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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의 불일치: 한국의 사례
김상욱1)
요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객관적 체형(체질량지수)과 주관적 체형(체형인식) 사이의 불일치는 과
연 어느 정도이며, 양자 간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관·인과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러한
불일치 및 요인들은 서구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어떠한 동질성 혹은 이질성을 지
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체형, 체형인식, 체형평가 등과 관련한 사회학
특유의 접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단위 전국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의 토대에 있어
서도 비교적 척박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러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문제는 그동안 적잖은 공백
으로 남겨져 있었다. 한국의 대표성 높은 학술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분야 국내외 기존연
구들의 구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도된 이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
들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1) 두 가지 체형 사이에는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즉, 과대
평가)가 존재할뿐더러 이러한 불일치 정도는 서구의 그것에 비해 결코 덜하지가 않으며; (2) 체
형에 대한 과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들은 성별과 연령이어서, 여성 및
젊은 세대의 과대평가 성향이 확연하고; (3) 성별 및 연령 이외에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도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을수록 혹은 흡연자일수록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
하는 전반적 경향성이 나타나며; (4) 국내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경향은 기본적으로 서구사회
의 전형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지만 한국사회의 특이성(즉, 상대적으로 낮은 비만인구 비율, 상대
적으로 미진한 사회경제적 발전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
석결과에 내재된 학술적 함의를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 체형, 체형인식, 체형평가, 사회학적 접근, 국제비교분석,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1. 연구의 목적
이른바 ‘몸의 사회학’(Sociology of Body)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사회적 구성물
(social construction)로 보아서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신체형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이는 자연적인(the natural) 것과 대비되는
사회적인(the social) 방식의 체형 구조화로서, 의학이나 보건학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체 그 자체의 생리학적·역학적 특성에 주목하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에서 과감히 탈
피해서 신체와 관련한 개인 행위자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응 및 성찰에 주목한
다.
구미의 유수 사회학자들(예, Turner, 1992, Nettleton, 1995)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구성성에 착안하여 현대사회에서 몸의 사회학이 기존의 계급이나
사회갈등 등 전통적 주제마저도 넘어서는 핵심적인 사회학적 연구주제로 부상할 수
1)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Mail: swk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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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몸의 사회학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임인숙
외, 2009) 및 발전방향(조병희, 2014)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러 연구성과들이 축
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선진 서구사회와 대
비되는 두어 가지 차이 혹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이론 및 담론 위주의 논의가 활발
한 것에 비해서는 정작 엄정한 실증분석 연구가 상대적으로 결여된 경향이 있다. 둘
째, 그나마 양적 분석 중에서도 임상적·실험적 조사자료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 한정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의 대표성 높은 전국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는 결코 흔치가 않다.
몸의 사회학의 국내 연구동향과 관련한 이와 같은 간략한 진단은 이제 국내에서도
양질의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세부 연구문제들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실증연구들이 풍성히 시도되어질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현상은 체형(body shape)
으로서, 한국사회의 경우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진 체형(BMI 혹은 체질량지수)과 개인
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체형 사이의 불일치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요인들이 양자 사이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되는
그와 같은 분석결과는 구미 등 선진제국의 그것과 어떠한 동질성 및 이질성이 있는지
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EASS2)의 주관으로 지난
2010년에 동아시아 4개국에서 동시에 수행된 〈건강〉(Health) 모듈조사 자료에 포함
된 한국의 전국표본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
사이에는 적잖은 괴리 혹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들(Crawford and Campbell, 1999; Friedman et al., 2002;
Paeratakul et al., 2002; Schwartz and Brownell, 2004)이 발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근래 들어 몇몇 연구결과들(Kim et al., 2008; Kim, 2011)이 간헐적으로 발표된 바 있
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과체중인 사람이 자신이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이라고 자신의
체중을 과소평가(under-estimation)한다든지, 혹은 실제로 저체중인 사람이 정상체중
이거나 과체중이라고 과대평가(over-estimation)하는 등 실질적·객관적 체중과 인지
적·주관적 체중 사이에는 일관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
일치와 관련된 유관요인(correlates) 또는 인과요인(causal factors)을 찾아내는 분석을
일컬어 이른바 ‘위험요인분석’(risk factor analysis)라고도 하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연출되는 몸 또는 체형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및 평가는 실체적 건강상태나 건강 증진·저해 행위 등과 같은 보
건학적 요인들과 별 관계없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수입, 직업 등의 인구학
2) EASS(East Asian Social Survey)는 GSS 형태의 대단위 학술사회조사를 수행하는 동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국제연계네트웍으로서, 지난 2006년 이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모듈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 <건강> 모듈조사에는 4개국 모두가 참여
했음은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 연구의 주된 초점 가운데 하나인 ‘주관적 체형’(혹은 체형인식)
문항은 이른바 선택문항(optional item)으로서 한국과 대만에서만 채택되고 측정되었으며 또
한 대만의 경우 아직 비교분석의 준비가 미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단 한국만을 대상으로 함
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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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체계적 변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개인의 신체가 단순히
건강이나 보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사회적 지위 및 계층화의 표상으로까지
도 작용한다(Chang and Christakis, 2003)는 이와 같은 사회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비교적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Kim(2011)이 있다.3)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구미 등지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객관적 체형
과 주관적 체향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발견되며,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중장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현저히 과대평가하는 경
향을 밝혀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분석을 위험요인분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
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또는 과소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예컨대, 여성 및 청년
층)은 자신들의 그러한 평가로 인해서 비단 섭생(예, 무리한 다이어트, 폭식, 거식, 영
양불균형 등)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위
험(예, 자아상실, 대인기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객체적 사실(즉, 체질량지수)과 관계없이 그에 대한 인식(즉, 체형인식)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뿐더러 중대한 결과(즉, 물리적, 사회심리적 위험)를 유발한다는
사회학적 주장은 이른바 ‘Thomas 정리’(Thomas theorem)(Thomas and Thomas, 1928)
를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된 바 있다.
Kim(2011)의 연구는 체형과 관련해서는 보건학적 접근이 지배적 주류를 형성하는
국내 연구풍토에서 드물게 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계량분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
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전국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엄정한 실증분석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논의의 대상을 상당 부분 국내에로만 한정시킴으로써 비교사회학적 논거
를 유도해내지는 못하였다. 무릇 비교사회학적 연구의 중요성은 특정한 사회에 고유
한 미관찰된 특성들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일정 부분 제약한다는 연구설계적
근거 이외에도 서로 다른 사회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핵심적인 사회적 맥
락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인식으로 발현된다는 논거에서 그 주된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Ragin, 1987). 둘째, Kim(2011)은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
형 사이의 실증적 불일치의 문제를 위험요인분석을 통해 사회학적으로 규명하고 설명
하려한 국내에서는 거의 효시적 연구라고는 하지만 정작 분석기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원적 분석에 치중하였을 뿐 제반 유관변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통제된 상태에
서 불일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들을 정밀히 감별해내는 다원적 분석에까
지는 좀처럼 다다르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Kim(2011)에서는 상관관계분석과
평균비교기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분석기법이 동원되었는데, 전자에서는 객관적 체형
과 주관적 체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각 독립변인의 수준 혹은 범주별로 산출해서 상호
비교하였으며,4) 후자에서는 두 가지 체형 각각의 평균 수치를 각 독립변인의 수준 혹
3) Kim(2011)에 앞서서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간의 불일치 문제를 다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국내 연구로 Kim et al.(2008)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체형(BMI)과 체중조절
행동 및 우울감 사이의 관계를 주관적 체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하는지를 설명하려 하였
을 뿐 두 가지 체형 사이의 불일치 그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한 인과요인을 규명하려는 본격적
인 시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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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주별로 산출해낸 후 평균차검증(t 혹은 F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
식은 비록 치밀성이 높은 것이지만 두 가지 체형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내며
각 체형의 수준 혹은 정도가 유관변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지 평면적으로 비
교하였다는 점에서 다분히 이원분석적 속성에 머문 것이었다.
Kim(2011)의 기존연구를 확장해서 가일층 새로운 연구지평을 개척할 것을 표방하
는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분석결과를 동서양(특히 서양)의 결과와 깊이 있게 비교하
고, 아울러 두 가지 체형 간 일치 혹은 불일치 그 자체를 범주형(즉, 과소평가, 적정평
가, 과대평가)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
들의 인과적 영향력을 판별해내는 다원분석을 시도한다.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범주형의 체형평가(body shape
evaluation)를 종속변인으로 다루는 방식의 계량분석은 국내에서는 물론이요 해외에서
도 그다지 흔치 않다는 점이 이 연구가 국내외 기존연구들에 대한 발전적 확장임과
동시에 차별적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존연구들은 체형(객관적)과
체형인식(주관적) 가운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부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뿐 양자를
균형 있게 동시에 포괄하는 방식의 설명을 시도한 경우는 의외로 흔하지 않다. 추측
컨대, 이는 아마도 양자를 공히 측정한 자료가 부족하였거나 또는 이론적·경험적 지향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만 주된 관심을 부여하다보니 발생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여하튼 체형과 체형인식을 동시에 포괄해내지 못하는 연구성향은 이 분야의 양대 접
근방식인 보건학적·역학적 접근에서나 사회학적 접근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지언정 큰 차이가 별반 없다.
Friedman and Brownell(1995)에 따르면 보건학적 연구를 위시해서 사회학적 연구
