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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quality-of-life for obese Korean me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irty men over BMI 25 whose age ranged from 20's to 50's. Projective techniques

along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used. The results of interviews were analyzed based on groun-

ded theory. “Stress” was the main phenomenon resulting from the causal conditions of obesity and stigma.

Stress consisted of social, psychologic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Contextual conditions media-

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usal conditions and main phenomenon were obesity level, pressure, and pu-

blic appearance. Avoidance, change of personal traits, and insensitivity were the action/reactions to the main

phenomenon. Various factors due to obesity disappeared and quality-of-life increased when they succeed in

weight reduction; however, factors related to obesity and lowered condition of quality-of-life continued if

they experienced a weight gain/loss 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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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상인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구는 세계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만은 표준체중의 20% 이상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만

지수인 BMI(Body Mass Index)는 체중(kg)/키(m)
2
으로

산출되며, 아시아인의 경우 BMI 25.0 이상을 과체중을

포함하여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만인구의 비율은 선진국에서 높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비만인구비율은 미국과 같은 서양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 여성비만인구는 1998년 25.1%에서 소폭 상승하

거나 감소하면서 2012년 28.0%를 기록하였으나, 성인

남성비만인구는 같은 기간 25.1%에서 36.3%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남성비만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2012년

기준으로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40.6%, 45.0%

로 가장 높고 20대와, 50, 60대에서는 30.0% 내외, 70세

이상에서는 23.0%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30~40대

남성이 가장 높은 비만비율을 보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즉 남성들의 경우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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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잦은 회식 등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비만율은 소득과도 연관이 있어서, 남성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비만율이 높다.

외모요인인 비만 정도는 개인을 구별하는 기본 변수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Sutin et

al., 2011). 비만은 대인지각에서 가장 쉽게 지각되는 신

체단서로, 사람들은 비만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무책

임의 결과로 해석하여 인종이나 기타 신체장애에 비해

편견 및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가 약하고, 그 결

과 비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매우 넓고 깊게 자리잡고

있다(Myers & Rosen, 1999). 비만인구가 상대적으로 많

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비만인들이 취업이나 교육,

의료치료에서 차별을 당하고(Carr & Friedman, 2005), 비

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Stereotype)은 어릴 적부터

가지게 된다고(Latner & Stunkard, 2003) 여러 선행연구

에서 보고된 바 있다. Yu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비만

여성들은 심리적 불편함, 생리적/신체적 불편함, 의복욕

구 불만족, 구매불편을 포함하는 “불편함”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비만과 관련된 사회심리 분야 연구는 주로 비

만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자존감(Self-esteem)

과 같은 사회심리 측면에서 남성들보다 외모가 중시되

는 여성들에게 비만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랫동안 여성의 외

모와 외모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인식된 것에 비하

여, 남성들은 외모보다는 능력에 비중을 두는 전통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꽃미남 등으로

불리는 남성 외모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외모를 관리하게

되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젊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꽃

중년”의 중년남성과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60대 이상

의 노년층에서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넓은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스타일 할배’ [‘Style halbae’]”, 2015).

따라서 남성에게도 비만은 중요한 외모조건으로 질

병이나 신체적인 불편함 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개인 심

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성인남성의 삶의 질에는 직장이나 직업 관련

환경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생활에

비만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비만과 관련되어서 의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

가 진행되어 왔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비만과 사회심

리를 포함한 현대인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가 다수의 연구가 해외에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비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에서는 비만의 사회적 측

면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는 비

만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만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국내 비만

인구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비만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비만남성들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

하고, 외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맞

추어, 비만남성들의 외모 관련 삶의 질이 비만을 포함

한 외모특성, 외모관리행동, 심리적, 사회적 요인 및 기

타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위하여 비

만남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결과

는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0) 모형에 의거하여

분석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모형

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만남성들의

외모 관련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요인 간

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외모 관련 삶의 질과 관련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

를 개발하여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디

딤돌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만의 사회심리적 영향

비만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비만

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비만은 사망률, 암 발

병률, 심장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신체적 질병과 정적

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Farrow & Tarrant, 2009). 비만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은 비만으로 인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에서 온다고 할 수 있는데, 비만인이 자주 경험하는

편견으로는 비만성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당하는 조롱,

비만인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낮다고 생

각하는 등의 사회의 부정적 평가, 의자가 좁거나 잘 맞는

의복을 찾기 어려운 점과 같은 문제가 자주 언급되었고,

육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언급되었다(Myers &

Rosen, 1999). King et al.(2006)은 미국에서 교육을 통하

여 여러 종류의 사회적 차별이 감소하였으나, 비만고객

– 813 –



26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6, 2015

들은 쇼핑상황에서 공식적인 접객에서는 차별을 당하지

않지만, 점원들의 응대시간이나 태도와 같이 보이지 않

는 차별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만은 우울증(De-

pression), 불안(Anxiety)과 같은 심리적 결과를 가져오고

(Bocicor et al., 2010), 낮은 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 연관

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man et al., 2013).

