄스 2

필라테스 8 자전거 타기 2

PT 5 기타 : 권투, 골프, 등산, 

마라톤, 발레, 배드민턴, 

복싱, 스피닝, 크로스핏, 

클라이밍

1
산책 5

홈트레이닝 3

       평균적으로 경험한 운동의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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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이 경험해본 운동이었다. 이 밖에 1명이라도 해본 운동 종목 수

를 합하면 10개 이상에 달하는 것은 청년 여성의 시도가 그만큼 다채로

웠단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에 비해 지속 기간은 길지 못

했다. 응답자들은 여러 운동 항목을 말하며 거의 “단기”로 경험해봤음을 

강조했다.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했던 이들이 7명, 2가지 이상의 운동을 3

개월 이하로 짧게 경험했던 이들은 8명이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적 

없다고 말한 4명은 운동을 “따로 수강해서 운동을 다녀본 적이 없다”라

며 간헐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거나 자전거를 타기, 산책을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들이 현재 권고된 양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뿐더러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운동’을 향한 의지를 갖고 

여러 시도를 이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꾸준한 운동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들이 지향하는 ‘운동’의 속

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여성이 추구하는 운동은 다른 연령

대가 생각하는 신체활동, 또는 운동과 구별될만한 지점을 갖추고 있었다. 

강도 높은 운동, 실내 운동, 1:1 코칭과 같이 학습을 요구하는 특정 운동

이 청년 여성의 응답 전반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은 

“전문화된 운동”이란 명칭 아래 23개의 코드, 11개의 하위범주, 총 5개의 

범주를 근거로 설명해볼 수 있다<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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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성과를 

가져와야 함

 운동으로 

몸의 변화를 

기대함

옷을 입었을 때 예쁜 몸 (미용 체중)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원함

탄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몸을 원함

운동으로 체력 

향상을 기대함

좌식 습관, 나이 듦으로 인해 저하된 체력을 운동

으로 늘려야 함

미래의 과업을 대비하기 위해 체력을 늘려둬야 함

비용이 

필요함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

시설 등록 비용이 발생함

필요한 장비, 복장의 구매 비용이 들어감

탐색 비용이 

발생함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여러 시설 중 어디를 갈지 골라야 함

시간이 

필요함

시간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함

일과 중 운동하러 갈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

주 몇 회 이상 고정된 시간이 있어야 함

장기간의 시간 

투입이 발생함

1개월 단위의 수강 기간이 대부분임

몇 개월 단위로 등록해야 저렴한 구조라 오랜 시간

을 들이게 됨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

심리적으로 

준비되어야 함

운동 신경, 유연성 등 개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 의

심되더라도 도전해야 함

운동 과정을 어색해하지 않아야 함

체력이 필요함 운동 과정을 버티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함

체계적으로 

배워야 함

지식, 자세 

습득이 필요함

섣불리 시도하다가 다칠 수 있어 자세를 배워야 함

효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배워야 함

학습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함

전문가의 전략에 따라 운동을 배워야 함

전문가가 강제해야 힘든 과정도 계속하게 됨

지도 없이는 하기 힘듦

<표 3-2-3> 청년 여성이 지향하는 ‘전문화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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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청년 여성 중 11명(55%)은 몸의 변화를 위해 운동을 

하고 싶어 했고, 10명(50%)은 체력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때는 몸의 변화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체력증진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4명(20%)이었다. 즉, 운동은 체력이나 몸의 변화라는 가시적 성

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갖게 된다. 우선 청년 여성들은 운동을 통

해 몸의 변화를 기대하기에 이들이 지향하는 운동의 특징은 ‘몸을 바꿀 

수 있는가?’ 여부와 밀접하다. 운동의 목표가 명확한 것이다. 건강해 보

이는 몸, 오히려 운동이라는 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마른 몸, 옷을 입

었을 때 예뻐 보일 수 있는 몸이 운동의 목표로 자리하고 있었다. 

“남들 눈에 봤을 때도 어, 날씬한 엄마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보통 그러면 (운

동) 안 해요. 자기가 봤을 때도 뺄 체중이 없다는 거니까. 보통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졌

다, 내가 어디가 쪘어, 빼야 해 하지 않는 한 솔직히 하지 않아요.” (참여자 18, 만 34

세, 주부)

 이때 건강해 보이는 몸은 커다란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적인 근육이 잘 드러나 탄탄한 몸을 의미했다. 한 응답자는 운동을 통해 

마르면서 근육이 있는 몸을 갖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 꼬집었다. 근력운

동은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이지 마른 체형을 얻는 방안은 아니라는 분석

이었다. 실제로 운동으로 살이 빠지거나 체형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 

응답자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체형은 운동으로 도달할 수 없

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응답자 또한 미디어에 제시되는 여성의 체

형이 골골댈 정도로 마른 몸에 국한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살집이 있어

도 운동하는 몸처럼 더 건전하게 다양한 몸이 등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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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운동해도 저는 말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은 근육을 붙게 하려고 하는 

거지, 몸을 뭐 정말 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한국은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말

로는 체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결국 근육도 빼야 할 정도로 줄이고 줄이는 걸 원하고. 건

강과는 거리가 먼 (중략)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몸이 직업이니까 

나하고 달라, 하죠. 솔직히 일반 사람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는 체형인 거

예요. 저렇게 빼려면 안 먹어야 하는데, 정말 굶어야 하니까.” (참여자 18, 만 24세, 주

부)

운동으로 몸을 가꾸는 기대 너머 ‘체력증진’이라는 구체적 기대가 도

출되기도 했다. 몸매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졌다는 한 30대의 청년 여성

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대 후반이 되면

서 부쩍 체력이 줄어들었음을 실감했다는 응답이 20대 후반 여성 사이에

서 공통으로 나왔으며 사무직 종사자라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평소에 장을 보러 가는 등 일상적 행위가 버거워졌다는 답

변도 주를 이뤘다. 나이의 변화나 생활 습관의 여파로 체력 저하를 몸소 

깨달은 몇몇 청년 여성은 이제는 몸이 아니라 내 일상을 잘 수행하기 위

해 도와줄 “체력”에 대한 갈망에서 운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체력에 대한 기대는 이들이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과업 수

행과도 이어졌다. 체력은 청년 여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재 편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시험

을 준비하는 학생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체력이 “쓰레기”가 되었다며 수

험 생활을 뒷받침해줄 체력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직

장인으로서 계속 버티기 위해 체력을 길러둬야 하는데 운동으로 그 성과

를 기대한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30년 길러둔 체력이 3년 안에 다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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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토로하면서 앞으로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더욱 운동을 통해서 체

력을 키워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혼여성들은 자녀의 체력을 따라갈 수 없

다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신의 체력이 “방전”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

들에게 운동은 활력과 체력증진을 안겨줄 도구로 기대되고 있었다. 가사

와 육아로 체력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뒤, 시간

제로 일을 하는 기혼여성들은 눈앞에 산재한 일을 줄일 방법을 바라는 

대신 체력을 키울 운동이란 차선책을 떠올렸다.

“이걸 제 텐션이라고 비교를 하면요. 이 텐션이 100이었다면 애기를 낳고 키워야 하잖

아요? 애기 때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 좀 컸다 해도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어요. 왜냐면 3년 동안 급

격히 내 패턴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게(육아가) 또 엄마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

는 거라서. 30년 동안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3년 안에 30년 체력을 다 깎아 먹은 

느낌?” (참여자 18, 만 34세, 주부)

청년 여성들이 추구하는 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비용이다. 연구 참여

자들은 ‘운동을 끊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그들의 맥락

에서 ‘운동을 끊는다’라는 운동의 중단이 아니라 수강권, 시설 이용권인 

회원권을 구매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성과와 이어지는 운동을 하기 위해

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었다. 운동장을 달

리거나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간편한 과정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다양한 

운동 기구와 장비를 이용하는 운동을 추구하고 있기에, 여성들에게 운동

은 전문가의 지도나 시설의 이용을 위한 ‘구매’ 활동이었다. 대개 운동 

시설의 등록은 몇 개월 단위로 이뤄졌기에 비용 부담의 규모가 크기도 

했으며 부가적으로 관련 복장, 장비의 구매를 동반하기도 했다. 이처럼 

큰 운동 비용에 부담을 느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요가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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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도구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현재 여성들이 말하는 운

동은 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용 중에서도 탐색 비용이 까다롭게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었

다. 일단 청년 여성들은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소비자의 자세

로 고심했다. 이들은 자신의 운동 신경에 비추어 실천 가능성, 그 운동이 

갖는 효과와 주변인들의 권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운동이 맞을

지 고민해야 했다. 구체적인 운동을 정한 뒤에는 여러 시설을 오가며 상

담을 받거나 체험을 해보면서 비용을 문의하고, 어떤 장소를 택할 것인지 

심사숙고했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탐색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필라테스도 해보고 싶은데 … 비싸요. 아 그 뭐지 꼭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점이 아쉬

워요. 저도 제가 전화 먼저 하는 편이긴 한데, 또 비교를 해봐야 하니까. (연구자 : 목마

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하는) 담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담 한창 하고 안 하고 오

기 껄끄럽고요. 가격을 제시해주면 좋은데.”(참여자 12, 만 28세, 취업준비생)

운동의 세 번째 조건으로 시간을 꼽을 수 있다. 한 참여자는 최근에 

필라테스 센터만 3곳을 방문하여 수업이 열리는 시간대를 알아봤으나 전

부 자신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서 운동을 단념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등록하고 싶은 시설이 있더라도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적인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후의 시간을 고려하게 된다. 수험 생활 중인 이들은 하루 중 온전히 한 

가운데 2시간을 떼어 운동에 할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만큼 현재 청년 

여성들이 추구하는 ‘전문화된 운동’에는 시간상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

했다. 일과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계획하여 하루의 시작이나 끝 지점에 

운동이라는 일정을 집어넣는 과정이 동반되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다 30

분의 바짝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그 30분 안에 어떻게 운동을 다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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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냐는 반문에서 이제 운동은 정해진 ‘일’이자 특정 시간대의 약속

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주 몇 회라는 빈도로 정해진 시간

에 운동에 가야 하는 구조라 직장에서 야근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운동

은 선택할 수 없는 활동이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하루 중 빈 시간을 내는 것은 물론, 몇 개월간의 헌신을 약속해

야 하는 게 현재 운동 등록 시스템이었다. 요가, 필라테스 등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실내 운동의 경우 1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격의 할인을 내세워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수강권 구매를 간