에서 체형 또는 체형인식을 설명변인으로 다루는 기존연구들이 설정하는 연구모형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체형(인식)을 독립변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로서(예, Kim et al., 2008; Kim et al., 2009), 체형(인식)이 제반 사회심리학적 결
과(예, 우울증, 자아상실감, 자살성 사고, 건강치 못한 체중조절행위 등)를 초래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는 체형(인식)을 매개변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로서(예, Kim et al.,
2009), 체형(인식)이 객관적 체형과 여러 사회심리학적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고 보는 입장이다. 셋째는 체형(인식)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로서(예, Kim,
2011; Oh et al., 2011; 백은정·김진영, 2013), 체형(인식) 그 자체가 제반 인구학적 또
는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따라 체계적 변이를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류
들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그리고 보건학적인 방식의 접근
4) 추후에도 지적하겠지만 Kim(2011)에서는 객관적 체형은 범주형으로 측정하였으나 주관적 체
형은 다소 무리하게 연속형변인으로 측정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 산출에 있어서도 일
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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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세 번째는 비교적 최근의 그리고 보다 사회학적인 접근으로서 이 연구에서와
궤를 같이 하는 부류이다.
사회학적 연구에서 체형 또는 체형인식이 종속변인으로 간주되는 주된 이론적 근
거는 체형과 관련한 이른바 ‘오명 씌우기’(stigmatization) 및 ‘비만 편견’(obesity bias)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언컨대, 무릇 여느 사회에서나 이상적인 몸매(ideal
physique)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정형화된 체형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대체로 그 방향성이 ‘늘씬한’ 또는 ‘깡마른’ 서구적 체형으로 고착화되는 일관된 경향
성을 드러낸다(Crandall and Martinez, 1996; Celio et al., 2002). 서구형의 늘씬하고
깡마른 몸매가 아름다움으로까지 칭송되는 이러한 경향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설정되어 개인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Rodin, 1993), 그러한 규
범적 압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체형을 다른 사람들의 체형과 더욱더 비
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체적 체형과 인식적 체형 사이의 불균형 혹은 불
일치를 더 심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학의 고전
적 논지와 밀접히 맞닿아 있어서, 사회적·규범적 상황에서의 타인의 신체와의 비교는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을, 그리고 두 가지 체형의
불일치는 Cooley(1964)의 거울자아(looking-glass-self)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하튼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은 비단 자신의 불균형적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신체상에 대해서도 온갖 오명(stigma)과 편견
(bias)까지도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오명과 편견에 특별히 취약할 수밖에 없
는 피해자들은 다름 아닌 과체중(overweight) 또는 비만한(obese) 사람들로서, 이들은
자신의 체형과 전혀 무관한 인성적·인격적 특성과 관련해서도 게으르고 무능하며 절
제심이나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오명과 편견에 쉽사리 노출되게 된다(Puhl and
Brownell, 2001).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 정상체중인 사람
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체중인 사람들조차도 유사한 오명과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
울 수가 없으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마다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간극을 인지하게 되며, 그러한 오명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체형을 넘어서거나 도외시하다시피 하는 정서적 인지(예,
부정적 자아, 자존감 상실 등)나 물리적 선택(예, 무리한 다이어트, 폭식, 자살 등)을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더 심각하기로는 체형과 관련한 이와 같은 오명
과 편견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제도적으로마저 구조화되는 경향마저 보이며
(Puhl et al, 2004), 이는 종종 체형을 근거로 한 차별(discrimination)이나 괴롭힘
(harassment) 혹은 고정관념(stereotype) 등과 같은 제도화된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Puhl and Brownell, 2001)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간다.5)
한편, 체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규정 지워진 오명이나 편견으로부터 모든 사람
들이 동일한 정도로 취약하다거나 동일한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
니라는 사실에 착안한다는 점이 바로 사회학적 접근으로서의 위험요인분석의 요체이
5) Chancer(1998)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에 근거한 전통적인 방식의 차별에 이어 외모에
근거한 묵시적 혹은 명시적 편견과 차별을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제도적 차별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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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적 위험요인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지속적 연구들(예, Friedman and Brownell, 1995;
Rand and Resnick, 2000; Puhl and Brownell, 2001; Bhuiyan et al., 2003; Schwartz
and Brownell, 2004)을 통해 확인된 주요 요인은 다름 아닌 성별, 인종, 연령, 혼인상
태, 학력, 직업, 수입 등 통상적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들이다. 다시 말해, 남성
보다는 여성이, 소수인종보다는 주류 백인이,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기혼자보다
는 미혼자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비전문직보다는 전문직 종사자가, 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가 자신의 실체적 체형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과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인구집단으로 분류되어지는 주된 이유로는 대체로 다음의 두
논거가 제시된다. 그 첫째는 사회심리적 민감성으로서, 이를테면 여성, 청년, 미혼자
등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특별히 민감한 사회적 심성을 지니는 본유
적 경향이 있으며(Fine et al., 1999), 이로 인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
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SES)로서, 학력이나 직업, 수입 등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서 사회적 이상으로 수용되는 몸매(즉, 날렵한 몸매)에 대한 정감적·인지적 동조 정도
가 훨씬 더 강하며(Sobal and Stunkard, 1989), 그 결과 체형에 대한 자연스런 과대평
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서구사회에서 체형 및 체형인식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의 연대기적 변
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체형인식의 체계적 변이를 논
하기에 앞서 그러한 특성에 따른 객관적 체형의 변이가 먼저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 계열의 연구들(예, Sobal and Stunkard, 1989; Sobal, 1991; Paeratakul et al.,
2002; Carr et al., 2007, 2008)에 따르면 실제적 과체중 혹은 비만은 남성, 소수인종,
연장자, 기혼자, 저학력자, 비전문직 종사자, 저소득자 위주로 보편적인 것으로 확인된
다. 이 인구집단에서 과체중이 보편적인 이유는 비교적 간단명료해서, 이들에게는 자
신의 체형을 관리할 물리적 수단(경제적·시간적 여유, 식품선택 등)이 한정적일뿐만
아니라 전술한 이상적·규범적 체형에 대한 사회심리적 민감도나 동조 정도에 있어서
도 비교적 덜 예민하고 덜 동조적이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객
관적 체형이 과대한 인구집단과 주관적 체형이 과대한 인구집단이 서로 상반된 방향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과대한 인구집단은 둔감하게, 정작 실제로는 과
대하지 않은 인구집단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역설인데, 이와 같은 불일치
는 이른바 ‘체형의 패러독스(paradox of body image)’(Chang and Christakis, 2001)라
고도 불리며, 향후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체형의 패러독스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이미 종결된
사안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관련 연구가 집중되었던 서구에서조차도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Friedman과 Brownell의 메타분석(1995)에 따르면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사이에 상당 부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러한 불일치의 정도는 비단 국가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큰 변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마다 사회의 사회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도 상당한 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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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한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일수록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강조가 지배적인 국가일수록 그와 같은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Cassidy, 1991; Rodin, 1993; Sobal, 2001).6)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체형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상당수 연구들은 구미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례는 비교적 흔치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경
우 과연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어떠어떠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패턴은 서구의 그것과 어떠
한 공통성과 이질성을 나타낼 것인지를 예리하게 예측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논점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단초는 다름 아
닌 전술한 국내연구들(Kim et al., 2008, Oh et al., 2010, Kim, 2011, 백은정·김진영,
2013)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Shih and Kubo, 2002; Xie et al.,
2006; Cheung et al., 2007; Inoue et al., 2007; Wong, Tso, Lui, 2009; Chen et al.,
2010; Tang et al., 2010)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나씩 차례대로 그 요지와 근거를
부연해보면, 먼저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모두를 드물게 다루었던 Kim et
al.(2008)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비록 두
가지 체형 간 상관관계 수치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양자를 상호 교차시킨 결과 적정
평가(just evaluation)의 비율이 전체의 57.4%이며, 부적정한 혹은 왜곡된(distorted)
평가로서의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가 각각 6.3%, 36.3%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한
국의 10대(12-18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객관적 비만 정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Oh et al.(2010)에서는 부적 관계(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
록 비만 정도가 낮음)를 밝혀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의 패턴과 매우 유사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와 그 목적 및 구도가 가장 유사했던 Kim(2011)에서
는 전국표본조사(KGS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자 간 상관관계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Pearson 계수 = .58, p<.001)이며 성별, 연령, 만성병, 흡연, 음주, 건강검진
등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표본조사(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
석한 백은정·김진영(2013)은 교육수준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달라져서, 선진국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와 비만 사이의 역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선진국의 경험과 상이하게 남성에게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만 사이에 단지 미약한 관계만이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국내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여러 차례 보
고된 바 있는데, 첫째 대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체형과 체형인식 사이의 관
계를 분석한 Shih & Kubo(2002)에 따르면 체형의 부적정 평가 정도는 성별로 큰 차
이가 있어서, 남학생의 12%만이 그리고 여학생의 57%가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6) 한편, 저발전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과체중이나 비만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
다고는 보지는 않아서, 최빈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발전 혹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실제로
비만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Prentice, 2006).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비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선진국과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는 인식의 정도가 상대
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gan et al., 1996).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의 불일치

