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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글은 단행본 <여성운동 새로 쓰기- 한국여성민우회 20년 운동사>(2007, 한울)을 주로 참고하였고, 그 
외 한국여성민우회가 생산한 활동 자료 및 기록물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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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 � “세� 가지� 소원이요?� 얼굴� 예뻐지는�거랑�날씬해지는�거랑�공부�잘하는� 거요.”

� � � � � � � � � � � -한국여성민우회� 2013,� <다르니까�아름답다>� 10대� 여성�청소년�인터뷰�중�

� 다양성을� 찬양하는� 시대인� 것� 같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협소하고� 획일화된,�

엄격한� 외모� 평가� 기준에� 노출된다.� 한국� 사회는� 그� 기준이� 개인의� 전반적�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대한� 사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 미디어� 당국의� 젠더� 의식� 부재� 등으로� 인해� 대다수� 여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체에�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만족을� 느끼도록� 구조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즉,� 우리는�다양한� 몸으로�건강하고�자유롭게�살아갈� 권리를�침해받고�

있다.�

� 특히� ‘예뻐지기’가� 또래집단에서� 매우� 큰� 성취로� 인정되는� 시기,� 10대�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어느� 집단보다도�빠르고� 강하게� 영향을�받는다.� 지금의� 10

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촘촘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기보다는� 평가

와� 개조의�대상으로서의� 몸으로� 훈육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4년� 서울

지역�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서울지역� 중고생의� 비만율은� 남학생�

12.2%,� 여학생� 5.9%로� 나타났지만,�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2)’은� 남학생�

21.9%,� 여학생� 36.7%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율은� 남학생이� 6.3%가� 높지만�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여학생이� 14.8%가� 높은� 것이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

라� 적지� 않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실제보다� 못나고� 불완전하게� 여겨� 무리하고�

부적절한� 다이어트로� 부작용을� 겪거나,� 빈혈·섭식장애에� 시달리는� 현실과� 무관하

지�않다.� 하지만�이는�여성들의� ‘인식�개선’으로�해결할�수� 있는�문제가�아니다.�

� ‘미용성형’을� 일례로� 살펴볼� 만하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성형수술과� 관광을�

결합한� 여행상품이� ‘국익’이란� 명분� 하에� 공적자금으로� 개발되는� 요즘,� 한국이� ‘인

구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자� ‘세계� 성형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

지’3)한다는�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않은� 사실이다.4)� “취업�성형,� 수능� 성형,� 명

2)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 미만으로 살이 찐 상태가 아님에도 자신은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 비중

3)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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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맞이� 성형”� 등� 성형수술을� 권하는� 온라인�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진다.� ‘인생을�

바꿔준다’며� 외모� 때문에� 차별�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신� 성형� 수술을� 해주는�

케이블� 프로그램은� 여전히� 성행한다.� 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연예인의� 성형

고백이나� 성형� 전후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장면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의료광고가�

허용된�후� 지하철,�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성형외과�광고�수는� 1년에� 5배� 이상�급

증했다.� 이에�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나� 지하철� 공사� 등

에선� 성형광고� 비율� 제한� 및� 심의� 강화� 등의� 일시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성

형을� 권하는� 광고는� 스마트폰� 앱이나�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수법으로�일상�속� 깊이�침투하고�있다.�

� “컴퓨터� 그래픽으로� 수정된� 비현실적� 신체이미지,� 날씬한� 몸이� 될� 것을� 직․간접
적으로� 강요하는� 의류업계의� 관행들,� 대중매체와�인터넷에� 범람하는� ‘비표준적’� 몸

에� 대한� 혐오들은� 지금까지� 소위�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다른� 어떤� ‘본능’도� 적절한� 사회적� 한계와� 제도

적� 규제� 없이� 무한대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다”’5)� 다이어트와� 미용성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이나� 취향에� 따른� 선택의� 영역만이� 아니고,� 대다수� 여성들의�

정서적/신체적�건강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렀다.�

� UN� 사회권� 규약� 제12조에서� 건강권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

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라고�명기되어�있다.� 획일적이고�협소한� ‘여성성’의�

4) 그런데� 사실� 이� 통계는� 실제� 한국� 성형산업의� 일부분만� 반영한� 것이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조

사� 자체가� 각� 국가의� ‘전문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 한국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집도할� 수� 있으며,� 수많은�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

의들이�비급여� 의료로서�상대적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미용성형�분야로� 진출해�있다.� 그러

니� 2011년�당시에도�실제로는�위�통계보다�훨씬�더�많은�수의�성형수술이�행해졌을�것이다.�

� � � 2013년에도�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그� 결과� 한국� 성형� 전문의가� 2011년보다�

804명� 늘어나� 2,054명이라는� 것만� 확인될� 뿐,� 한국은� 순위권에� 올라� 있지도� 않았다.� 다른� 국가

의�성형수술이�폭발적으로�증가한�것일까?� 이는�그저�한국이�유의미한�성형수술�통계를�조사기관

에�제공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한다(태희원,� 2015,� <성형-� 성형은�어떻게�끝없는�자기완성�프로
젝트가� 되었나?>).� 얼마나� 많은� 성형수술이� 행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민우
회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의�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 관련� 전수조사를�
한�적이�없다.)