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비용의 부담이 높아지는 동시에 장

기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요청받게 된다. 그나마 시간이 여유

로운 방학 때 헬스장을 등록해뒀다가 학기 중 3개월간 학업에 치여 헬스

장을 1번도 가지 못했다는 대학생 참여자, 직장을 다니면서 요가를 시작

했으나 잦은 야근으로 몇 번 가지 못했다는 참여자의 사례 모두 운동에

는 고정적인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과 비용의 절대적 투입이라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문화된 운동’

은 이들이 원하는 구체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기에 여성들은 지속해

서 동기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운동 신경이나 자신감, 체력 등 

개인 내적으로 조건이 필요해진다. 학창 시절부터 운동과 가까웠던 적이 

없다든가, 운동 신경이 스스로 없다고 판단해온 청년 여성들은 ‘전문화된 

운동’을 선망하면서도 두려워했다. 운동의 시도를 “도전”이라 표현하며 

수강을 했다가 다른 회원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근

력운동을 해보려고 헬스장에 갔다가 대다수 남성으로 구성된 헬스장 회

원의 시선이나 존재에 어색함을 느끼고 돌아왔다는 운동 후기 역시 운동

을 위해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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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전문화된 운동’은 개개인들의 체력이 있어야 했다. 고강

도의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싶으나 그 운동 과정을 버티기 위해서는 

다시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다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운동 시도를 하고 있지만, 원래 갖고 있던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 시도는 

하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자꾸 그만두게 되었고 그

게 반복되었던 거죠. (중략) 제 체력을 위해 시도했는데 시도하다 보니 제 체력의 한계

를 느끼는 반복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만 31세, 직장인)

개개인의 자신감, 체력까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전문화된 운동’이지만 

체계적으로 자세와 지식을 배워보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다. ‘전문화된 운

동’은 말 그대로 전문가를 동반하여 운동을 배워가는 학습의 과정에 해당

했다. 청년 여성들은 SNS에서 영상을 보고 섣불리 자세를 따라 하다가 

다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격적으로 몸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는 자세를 제대로 습득한 채로 동작을 해야 운동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 역시 전문가의 필요성과 이어졌다. 어떤 전문가에게 배울 것인지 알

아보는 것이 중대한 탐색 비용에 속할 만큼 청년 여성 사이에서 좋은 선

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걱정이 존재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신과 맞지 않는 

운동 선생님을 만나 허리를 다친 경험이 있다는 여성도 있었다. 고강도 

운동은 여성에게 필요 없다고 제한을 두는 트레이너들이 마음에 들지 않

아 여러 체육시설을 찾아다녔다는 어느 참여자의 이야기는 운동 구매 과

정에서 전문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의 전략을 따라

가야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시범이 있어야 운동을 배우기 수월

할 것이란 예상, 누군가가 운동을 강제해줘야 힘든 동작도 견뎌낼 수 있

을 거란 기대는 모두 배움의 과정으로 견뎌야 하는 높은 강도의 운동이 

가진 특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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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자세를 잘못 잡기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쪽 근육 단련하고 싶은데 다른 

쪽 근육 써버리면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저도 운동 아예 안 하다 보니까 (홈트를) 간단

하게 시작하려 했는데 팔목이나 팔꿈치, 어깨가 지지를 못 하고 근육이 없어서 아프기만 

하고 운동 효과가 없더라고요. 요즘 셀프로 운동할 수 있는 매체, 유튜브 같은 게 많아

지긴 했는데 그것도 아예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에겐 어렵지 않나 싶으면서 

(중략). 편입 기점으로 성공하고 나면 짬짬이 시작할 것 같아요. 주 2회 pt를 받는다든

지.”(참여자 11, 만 21세, 학생)

3) 청년 여성들의 운동 개념이 가져온 결과

가. 잦은 운동 중단과 포기

청년 여성들이 바라본 신체활동은 운동을 의미했고, 이들이 지향하는 

운동은 다시 전문화된 운동 영역으로 좁아져 있다. 이렇게 특정되고 좁아

진 범위 안에서 신체활동 실천 부족 여성들은 운동의 실천과 중단, 그리

고 포기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 여성들은 간간이 운동을 시

도하고 또 단기간 안에 중단하는 “운동 유목민” 상황에 처했다. 혹은 운

동에 좌절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문화된 운동’ 

개념이 가져온 결과로서 먼저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중심

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에 관해 15개의 코드와 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실천과 중단을 반복하게 된 운동 유목민이 발생함’, ‘운동으로부터 멀어

진 이들이 생김’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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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실천과 

중단을 

반복하는

“운동 

유목민”이 

발생함

운동의 재미 여부
운동에 재미를 느껴야 지속함

운동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만둠

목적 달성 여부

목적을 달성하면 효능감을 얻으며 운동을 긍정적

으로 여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둠

시간과 비용의 

충족 여부

방학 시기, 취업 후, 이직 후, 자녀의 성장 후 등 

절대적인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운동을 고려함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운동을 고려

함

체력의 적응 여부

일상과 운동이 병행 가능한 수준이어야 지속함

“체력을 키우려고 가는 건데 무리해서 더 힘들더

라고요.”

운동과 아예 

멀어진 

이들이 생김

자신감, 체력 

부족으로 인한 

체념

운동 신경, 유연성, 체력 부족으로 운동을 시작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김 

과거 운동 경험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껴 운동에 

도전할 수 없게 됨

비용에 대한 회의 비용 측면에서 큰 회의를 느끼고 포기함

출산은 그 자체로 

커다란 제약이 됨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운동을 할 수 없음

어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체력이 바닥남

나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아이와 온종일 함께라 시간을 낼 수 없음

<표 3-3-1> ‘전문화된 운동’으로 인한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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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들은 간간이 주변의 유행을 따라 운동을 시도해보고 있었다. 

유독 경험의 빈도가 높았던 요가나 필라테스, 헬스를 1년 이상 한 이들은 

3명(15%)에 불과하지만 3개월 이하로 해봤던 응답자는 12명(60%)이었

다. 그만큼 또래 여성 사이에서 특정 운동이 유행했고, 그 유행을 타서 

운동을 시도한 여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 생활을 기점으로, 혹은 대

학 입학을 기점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여 여러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

하고 어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한 스스로 ‘운동 유목민’이라 지칭하는 표

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시도가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운동 과정

에서 여러 고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즐거움은 가장 원초적으로 운동에 대한 태도를 가르는 요소였다. 

1년 이상 운동을 지속해봤던 여성들은 모두 운동에 재미를 느껴본 이들

이었다. 운동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 매번 달라지는 체육관의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

다는 의견, 타인과 함께 운동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의견은 모두 운동

이 가지는 즐거움을 느낀 이들에게서 나온 응답이었다. 

반면 운동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혹독함만을 느낀 이들은 3개월 

이내의 수강 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운동을 지속하지 않았다. 수강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뒀다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 여성들은 운동으로 인한 성

과를 기대하면서도 그 과정 자체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운동으

로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을 얻는 삶을 기대한 것이다. 실제로 운

동을 통해 하루가 상쾌하게 마무리하는 경험을 하고, 친구를 사귀거나 운

동에서 오는 효능감을 얻어 본 이들은 운동을 수단 그 이상으로 바라보

기도 했다. 고비를 넘겨 운동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소수의 참여자는 운동

이 자리 잡은 일상의 가치를 그 자체로 지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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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재미를 느껴본 이들은 재미 추구의 연속선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잘 맞을, 재밌어 보이는 운동을 탐색해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어느 응답자는 기존의 여성 운동이 오로지 몸 선을 가다듬는 목적을 지

닌, 레슨 방식의 실내 운동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하며 다양한 운동 선택

지를 갖고 싶어 했다. 최근 사회에서 풋살, 축구 등 여성들도 틀 안에 갇

히지 말고 팀을 짜 운동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한 그는 아직

은 “과도기적 시기”라 말하며 여성 운동의 범주가 넓어지는 상황을 소개

했다.

“예를 들어 축구, 풋살은 남자애들이 하는 운동인데, 이제는 여성분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서 한다는 광고도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런 거 나는 못해, 힘든 거 나는 못 하겠어 하

는 분도 있고. 지금은 딱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나도 이제 이

런 거 선택할 수 있어, 하는 컬트적인 분위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한 운동을 하

려는 인식들이 현실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5, 만 30세, 직장인)

즐거움은 운동의 목적 달성 여부와 긴밀하게 이어지기도 한다. 여성들

은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등록했다가 정말로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할 때 

가장 즐거웠다고 평했다. 운동으로 몸이나 체력의 변화를 겪어본 이들은 

궁극적으로 운동 고유의 즐거움도 느끼고, 앞으로도 운동을 쭉 하면서 살

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몸의 변화를 얻기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은 꽤 크다. 실제로 한 청년 여성은 주 6일 3시간씩 1년 넘게 

근력운동을 했던 시기에 몸의 변화와 즐거움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고 

경험을 회고했다. 그러나 이는 운동 관련 종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투입하

기 힘든 헌신도일 수 있다. 그만큼 청년 여성들이 지향하는 ‘전문화된 운

동’은 시작보다 유지와 지속이 더 어려운 구도에 놓여있는 것이다. 

운동 효과 달성 여부가 운동의 지속을 좌우할 때, 살이 빠지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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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하거나 기초 대사량이 늘지 않는 인바디 결과2)에 좌절한 여성들은 

운동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체력의 증진을 기대했음에도 체력이 

쉬이 늘지 않고 오히려 운동하러 가는 것이 괴롭기만 했다는 이들은 운

동을 탓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탓하고 있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운동이 혹독하게만 느껴질 경우, 비용만 발생한다고 인식되는 경우 여성

들은 운동을 중단하고 점차 운동에 대한 탐색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운동의 재미와 성취 여부가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은 운동의 시작 여부를 결정 짓는 여건이

다. 운동의 시작과 지속 여부는 개개인들의 시간적 여유에 달려있다. 일

상에서 우선으로 여기는 과업을 추구하고 쪼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에 운동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학업을 우선시하는 대학생들은 

방학을 기약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운동은 표현 그대로 “사치스

러운 일”일 수 있다.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급격히 줄어든다.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운동

은 “당분간은 정말 어려운 것”으로 멀어진다. 청년 여성들 개개인의 우선

순위는 시간의 투입 여부를 결정짓게 만드는 요소였다.

가장 많은 이들이 운동을 여러 번 시도했던 시기는 취업 후로 꼽혔는

데, 이는 취업 이후 고정적 일과 중 운동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생기는 

동시에, 소득으로 운동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20대, 30대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짧게,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취업 후 경제적 여유를 얻고,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조건과 맞물린다. 그러나 이는 깨지기 쉬운 균형이기

도 하다.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 잦

2) 체성분 분석에 사용되는 인바디(Inbody 520) 장비, 또는 그 분석 결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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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야근이나 높은 업무 강도로 피로해진다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시간

을 쪼갤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한 기혼여성은 20대 후반에나 반짝 

가능한 것이 운동이라고 평했다. 