99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만의 청소년들을 분석한 Chen et al.(2010)은 남학생과 비교
할 때 여학생들은 이상적인 체형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내재화시키는 정도가
훨씬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체중감량 욕구가 실제 체형과 관계없이 강함을 확인하였
다. 셋째, 홍콩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체형인식과 체형변화행동(weight control
behaviors)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Cheung et al.(2007)은 체형과 체형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그러하며, 체형변화행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형 그 자체가 아니라 체형인식임을 밝혀냈다. 넷
째, 홍콩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간의 상관관계를 산
출한 Wong & Lui(2009)는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67(Pearson 계수)이며, 이 상관관
계는 특히 여성 및 청소년·청년 집단의 경우에 두드러질 정도로 미약하다고 보고하였
다. 다섯째, 중국 남부의 4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형과 체형인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Xie et al.(2006)에 따르면 적정평가는 전체의 48.2%이고 과소
평가 및 과대평가가 각각 24.2%, 27.6%이며, 과소평가의 비율은 여학생(18.8%)보다는
남학생(37.3%)에게서, 그리고 과대평가의 비율은 남학생(26.5%)보다는 여학생(50.8%)
에게서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여섯째, 중국의 한 도시(Wuhan)의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T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부적정평가의 비율이 48.1%이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일반 사업
체 근로자들을 분석한 Inoue et al.(2007)에 의하면 과소평가, 적정평가, 과대평가의 비
율이 남성의 경우에는 각각 11.7%, 60.7%, 27.6%임(남성 k=.374)에 비하여 여성의 경
우엔 3.9%, 53.7%, 42.4%임(여성 k=.297)을 밝혔으며,7) 이와 같은 정도의 불일치는 미
국을 위시한 서구사회의 불일치(예, Chang and Christakis, 2003)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컨대,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에서 이루어진 상기 연구결과들 가운
데 어떤 것은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모두를 다루지만 어떤 것은 둘 중 어느 하
나만을 다루고 있고,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전국에 걸친 대다수의 인구집단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인구집단만을 다루는 것도 있으며, 더구나 핵심적
변수인 체형인식이나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크게 일관적이지가
않아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일관되고도 일반화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는 그다지 쉽지
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가능성의 범실을 일부 무릅쓰고 몇 가지 일반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듯하다. 첫째,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상호간의 관련성은 결
코 강하지 않으며, 둘째 적정평가를 제외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의 비율이 상당하
고, 셋째 체형평가와 관련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과요인은 성별 및 연령이며,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날씬한 몸매가 유지되거나 또는 체형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
국제비교의 견지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경향성은 서구사회의 전형과 상당히 흡사
한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경우 과체중 및 비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만큼의
7) 참고로, kappa(k)는 대칭형의 두 가지 범주형 변인들 상호간의 일치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주
는 계수로서, 이 분야 연구에서 체형과 체형인식 상호간 상관관계를 적시하기 위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며, 0은 완전불일치를 1은 완전일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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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달성한지는 이미 오래이며, 특별히 외모지상주의(lookism)가 파다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Kawasa et al., 2007; 임인숙, 2015)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 연구에서 밝히는 선진국형의 예측을 근거 없는 과도일반화라고 단순히 치
부해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의 증가속도 및 세대별 차이는 여느 국가에 비해서도 현격하다는
사실(Kou, 1998; Chen et al., 2008; Chengye and Junling, 2004)까지도 동시에 감안한
다면,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체형 불일치의 정도는 선진제국의 그것보다 오히려 심하
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결코 않을 것이며,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들과 체형평가 사
이의 관련성 또한 선진국의 전형과 빼닮은 모양새를 나타낼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
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위시해서 두 가지 체형을 공히 표준화된 방식으
로 측정해내고 양자를 상호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범주형의 체형평가를 구성한 후 대
표성 높은 전국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사이의 관계 및
인과요인들을 감별해내는 방식의 연구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어디에서
도 아직 어느 것 하나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예측은 어디까지
나 여전히 미결의 경험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강조하였다시피 체형의 패러독스
를 둘러싼 서구사회의 최근 연구경향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인구집단에 대한 임
상적·실험적 자료 그리고 그에 대한 이원분석에 의존하는 수준을 여실히 탈피해서 대
표성 높은 국제비교용 전국 단위 조사자료들에 대한 정교한 다원분석에 치중하는 경
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두 가지 체형 사이의 일치 혹은 불일치 문제는 서구에서조차
도 전에 없이 중요한 연구문제로 부상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전술하였듯이 국내의 경
우 이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관심은 전술한 몇몇 연구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
에 들어서야 비로소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넘어서는 방식
의 초점과 구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재차 강조컨대, 두 가지
체형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체형평가의 범주들을 주요 인구학적, 사
회경제적 변인들에 회귀시키는 방식의 분석은 국내에서는 물론이요 서구에서조차도
아직 흔치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 경험적 미
결성과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있어서는 서구사회에 비해 다소 미진한 상태이지만 체형 및
체형인식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사회심리학적 배경과 맥락은 서구사회와 결코 유사하
지도 동질적이지도 않은 엄연히 별개의 환경에 접해 있으며, 이 점에서 볼 때 이 연
구를 통해 드러나게 될 한국사회의 공통성과 이질성 역시도 미결의 경험적 문제로 남
겨져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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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EASS의 2010년
〈건강〉(Health) 모듈조사에 포함된 한국의 전국표본조사 자료이다. 이 모듈조사에는
체형과 관련한 변수들 이외에도 주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위시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각종 질환, 흡연, 음주, 운동,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국제
적으로 표준화된 측정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EASS의 모듈조사는 통상 모든 회원국들
의 공동협의에 의한 설문개발, 표본 및 연구 설계, 자료결합 과정을 밟기 때문에 이 연
구가 표방하는 바의 비교사회학적 분석을 도모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8)
3.2 측정 및 분석
EASS의 설문항목들은 2년여 동안의 집중적인 조율과정(사전조사 및 공동협의 등
포함)을 거친 후 모든 회원국들의 일괄적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각 회
원국에 의해 일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변수
에 대한 측정방식이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가 없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체형변인 가운데 객관적 체형은 체질량지수(BMI)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국제
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적용해서 BMI가 18.5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 18.5 이상
25.0 미만인 경우는 정상체중, 25.0 이상인 경우는 과체중으로 구분하였다.9) 또 하나의
체형변인인 주관적 체형은 “귀하는 본인의 체형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단순명료한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원래의 응답범주 5가지(매우 뚱뚱한 편이다, 약간
뚱뚱한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매우 마른 편이다)를 역코딩하고 압축해
서 3가지(저체중 인식, 정상체중 인식, 과체중 인식)로 구분하였다. 최종 종속변인인
체형평가는 두 가지 체형변인을 상호 교차시켜서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정평
가, 객관적 평가가 주관적 평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과소평가,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과대평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는 사회경제적 변인, 건강상태 변인, 건강행위 변인 등 모두
세 가지 군(群)의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적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사회경제
적 변인으로는 성별, 혼인상태,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10) 건강상
8) EASS 조사의 주요 방법론적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상욱 외(2011)를 참고하기 바
란다.
9) WHO에서는 BMI가 30.0 이상일 경우 비만(obese)으로 세분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별도의 범주를 통한 비교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두드러지지가 않아서 이 연구에서
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10) 또 하나의 핵심적 사회경제적 변인인 소득(income)은 교육수준 및 직업 등과의 경험적 중
복 및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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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변인으로는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 만성질환 유무가, 그리고 건강행위 변
인으로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운동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상태 변인 및 건강
행위 변인은 주로 통계적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들을 위시한 모든 독립변
인들의 측정방식은 공히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으로서 <표 3.1>에 그 내용이 자세
히 제시되어 있다.11)
<표 3.1> 기술통계(N = 1,576)a