그런데, 비만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가 비만과 관련되는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결국 비만에 따른 높은 발병비율은 바

디이미지(Body image)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Norm)에 의

한 것이라고 하였다(Muennig, 2008). 그리하여 비만이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 정도가 아닌 비만인

을 둘러싼 여러 환경요인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Muennig(2008)의 연구에서

는 비만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특히 백인과 여성에 있어

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r-

row and Tarrant(2009)도 비만에 대한 차별과 신체불만족

및 폭식 등과 같은 나쁜 식습관이 깊은 연관이 있으나,

그 영향력은 개인이 소속한 집단의 비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사회소집단 이외에 의복과

같은 변수도 차별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쇼핑상황에서의 비만인 차별에 대한 연구에서

(King et al., 2006), 전문직 차림의 의복은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감소시켜 옷차림에 따라 비만인에 대한 차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비만의 사회심리적 영향은 성별, 즉 남성과 여성에 따

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BMI가 높은 여성은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게 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Bookwala & Bo-

yar, 2008) 그런가 하면 Linna et al.(2013)은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비만과 주

관적 안녕감은 역U자형(Inverse U Shape) 관계가 있었

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식습관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BMI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

고 하였다. 스웨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

령과 성별을 통제하는 경우 BMI와 심리적 스트레스와

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Brandheim et al.,

2013).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만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여 이로 인한 사회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

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도 연관되지만, 그 영향력과

상관관계는 성별과 연령, 국가, 기타 사회적 조건에 따

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

구가 부족했던 한국 비만남성을 대상으로 비만과 다른

요인들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비만과 삶의 질

삶의 질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이 삶의 여

러 영역에 걸친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을 말한다(WHO, 1993). 이러

한 삶의 질은 크게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되

는데, 주관적 지표는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을 말하

며, 객관적 지표는 경제수준, 학업성적, 건강상태 등과

같이 개인의 삶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상태를 의미한다

(Piao et al., 2012). 과거에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각각을 분리하여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통합적으

로 보려는 관점이 지지를 받고 있다(Lee & Kim, 2012).

또한 삶의 질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Choi & Ha, 2012).

따라서 전체적인 삶의 질 못지않게 영역별로 관련된 삶

의 질, 즉 하위차원의 삶의 질과 그에 관련된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에 대한 연구가 광

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는 비만 정도는 중요한 원인변수로 포

함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비만이 개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비만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

해서는 실증연구에서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보고되었

다. Garner et al.(2012)의 연구에서 비만여성의 건강 관

련 삶의 질은 정상체중 여성보다 낮지만, 남성의 경우

에는 비만과 삶의 질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 삶의 질이 여성보다 비만 정도

에 영향을 덜 받는 결과는 Laforest et al.(2009)의 연구

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체적 외모에 대

한 사회적 규범이 여성에게 더 강하게 존재하는 사회상

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비

만에 따른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삶의 질은 퇴보하지만,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Laforest et al., 2009). 즉 비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이나 사회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만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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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만을 BMI 지수만

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Rosmond and Bjorntorp(2000)

의 스웨덴 남성 대상 연구에서는 비만도(BMI)는 사회

적, 정신적 평안함과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복부비만

정도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BMI와

같은 전체적인 비만도보다 복부비만과 같은 구체적인

척도가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Herman et al.(2013)의 캐나다 성인 자료를 이용한 연

구에서 실제 비만도와 지각된 비만도가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실제 비만도와 지각된 비만도

모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각된 비만

도가 삶의 질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만이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

서 다른 사회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

개인의 심리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만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다룬 해외 연

구들은 다수 있지만,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남성들을 다룬 경우

는 많지 않고, 대부분 결혼이주자(Yoo et al., 2012)와 같

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 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중년

남성들의 직업 만족도나 직장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

를 다루었다(Kim et al., 2001).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외

모의 중요성이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외모는 남성들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Lim(2005)의 탐색적 연구에

서 남자 대학생들은 남성들도 취약한 외모 때문에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불안