“제 친구들도 많이 결혼했는데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는 없어요. 아기 키우면 바쁘다 보

니까, 각자 바빠서, 관리하는 친구는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워킹맘으로 정말 바쁘다 보

니까, 조리원 동기나 제 친구들만 봐도 따로 뭘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애기 보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운동 열심히 하던 운동파 친구 있는데 지금은 못 해요. 일하랴 애 보랴 바쁘기 때

문에. 운동이 가능한 것도 20대 중반 그 시기에나 반짝.” (참여자 4, 만 32세, 주부)

시간 못지않게 커다란 압박은 비용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도 운동을 위해 고정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에 큰 의문을 느

끼고 있었다. 취업준비생이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운동을 했다는 청년 

여성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던 사례기도 

하다. 한 참여자는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며 시간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누리고 운동하는 일이 쉽

지 않다고 말했다. 

시간과 비용이란 고비를 넘겨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여성들은 체력으

로 인해 실천과 중단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을 하

지만 체력의 무리가 와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체력증진이라는 

대표적인 기대는 특히나 체력 부족의 악순환과 맞물리고 있다. 기존의 학

업이나 직장 생활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운동을 배우러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누가 나 좀 집으로 옮겨줬으면 하고 바라는” 상태

가 되는 것이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등록했으나 무리해서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이야기, 당장 눈앞의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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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계획으로 성취를 얻는 것은 버겁다는 응답들은 체력 부족의 악순

환을 의미한다. 체력이 늘어나는 과정은 3개월 이상의 적응 단계가 필요

하겠지만 그 전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일이 다반사라는 응답은 역

시나 보다 힘든 운동을 선호한 결과의 그늘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직장에서 요즘에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받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게 돼요. 퇴근하고 나서 일을 안 할 때는 당장에라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

는 것 같아요. 주말에 등산 좋아하는 친구가 등산 갈래? 하는데 올라가면 뿌듯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기까지 너무 힘들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만 29세, 직장인)

운동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의미하는 고비에서 탈락하고 멀어진 이들

은 아예 운동으로부터 낙오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전문화된 운동’을 

향후 추구하지도 않을 거라 말하거나, 포기했다고 말하는 이들이었다. 운

동에 소극적으로 변한 이들은 실제로 운동을 경험해본 이들이기도 했다. 

3년 이상 운동을 해봤던 여성 참여자는 그 운동은 당시에나 가능했던 일

이고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운동하지 못할 거라며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답했다. 직장 생활과 아침 6시 운동을 병행하면서 당시 모든 에너

지를 쏟았던 여성은 운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괴로울 정도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취미로 권투를 했다는 한 참여자는 당시에 취미로 즐겁게 하

긴 했으나 그로 인해 10대에 관절염을 얻게 되었다면서 운동으로 “몸을 

빨리 당겨써버린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전문화된 운동’의 확산 아래, 운동의 시작조차 엄두 내지 못하

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청년 여성들은 운동에 도전해보기 위해 

각자의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야 했다. 몇몇은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 

운동하는 자신을 어색해하지 않는 태도 등을 끝내 가지지 못해 선망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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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경험을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한 응답자는 자

신이 운동 기구에 다가가자 헬스장의 다른 회원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르

는데 기웃거리는 사람 취급을 당해 불쾌하고 어색해 도망치듯 빠져나왔

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근력운동 수업을 받아보고 싶지만 견딜 자신이 없

다는 소극적 반응부터 “운동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노력이 필

요하다”라는 거리감까지 운동을 할 수 없을 거란 체념의 깊이는 다양했

다. 운동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여성들의 과거 경험과 이어지기도 했다. 

학창 시절 체육수업 경험의 여파로 운동 신경이 없다는 딱지, 스스로 운

동과 거리가 멀다는 꼬리표를 얻었던 이들은 자신은 다른 여성들이 하는 

만큼도 하지 못할 것이고 수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 앞서 자책하는 모습

을 드러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신경이 안 좋아서, 선천적으로 운동을 못 한다는 말을 들으면 

저를 가리키는 걸까 싶을 정도로 운동 신경이 없었어요. 별로 어려운 동작도 아닌 것 같

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무조건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구르기 이런 것도 잘 못 하겠고. 그런 게 압박감으로 느껴졌어요. 피구도 농구

도 못 하겠고 한데 그게 교육 과정이라 무조건 이수해야 하니까 저에게는 그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가와서 그때가 안 좋은 기억이라, 커서 더 스스로 운동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2, 만 24세, 직장인)

운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들은 특히나 비용에 대한 큰 회의를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운동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1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비용의 한계선

을 그은 여성도 있었지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버는

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참여자도 존재한다. 몇몇 대학생 참여자들은 운

동을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을 손꼽았다. “이게 그렇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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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인가” 회의가 들었다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고, 

SNS 광고를 보고 직접 운동 시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 후 내

야 하는 막대한 금액을 듣고 바로 포기했다는 20대 초반의 학생도 있었

다. 

다수의 응답자는 비용이 저렴할 때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운동 등록비가 확 싸다고 하면 솔깃해진다던 참여

자는 비용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싼 가격이 낮은 전문가의 수준이나 낙

후된 시설과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다고 했다. 청년 여성 대부분은 

비용이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적당한 ‘가성비’를 낼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고 싶어 했

다. 이 점은 다시 청년 여성들에게 운동이란 일종의 구매 과정이라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가파르게 운동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은 결혼과 출산

을 겪은 기혼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운동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출산 직

후의 과정을 설명했다. 여성들에게 출산은 몸에 큰 타격을 주는 경험이었

다. 출산 직후부터는 어린 자녀의 양육과 몸의 회복이 동시에 이뤄졌다. 

육아로 점철된 일상에서 무언가 해야겠단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

과 마음이 침체된 시기였다고 회고하는 이도 있었다. 점차 생활에 적응하

더라도 아이 위주의 삶이 이어지기에 양육자가 된 여성들은 오로지 자신

만을 위한 경제적, 시간적 투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혼

여성들의 일상에서 ‘시간’은 특히나 충족시키기 어려운 운동의 조건이었

다. 향후 육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으나 여

성들은 실질적으로 아이와 분리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나마 아이

를 어린이집에 보내 일정 시간대에 여유가 발생해도 시간제로 일을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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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육아와 가사 사이 발생한 틈이 경제활동으로 

채워질 때, 기혼여성의 삶에서 혼자만의 시간이란 아이를 재운 밤 시간이 

전부였다. 따라서 운동은 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덜 필요로 하게 될 즈음, 

아예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을 시기에나 가능한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지게 된다.

“애기 어린이집 보낸 후로 짬이 나서 내 시간이 생기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는 생각

도 못 했죠. (연구자: 어린이집은 몇 개월 차에 보내셨는지) 돌 지나고 보냈어요. (중략) 

그때부터는 좀 회복기라고 하나? 돌 이후에 바로 운동할 겨를은 없었어요. 정말 그냥… 

단절된 채 살다가…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했었거든요. 그땐 운동을 해서 (에너지

를)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 (참여자 19, 

만 31세, 주부) 

“산에 간다든가, 배드민턴 치는 그런 거는 신랑이 하고 싶어 해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되어서야 그런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

어요. (중략) 아, 운동을 애들이랑 같이해야 하는 것만 생각했네요. 저 스스로 한계를 둬

서 애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체육활동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참여자 

20, 만 34세, 주부)

운동하는 삶 자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기혼여성들도 있다. 한 응

답자는 SNS로 유행하는 운동을 보고, 운동을 즐기는 미혼 친구들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은 아이를 돌보고 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있었다. 이전과는 아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구분 

짓는 발언은 “우리 엄마들은 운동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라는 발언처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념의 어조를 지닌다. 그러나 체념한 이들

조차 한편으로 자조와 자책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었다. 재택근무를 하며 

육아와 가사를 모두 해냈던 한 여성은 운동할 짬을 내기 어려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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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게으름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기도 했다. 

“연예인들 보면 필라테스 하면서 여유롭게 자기 관리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아 

우리는 저런 거 할 여유가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저런 사람들은 운동 항상 해서 

가꾸는데 우리 평범한 애 엄마들은 못 하네, 이러면서 그런 괴리감이 들어요. (중략) 항

상 인스타 사진 보면 일반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진들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비

현실적인 감정이 들어요. 나랑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은. 같은 여성으로 살고 있는데 괴

리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중략) 어쩌겠어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참여

자 4, 만 34세, 주부)

나. 간과되는 걷기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이 결과 항목에서는 높아진 운동 장벽이 운동 내의 위계로 작동해 ‘걷

기’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지역 내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을 소

외시킬 수 있음을 다루고자 한다. 걷기는 현재 신체활동 실천 부족 상황

의 청년 여성들이 유일하게 하는 신체활동이었으나 이들의 인식 안에서 

‘운동’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

는 신체활동 내부의 균열은 결국 청년 여성들이 말하는 운동이 소비와 

학습 과정을 동반한 ‘전문화된 운동’이기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8개의 코드와 4개의 하위범주, ‘걷기 영역이 간과됨’, ‘운

동과 물리적 환경을 분리함’이란 두 범주를 도출하였다<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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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동이 청년 여성들에게 지향해야 할 운동으로 

자리 잡고, 운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

서 걷기를 비롯해 저강도의 운동은 이들이 원하는 운동에 미달하는 활동

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몇몇 이들의 인식 속에서 걷기는 아예 운동의 범

주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표 3-1-1>의 ‘청년 여성들이 

말하는 신체활동 개념’의 도식에서 균열을 만들어낸 부분이다. 보다 난이

도 높은 운동을 배우고 싶다던 청년 여성들이 현재 일상에서 신체활동으

로서 유일하게 수행하는 것은 걷기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걷기가 운동

범주 하위범주 개념

걷기 영역이 

간과됨

걷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걷기 ≠  운동)

산책은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시간 낭비”

이동을 위해 걷는 일은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앗아감

걷기에 대한 

소극적 태도

운동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에게 걷기는 대안으로서 

가능한 활동

걷기를 운동 실천의 시작 단계로 삼고자 함

운동과 

물리적 

환경을 

분리함

동네 환경과 실제 

이용은 별도의 

일이라 여김

주변 공원과 산책로에 만족하지만 정작 이용하지 않

고 있음

공원은 지역이 갖춰야 할 기본 환경에 불과함

운동 실천을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 여김

“결국 운동은 내 마음에 달린 것 같다. ”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것)

<표 3-3-2> ‘전문화된 운동’으로 인한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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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거나 운동이 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걷기에 따로 시간

을 할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걷기는 전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

가 떨어질 것”이란 발언들은 운동으로서 걷기가 지닌 가치가 외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여성들이 고강도 운동의 효과를 기대하면 할수록 

낮은 강도의 운동일 수 있는 걷기와 그 효과는 저평가되었다. ‘전문화된 

운동’이 삶을 극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희망적인 수단으로 여겨질 때, 산

책이나 걷기는 목적성이 떨어지는 지루한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몇 

여성들에게 걷기는 아예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에너지를 앗

아가는 불청객으로 보이기도 했다. 출근길에 걷고 싶지 않아서 택시를 종

종 이용한다거나, 출퇴근길에 걷느라 이미 지치게 된다는 참여자들의 이

야기는 걷기가 피로와 연결되는 상황을 말해준다. 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걷기 활동은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 구태여 해야 할 

필요성이 와닿지 않는, 오히려 일상에서 비중을 줄이고 싶은 활동이었다. 