변인

사례수 (%)

체형 변인
체질량지수(BMI)b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5.0)
과체중(BMI≥25.0)

111(7.2%)
1,089(70.2%)
352(22.7%)

체형인식 c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272(17.3%)
733(46.7%)
564(35.9%)

체형평가 d
과소평가
e
적정평가
과대평가

277(17.9%)
946(61.1%)
326(21.0%)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
남성 e
여성
혼인상태
무배우 e
유배우
연령
20대 e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42(47.2%)
830(52.8%)
567(36.1%)
1,005(63.9%)
293(18.7%)
370(23.6%)
358(22.9%)
219(14.0%)
325(20.8%)

11) 본 연구의 모형설정전략(model specification strategy)과 관련해서 논평자 가운데 한분은
주요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예, 자아존중감, 계층귀속감, 사회심리적 민감성 등)이 예측변인들
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들의 누락은 측정 자료의 부재 문제 이외에도 최대한
사회학적(sociological) 변수들 위주로 모형을 설정하려는 본 연구의 의식적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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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f
초등학교 이하 e
중·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227(14.4%)
613(39.0%)
235(14.9%)
405(25.8%)
92(5.9%)

직업 g
미취업 e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준전문직
행정·전문직

632(40.7%)
285(18.4%)
174(11.2%)
130(8.4%)
221(14.2%)
109(7.0%)

건강상태 변인
신체건강 c
나쁨 e
보통
좋음

375(23.9%)
384(24.4%)
812(51.7%)

정신건강 c
나쁨 e
보통
좋음

384(24.5%)
176(11.2%)
1,009(64.3%)

만성질환
e
없음
있음

h

1,089(69.3%)
483(30.7%)

건강행위 변인
흡연
안한다 e
한다

1,136(72.3%)
436(27.7%)

음주
e
안한다
한다

510(32.4%)
1,062(67.6%)

운동
안한다 e
한다

449(28.6%)
1,123(71.4%)

주:

a
b
c
d

e
f
g
h

N은 다원분석(multivariate analysis) 이전의 초기 사례수임.
체중(kg) / {신장(m)}2.
주관적 인식.
체질량지수 × 체형인식: 과소평가(Under-Estimation; 체질량지수 > 체형
인식); 적정평가(Just-Estimation; 체질량지수 = 체형인식); 과대평(OverEstimation; 체질량지수 < 체형인식).
다원분석(<표 4.2>)에서의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
최종 취학학교.
ISCO-88.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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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으로는 주로 두 가지가 동원되었는데, 먼저 이원분석을 위하여 각 독립변
인마다 체형평가를 결부시키는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표 4.1>). 이원분석에 있어서
변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계수로는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 체질량지수(BMI)와 체
형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kappa(k) 계수를, 그리고 체형평가와 각 독립변인들 사이
의 상관관계는 Cramer's V 계수를 사용하였다. 이원분석에 이어 다원분석을 위해서
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여타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체형평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인과적 영향력을 감별해내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4.2>). 다항로짓에서 종속변인(체형평가)의 기준범주로는 적정평가가 사용되었으
며, 따라서 각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적정평가 대비 과소평가’의 OR(odds ratio) 또는
‘적정평가 대비 과대평가’의 OR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4. 분석결과
이원분석 및 다원분석 결과를 보기에 앞서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먼저 살펴보면(<표 3.1>), 먼저 체질량지수(BMI)에 있어서 한국사회에서
정상체중의 비율(70.2%)이 가장 높지만 과체중의 비율(22.7%) 및 저체중의 비율
(7.2%)도 결코 낮지가 않다. 다음으로 주관적 체형인식에 있어서는 정상체중(46.7%),
과체중(35.9%), 저체중(17.3%)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상체중의 비율은 객관적 체
형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고 과체중 및 저체중의 비율은 객관적 체형의 그것보다 현저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최대관심이자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체형평가
에 있어서 적정평가는 61.1%, 과대평가는 21.0%, 과소평가는 17.9%로 나타나, 과대
및 과소 평가를 공히 포함하는 부정적평가의 비율이 38.9%에 달한다는 흥미로운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적정평가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체질량지수와 체형인식
상호간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k=.326)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첫 번째 독립변인군(群)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47.2%)과 여성
(52.8%)의 비율은 엇비슷하며, 유배우자(63.9%)가 무배우자(36.1%)보다 두 배 가량 더
많고, 연령은 10년 단위로 비교적 고른 분포(20대 18.7%, 30대 23.6%, 40대 22.9%, 50
대 14.0%, 60대 이상 20.8%)를 보이며, 최종 학력은 중·고등학교(39.0%), 4년제 대학
교(25.8%), 전문대학(14.9%), 초등학교 이하(14.4%), 대학원(5.9%)의 순이고, 직업은
미취업(40.7%), 단순노무직(18.4%), 준전문직(14.2%), 판매·서비스직(11.2%), 사무직
(8.4%), 행정·전문직(7.0%)의 순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독립변인군인 건강상태에 있
어서 신체적 건강상태는 좋음(51.7%)에 이어서 보통(24.4%)과 나쁨(23.9%)이 뒤따르
며, 정신적 건강상태는 좋음(64.3%)에 이어 나쁨(24.5%)과 보통(11.2%)이 뒤따르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69.3%)가 있는
경우(30.7%)의 두 배 이상이다. 세 번째 독립변인군인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흡연자의
비율이 전체의 27.7%이며, 음주자의 비율은 67.6%이고, 땀을 흘릴 정도나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최소 20분 이상 한다는 비율은 71.4%로 나타난다.
체형평가를 각 독립변인마다 교차시켜서 이원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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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이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는 사회경제적 변인군 가운데 혼인
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체형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말해, 첫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확연한 경향을 보인다
(p<.001, V=.353). 둘째,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소평가 및 적정평가의 비율은 증가
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과대평가의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p<.001, V=.137). 셋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적정평가의 비율은 높
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대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대체적인 경향성(p<.05)이
발견되지만 그러한 관계의 정도(V=.072)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넷째, 직업의 전문기
술적 특성과 체형평가 사이의 관련성 그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p<.001,
V=.100)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사회경제적 특성들에 대한 이상의 이원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타자와의 관
계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민감도 및 이상적 체형에 대한 동조 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여성, 젊은 세대, 그리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표 4.1＞ 체형평가와 각 유관변인에 대한 교차분석(N = 1,576)a
유관변인 b ＼ 체형평가 b

과소평가

적정평가c

과대평가

계(%)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
남성 c
여성
혼인상태
무배우 c
유배우
연령
c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c
중·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직업
미취업 c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준전문직
행정·전문직

209(28.2)
470(63.4)
62(8.4)
741(100.0)
69(8.5)
478(58.9)
265(32.6)
812(100.0)
χ2=193.752 (d.f.=2) (p < .001); Cramer's V =.353
103(18.6)
319(57.7)
131(23.7)
553(100.0)
175(17.5)
629(62.9)
196(19.6)
1,000(100.0)
χ2=4.66 (d.f.=2) (p > .05); Cramer's V =.055
158(53.9)
88(30.0)
293(100.0)
47(16.0)
57(15.5)
204(55.6)
106(28.9)
367(100.0)
61(17.0)
230(64.2)
67(18.7)
358(100.0)
40(18.3)
153(69.9)
26(11.9)
219(100.0)
72(23.2)
200(64.5)
38(12.3)
310(100.0)
χ2=58.102 (d.f.=8) ( p < .001); Cramer's V =.137
43(20.3)
142(67.0)
27(12.7)
212(100.0)
103(16.9)
378(62.1)
128(21.0)
609(100.0)
39(16.7)
131(56.0)
64(27.4)
234(100.0)
74(18.3)
240(59.3)
91(22.5)
405(100.0)
19(20.4)
57(61.3)
17(18.3)
93(100.0)
χ2=16.188 (d.f.=8) ( p < .05); Cramer's V =.072
96(15.6)
65(23.0)
29(16.6)
17(13.2)
48(21.8)
19(17.1)
χ2=30.717

364(59.2)
155(25.2)
615(100.0)
183(64.9)
34(12.1)
282(100.0)
111(64.3)
35(20.0)
175(100.0)
77(59.7)
35(27.1)
129(100.0)
131(59.5)
41(18.6)
220(100.0)
72(64.9)
20(18.0)
111(100.0)
(d.f.=10) (p < .001); Cramer's 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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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변인
신체건강
나쁨 c
보통
좋음

78(21.5)
63(16.5)
137(17.0)

217(59.8)
244(63.9)
486(60.2)

68(18.7)
75(19.6)
184(22.8)

363(100.0)
382(100.0)
807(100.0)

χ2=6.563 (d.f.=4) (p > .05); Cramer's V=.046

정신건강
c
나쁨
보통
좋음

75(19.8)
33(19.1)
170(17.0)

222(58.6)
104(60.1)
620(62.1)

82(21.6)
36(20.8)
209(20.9)

379(100.0)
173(100.0)
999(100.0)

χ2=1.968 (d.f.=4) ( p > .05); Cramer's V=.025

만성질환
없음 c
있음

198(17.5)
89(18.8)

647(59.9)
244(22.6)
1,080(100.0)
301(63.6)
83(17.5)
473(100.0)
χ2=5.044 (d.f.=2) ( p > .05); Cramer's V=.057

건강행위 변인
흡연
c
안한다
한다
음주
안한다 c
한다
운동
안한다 c
한다
주:

a
b
c

144(12.8)
697(62.2)
280(25.0)
1,121(100.0)
134(31.0)
251(58.1)
47(10.9)
432(100.0)
χ2=87.812 (d.f.=2) ( p < .001); Cramer's V=.238
84(16.9)
302(60.9)
110(22.2)
496(100.0)
194(18.4)
646(61.1)
217(20.5)
1,057(100.0)
χ2=.818 (d.f.=2) (p > .05); Cramer's V=.023
88(20.3)
258(59.6)
87(20.1)
433(100.0)
190(17.0)
690(61.6)
240(21.4)
1,120(100.0)
χ2=2.442 (d.f.=2) (p > .05); Cramer's V=.040

N 은 다원분석 이전의 초기 사례수임.
각 변인별 보다 자세한 측정을 위해서는 <표 3.1>을 참조할 것.
다원분석(<표 4.2>)에서의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