감은 데이트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이성관계에 국한되

어 있고,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제도화된 상황에서는 남

성에게 외모가 아닌 능력이 우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이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한국 남성들이 외모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회성 추구로(Ku et al., 2010), 남

성들에게 중요한 사회생활을 포함하여 외모와 남성의

삶의 질과의 관련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차원이나 방법으

로 측정한 삶의 질하고 비만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외모 관련 삶의 질에도 비만은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을 외모

관련 삶의 질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집중하고, 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외모 관련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변수화하여 다룬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외모

관련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차원을 파악하고,

외모 관련 삶의 질과 연관된 여러 요인들과 그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 연구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

로, 어떤 현상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하고

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근거이론은 선행연구의 성

과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주제나 집단행동 연구에 적합

한데, 이는 근거이론이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

니라 근거자료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귀납적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어떤 현상을 근거이

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은 먼저 면접자료를 근거

이론의 절차에 따라 현상을 개념화하고 범주화한 다음

이 범주들을 다시 구조화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게

된다(Goulding, 2002).

Strauss and Corbin(1990)에 의하면 근거이론의 자료분

석은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코딩은 개방코딩(Open Co-

ding)으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개념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개념화가 이루어지면 개념과 개념을 비교하고

비슷한 개념들은 통합하여 보다 추상적인 상위수준으로

범주화하게 된다. 2차 코딩은 축코딩(Axial Coding)인데,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들을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중재적 조

건’, ‘결과’의 패러다임 모형으로 조합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힌다. ‘중심현상’이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자료 내의 중심생각을 의미

한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말하며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구체화시켜주는 조건을 말한다.

‘중재적 조건’은 조절상황으로 중심현상을 악화시키거

나 완화시키는 조건 혹은 결과를 악화시키거나 완화시

키는 조건을 말한다.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처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결과’는 ‘작용/상호

작용 전략’에 따라 중심현상이 조정되면서 나타나는 것

으로 이 모형의 결론이다. 3차 코딩은 선택코딩(S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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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구성되어진 범

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이야기 윤

곽(Story Telling)을 명확하게 하여 이론의 근거를 완성한

다(Strauss & Corbin, 1990).

2. 연구참여자 선정

비만남성들이 경험하는 외모 관련 삶의 질 범주를 설

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

여자 모집 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이 포함되도록 주의

를 기울였다. 연구참여자는 남성 플러스 사이즈 전문 유

통업체의 협조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으로 섭외

하였다. 포화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참여자와 면담해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면담을 종

료하여, 최종 총 30명의 남성이 연구에 포함되었다(Ta-

ble 1).

3. 자료수집 및 분석

면담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면

담질문을 메일로 보내어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면담은 2013년 9월 3일에서 2014년 3월 3일까지

각각 40분~2시간 15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반구조적 심

층면접 기법을 사용하였고, 면담 중에 사진이나 이미지

에 대해 이야기하는 투사적인(Projective) 접근방식을 첨

가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연구자들 이외에

참여자와의 신뢰(Rapport) 형성이 쉬운 20대 후반의 비

만남성 연구보조원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채록하여 원자료(Raw Data)를 구성하였다. 면접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Unit: Height in cm/Weight in kg)

Age Occupation Education Marital status
Height/Weight

(BMI)
Other characteristics

A 26
Advertising

designer

College

graduate
Single

178/102

(32.19)

Lost weight due to life

threatening obesity

B 26 Job applicant
College

graduate
Single

170/87

(30.10)
Losing weight

C 26 Job applicant
College

graduate
Single

168/89

(31.53)
Former soccer player, losing 30kg

D 26
Entrepreneur

(singing room)

High school 

graduate
Single

179/170

(53.06)
Former Korean wrestling player

E 27 Job applicant
College

graduate
Single

182/94

(28.38)

F 22 College student In college Single
180/110

(33.95)
Disorderly student when he was young

G 21 College student In college Single
178/105

(33.14)
Low grade in a prestigious college

H 21 College student In college Single
169/102

(35.71)
Model student

I 35 Insurance salesman
College

graduate
Single

184/103

(30.42)
Does not look fat

J 34 Social worker
College

graduate
Single

189/120

(33.59)

K 36 Office worker
College

graduate
Married

185/120

(35.06)
Losing weight

L 36 Office worker
College

graduate
Married

185/120

(35.06)

M 33
Free-lancer

graphic designer

College

graduate
Married

172/103

(34.82)
Good impression

N 33 Office worker
College

graduate
Single

179/112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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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자들이 토론하여 주관적인 견해

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와 해석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담내용을 계속 비교하면서 개념

과 범주를 수정하였고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이 과정

을 완성하였다. 원자료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52개의 개념과 16개의 범

주가 생성되었다. 16개 범주는 Strauss and Cobin(1990)

이 제안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작

용/상호작용’, ‘중재적 조건’, ‘결과’로 조합되고 연결되

어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구축하였다. 마지

막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도출하

였으며 이야기 형태로 줄거리를 작성하였다.