“걷기.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죠. 집에서 그냥 SNS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해서 밖으로 가는 게 약간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산책을 위해서는 시간

을 따로 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산책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이 있어서 나가면 나갈 텐데. 일이 없는데 나가서 산책을 한다? 시간 낭

비 같아요.”(참여자 14, 만 24세, 취업준비생)

비록 소극적일지라도 걷기부터 실천해봐야겠다는 참여자들도 있다. 앞

으로 고강도 운동을 해보겠다 다짐한 참여자들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걷

기라도, 혹은 걷기부터 시작해보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한때 강

도 높은 운동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전해봤지만, 도저히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여긴 몇몇 참여자들은 그나마 걷기가 자신에게 알맞다고 판단

했다. 걷기는 ‘전문화된 운동’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 진입하지 못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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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떠올리는 소극적 선택지였다. 운동하고 싶어도 퇴근 후 갈 만한 시설

을 찾지 못한 여성은 걷기라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임신으로 인해 필라

테스, 요가 등 고강도의 운동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걷기를 실천한 이도 

있다. 스스로 운동 능력에 회의를 가진 청년 여성에게 걷기는 그나마 실

현 가능한 시작점이었다.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걷기는 하

나의 대안이자 더 높은 강도의 운동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전문화된 운동’이 이상적인 운동으로 여겨지면서 청년 여성의 신체활

동 개념에 위계가 발생하자,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둔 신체활동 

증진 정책도 외면받게 되었다. 걷기를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청년 여성들에게 하천 근처 산책로나, 둘레길, 공원 등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은 신체활동 증진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에 관해 물음

에서 A구 거주 신체활동 실천 부족 여성들은 하천의 조성과 공원, 녹지

와 둘레길 등 자연환경을 동네에 관해 만족하는 점이라 손꼽았다. 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A구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었기에 지역의 물리

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가족

들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이들은 가족들을 통해

서 상세하게 물리적 환경의 지명과 걷기 좋은 길 코스를 알고 있었다. 연

구에 참여한 이들의 가족 중 정기적으로 하천 근처를 걷거나 근린공원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빈번했다. 가족이 직접 A구의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

지 않더라도, 출근길 이른 아침에 마주치게 되는 이웃 주민들의 산책 모

습에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생겨 독려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집 근

처의 둘레길을 이용하기 위해 먼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는 사람들

을 생각하면 그 앞에 거주하는 자신도 당장 둘레길을 다녀야 할 것 같다

는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A구라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자원을 이

용하는 주민들, 특히 꾸준히 걷는 높은 연령대의 모습에 긍정적인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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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마을 환경에 대한 인상, 운

동하는 주민들에 대한 감상에 그쳤다. 걷기 친화적인 환경이 곳곳에 있음

에도 여성들은 그 이용에서 자신을 제외한 채 설명을 이어나갔다. 현재 

공원이나 하천 근처를 정기적으로 걷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A구의 물

리적 환경은 청년 여성들에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호감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는 못하였다. 

걷기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운동이란 인식 아래, 걷기 좋은 환경을 위

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은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실천과 별개의 일로 

분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다른 이들의 걷기나 걷기에 친화적인 환경은 반

성의 계기는 될지언정, 걷기의 독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동네 환경을 곱씹던 참여자들은 걷기 좋은 동네 상황에 만족하며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보였다. 따라서 결국 운동의 실천은 동네 환

경과 별개로 오로지 내 마음과 의지의 영역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외부 환경이 다 갖춰져 있지만 결국 운동을 안 하는 건 나의 문제란 인

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에게 운동은 “내 마음의 영역”이었다. 운동을 지

극히 개인적인 일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운동하지 않는 이유로 온전히 자

신의 게으름이나 부족함으로 연결 짓는 태도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하

여 동네 환경과 운동 실천 여부는 별개라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운동의 

실천은 한층 개인화되고, 개개인의 청년 여성은 운동과 관련해 지역의 도

움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하는 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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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의 교집합

걷기라는 신체활동의 근본 영역과 신체활동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중

요성이 강조되던 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청년 여성들이 바라보는 신체활

동 개념의 연장선에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신

체활동 개념에서 한발 물러나 자유롭게 신체활동과 지역사회 환경을 관

련지어보도록 했을 때 청년 여성들은 특정 운동 유형에 국한되지 않은 

채로 동네 환경에서 신체활동에 필요한 요소, 방해되는 요소들을 떠올렸

다. 여성들이 신체활동과 연관 지은 지역의 환경은 크게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두 가지의 범주로 도출되며 이는 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코드와 연결된다<표 3-4-1>.

범주 하위범주 개념

사회적 

환경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동네 친구를 만들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운동 실

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동네 정보의 활발한 공유가 필요함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함

청년 여성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

온라인을 적극 이용한 신체활동 정책의 홍보가 필요

함

쉽게 신체활동을 

접할 문화가 필요함

“신체활동을 거창한 것으로 여겨 가볍게 시도해볼 

수 없어요.”

물리적 

환경

운동 관련 자원이 

확충되어야 함

모두에게 개방된 운동 기구와 시설이 부족함

넓은 공간과 공터가 부족함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필요함

<표 3-4-1> 청년 여성들이 말하는 신체활동과 지역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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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요

소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동네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의 물리적 환경, 

운동 시설에 대한 홍보나 공유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꼽기도 하였다. 독서 

모임이나 여타 관심사 모임처럼 운동을 하고 싶거나 함께 걷고 싶은 사

람들이 이웃으로 사는 A구 내에서 모인다면 훨씬 걷기가 유쾌해질 수 있

을 거란 예상이었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클라이밍 운동을 함께 할 인원

을 모으고자 지역 정보가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네의 또래 여성

을 모집해 같이 운동을 해보기도 하였다. 클라이밍 운동 자체의 난이도로 

인해 금세 운동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친구를 사귀었다는 경험은 긍정적

인 의미로 기억되고 있었다. 몇몇 이들이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내에서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구하며 운동을 비롯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재미를 알아간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그러한 정보의 공유가 운동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 설

명했다.

또한 연령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구 차원의 환경 

조성 노력을 눈여겨보고 있다던 한 참여자는 동네에 어떤 노력이 있는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널리 소개되어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

걷기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잦은 도로 공사로 소음, 공해가 발생함

전동 퀵보드, 자전거 도로와의 구분이 어려워 걷기 

위험한 구간이 있음

신체활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 도시 

공간

버스 정류장 사이가 가까워 걸을 일이 줄어듦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일상에서 걷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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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보 수단으로 전통적인 플래카드나 소식지가 쓰일 수 있지만 젊은 

청년 여성들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 화면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수단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한편 어린이용 공원에

는 어린이가 많고, 공원에 개방된 운동 시설에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청년 

세대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청년 

세대를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여성도 있었다. 다른 응

답자는 청년 여성을 맞춤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참가해

보고 싶을 것이라 밝혔다. 지역에서 홍보하는 신체활동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었다는 어느 참여자 역시 막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

대가 자신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시간대라서 참여할 수 없었다며 아쉬워

했다. 여성들은 지역 정책의 관심이 온전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의미심장한 답변은 신체활동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부재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신체활동을 시도하는 일이 외면받는다는 이야기였

다. 참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또래의 친구들은 “거창한 것”을 해야 

진정 운동하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에서 가볍게 걷기부터 해

보라고 강조하더라도 청년 세대 스스로 운동에 많은 조건과 부담을 걸고 

있기에 틈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쉽게 접할 문

화가 부재한 사이 운동의 장벽이 높아지고만 있는 듯하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이어졌다.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가볍게 시도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요. 걷기나 산책.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세대 친구들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아리 신청하는 것만 봐도,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귀찮

을 것 같은데. 내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운동이라는 건 제로에서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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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건데. 시작해도 되는 건데. 허들을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6, 만 20

세, 학생)

”저는 이런 고민 했어요. 나는 왜 항상 운동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결국 신체활동을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리를 다녀도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평소에 일하기 위해 다니는 출퇴근 

시간이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여겨질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략) 해외여행 갔을 때 [보면 현지인들은] 다들 정말 모르는 사이여도 레이스 

돌 때 인사하고 반갑게 얘기하며 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비해 우리 문화가…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만 20세, 학생)

비슷한 맥락에서 A구라는 지역사회 환경을 넘어 도시라는 물리적 공

간의 편의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청년 여성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

년 여성들은 대체로 A구에 여타 편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음에 만족한

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청년 여성은 그러한 점에 만족하면서도 결국 

편의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이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배송이 되어서 장을 보러 나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한 예이

다. 다른 시에 거주하다가 서울시 A구 내의 대학 기숙사에서 살게 된 한 

청년 여성은 서울의 버스 정류장 사이가 워낙 가까워 걸을 일이 더 줄어

든다고 응답하였다. 편의를 추구하는 도시의 시설과 서비스들이 일상 속

에서 걷기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필요에 따른 걷기’를 줄여야 할 

무언가로 여기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청년 여성들이 신체활동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꼽은 물리적 환경은 모

두에게 개방된 기구와 시설이었다. 앞서 청년 여성 몇몇은 현재 개방된 

운동 기구가 다른 연령층 위주로 이용되기에 연령대별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보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우선 운동 기구를 널리 확충하는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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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밀집된 도시 환경 속에서 맨몸 운동이나 

간단한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터와 넓은 공간이 필요

하다는 여성도 있었다. 여성 운동이란 범주를 넘어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마련되어야 운동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을 거란 발언도 있다. 이 의견

들은 모두 신체활동 중에서도 ‘운동’에 초점을 맞춘 제안이다. 청년 여성

들은 지역사회를 떠올릴 때 그동안 말해왔던 운동 관점에서 벗어나, 일상

에서 이용하는 도로에 관해 아쉬움을 말하기도 했다. 자전거 도로의 너비 

부족, 잦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해가 걷기에 방해된다는 이야기였다. 