주로 통계적 통제를 목적으로 이 연구에 도입된 건강상태 변인군 및 건강행위 변
인군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인군과 상이하게, 체형평가와 의미 있는 상관성을 나타내
는 변인이 별반 없다. 한 가지 예외는 흡연 여부로서, 과소평가 경향은 흡연자를 중심
으로 그리고 과대평가 경향은 비흡연자를 중심으로 뚜렷이 관찰된다(p<.001, V=.238).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반 독립변인들이 동시다발적
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체형평가를 이들에 회귀시킨 다항로짓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유의미한 인과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흡연 여부 등 세 가지가 발견되
었다. 첫째, 남성이기보다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지 않는
뚜렷한 경향성뿐만 아니라 과대평가하는 뚜렷한 경향성 모두를 동시에 나타낸다
(p<.001). 즉, 한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을 적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과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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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는 OR은 남성들에 비해 .379배로 줄어들(혹은 62.1%가 감소할) 뿐만 아니
라, 이보다 더 두드러지기로는 한국 여성들의 적정평가 대비 과대평가의 OR은 한국
남성들이 비해 무려 4.495배(혹은 449.5%)에 달하는 수치를 보인다. 둘째, 연령과 관련
해서는 40-50-60대에 비해서 20대가 자신의 체형을 현저히 과대평가한다(p<.05). 즉,
20대에 비해서 30대, 40대, 50대가 자신의 체형을 적정평가하기보다는 과대평가할 OR
은 각각 .532, .339, .360로 줄어든다(혹은 46.8%, 66.1%, 64.0%가 감소한다). 세 번째로
유의미한 인과요인인 흡연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흡연자들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
보다 과소평가하는데(p<.05), 흡연자가 자신의 체형을 적정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할
OR은 비흡연자 대비 1.717배(혹은 171.7%)이다. 전술한 이원적 교차분석에서 체형평
가와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냈었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경
우 로짓분석에서는 그 유의도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
립변인들이 합체해서 체형평가의 변량을 설명해내는 정도는 20% 내외(Cox & Snell
R2 = .181; Nagelkerke R2 = .213)에 달한다.
＜표 4.2＞ 체형평가에 대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N = 1,525)a
체형평가d
예측변인d

과소평가e

b

f

b

과대평가e

Exp (b)

b

f

Exp (b)

사회경제적 변인
성별: 여성

-.971***

.379

1.503***

4.495

혼인상태: 유배우

-.149

.862

-.162

.850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10
.011
-.025
.272

1.010
1.011
.975
1.312

-.076
-.631*
-1.082***
-1.023**

.927
.532
.339
.360

교육수준
중·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007
.068
.117
.181

1.007
1.071
1.125
1.198

.444
.550
.267
.209

1.559
1.733
1.307
1.232

직업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준전문직
행정·전문직

.094
.094
-.095
.134
-.101

1.099
1.099
.910
1.144
.904

-.230
-.372
-.190
-.027
-.268

.795
.689
.827
.973
.765

-.372
-.298

.689
.742

-.293
-.053

.746
.949

건강상태 변인
신체건강
보통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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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보통
좋음

.018
-.171

1.018
.843

-.058
-.001

.944
.949

만성질환: 있음

-.136

.873

-.037

.963

흡연: 한다

.541***

1.717

-1.000

.905

음주: 한다

-.236

.790

-.022

.978

운동: 한다

-.262

.769

.018

1.018

건강행위 변인

상수

-.392

-1.615***

----------------- ---------------------- ---------------------Cox & Snell R 2 /
.181 / .213
Nagelkerke R2
2,223
-2 Log Likelihood
χ2 (d.f.) (p )

303.781 (46) (<.001)

a

유효사례수(N 1, N 2)는 다원분석에 포함된 모든 사례수들과 관련된 목록삭제(listwise deletion)
이후의 사례수임.

b

예측변인의 각 군(群)을 순차적으로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실시한 단계별 로짓회귀분석에서의
모형적합도: 건강행위 변인이 제거된 경우 pseudo-R 2 = .172/.203, -2LL = 1,900; 건강행위 변
인 및 건강상태 변인이 제거된 경우 pseudo-R 2 = .166/.196, -2LL = 1,014.

주:

d
e
f

각 변인별 자세한 측정 및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은 <표 3.1>을 참조할 것.
기준범주는 적정평가.
비표준화 로짓계수(unstandardized logit coefficients).

* p < .05, 양측검증.

** p < .01, 양측검증.

p < .001, 양측검증.