IV. 결 과

비만남성들의 ‘외모 관련 삶의 질’은 근거이론에 따

라 중심현상과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

그리고 인과적 조건과 중심현상의 중재 역할을 하는 맥

락적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중심현상에 대한

대응은 작용/상호작용과 중재적 조건, 그리고 결과로 설

Table 1. Continued                                  (Unit: Height in cm/Weight in kg)

Age Occupation Education Marital status
Height/Weight

(BMI)
Other characteristics

O 33
Director

(IT company)

College

graduate
Single

173/106

(35.42)
Lost 30kg for wedding

P 34 Office worker
College

graduate
Married

190/108

(29.92)

Q 43
Entrepreneur

(interior design)

College

graduate
Married

180/103

(31.79)
Gain weight after quitting smoking

R 40
Entrepreneur

(supermarket)

High

school

graduate

Divorce
181/105

(32.05)
Lost 45kg after divorce

S 43 Office worker
College

graduate
Married

170/100

(34.60)
Gained 35kg after marriage

T 47
Government

employee

College

graduate
Divorce

173/127

(42.43)
Former judo player living with son

U 41 Office worker
College

graduate
Married

174/120

(39.64)

V 40
Director

(animation production)

College

graduate
Married

180/120

(37.04)

W 40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Married

170/92

(31.83)

X 48 Office worker
Graduate

school
Married

175/88

(28.73)

Y 56 Volleyball coach
Graduate

school
Married

192/140

(37.98)

Former volleyball player

and PE teacher

Z 53

CEO

(automobile part 

supplier)

College

graduate
Married

174/121

(39.97)

AA 56 Entrepreneur
Graduate

school
Married

173/96

(32.08)

BB 59 Entrepreneur
College

graduate
Married

175/78

(25.46)

CC 56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Married

177/85

(27.13)

DD 55 Head hunter
College

graduate
Married

177/88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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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1. 중심현상: 스트레스

비만남성 소비자의 외모 관련 삶의 질에서 가장 두드

러지는 중심현상은 외모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회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경제

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의 하위범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사회적 스트레스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

레스는 ‘놀림당함’, ‘무시당함’, ‘배척당함’, ‘비난받음’,

‘이성을 만나기 힘듦’, ‘타인 시선의식’, 대중 앞에서 두

려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범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뚱뚱한 외모로 인해 어

릴 때부터 ‘돼지’라는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만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린 나이부터 존재한다

는 Latner and Stunkard(2003)의 연구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었지만,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경험은 매우 심

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는 ‘덩치가 크시네요’와 같이 완화되어 표

현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위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표정하

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 무시받

거나 배척을 당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태

에 있었다.

또한 ‘그만 먹어 살 좀 빼’, ‘그러니까 살이 찌지’ 등 무

엇을 먹을 때나 쉴 때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

들은 이성을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신들의 몸

집이 눈에 띄기 때문에 대중들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

시선이 의식이 되어 위축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에

서 좋지 못한 처우를 경험한 이들은 사람들을 처음 만

날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하여 주눅이 들며,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렸을 때는... 저도 진짜 돼지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친

구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죠. 성인이 돼서는... ‘덩치가 크시네요’,

‘살 좀 빼셔야 되겠네요’...” K 30대

“사람들이 저와 얘기를 했을 때 무표정하거나 그런 거... 자기

생각에 좀 아니다 하면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M 30대

“매점 갔을 때 ‘야 너 그만 먹어. 살 좀 빼’...” H 20대

“친구가 (저를 여자에게) 소개시켜 줄려고 하니까... 저 돼지새

끼 미친 거 아니냐고... 나 ×나 싫다고 저게 무슨 사람이야 돼지

새끼지... 그걸 제가 들었을 때 상처 많이 받았죠.” C 20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무시당하는) 그

런 걸 경험하다 보면...” M 30대

“5~6명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대중적으로

모여서 앞에 나가야 할 때... 외모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지죠.” G

20대

2) 심리적 스트레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비만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는 ‘자기혐오’, ‘자기비난’, ‘자신감 하락’, ‘통제에 대한