걷기의 방해 요소를 언급한 이들은 자신이 현재 지역 내 산책로를 이용

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도로를 걸으며 산책을 한다고 여기지도 않아 할 

말이 아닐 수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민으로서 생활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지만, 신체활동의 연장선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V.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저조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이는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부족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 A구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뒤 연

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사용되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과 ‘걷기실천’ 항목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는 실천 부족 상태의 청년 여

성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신체활동 실천 부족이

라 지칭되는 청년 여성들의 현재, 그리고 과거의 신체활동 관련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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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으며 이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 여

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의 문화와 규범, 실질적으

로 신체활동 증진 사업이 펼쳐지는 지역 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파악하려던 초반의 

설계와는 달리, 여성들이 추구하는 신체활동 개념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

다. 여성들이 생각한 신체활동은 다른 연령대와는 구별될 수 있는, 지엽

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신체활동은 여러 까다로

운 조건을 지녀, 청년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신체활동 실천에 실패하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었다. 우선 여성들에게 신체활동은 곧 ‘전문화된 

운동’이며, 운동은 삶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몸’과 밀접한 관련을 지녀 동

기를 부여했다. 사람의 외형이나 몸이 하나의 도덕적·윤리적 가치 기준

(이종찬, 2000)이기 때문이다. 권장된 양의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았던 

본 연구의 청년 여성들이 과거에 헬스장 이용, 필라테스, 요가를 경험해

본 이유도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청년 여성들의 공통된 운동 경험 

결과는 매년 규모가 늘고 있는 체력단련 시설에 관한 통계(문화체육관광

부, 2020)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홍형호, 이명철(2017)에 따르면 피트

니스 클럽, 즉 헬스장은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향상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 개인 맞춤형

으로 등장한 필라테스나 스튜디오 기반 운동공간도 몸의 재활과 기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에서 전문 지도자와 함께 짧은 시

간 내에 체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고강도의 운동이 청년 여성들에게 신체

활동으로 자리한 것이다. 그리고 전문화된 운동의 특징은 ‘등록’과 ‘학습’

으로 요약된다. ‘등록’ 후 수강하여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니 체계적인 ‘학

습’ 과정이 뒤따른다. 또한 운동의 구매와 학습은 ‘온라인’과 접점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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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SNS는 여성 운동의 외연을 특정 종목, 시설로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유행을 파악할 수 있는 운동은 

‘각자 알아서 하는 영역’이 되었다. 일정에 맞춰 틈틈이 수업받는 과정이

다 보니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 공간과 시간을 맞추기란 어렵다. 운동은 

생활 반경에서 정해진 과업을 소화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

정형화된 특정 운동이 바람직한 운동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연구의 결

과를 종합하여 3가지 논의할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 여성들이 말하

는 운동을 바탕으로 기존에 신체활동 제약요인으로 꼽혔던 ‘시간과 비용

의 부족’을 다시금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 세대 중에서도 특히 ‘여

성’의 관점에서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다루고자 한

다. 셋째,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인식으로 인한 운동 내 위계, 소외되는 

건강증진사업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건학이 집중해야 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1) 시간과 비용의 부족에 대한 이해

-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

청년 여성들은 권장된 신체활동 양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운동을 다니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 여성들이 추구

하는 운동은 비용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기에, 비용의 부담이 운동

을 제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애초부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운동을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사이의 경제적 격차, 직업 상황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소득 계층을 분류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은 한계로 인

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운동 실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초점

을 두지 못했다. 같은 여성 내에서도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과 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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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운동 행태 및 인식에 차이가 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Ball et al., 

2006)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의 규모와 세분화를 거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용이 없어서’ 운동하지 못한다

는 설명은 단편적일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청년 여성들의 현실에서 

이들이 말하는 비용은 경제적 숫자가 아닌 ‘가성비’를 의미했다. 비용은 

운동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지만, 절충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돈을 들여보고 싶은데 효과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망설여진다는 응답자

의 태도를 고려할 때, 청년 여성들은 성과를 기준으로 비용의 부담을 검

토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용 자체뿐 아니라 운동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 즉 여성들이 가진 동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도 고려해야 한다. 여가 

활동의 참여동기는 여가로 인해 얻게 되는 심리적 편익과 이어진다는 결

과는(허중욱, 2014) 비용이란 제약이 있더라도 운동으로 얻을 이득이 함

께 저울질 될 경우, 운동의 동기가 꺾이지 않음을 추측하게 한다. 여성들

에게 운동이 자신을 완성하는 활동이자 하나의 투자(장승현, 이근모, 

2014)로 인식될 때, 비용은 감수할 수 있는 제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여느 사례처럼 편입을 준비하는 와중에 편입 후 운동에 필요

한 돈을 미리 모으는 일도 발생한다. 

운동의 효과를 누리되 비용을 줄이는 타협점으로 홈트레이닝을 꼽을 

수 있다. 청년 여성들은 비용으로 인해 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

라, 가장 가성비가 높을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 홀로 운동해보고 있었다. 

그러나 층간 소음 문제, 운동공간과는 다른 집이란 생활 공간, 부상의 우

려로 인해 홈트레이닝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다

시 온라인 밖에서 운동을 찾아 나서게 된 이들은 각종 운동 시설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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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나 이벤트 행사에 솔깃해지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공공보건 자원으

로 구립 체육센터를 말한 청년 여성들은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추구로 

이미 자치구의 시설을 이용해봤다고 이들이었다. 이러한 답변의 이면에는 

비용의 발생을 전제하면서도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여성

들의 시도가 있다. 즉, 청년 여성들의 운동 실천에 있어 비용은 분명 하

나의 중대한 요인이지만, 절충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

 ‘2019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서 성인들의 신체활동 비참여 이

유로 시간 부족이 67.8%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청년 여성의 실천 부족 이유 역시 ‘시간이 없어서’라 과감하게 한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 운동을 경험해보고

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평균적으로 3개의 운동을 경험한 가운데, 참

여자의 절반은 요가를 경험했고 헬스장을 이용해본 이는 45%, 필라테스

를 경험한 이가 40%였다. 대신 다들 ‘단기’에 그쳤다. 2가지 이상의 운동

을 3개월 이하로 지속한 경우가 과반에 가까웠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청년 여성들의 운동 중단, 포기 과정에서도 시간

의 부족은 현재 운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가장 흔하고 강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설명만으로는 과거의 여러 운동 실천이 설명되

지 않았다. 청년 여성들에게는 저마다 운동의 실천이 가능했던, 시간상 

여유를 낼 수 있었던 한 시절이 있었다. 대학 입학 직전은 운동을 시작해

보는 가장 보편적인 시기였고, 수능 이후 못지않게 대거 운동을 경험해보

는 시기는 직장에 들어간 이후였다. 일정한 소득과 고정된 일과로 인해 

운동에 발을 들여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청년 여성들의 삶에서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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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던 한 시절은 곳곳에 존재했다. 시간이 없어서 언제나 운동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청년 여성들이 다른 우선

순위를 제치고서라도 헬스장을 등록한 데는 체중 감량이라는 분명한 목

적이 존재한다. 대학을 다니며 방학 때 잠깐, 취업을 준비하기 전 체력을 

위해 잠깐, 이직을 염두하고 퇴직한 시기를 틈타, 결혼 후 임신하지 않았

던 시기 등에 청년 여성들이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하려는 이유 역시 비용

의 제약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동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운동이 사

회 속 나의 실적과 이어지는 과업이기에 헬스장은 일과 그 외적인 삶을 

통합하는 사례라는 설명(남상우, 2018)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 간간이 운

동해야 했던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설명에 내포된 시간은 여성들에게 소중한 자원이

다. 청년 세대는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세대(정민우, &이

나영, 2011)이기에 시간이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신중하다. 이로 인해 운

동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여성들이 지향하는 운동

은 체계적 배움이란 점에서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시간 투입을 요청한다. 

운동으로부터 멀어졌던 한 여성은 3개월 동안 해봤는데 눈에 띄는 성과

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참여자가 원하는 몸의 변화를 체감하기에 3

개월은 다소 짧은 시간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운동이 성과로 이어

지는 긴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들의 잦은 운동 중

단이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인지 ‘시간이 아까워서’인지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운동하지 않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로 이해하는 데 더해, 

개인이 운동을 향해 가지고 있던 심리적 기대가 어떻게 꺾였는지 파악해

야 청년 여성의 저조한 신체활동 실천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운동에 대한 몰입이 언제 가능했는지, 그리하여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하려는 의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밝힐 수 있어야 신체활동 



- 78 -

증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이다. 

2) 청년 여성과 운동

- SNS를 통해 강조되는 운동의 필요성

 청년 여성들이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몸의 변화와 체력의 증진

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의 삶에서 동기부여를 증폭시키는 역

할은 SNS의 몫이었다. 이의훈(2010)은 SNS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이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의 규모나 속도가 생각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SNS에 주목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20대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스마트폰과 가깝고 SNS 이용에 

능한 세대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SNS는 

생활의 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김진욱, 2016). 실제로 연

구에서 만난 청년 여성들은 각자의 하루 끝에서 SNS로 지인들의 운동 

소식을 접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의 실내 운동 인증 사진을 지나치고 있었

다. 그 과정에서 유행하는 운동 문화를 파악하고, 지인의 운동 사진에 감

탄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혹자는 좌절과 괴리감을 얻기도 했다. SNS

로 각자의 경험을 사진과 글로 공유하는 것이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

아 개개인의 여가 활동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음(최승묵, 2020)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NS를 통해 몸 관리를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

부심을 높여가는 이들을 살펴본 연구(최원석, 이혁기, & 신석민, 2020)가 

말하듯, SNS는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운동의 순기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매체다. 또한 운동하는 타인의 모습에 감명받은 누군가에게 운동이 가진 

활력이 확산되는 긍정적인 장소일 수 있다. 그러나 SNS상의 운동 자부심

은 몸에 대한 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강은석, & 신중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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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NS에서 나타난 몸만들기 사진과 영상의 표현 방법은 과거와는 다르

게 갈수록 대담해지고 선정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창호

(2012)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은 개인의 과시 욕구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온라인 환경에서는 낯선 이에게도 자기표현의 정도가 높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과장하는 일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

구의 여성들은 SNS 속에서 몸이 자랑 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이들은 

운동이 몸을 과감하게 전시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하

는 의견을 털어놓기도 했다. 전형적인 복장을 한 채 특정 자세로 찍은 사

진을 찍어 올리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며 몸의 전시에 불편한 감

정을 털어놓은 청년 여성 또한 그러나, 인증 방식에 거부감을 느낄 뿐 자

신도 운동하는 몸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으로 접한 운동하는 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몸 관리 행동

에 몰입하게 한다는 다수의 결과(Slater & Tiggemann, 2014; 최원석, 이

혁기, & 신석민, 2020)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SNS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 여성들의 응답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많은 부분이 SNS를 매개로 

하고 있었다. 그런 SNS에서는 계속되는 몸의 이미지와 영상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미 사회에서 선호되는 여성의 체형에 민감한 여성들은 운동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재확인받는 구도에 놓인다. 따라서 몇몇 청년 여성들

은 운동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의지적으로 SNS상 운동 영상을 활

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대다수가 운동 영상을 시청해본 경험이 있

거나, 아예 홈트레이닝의 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으로 

전후 과정만 제시하는 SNS보다 과정이 제시되는 영상 서비스가 훌륭하

다는 비교 의견도 있었다. 운동 동영상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서로 그 링

크를 공유할 만큼 ‘할 수 있겠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무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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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정작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

이 대다수였다. 홀로 운동하는 과정의 한계를 잘 파악하게 된 것이다. 