상기 다항로짓 결과는 이 연구에 포함된 세 가지 독립변인 군(群) 모두를 분석모
형에 빠짐없이 도입시킨 것인데, 이미 지적하였다시피 사회경제적 변인군은 핵심적
독립변인으로서 그 인과적 영향력을 일일이 파악할 목적이었지만 나머지 두 독립변인
군(건강상태, 건강행위)은 주로 통계적 통제를 염두에 두고서 도입한 것이었다. 그렇
다면 과연 세 가지 독립변인군 각각의 상대적 설명력은 이 연구의 예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하는 질문이 남으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독립변인군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거시켜보는 방식으로 설명력의 감소 정도를 검증해보았다. <표 4.2>의 주석에 나타
나있다시피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변인군을 단계적으로 제거시켰을 경우 R2의 감소
정도는 상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감소 정도의 통계적 유의도(prob.(▽R2)) 또
한 유지되지 않는다. 이 연구가 비록 세 가지 변인군의 상대적 설명력 검증에 주된
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건강상태나 건강행위 변인들의 설명력에 비해 실제로 월등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단
서에 해당한다.
종합컨대,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다음의 주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사
회에서 체형평가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은 성별과 연령 그리고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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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히 성별 및 연령과 관련한 결과는 사실상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든 세대보다
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둘째, 교육수준과 직업 등 주요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경우 이원
분석에서와 상이하게 다원분석에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상실하였지만 특히 직업
의 경우 대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전문직적 특성이 강할수록 자신의 체형을 과대
평가하는 전반적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섯째,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세 가
지 독립변인군 가운데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변인군의 설명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
이며 사회경제적 변인군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체형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 분야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보건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
사이의 상대적 설명력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함의를 보유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5. 논의 및 결론
국제비교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거주
인구의 실질적 과체중 및 비만 그 자체는 아직은 그다지 심각하지가 않은 수준이다.
이를테면 ‘비만 위기(obesity crisis)’(Brownell and Horgen, 2003), ‘지구적 유행병
(global epidemic)’(WHO, 1998), ‘유해 환경(toxic environment)’(Brownell and
Horgen, 2003) 등 전 세계적으로 체중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섬뜩한 문구에 현
시점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들은 구미 위주의 서구 국가들이지 동아시아 국가들
은 아직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해있다(OECD, 2015).12)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이 안심할 상황은 결코 아닌데, 그 이유는 과체중 및 비만의 증가 비율
그리고 세대별 차이는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파르고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Kou, 1998; Chengye and Junling, 2004; Chen et al., 2008). 이는 기본적으로 서구적
식생활의 급속한 확산(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및 운동부족 등 다분히 보건학적·
역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이 물론이겠으나, 앞서 강조하였다시피 사회학적 접근
특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체형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전에 없이 중요한
기저요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한국사회
는 외모에 대한 강조 혹은 외모지상주의가 여느 국가에 비해서도 만연한 사회적 풍토
를 실제로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개인은 자신의 체형에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
고 체형에 대한 적잖이 오도된 인식을 보유하며 그것이 또다시 여러 가지 심리적·행
태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데에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 수 십 여년에 걸쳐서 구미에서는 위험요인분석을 위시해서 다양하고도 세밀
한 계량분석적 연구를 통해 체형 및 체형인식과 관련된 사회학적 유관요인들 및 인과
12) 세계 각국(44개국)의 비만율(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비만인구의 비율)을 집계한 OECD의
최근 보고(2015)에 따르면, 1위는 미국(35.3%)이고 이어서 멕시코(32.4%), 뉴질랜드(30.6%),
헝가리(28.5%), 호주(28.3%) 등이 수위를 점하며, 하위 5개국은 중국(7.0%), 인도네시아
(5.7%), 인도(5.0%), 한국(4.7%), 일본(3.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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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상당 부분 규명해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었던
한국의 경우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 사이의 관련성은 과연 어느 정도에 해당하
며, 어떠한 요인들이 체형평가의 변이를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들이고, 이와 같은 패턴
은 서구의 그것과 어떠한 공통성 및 이질성을 보이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적잖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비근한 예로, 국내에서 근래 들어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고소
득층의 비만율을 추월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비만의 역진’ 현상(Sobal and Stunkard,
1989)의 가시화라든지, 남성 비만은 상류층에 집중됨에 비해 여성 비만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상(Sobal and Stunkard, 1989; 백은정·김진영, 2013) 등은 그 자체로서 중
차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보유하는 것으로서, 집중적인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시급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논제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
되는 결과가 과연 서구의 그것과 유사한지, 유사하다면 그 학술적 의미는 무엇인지,
만일 유사하지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지 하는 등의 비교사회
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강구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접근을 적극 표방하는 본 연구에서는 체형 및 체형인식을 서로 분리해서
설명하곤 하는 기존의 연구구도를 넘어서서 양자를 서로 교합시키는 방식으로 일치
또는 불일치의 정도를 파악해내고 그러한 불일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다원적으로 파악해내려 시도하였다. 한국의 대표성 높은 국제비
교분석용 전국표본조사 자료(EASS)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여러 가지 흥미
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학술적 함의를
보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객관적 체형(BMI)
과 주관적 체형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
체적으로, 두 가지 체형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국내에서 단지 k=.326에 지나지 않아 대
체로 미약한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형평가에 있어서도 적정평가를 제
외하고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를 합한 비율(38.9%)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략 40% 내외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적 체중과 인지적 체중 사이에
부정교합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두 가지 체형 간의 연관관계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측정한 경우는 Kim et al.(2008) 및 Kim(2011)을 제외하곤 그다지
흔치 않았다. 지난 2001년도에 서울에 거주하는 20-64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
체중과 주관적 체중을 측정한 Kim et al.(2008)에서는 과소평가 6.3%, 적정평가
57.4%, 과대평가 36.3%를 보고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인 2010년도에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양자를 측정한 Kim(2011)에서는 Pearson r = .58이라는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여러 연구들 사이에 측정시기, 측정방식, 조사대상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는 이들 국내 연구와 전체적으로 대체로 일관
된 성향을 나타내어서, 한국사회의 경우 대략 40% 내외에 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체형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불일치의 구체적 방향은 과소평가
보다는 과대평가가 훨씬 더 지배적인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이외에 대만이나 일본, 중국,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체형의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을 직접적으로 대비시킨 기존 연구결과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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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딱히 무어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나마 일정 부분 연관성을 지니는 몇몇 연구결과를 간략히 일별해보자면, 홍콩
(r=.67)(Wong & Lui, 2009), 중국(과소평가=24.2%, 과대평가=27.6%)(Xie et al., 2006),
중국(부적정평가=48.1%)(Tang et al., 2010), 일본(남성 k=.374, 여성 k=.297)(Inoue et
al., 2007)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이와 같은 결과를 한국의 결과
와 얼추 비교해보면 한국의 사례보다 심하지 않으면 않았지 더 심하지는 않다거나 혹
은 대동소이한 정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구사회에서 체형 불일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미국의
Chang and Christakis(2003), 영국의 Emslie et al. (2001), 터키의 Canpolat et
al.(2005), 포르투갈의 Fonseca and Gaspar(2005), EU의 Sanchez-Villegas et al.(2001)
등 상당히 많지만 본 연구과 직접적으로 비교할만한 경우는 Chang and
Christakis(2003)이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대표성 높은 전국표본조사 자료(NHIS)
를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71.0%)의 미국인들이 적정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의 비율은 각각 12.4% 및 16.6%에 불과했으며, kappa 일치도
계수는 남성의 경우에는 k=.45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k=.4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hang and Christakis(2003)를 위시해서 구미의 여러 기존연구들은 서구사회의 체형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비교해보면 정작 한국이나 대
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그것에 비해서 더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동아시아 지역의 불일치 정도가 서구의 그것에 비해 더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에 직접 답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조사자료에 기반한 면밀한
국제비교분석이 시도되어야 마땅하겠으나,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로 미루어보면
동아시아의 체형불일치 정도가 서구에 비해 최소한 덜하지는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체형 불일치 정도는 서구사회를
뛰어넘는 수준인 것은 물론이요 동아시아 주변국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심한 수준일 개
연성을 시사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대한 부류의 인구집단은 과소평가를 더 많이
하고 실제로 과소한 부류의 인구집단은 과대평가를 더 많이 한다는 이른바 ‘체형의
패러독스(paradox of body image)’(Chang and Christakis, 2001)를 동아시아에서 확인
케 하는 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개개인의 체형인식 및 체형평가가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압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기저요인의 영향 아래 높여있다(Crandall
and Martinez, 1996; Celio et al., 2002)는 전술한 논지를 상기한다면, 더구나 한국사회
의 과체중이나 비만 그 자체는 아직 서구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까지는 결코 아니라
는 사실까지도 동시에 상기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국사회의 서구사회를 능
가하는 정도의 체형불일치는 한국인들은 그만큼 외모에 민감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
어 있음을 증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체형과 관련한 부적절한 심리적 위험(예, 자아
상실, 대인기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이나 행태적 위험(예, 무리한 다이어트, 폭식, 거
식, 영향불균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형(BMI) 그 자체이기보다는 체
형인식이라는 주장(Malinauskas et al., 2006; Atlantis and Ball, 2008; Wang et al.,
2009; Liechty, 2010)을 고려할 때, 일견 한국사회의 위험상황은 서구사회의 위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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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회할 가능성까지도 엿보게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가능성이나 주장을 뒷받침하
게 하는 여러 기존연구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전 세계 여느
지역 여성들에 비해서도 고체중인식이 크다는 Wardle et al.(2006)의 주장,13) 같은 동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 여성들은 대만 여성들에 비해 고체중인식이 크고 체형만족도가
낮다는 Shih and Kubo(2005)의 주장, 대만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체형
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Yang et al.(2005)의 주장, 그리고 구미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들 중에서도 아시아계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에 비해서 체중에 대한 민감도와 걱정
하는 행태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Neumark-Sztainer et al.(2002) 및 Xie et al.(2010)의
주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가 밝혀낸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체형평가의 인과요인으로서의 성별 및