무기력’, ‘우울과 소외감’의 하위요인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만한 자기자신을 싫어하며 자

신을 포함하여 비만한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고’, ‘일도

못할 것 같다’는 등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용하

는 경향이 있었다. 비만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자신이 비만한 탓이라고 여겨 비난의 화살이 자

신을 향하고 있었다. 살이 찌면서 자신감이 하락하여 열

등감,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만약

살이 빠진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은가’라는 질

문에 많은 비만남성들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고 응

답하여 비만이 개인의 자신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남성들은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져있었다. 참여자들은 주

변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비만한 외모로 인해 우울해하

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거치처럼 보였거든요. 내가 왜 이렇

게까지 돼있지? 나 진짜 너무 못생겨진 것 같아.” C 20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D 20대

“내 몸인데 왜 나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지? 막 이런 거... 기

운 빠지고...” L 30대

“저 스스로 사람들한테 벽을 뒀어요. 그 사람들은 잘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좀 거리를 뒀죠.” B 20대

3) 신체적 스트레스

비만은 사회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와 아울러

신체적 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스트레스

의 하위요인으로는 ‘몸이 무거워짐’, ‘활동 저하’, ‘체력

저하’, ‘과도한 발한’, ‘숨이 참’, ‘수면의 질 저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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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살이 찌면서 몸이 무거워져 더 움직이지 않

게 되고 움직이지 않다보니 더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되

어 일을 할 때도 남들보다 더 힘이 들고 움직이는 것도

남들보다 더 힘들다고 하였다. 앉아있어도 통증이 있으

며 땀이 많이 나는데 불편할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비

만한 신체로 인해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으며 숨이 찬

다고 하였다. 이들은 특히 수면 부족을 호소하였는데 자

리에 누우면 누가 위에서 누르는 것 같아 잠자리가 불

편하고 잠들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만

남성들은 고혈압, 당뇨, 간질환, 통풍 등 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비만이 각종 신체적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다는 Herman et al.(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앉아서 했던 것들을 누워서 하고 편

하게 할 수 있던 것도 미뤄버리고...” S 40대

“일을 할 때 좀 더 힘들고, 땀이 많이 나고... 당연히 몸도 안 좋

아질 거고... 실제로 몸이 안 좋아서 언제 잘 못 될지도 모르고...”

O 30대

“숨이 가빠서 그런 것(잠을 잘 못자는)도 있고... 누워 있으면

누가 위를 누르는 것 같고...” A 20대

“간수치도 이제 좀 오는 것 같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M 30대

 

4) 생활환경 스트레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는 ‘주변에 대한 과도한 걱정’, ‘타인의

지나친 걱정’, ‘대중시설 이용제약’, ‘업무상 불편’, ‘취업

불이익’의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주변에 불편을 끼칠까봐 과하게 걱정하고 민

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자신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의식이 되어 불편하다고 하였다. 수영장이나 목

욕탕 같은 대중시설에서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여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

이나 친구 등 주변의 지나친 걱정이 불편하며 오히려

자신들에게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근무환경인 취업이나 면접에서도 불이익을 경험

한다고 하였다.

“제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니깐 버스나 지하철은 우선 의

식이 되고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들에 비

해 좀 스트레스긴 하죠.” P 30대

“내가 피해준다는 거보다 나 혼자 자격지심이지 뭐...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거 별로 안 타게 돼.” Y 50대

“집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때 좀 짜증이 나죠.” L 30대

“살이 쪘을 때 알바를 한다고 하면 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되게 둔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안 뽑더라고요.” C 20대

2. 인과적 조건: 신체비만, 사회적 편견

비만남성들의 외모 관련 삶의 질의 중심현상인 ‘스트

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신체비

만’과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신체비만

신체비만의 하위범주로는 ‘가족력’, ‘폭음 및 폭식’,

‘스트레스 해소용 식습관’, ‘신체활동 감소’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조부모나 부모, 삼촌이나 사촌, 남매

나 형제 등 비만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유전적

인 이유 이외에도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식습관

이나 생활습관이 닮아가서 비만가족이 된다는 참여자

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현저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를 받게 되면 대부분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해소하는 습

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였다.