운동을 장려하고 운동 방법을 쏟아내는 SNS는 이제 집에서 혼자 운

동하는 데 실패한 여성들에게 운동의 구매 경로와 이어진다. 청년 여성들

은 SNS로 실내 운동, 고강도의 운동, 개인지도 방식의 운동을 구경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운동의 효과가 어떠한지 자신에게 맞추어 상상하고 어

떤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여성들은 SNS에서 자주 보는 운동

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운동이라 여기게 되며, 온라인을 바탕으로 운동 문

화 역시 학습하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새로 연 지역의 운동 시설 홍보도 

이뤄진다. 상담이나 이벤트 가격, 복장의 구매와 같은 단어는 모두 청년 

여성들에게는 익숙한 단어다. SNS 속에서 운동을 구매하는 과정 역시 매

끄럽다. 끝없이 양산되고 있는 몸 관리와 관련된 성공담을 접하며(장승현, 

& 이근모, 2014) 청년 여성들은 언젠가 운동을 해봐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는 동기를 지닌 채로 신체활동 부족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 여성의 몸만들기 과정의 까다로움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현재 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여성 중 건강이 우려되는 비만 상태에 놓인 이들은 없었

다. 몸을 바꾸고 싶다는 동기, 그 아래의 불안은 사회적 체형 불안(Social 

physique anxiety) 개념과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체형, 체격에 대

해 타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Smith, 

2004). 여성들은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체형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체형을 평가(김미

희, 2015)하고 있었다. 이때 이들이 기준으로 삼는 체형은 단순히 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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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니었다. 한동안 남성들에게 몸의 목표는 ‘적당한’ 근육이고, 여성

들에게는 ‘마른’ 몸(임인숙, 2005)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여성

들의 몸은 ‘운동하는 몸’이 아닌 ‘굶는 몸’이 되어 식이요법, 보조제 및 

시술 등의 시도(이원미, &이종영, 2015)가 발생하는 각축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력운동 열풍

이 한창(이원미, 김가영, 2017)이기에 이제는 마르기만 한 몸이 아닌, 탄

탄한 몸에 관심이 쏟아진다. 식이로 살을 빼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나 식이 조절만으로 어딘가 부족하게 되었다. 선호되는 몸의 조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근육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 여성들에게 운동은 자기 계발의 일환이

며 주체적인 여성성의 표현이자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김영옥, 2004). 몸 

관리를 자기 계발의 주체적인 소비로 인식하는 여성은 잘 관리된 몸을 

자기표현, 혹은 자신의 잠재적 가치 등을 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박지윤, 천혜정, 2017). 그러나 헬스장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편안함

과 고급스러움을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 위치하는 운동의 엄격함과 반복 

훈련으로 오는 고통은 삭제, 은폐(장승현, & 이근모, 2014)되어 있다. 더

욱이 고된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탄탄한 몸이라는 성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다. 몸을 만들 때 여성스러운 몸선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 체중을 과하게 빼면 몸의 탄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청년 여성 사이에 따라오고 있었다. 서승범, 임수원, 

이혁기(2014)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만

들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자대학생들은 근육이 축소된 몸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아무리 여성들이 근육을 갖고 싶어 한다 한들, 이는 기본

적으로 군살이 없는 상태의, 마른 체형 내의 근육이다. 남성과 여성이 각

각 근육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르다. 여성들은 ‘여성스러운’ 근육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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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성스러운’ 근육이란 몸의 부피감이 없도록 군살을 잡아주는 근육

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연예인’의 근육에 해당한다(박지윤, 천혜

정, 2017). 따라서 여성들에게 고강도 실내 운동, 근력운동은 근육의 부

피나 근력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성들은 근육을 단련하되, 여성스러

움을 해치지 않을 모순된 근육(박지윤, 천혜정, 2017)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운동을 두려워하는 여성, 운동을 개척하고 싶은 여성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청소년기부터 운동에서 배제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윤희(2007)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스포

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 학교 안팎에서 스포츠 및 운동을 자주 경

험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학교 이외 장소에서의 신체활동 참여가 낮은 편

이다. 또 고정된 성역할과 체육수업 내 성차별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

여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소다(이은영 등, 2016). 남학생 위주의 교과

과정과 체육시설 및 공간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여학생의 배제 등이 여학

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즐거움(enjoymen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스

포츠 유능감(sport competence)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조성식, 김효진, 맹이섭, 2014). 이처럼 청소년기의 체육활동 

경험 부족이 여성의 신체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박은자, 차

미란, 2016)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 이행해온 본 연구의 청년 여성

들에게 지속해서 유효한 설명이 되고 있었다. 학창 시절부터 짊어지고 있

었던 운동에 대한 부담감, 운동에 관한 자신감의 결여는 운동을 선망하는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넘어야 할 장벽이었다.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고 

싶지만, 자신들의 운동 기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확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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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체육 시간의 평가를 아직도 부끄럽게 기억하는 여성, 운동을 즐겁

게 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성 모두 학창 시절

부터 체육 시간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 일이 없거나, 운동 기능이 부족하

다는 꼬리표를 달아온 이들이었다.

굳은 결심 하에 고강도의 실내 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남성에 비해 여

성에게 한층 낯설고 새로운 일이기도 했다. 연구에서 만난 청년 여성들은 

격렬한 운동이 여성스럽지 않은 것이라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라와 운동

이 어색하다는 견해였다. 실제로 헬스장이란 공간은 자신의 몸을 살필 수 

있도록 거울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꾸준히 체

화하게 만들어, 여성들은 타인의 평가를 염려하며 운동하게 된다는 

Salvatore와 Marecek의 연구 결과(2010)는 남성의 시선과 존재가 불편해 

운동할 수 없었다던 몇몇 여성의 상황과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학창 시절의 체육 경험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

은 아니다. 청소년기부터 신체활동에 있어 위축을 겪었던 이들이 성인기

에도 자신감을 갖기 못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도 존재했다. 체형 관리 위주로 한정된 여성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운동 종목을 경험하고 싶다던 한 참여자는 여학생들이 체육 교과

에서 경험하는 종목이 피구, 발야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이은영 등, 

2016)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해당 참여자는 온라인에서 팀 스포츠나 구

기 종목을 도전하려는 시도가 꽤 보였다며 현재를 ‘과도기적 시기’라 진

단하기도 했다. 김지혁(2021)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여성은 스포츠 참여에 

배제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으나 최근 한국 체육학회는 여성에게 

한계를 두지 말자는 주제로 스포츠 성평등 논의를 이끌고 있다. 학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운동에서 배제되고 여성이 있는 와중에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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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끄는 이들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 스포츠를 향

한 열망은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여성은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기존에 존재하는 격렬한 운동공

간은 남성 회원들이 대다수라는 점, 같이 스포츠를 경험할 여성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운동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출산 이후 여성

운동으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있는 이들은 아이를 낳고 육아 중인 여

성들이다. 이들은 출산 자체로 인해 몸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체형

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육아로 인해 체력의 고갈을 경험하면서 

향후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해 체력증진의 필요성으로 운동을 선망하고 

있었다. 돌봄자라는 여성의 역할이 신체활동을 위한 에너지, 시간을 앗아

가고(Duin et al, 2015) 자녀 양육의 의무, 시간 부족, 무력감, 피곤이 여

성들의 신체활동 장애요인이라는 선행연구(King et al., 2000)는 기혼여성

의 신체활동 제약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운동에 대

한 동기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기혼여성들은 체력을 

뒷받침할 운동이 자신의 생존에 직결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설령 체력

이 늘어난다 해도 눈앞의 과업이 수월해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

다. 본 연구는 ‘청년’의 정의에 따라 35세 이상의 여성은 대상자로 포함

하지 않았기에 현재 어린 자녀를 돌보는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이후 어

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인지 가늠하지 못하였다. 30대 중후반에 이르

러서는 육아로 인한 고충이 줄어드는지, 체형에 대한 압박에서는 가벼워

질 수 있을지 등 기혼여성의 상황을 연속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30대 

이후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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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육아를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고 1인 여성 가구 역시 증

가함에 따라 여성 내부에서 생활 양식의 차이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혼 여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이들의 신체적 여가 활동이 어떤 기

대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연구(김민철, 박수진, 2021)도 존재하지만, 그 한

편에 여전히 전통적으로 어려움을 지녔던 육아 중인 기혼여성이 있다. 특

히나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은 가족과 직업 영역에서 다중역할을 수

행하느라 갈등, 스트레스를 받고(Arber, 1991), 선호하는 여가생활이나 

자기 계획에 시간을 할당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양소남, 신창

식, 2011). 출산과 육아에 이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시간에 경제활

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삶에는 운동은커녕 여가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의 현실에서 ‘신체활동 실천 부족’이라는 

가혹한 분류는 죄책감을 늘릴 뿐이었다. 육아로 인해 이미 상당량의 신체

활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은 그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

다. 그리고 육아에 동반되는 신체활동은 이들 여성에게 피로한 일상의 단

편으로 머무르기도 했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으면서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신체활동의 종류는 무엇인지, 아이와 엄마가 함께 안전하

게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

지 추후에도 막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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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학적 논의

- 걷기의 가치 절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추구하는 ‘전문화된 운동’은 언제 중단되

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높은 진입 및 유지 장벽을 갖고 있다. 성취감

과 직결되는 운동, 자기관리로서의 운동이 진정 운동이라는 시각이 강해

지면서 운동은 거창하고 비싼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몸은 

자기 계발의 하나로 자기 기술을 발휘하는 장(태희원, 2012)이 되었다는 

서술과 유사하다. 