연령의 지대한 영향력이다. 즉,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는 경향성은 남
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나이든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서 확연하였는데, 이는
이원분석과 다원분석에서 공히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발견은 사실상 전혀 새로운 것
이 아닌데, 왜냐하면 오랜 기간에 걸친 이 분야의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확인
된 가장 중요한 인과요인들이 다름 아닌 이 두 가지 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
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어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높은 국제비
교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성별과 연령의 영향력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젊은 세대가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연유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민감도 및 이상적 체형에 대한 동조심리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성별의 영향력을 여실히 가늠케 해주는 서구사회의 대표적 연구를 하나 꼽자면 그
것 또한 전술한 Chang and Christakis(2003)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NHIS 자료
분석을 통해 남성 대비 여성의 과대평가 비율이 무려 5배에 달함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비율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여성의 과대평가 비율(4.5배)과 별반 차이가 나
지 않는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성별의 두드러진 영향력은 일정 수준 이상
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서 과체중 및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오명 씌우기, 편견, 차별 등)은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현저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남성들에게서보다는 그 현저성이 현저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는 주장
(Mikolajczyk et al., 2010)의 설득력을 제고케 한다. 다분히 철학적인 해석까지 내놓은
Morrison et al.(2004)은 현대사회에서 여성(특히,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몸은 과정
(body as a process)이기보다는 객체(body as an object)로서 도구적 기능보다는 장식
적·치장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중대한 발견은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관련된
것으로서, 학력이나 직업 등에 있어서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들일
수록 체형을 과대평가하는 전반적 경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결과 또한 전혀 새로
운 것은 아니어서,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과대평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13) Wardle et al.(2006)은 전 세계 22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형, 체형인식, 체형평가를
비교하였는데,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태국)은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BMI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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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두드러진다는 보고(Chang and Christakis, 2003; Wardle et al., 2006), SES와
비만의 반비례 혹은 부적 상관(Sobal, 1991; Cogan et al., 1996; Paeratakul et al.,
2002; Carr et al., 2007, 2008),14) SES와 체형인식의 정적 상관(Sobal and Stunkard,
1989) 등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뚜렷한 과소평가 경향성 또한 흡연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SES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SES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체형을 관리할 물리적 수단
(경제적·시간적 여유, 식품선택 등)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상으로 수용되는
몸매에 대한 정감적·인지적 동조 정도가 강력하며, 그 결과는 자연스레 체형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은 이미 강조한 바와 같다. SES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원분석보다는 이원분석에 기초한 전반적 경향성에 지나지 않는 것임은 물론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SES와 체형평가 사이의 전반적 관련성을 한국
사회에서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 논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체형 간 불
일치의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인과요인들이 구미 등 선진제국에서 보고된 패턴과 어
떠한 동질성 및 이질성을 나타내는지의 문제였음을 상기한다면, 이제 이 질문에 가일
층 심도 있게 답해야 할 차례이다. 상기 세 가지 논의(불일치 정도, 성별과 연령의 영
향력, SES의 영향)를 통해 이미 한국의 유형은 선진국의 전형과 빼닮은 모양새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성의 실질적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이 구미
정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다다른 것도 아직은 아닐뿐더러 엄연히 판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찌
보면 다소 기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법하다.
추론컨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한국사회의 외
모지상주의에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강조가 파다한 국가
일수록 체형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 연구들(예, Cassidy,
1991; Rodin, 1993; Sobal, 2001)을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된 바 있거니와 동아시아 지
역의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하여서도 Kawasa et al.(2007) 등 여러 연구들이 그 경험적
근거를 이미 제시한 바 있었다. 특별히 한국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가늠케 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초로는 전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 비율 15)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본 연구의 이와 같은 해석의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동서양 국제비교분석이 시도되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16) 본 연구의 이러한 해석이
14) 한편, SES와 체형 사이의 인과관계는 생각보다는 복잡 미묘한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SES가 비만의 원인으로 작동하지만 일단 형성된 비만은 다시금 SES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
동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Jusot et al., 2008) 양자를 동시에 설명하는 공통요인들도 일부 존
재하는(Stunkard and Sorensen, 1993)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 인과성
은 체형의 사회학적 함의를 재차 환기시켜주기에 충분하다.
15) 국제성형수술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2010년 보고에 따르면,
인구 100명 당 성형수술 인구수는 한국이 1.324명으로서 세계 1위를 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제비교분석용 자료인 EASS와 흡사한 ISSP(동아시아의 주요국가들
및 구미의 거의 모든 선진제국들까지 포함한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들의 국제사회조사연합
체)의 2011년도 <건강> 모듈조사 자료의 경우 아쉽게도 체형인식 변인의 측정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대단위 국제비교분석을 시도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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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거나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근거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미진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및 낮은 비만율에도 불구하고 구미 대비 오히려 더 뚜렷한 체형 불일치 정도를
확인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시아 지역은 비만율이 가
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형의 과대평가 및 체중감량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Wardle
et al.(2006)의 주장의 이면에도 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배태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서구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국사람들의 다소 지나칠 정도의 체형에
대한 민감성, 주관적 인식, 그리고 외모지상주의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만일 누군가가 강변한다면,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발전도 및 비만율에 있어서의 서구
와의 차별성까지도 일시에 상쇄시키고도 남을만한 기저요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
는 본 연구의 역질문에 답하는 일은 이제 그 누군가의 차례로 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장단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면, 본 연구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여는 고도의 학술성을 보유하는 대단위 전국표본조사 자료에 대한 치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제까지 상당 부분 미지의 공백으로 남겨져 왔었던 한국사회의 체
형 불일치 정도 그리고 그 인과요인들을 규명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에서 발견되는 불일치의 정도가 구미의 그것에 결코 못지않을뿐더러 성별, 연령, SES
등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확인된 인과요인들이 한국에서도 대단히 유사한 패턴으로 작
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한국사회의 다소 특이하다싶을 정도
의 체형인식 및 체형평가의 기저에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동할 개
연성에 대한 추론까지도 제시하였다는 점 또한 나름의 기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연구설계를 지니는 국제비교분석 자료에 기
반한 엄정한 국제비교가 아닌, 이미 발표된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직간접적 비교에 기
반한 국제비교라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아울러,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
해서 보다 풍성한 사회학적 혹은 사회심리적 설명변인들(예, 준거집단, 사회연결망, 인
성특성 등)의 영향력까지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러한
한계점들 관련해서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보기로 한다.
종합컨대, 이와 같은 기여 및 한계는 모두 추후 별도의 해석과 재해석, 그리고 평
결을 기다리는 사안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본 연구를 촉발
하였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던 보건학적 접근과 차별화되는 ‘사회학적’ 접근의 유용성
및 특화된 의미는 이 시점에서 재차 강조한다손 치더라도 조금도 퇴색되지 않을 듯하
다.
(2017년 8월 10일 접수, 2017년 9월 11일 수정, 2017년 9월 24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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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atibility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Body
Shapes: A Case in Korea
Sang-Wook Kim1)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ddress the following interrelated research questions: (1) to what extent
body mass and body image, an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 of body shape, respectively,
are compatible or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Korea; (2) what kinds of demographic
and/or socio-economic variables help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the observed in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measures of body shape; (3) what sorts of homogeneity or heterogeneity
could be retrieved from the extent of incompatibility and causal factors identified from Korea
as compared to the West. As such, this study has initially been triggered by a critical
diagnosis of the research trend in Korea that the so-called 'body sociology' tends to be pretty
much deprived of rigorous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large-scale national sample survey
data. In an effort to mitigate this problem, the EASS (East Asian Social Survey) <Health>
module data for Korea was analyzed in a way to go beyond previous studies in a few
distinctive ways. Results of data analysis demonstrate a few interesting findings. To reiterate:
(1) the two body shapes indeed turned out to b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to the extent
that is not lesser than one commonly observed in the West; (2) gender and age are two of
the most prominent causal factors explaining the observed incompatibility, with females and
youngsters considerably overestimating their own body shapes compared to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3) in addition to gender and age, socio-economic variables also help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the incompatibility, with those having a lower SES (coupled with smokers)
tending to underestimate their own body shapes; (4) although these results identified in Korea
tend to be pretty much similar to those identified in the West, they deserve special attention
due mostly to the crucial difference of the former as compared to the latter in its relatively
low rates of overweight or obesity in the population, on the one hand, and its lower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A few implications stemming from these findings
are set forth and discussed in further detail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Korean society.

Key Words: body mass, body image, body evaluation, sociological explanation,
cross-national comparis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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