살이 찌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신체활동이 감소

하고 이로 인해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하

였다. 참여자들 중 몇몇은 씨름, 축구, 유도, 배구 등 운

동선수 생활을 중단 한 후 비만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운동을 그만 둔 뒤에 소모 열량은 급감했지만 선수 시

절 식사량을 줄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삼촌이 너무 찌셨어요. 170kg 정도였는데...” K 30대

“가족력이라기보단, 같이 사니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이

닮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A 20대

“다른 사람들은 3끼, 4끼 먹을 때, 저는 8끼 이렇게 먹고...” C 20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이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O 30대

“먹는 걸로 풀었죠..어쨌던 먹고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깐...” B

20대

“씨름선수였어요. 허리 다쳐서 그만뒀죠. 운동할 때만 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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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찌지 않았으니깐...” D 20대

2) 사회적 편견

Myers and Rosen(1999)은 비만인은 감정적으로 문제

가 있거나 능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등의 사회의 부정적

인 편견에 시달린다고 하였는데, 실제 연구참여자들은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고 있었다. 대중매체

에서 비만인은 ‘늘 뭔가를 먹고’, ‘멍청한 행동’을 하는

캐릭터로 그려지며, TV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비만인의

숨소리는 불쾌하다’는 등 비만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

하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또한 비만인은 ‘게으르고’, ‘행

동이 둔하며’, ‘자기관리를 못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길

거리에서 욕을 듣기도 한다고 하였다.

“무슨 영화나 만화를 봐도 뚱뚱한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늘

상 뭔가를 먹고 멍청한 짓하고... 뚱뚱한 사람 캐릭터예요.” T 40대

“‘세바퀴’라는 (TV) 프로에서 어떤 중년여성이 ‘뚱뚱한 남자

가 뒤에서 숨 쉬는 거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고 그

러니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T 40대

“살 찐 사람은 게으르고 자기 할 일 똑바로 안 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처음 입학했을 때도 동기들이 저 되게 느려

터지고 그런 줄 알았대요.” H 20대

3. 맥락적 조건: 비만 정도, 주변의 압력, 상황변수

신체비만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원인적 조건이 비만

남성들의 삶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중재적 조건으

로 ‘비만 정도’, ‘주변의 압력’, ‘상황변수’가 있었다.

1) 비만 정도

연구참여자의 BMI 지수는 25에서 53까지로 넓은 범

위를 나타냈는데, BMI 지수가 높은 고도 비만남성일수

록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BMI 지수를 가

진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다는 Linna et al.(2013)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비만의 사회심리적 영향이 남

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다는 Bookwala and Boyar

(2008)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남성들은 비만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가 작다보니까 110kg 넘어가다 보면 정말 꽝이죠. 진짜 그

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C 20대

2) 주변의 압력

또한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도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강도가 달랐는데, 가족이나 친구의 잔소리가 심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은

부인이나 친구의 충고에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기 보다

는, ‘잔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야 ×나 니랑 같이 다니면 쪽 팔린다고 살 좀 빼라고 돼지새

끼야’...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계속... 그러면 짜증나

요.” C 20대

“남편이 살이 찌면 아내의 잔소리가 정말 극도에 달하는 것 같

아요.” K 30대

“저는 살 빼라고 하는 그런 소리 싫어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

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던지는 말 정말 싫어요.” T 40대

3) 상황변수

비만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앞에 자신이 드러나는 상

황’이나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계절’ 요인이 스트레

스를 증가시켰다. 계절적으로는 몸을 가릴 수 있는 겨

울보다 몸매가 드러나는 여름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

였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면접이라든가 결혼식, 교생

실습 등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

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몸을 가려서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몸매가 드러

날 때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요.” P 30대

“솔직히 여름에 위축된단 말이예요.” A 20대

“결혼이 코 앞이니깐 좀 뺐어요.” O 30대

“나중에 4학년때 교생실습 나가기 전까지는 빼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이 덩치 있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별로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깐...” H 20대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사람도 많이 만나고 앞에 나가 발표도

해야 되고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게 있으니깐... 살찐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같아요.” G 20대

“대중적으로 모여서 앞에 나가야 할 때... 그럴 땐 외모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지죠.” S 40대

4. 작용/상호작용: 상황회피, 성격변화, 무뎌짐

면담에서 나타난 비만이 야기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은 ‘상황회피’, ‘성격변화’, ‘무뎌짐’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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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1) 상황회피

비만한 외모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 주위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스트레스가 만연한 비만남성들은,

‘집에만 있다’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피

하는’ 등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찌고 나서... 너무 자신이 초라해보이고 자격지심이 너무 심

하니깐 가기가 싫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자애들 안 만나고...