주목받는 운동의 그늘에는 그 가치가 특히 절하되는 운동으로 걷기가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강도의 실내 운동을 준거 기준으로 삼

는 여성들에게 걷기는 운동이라기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은, 그저 신체

활동일 뿐이었다. 그러나 걷기는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도 심폐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왔다(손조욱, 이지현, 

2006).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고 우울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방법이 널리 보급될 때 개개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운동이기도 하다(장영희 외, 2013). 그러나 

걷기를 바람직한 운동, 하고 싶은 운동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청년 여성은 

없었다. 운동을 고려할 때 투입 대비 성과를 그려보는 이들에게 걷기는 

무계획적인 시간의 낭비로 보인다. 태평하게 걸어서는 운동 효과를 낼 수 

없기에, 걷기는 배움이 필요 없는 활동이기에, 걷기는 높은 연령대에 걸

맞은 운동이고 아직 젊은 자신에게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기에 등 걷기

를 운동으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의견은 다양했다. 그러나 모두 걷기가 지

나치게 단순하고, 운동으로서 가성비가 낮다는 관점을 지닌다. 이는 걷기

실천과 관련해 그간 유명한 걷기 제약요인으로 여겨졌던 의지력 부족(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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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 등, 2020)이 청년 여성 대상으로는 다소 평면적인 해석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여성들에게 운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동 목적의 걷기는 한층 부정적

으로 여겨졌다. 많은 이들이 이동을 위해 걷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고 싶어도 공원까지 이동 거리가 20분이라 갈 수 없다

던 발언 속에서 ‘이동 목적의 걷기’는 체력을 닳게 하는 부정적인 활동이

란 인식이 보였다. 걷기가 귀찮은 활동으로 여겨지는 거시적인 배경으로 

현재 일상을 구성하는 도시의 구조가 지목되기도 했다. 수많은 편의 시설

이 10분 내 거리에 존재하기에 평소에 걸을 일이 없는 도시의 삶은 걷는 

것을 제약하고, 걷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 여기게 만든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걷기라는 신체활동의 근간이 소외당하고 있기에, 걷기에 초점을 두는 

지역 내 신체활동 증진 사업도 청년 여성들에게는 외면받게 된다. A구의 

정책 및 사업 분석 보고(서울도시연구원, 2020)에 의하면 해당 구는 생태

학적 모델에 따라 신체활동 결정 요인을 분석한 뒤 신체활동 활성화 사

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의 75%는 대중교통 접근성, 공원 조성 등 환경적 

접근이 차지했고 신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사회문화

적 접근이 나머지에 해당했다. 실제로 A구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들은 자

치구가 공들여 마련하고 있는 하천 근처의 산책로와 공원, 둘레길 조성 

등 신체활동 친화적인 동네 환경에 만족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조성된 환경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는 없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

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개선될수록 청년 여성들이 일상에서 걷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운동을 배우러 갈 시간은 내더라도 걸을 시간은 줄이고 싶다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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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은 신체활동의 실천과

는 별도로 벌어지는 사업이었다. 청년 여성들은 자신들의 운동 실천 여부

와 구 차원의 정책, 사업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운동은 

철저히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며 그 실천을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시켰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걷기 친화적 환경의 조성

을 신체활동의 주요 변수로 파악해온 연구(McNeil et al., 2006)에 대비

되는 결과다. 또한 “건강이 개인적 책임으로 귀속되었고 외모가 직업의 

필수조건으로 다루어지며 여가는 전적으로 자기 계발에 쓰이는 시대에, 

운동 분야는 개개인이 소비에 적합한 몸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워

가는 사례(Maguire, 2008)”라는 지적을 실감하게 한다.

-보건학의 과제

본 연구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선망받는 운동의 형태였던 요가, 필라테

스, 크로스핏이나 클라이밍, 댄스 스포츠 등의 운동들은 각각 어떤 효과

를 가지는지 파악하려는 체육학계의 연구나 마케팅 관련 연구의 주제로

서 학문 분야에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운동 유행과 함께 청

년 여성의 신체활동 지향이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되었다는 본 연구의 진

단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동 각각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넘어, 청년 여성들이 인식하는 신체활동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건학은 기존의 공중 보건 영역에서 다뤄졌던 신체활동의 내

용이 현재 청년 여성들이 지닌 신체활동의 내용, 가치, 개념과 어긋나고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가 되

었던 신체활동 내용과 청년 여성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달라진 인식

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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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개념이 기존 정책의 방향과 일

치하지 않는다면 걷기 조성과 같은 사업은 여성들에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자체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신

체활동 개념이란 기존의 지형에서 여성들의 지향이 어떠한지 파악할 때

야 ‘청년 여성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정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가능한 대안 형태 중 하나로 청년 여성 맞춤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의 개발과 보급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상과 신체활동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필요

하다. 물리적 환경이 청년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여성들에게 신체활동을 무턱대고 권장하는 일은 공허한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걷는 게 싫어서 택시를 타지만, 헬스장 등

록을 알아보는 청년 여성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여성들에게 필

요한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 현세대의 특성에 기초한 건강증진사업이 효

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 여성들은 코로나19와 재택근무 등의 여파로 실내에서 생

활하는 일상이 증가했으며, 체력의 저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걷기나 여타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위험한 신

호일 수 있다. 최근 국외 가이드라인들은 평소 걷기라는 움직임은 줄이

되, 높은 강도의 운동 시설에서 신체활동만을 꿈꾸며 운동을 미루는 청년 

여성들에게 알맞을 수 있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었다. 국외 지침들은 신체

활동의 증가 못지않게 좌식 행동의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수면과 좌식, 저강도 활동까지 포함한 활동 지침을 마련했다(Canadi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2018). 미국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2판

은 한 번에 10분 이상이라는 신체활동 권장량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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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체에서의 신체활동 축적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본도 신체활동 

및 운동 기준을 개념화한 ‘생활 활동’ 개념을 강조하는 추세다(고광욱, 

2018). 따라서 국내에서도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신체활동 지

침을 넘어 보다 입체적으로 유산소 실천은 줄고 좌식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년 여성에게 선망되는 고

강도 운동과 경시 받는 걷기 사이를 채우기 위해 획기적인 운동이 개발

될 필요는 없다. 좌식 시간의 감소를 위해 가까운 곳의 헬스장이 꼭 필요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2013)’가 

권장하듯 운동은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해야 하며, 권장된 신체활동 양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

러한 메시지를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메시지가 닿지 않는 구도의 배경에는 신체 이미지

가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우선하여 놓인 상황이 있기도 하다. 여성들은 자

신의 수준에 알맞은 운동보다는 원하는 체형을 위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난이도의 운동 방식을 지향하였다. 이때 보건학은 ‘건강’이라는 신체

활동 고유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이 신체 이미지보다 뒷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가져올 폐해를 우려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개념에서 ‘건강’은 다소 

부수적인 위치에 놓인다.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체육시설들이 병원보다 

더 건강을 담보해주는 공간으로 상징화(장승현, & 이근모, 2014)되는 듯

하다. 그러나 청년 여성들이 추구하는 몸 관리가 ‘건강한 몸’을 향한 노

력이라고 단순히 정의하긴 어렵다. 신체활동은 몸을 관리하는 여러 양식 

중 하나에 속해왔으며 신체활동 여부는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인

식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김미정, 2012). 무리한 절식, 다이어트 약물 사

용, 하제나 이뇨제의 사용 등은 여대생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방식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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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 바 있다(김미정, 2012).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접근성, 용이성이 높은 교내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정확한 신체 

계측을 수행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운동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에 힘써야 한

다고 제언한다(하혜진, & 김은아, 202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서도 청소년 대상 신체 이미지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들이 존재하기

에, 학교 기반 중재를 제언하기도 한다(윤현정, 서경산, & 한달롱, 2021). 

마찬가지로 보건학적 관점에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을 마련할 때, 신체 이미지와 연계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체 이미지와 신체활동의 단단한 연결의 가운데에 SNS가 자리

를 잡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의 신체활

동이 전문화된 방식의 특정 운동으로 굳어지는 데 이바지한 매체는 SNS

였다. 운동이 ‘운동하는 몸을 갖고자 하는 나’를 위한 하나의 기획이자 

과업(남상우, 2018)으로 여겨지는 한, 과시적 이미지로서의 운동이 강조

되어 적절한 수준의 필요한 신체활동 실천이라는 일상의 건강증진은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국외에서는 신체상을 바꾸기 위해 청소년의 미

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Richardson et al., 2009). 청

년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미디어나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헬스 리터러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가늠된다. 헬스 리터러

시(health literacy), 즉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증진과 건강 유지를 위

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개인의 동기와 능력을 규정하

는 인지적·사회적 기술’(Nutbeam, 2000)로 정의된다.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서는 헬스 리터러시의 향상을 보건정책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헬스 리터러시는 연령대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비

현실적인 신체상이라는 규범을 등에 업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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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헬스 리터러시 증진과는 다른 방식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

성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운동 문화와 규범이 오히

려 ‘건강’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거나, 자주 접하는 운동 정보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혹은 생애 전체를 조망하

여 무리한 다이어트나 맞지 않는 강도의 운동에 대한 선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구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 중 신체활동 실천 

부족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모집하여 신체활동과 관련된 개인적·사회적 경

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청년 여성이 말하는 신체활동 개념을 정리

하고 이들에게 신체활동으로 대표되는 운동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또 운

동을 장려하는 사회의 규범을 포함해 신체활동 관련 맥락을 설명하였다. 

현재 여성들이 지향하는 운동 개념이 기존 신체활동 영역에 어떤 분화를 

가져왔는지 이해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이 지역의 신체활동 

증진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향후 이들의 신체활동과 지역 환경의 연

결 요소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범위 설정에서 한계를 지닌다. 참여자

의 직종과 소득을 구획하여 선별하지 않았기에 직업 상태와 경제적 수준

에 따른 청년 여성 내부의 차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청년 여성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탐색하지 못했단 한

계는 신체활동 실천 부족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차지하는 맥락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활동 실천 부

족 상황의 청년 여성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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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실천‘ 문항에 답하도록 설계했기에 연구에 참여한 시점부터 청년 여

성들의 신체활동 인식이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다는 한계도 있

다. 심층면접조사 도중에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질의와 응답에 비

해 여성들 주변의 사람, 규범 등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로 인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응답이 다소 빈약하다는 제한점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남성과 대비할 때 청년 여성이 말하는 신체활동의 

어려움이 어떻게 강조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매끄럽게 파악하지 못했다. 다

만 여성의 몸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대상화되고 운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여성의 경우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신체상의 규격이 상대적

으로 작기에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여성들이 

처해온 사회문화적 맥락상 운동에 도전하는 과정이 낯설 수 있다는 논의 

지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지점 각각을 깊이 다루지는 못한

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 여성 집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신체활동 개념이 다른 연령층과는 다를 수 있음에 

주목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 청년 여성 고유의 입장에서 운동의 어려움

을 설명하고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와 같은 미실천의 전통

적 이유를 입체적으로 보충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의 근간으로 여

겨지는 ‘걷기’의 중요성이 청년 여성에게 간과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현재의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의 방향

은 청년 여성을 빗겨나가고 있음을 드러낸 점 역시 본 연구의 의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추후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개념이 어떠

한지 보건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들이 바라

보는 신체활동에서 건강은 부수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신체 이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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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박과 마케팅이 청년 여성의 운동 문화를 둘러싸고 있기에, 이들의 

신체활동은 보건학이 다뤄온 신체활동 고유의 가치, 영역 전반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 개념이 기존 신체활동 지형도 

위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탐색할 때, 청년 여성들의 신체활동 문화

가 가지는 우려 지점을 방관하지 않고 개입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

에 청년 여성을 맞춤으로 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제안

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들은 선망하는 고강도의 운동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소 걷는 활동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국내외 신체

활동 지침들이 개선을 강조하는 생활 양식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상 전

체의 신체활동 축적을 강조하기 위해 1번에 10분 이상과 같은 신체활동 

권장량의 하한선을 없앴다. 캐나다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수면이나 좌식 

패턴까지 다룬 24시간의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어떻게든 덜 앉아 있고,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것을 지향하게 하려는 목표가 청년 여성들에게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만난 현재 청년 여성들 역시 국

외의 사례와 같이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화된 운동에 대한 지향과 귀찮게 여기는 일상 속 걷기 사이 공백

을 채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좋다는 생각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볍게, 자주, 쉽게 움직일수록 장기적으로 좋다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고 확산되는 과정에는 건강정보를 이해

하는 헬스 리터러시를 증진하는 개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년 여성의 건강행태에 관심을 요청하고, 청년 여성의 신체활

동 증진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서울시 A구에 거주하는 일

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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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연구 결과, 신체활동 실천 부족으로 분류된 청년 여성들은 저조한 실

천율 아래에서 여러 운동의 시도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

에서 보이는 몸을 위해, 또는 주어진 과업을 해낼 체력을 위해 신체활동

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실현할 

도구로써 신체활동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신체활동은 운동을 의

미하는데 이는 다시 ‘전문화된 운동’을 뜻하고 있었다. 청년 여성들이 추

구하는 ‘전문화된 운동’은 소비 경험이자 학습 과정을 필요로 하는 체계

적인 운동이기에 비용과 시간의 투입, 그에 따른 성과의 보장, 체력과 자

신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SNS를 통해 특정 운동과 그 운동이 가져올 변화를 주입받게 된 청년 

여성들은 번번이 여러 유행하는 운동에 도전하고 한편으로 좌절하고 있

었다.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싼 운동을 지향함에 따라 일상에서 

운동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걷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게 되었다. 청년 

여성들은 걷기 좋은 동네 환경 자체에는 만족해도 그러한 환경 조성이 

자신들의 운동 수준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운동을 하

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라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전문화된 운동

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사이에 위계가 발생하여 운동에서 멀어지는 이

들이 늘어날 수 있기에 신체활동이 더 쉽게, 가볍게 시작될 수 있는 문화

와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또한 좁아진 운동 개념 속에서 누가 

배제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고민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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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선 청년 여성들의 눈에 비친 신체활동, 운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이는 몸, 일상에서 지치지 않을 몸이라

는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운동이어야 한다는 관점은 여러 과업을 해내

야 하는 상황에 청년 세대가 놓여있다는 점, 젊은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어진다. 청년 여성

들은 운동에 무관심하지 않다.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삶의 질을 낮추거나 부상을 겪기도 하고 건강을 담보로 하더라도 

원하는 체형을 추구한다.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려

면 ‘건강’의 관점에서 운동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들의 운

동 문화에서 늙은 몸, 아픈 몸은 암묵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취급받는다. 운동이 젊음의 표상이자 젊은 육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

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디서부터 개입이 필

요할지 단번에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청년 여성의 시각에서 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광범위한 이들을 대상으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현재 ‘전문화된 운동’의 추구 속에서 배제되는 청년 여성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강도의 실내 운동에서 낙오된 이들은 계속 

전문화된 운동을 맴돌며 일상에서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움직임을 수행

할 기회를 외면하게 된다. 운동을 거창한 무언가, 힘들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 거리를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왜곡된 건강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기준으로 인해 운동은 내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서는 일이 중요하다. 이미 신체활동 지침서에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권장이 실려있다. 그 권고를 여성들

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들을 지칭하고, 이들의 일상에 대한 이

해가 바탕이 된 가이드라인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때 국외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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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마찬가지로 일상 전체에서 축적되는 움직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좌식 생활이 편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코로나19 이후 걷지 않는 하루가 

늘었지만, 몸을 잠시라도 움직이는 시도가 무의미한 일이 아니란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운동의 장벽을 낮출 실마리는 이미 여성들의 응답 사이에 존재

했다. 여성들은 자신이 신체활동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란 점을 파악하

면서도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 기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이 동네를 걷기 좋게 만들 것이라 상상했다. 

이러한 응답에 비추어볼 때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 정책에는 사

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청소년이

나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고려되는 신체상 증진 프로그램 역시 신체활동 

중재 방안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여성의 신체활동은 보이

는 몸, 몸이 전시되는 SNS와 큰 연관을 지녔기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

한 교육, 신체상 개선과 밀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시

급하다.

마지막으로 특히나 운동으로부터 더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출산 후 기

혼여성을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출산 자체로 몸이 회복되지 않음

에도, 체형에 대한 압박을 겪으며 체력증진 차원에서 운동을 추구하고 있

었다.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부

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돌봄 체계의 확장과 지원일 것이다. 또한 양육자들

이 육아로 인해 이미 나름의 신체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이와 

함께 저강도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자료가 마련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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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 physical ac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people can do to improve their health. Moving more and sitting 

less have tremendous benefits for everyone, regardless of age, sex, 

race, ethnicity, or current fitness level. However, in regards to 

young women, we notice that they report half the rate of physical 

activity compared to men in the same age group.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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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s conducted in Seoul in 2017, the difference in physical 

activity rat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was the 

largest among all age groups. This is the time when women are 

expected to be the healthiest of their life, but the physical activity 

indicators reveal a different reality. Young women's physical activity 

level is not higher than women of other age groups. Bearing this in 

mind, comprehensive studies on the health and health behaviors of 

women in their twenties are scarce. There is also a lack of studies 

that focus on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between men and 

women. Previous studies have posited that women in this age 

group may have lower levels of physical activity due to care-taking 

responsibilities; while this explanation may have been sufficient for 

previous generations, it no longer encapsulates the reality of women 

in their twenties' experience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realities of young women who are physically 

inactive and identify how their health behaviors differ from other 

populations in order to introduce policies to promote their physical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ersonal experience of young women living in Seoul who are not 

physically active.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social 

contexts of physical inactivity and perceptions of physical 

environments that encourage physical activity. (such as parks, etc.)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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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who were physically inactiv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4, and living in Seoul.  Participants were recruited with 

consideration to age, occupation, and marital statu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0 people.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through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young women who lacked physical 

activity regarded physical activity as 'exercise'. At this time, the 

exercise they referenced is narrowed down to a ‘specialized 

exercise’ that has several defining characteristics. First, exercise is 

expected as a means to bring concrete results, such as changes in 

body shape or physical strength. In addition, it takes time and 

money to be guided by a trainer or fitness expert. Considering 

these factors, when exercise was viewed as a costly and 

time-consuming practice, those who lacked money or time, those 

who did not have the desired result through exercise, and those 

who lacked self-confidence were on the verge of abandoning 

exercise. The interviewees who were physically inactive had actually 

experienced, on average, three types of exercise in their past, such 

as yoga, Pilates, and fitness club. These women usually tried each 

form of exercise for under three months before moving on to a 

novel form of exercise. Interviewees were exposed to a fashionable 

exercise culture via social network services that motivated them to 

do a very specific type of exercise. Social network services were 

cited as a prominent factor misrepresenting exercise and therefore 

interviewees’ perception of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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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other hand, a hierarchy was occurring within the types of 

physical activity among young women. Walking as a form of 

exercise, which anyone can do, was perceived to be insufficient to 

achieve a desired effect and, therefore, to be avoided. As the value 

of walking diminished, policies for a physical activity-friendly 

environment were also ignored. For young women who do not 

consider walking as an important form of physical activity, the 

creation of parks and trails became unimportant to their exercise. 

The practice of exercise has become a matter of an individual’s 

mindset.

 The results from the above analysis suggest that the idea of 

physical activity among young women may be different from the  

concept utilized in public health policies. It is demonstrated that 

improvement of physical activity among young women is difficult 

to achieve using current policies. Thus,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meaning, content, and value of physical activity as defined by 

young women is necessary to lay the groundwork for an effective 

'policy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for young women'. Following 

an understanding of these discrepancies in existing health policy as 

it applies to young women, novel guidelines following the 

life-course approach should be initiated for young women 

specifically, composed of low-impact, approachable exercises. 

Currently, the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provides general 

recommendations for adults regardless of their identity. However, to 

tailor health counsel to young women, the benefits of wal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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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tensity physical activity should be highlighted to encourage a 

reduction of sedentary lifestyles and an easy engagement in 

consistent, daily activity. The ultimate goal of public health policy 

directed to females in their early 20s and 30s should be to develop 

an exercise culture promoting easy and convenient routines to make 

fitness accessible to all, rather than costly, niche activities. Finally, 

given the rapid, exponential expansion of SNS and its influence 

today, particularly among younger generations, there has been a 

distortion of exercise culture to revolve around online appearances 

and social gratification rather than physical well-being. Thus, the 

policy approach should also seek to emphasize health literacy to 

help young women prioritize health over image, and to escape 

unrealistic body ideals. 

                                             

Keywords : Physical Activity of Young people, Physical In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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