나중에는 공포증까지 오더라고요.” C 20대

“대인기피증인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M 30대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거 별로 안 타게 돼.” Y 50대

2) 성격변화

비만남성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서 무시당하고

놀림 당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성격이 변화하

였다고 하였다.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가

하면 ‘위축되고 소극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활달하고 그런데 살찌고 나서는 공격적으

로 되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되게 공격적으로 되고 호전적으로 변

하게 되더라고요.” C 20대

“초등학교 계속 살이 쪄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다

신경 썼으면 지금쯤 성격이 이상해졌을 거 같기도 하고...” H 20대

3) 무뎌짐

연구참여자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신경 쓰이기

는 하지만 이러한 자극들이 계속되면서 자극에 대한 반

응이 무디어졌다고 하였다. 놀림당하고 무시받는 부정적

인 경험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면서 ‘타인의 반응에

초월’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타인의 반

응이 여전히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

려고 노력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Laforest et al.(2009)

는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비만에 따른 사회

적 스트레스에 둔감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 같은 것은)사람인데 신경이 쓰이긴 하지. 그렇지

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를 받아. 내 인생인데...” Z 50대

“어릴 때부터 그래서(뚱뚱해서) 뭐 그렇게 크게 상처 안 받는

데... 초월수준?” A 20대

5. 중재적 조건: 체중감량 성공, 요요현상

작용/상호작용과 결과를 중재하는 요인으로는 ‘체중

감량 성공’, ‘요요현상’ 범주로 나타났다.

1) 체중감량 성공

비만남성들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만 체중감

량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 빼라는 주변의 극심

한 압력에도 꿈적하지 않던 참여자들은 건강이 심각하

게 악화되어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체중

감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성을 만나 결

혼하기 위해 혹은 결혼식을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였다

는 참여자가 몇몇 있었지만 결혼 이후 대부분 이전 체중

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위기감에

기인한 체중감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건강에 위협이 오니깐 많이 빼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심장에

무리가 확 오는 날이 있었어요. 아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어가지고... 진짜 많이 뺐죠.” K 30대

"120kg 됐었거든요. 손에 만성 통증이 왔는데... 양손을 다 못

써서... 숨쉬기가 힘들고 어지럽고 가만히 있다가 코피나고... 혈압

이 올랐는데... 죽음을 체험할 뻔했죠. 아무도 몰랐대요. 제가 살

뺄 줄을... 하하하” A 20대

“의사가 더 찌면 죽는다고 겁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살을 뺐죠.”

B 20대

“그때 빠진 걸로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V 40대

“결혼했을 당시에는 살이 빠졌으니깐 결혼하고 나서 또 살이 쪄버

리면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부터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결혼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만약 결혼하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쭉 평생...” K 30대

2) 요요현상

대부분의 참여자는 요요현상을 경험하였다. 무리하

게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한꺼번에 살을 빼고

는 곧 포기하는 등 ‘체중관리를 지속하는 데는 실패’하

였다. 이들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는 ‘살을 뺄 때 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음식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음식 섭취

가 삶의 커다란 즐거움인 이들에게 지속적인 다이어트

로 체중을 관리하는 일이 일반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어

려운 고통일 것이다.

“30kg 빼면 뭐해 술 마시고 뭐하다 보니깐 다시 40kg 쪄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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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뭐...” Y 50대

“살을 뺄 때는 우울하긴 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먹는 거니

깐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D 20대

“우리 같은 사람은 먹는 게 굉장한 낙이에요. 그거를 절제한다

는 자체가 스트레스 인데...” O 30대

6. 결과: 스트레스 해소 vs 스트레스 지속

연구참여자들은 항상 두 가지 상태를 반복하고 있었

는데, 즉 살이 찌고 있는 상태에 있거나 살을 빼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체중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었다. 체중감

량에 성공할 경우 이들의 문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비만 관련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만, 체중감량에 실

패한 경우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

1) 스트레스 해소

체중감량에 성공한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의욕적으로 변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해

졌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는 살이 쪘다가 빠지게 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고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뿌듯하며 이제 ‘사람 같다’

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뭔지 모를 자신감이 막 솟아나요. 살이 쪘다가 빠지면 이상하

게 왠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K 30대

신체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여 참여자는 무

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의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된

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되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

“굉장히 많이 좀 더 의욕적으로 변하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

같아요.” K 30대

“그때는 사이즈가 맞기만 하면 만족했는데... (체중감량 후) 요

새는 좀 바뀌었죠. 달라붙는 저지 입고 컨버스 신고... 유행에 민감

하니까 입어보러 다니고...” A 20대

또한 체중감량 후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며 땀도 적게

나는 등 모든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K 30대

“조금만 일해도 땀 뻘뻘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피로감

도 정말 적고...” A 20대

“20대 중반부터 수치들이 안 좋아졌어요. 통풍도 오고... 한

30kg 빠지니깐 모든 수치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O 30대

2) 스트레스 지속

체중감량에 실패한 비만남성의 경우 외모 관련 스트

레스가 지속되고 있었다. 체중감량에 성공한 한 참여자

는 살이 쪄있던 그 당시로 되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

이 낫겠다고 하며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체중감량에 실패한 비만남성들은 ‘뚱뚱하면 살 수 없는

나라’에서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불편한 걸 아니까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뿐

이죠.” K 30대

“씻다가 보면 ‘몸이 이러네’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까

지 몸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P 30대

“당연하죠. 이제 빼야죠. 왜냐면 아 정말 진짜 그 당시로 돌아

가라고 하면 전 진짜 그냥 죽을라고요. 정말 돌아가기 싫어요. 지

옥 같은 날이었어요. 너무 아유...” C 20대

“뚱뚱하면 살 수 없는 나라여서...” E 20대

7. 선택코딩: 핵심범주의 개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도출한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범주를 ‘비만으로 인한 외모 관련 스트레스와

이에 대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였다(Fig. 1). 연구참여자들은 비만으로 인해 사

회적,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여러 측면에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하는 외모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은 신체적인 조건인 비만 이외에도 사

회적 편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비만이 유발하

는 스트레스 상황은 비만 정도, 주변의 압력, 상황변수

에 따라 달라지며, 스트레스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인기

피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성격이 변하거

나, 둔감해지는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량은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하고 요요현상이 반복되면 외모 관련 스트

레스는 더 심해지거나 계속되었다.

V. 결 론

이 연구는 비만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그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는 비만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비만한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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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비만남성들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에 의

해 분석한 결과 비만남성들의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생

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들

은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상처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등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안

고 있었다. Myers and Rosen(1999)은 체중은 자신이 조

절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해 비만에 대한 편견은 사회

적으로 용인된다고 하였는데, 실제 비만인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욕을 먹는 등 외모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차별과 모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

만인 자신들도 이러한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

로 수용하여 자신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분노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자신들의 탓

으로 돌리며 자기혐오나 자기비난에 빠져 있었다. 이들

의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못했으며 환경적으로도 불

편하고 불이익을 당하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정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일

관적이지 않은 선행연구와 달리, 한국 비만남성들을 면

접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만에 따른 스트레스와 삶

의 질 저하는 매우 심각하였다. 이런 결과는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연구대상이 30명

인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결과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비만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회피하는 방법으

로 주로 대응하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

하기 위해 성격이 변하였는데 공격적인 성격 또는 소심

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forest et al.

(2009)는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참여자들은 부정

적인 사회적 경험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타인의 반응

에 무디어졌다고 하였다.

비만인들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함

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들은 체중이 감소

할 때는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고 의복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자 하지만, 감량을 지속하지 못

하고 다시 살이 찌는 상태로 들어서게 되면 패배감과

열등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량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유일

한 경우는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뿐이었다. 건

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체중을 감량하고 또 감량한 체중

을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한국 비만남

성을 대상으로 하여 비만이라는 외모요인이 개인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비만인들의 사회,

심리적 어려움과 낮은 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Fig. 1. Paradigm for the appearance-related quality-of-life for obese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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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이들이 비만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

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비만남성의 연구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한 Yu et al.(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임신, 질병치료 등

이 비만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었으나, 남성의 경우에

는 질병이나 기타 외적 상황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

어서 남성들의 경우 비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남성은 의류산업에서 소외된 소비자 집단이지만

비만으로 인해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스트레스를 고려

할 때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가 시급한 소비자 집단이기

도 하다. 의복관리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비만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의류산업에서 비만남성의 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만남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반

응을 나타냈다. 의복구매상황은 이들의 비만한 체형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을 강화할 수 있어 회피할 가능성

이 크다. Yu et al.(2013)은 비만여성들을 위한 전문점과

이들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아는 훈련된 판매원, 그

리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판매 전략이 필요하

다고 하였는데, 비만남성을 위해서도 이들에게 최적화

된 전문점과 전문 판매원 그리고 전문적인 판매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비만남성의 외모요인이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 심층면담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방법으로

여러 요인들을 정량화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비만남성들

이 비만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

다. 추후 이들의 외모관리와 의생활 등에 대한 주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비만남

성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만청소년, 비만아

동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외모 관련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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