5) 전희경(2012),�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 의제발표와� 정책과제� 토

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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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방송�모니터링�및� 보고서�발행(1991~)

·� 지상파�방송�미인대회�중계�반대�운동(1996~2002)

·� 푸른미디어상(1998~)

·� ‘1시간짜리�성형광고’� 성형�메이크오버프로그램�반대�운동(2004~)�

·� 방송사�자체�심의�및� 방송위원회�심의에�대한�의견�개진�

·� 미디어�읽기,� 미디어�속� 외모지상주의�교육�등�교육�주최�및� 출강(1995~)

기준이� 들이밀어지고� 다양한� 몸의� 존재가� 묵살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여자다워

지느라� 아프다.’�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건강권’�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필요하다.�

� 그동안� 한국여성민우회는�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여성들에게� 특정한� 방식

의� 외모관리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그것을� 강요하는� 문화적․제도적�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및�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왔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를�적극적으로�모색하는�논의에�보탬이�되고자�한다.�

� 단,� 아래� 개괄한� 내용은� 지면과� 시간의� 한계� 상� 외모� 이슈� 관련하여� 민우회에서�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 여러� 일상적� 활동을�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있으며,� 사업명으

로� 특정하여� 적을� 수� 있는� 활동� 사례� 위주로� 거칠게� 정리한� 것임을� 양해� 바란다.�

또한� 민우회의� 거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관심� 환기와� 인식� 변화,� 제도� 개선이란�

목적을�동시에�견지하나,� 편의상�분류하여�기술한� 부분이�있음을�밝힌다.�

1.� 성인지적�관점으로�미디어�바라보기� /� 바꾸기� �

�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그� 현실을� 강화·재생산하기도� 한다.� 그� 과정엔�

미디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특정한� 관점이� 개입된다.�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중매체�

콘텐츠와� 정책을� 감시,� 분석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엔,� 미디어� 속� ‘외모’� 재

현에�대한�고민이�늘� 주요하게� 포함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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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방송,� 지켜보고�있다

� 민우회� 부설� 미디어운동본부는� TV� 방송� 모니터링과� 모니터� 결과� 발표회,� 보고서�

발간�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모니터� 사업� 초기인� 2003년� <주� 시청� 시간대� 출

연자들을� 분석한� 텔레비전� 인물의� 외형과� 역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영되는� 방송의� 출연자� 중� 남성은� 70%,� 여성이� 30%

였으며,� 성별에� 따른� ‘연령’,� ‘체격’,� ‘외모’� 등의� 특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예쁘고� 날씬하고� 젊은’� 특성이� 절대적인� 경향으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인� 재현물로� 받아들여지는� 시사․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특정한� 여성만이� 주류� 사회에� 통합될� 만하다는� 메시지로� 이

어질� 수� 있는� 문제로� 제기되었고,� 모니터링� 결과는�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활용되었다.�

� 이후로도� 페미니즘� 관점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다양한� 기획으로� 미디어� 모니

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올해는� ‘미디어� 속� 외모� 다양성� 실태조사� 기획

단� <외모� 세모� 네모>’� 활동을� 통해,� 16편의� 드라마와� 25명� 출연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하여� 미디어에서� ‘비만’,� ‘비만인’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6)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심의를�할�거면�제대로�하세요� �

� 애초�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맡는� 기

구는� 따로� 있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다.� 심의기구가� 제대로� 역할하게� 하는�

것� 역시� 민우회의� 활동� 속에� 포함되어� 왔다.� 2004년� 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및� 적절한� 기준� 마련,� 방송� 제재의� 적극적� 조치� 도입� 등을� 제시하며,� 기존�

심의가� 비껴갔던� 방송� 사례들에� 대한� 대안적� 심의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성평등적� 관점으로� 다시� 쓰는� 심의� 사례집>을� 발간한� 일이� 그� 중� 하나

다.� 이후� 성인지적� 관점의� 심의를� 위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2004,�
2005)하고,� 방송� 심의� 규정� 개정� 작업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6)�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2016),� 미디어의� 몸�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TV

에�나올�몸,�준비되셨습니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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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당시� 배포된� 가이드라인에는� 물론�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지� 않는다,�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또는� 혐오의� 대상으

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혀� 있다.� 그러나� 주

지하다시피� 현재� 방송에선� 외모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말들을� 너무나� 쉽게�볼� 수�

있다.� 민우회는� 현� 심의에서� 걸러지지� 않는� 외모� 비하나� 문제적� 재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문제제기하고�제재를�촉구하고�있다.�

무엇이�왜�문제인가-� 논란을�지속시키자�

� 성평등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두드러진� 성취로� ‘지상파� 미인대회� 중계�

중단’과�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 폐지’를� 들� 수� 있을�것이다.� 그� 자체로�성

차별적인� 미스코리아� 대회는� 상업적� 이해관계� 속에서� 1972년부터� 지상파� 방송�

프라임타임에� 전국적으로� 중계되었다.� 시청자들은� 카메라의� 시선을� 따라� 후보로�

나온� 여성들의� 몸을� 훑으며� 평가했고,� 수많은� 여자� 아이들의� 장래희망은� 미스코

리아였다.� 민우회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수년� 간� 토론회와� 시위를� 벌였

고,� 2002년� 미스코리아�대회를�지상파�방송에서�퇴출시키는�성과를�얻었다.�

� 2000년대� 초부터� 케이블� 방송을� 통해� <도전� 신데렐라>나� <스타메이커>� 등� 성

형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모두� 출연자

를� 도와준다는� 선의를� 앞세우나,� 사실상� 성형외과와� 미용� 상품의� 광고나� 다름없

으며� 어떤� 외모는� 당연히� 불행으로�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한다.� 민우회를� 비

롯하여�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나,� 잘� 맞아� 떨어진� 산업적� 이해관계�

속에서� 2011년� 시작되어� 큰� 관심을� 받은� 대표적�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

과� 같은� 방송들은� 점점� 늘어났다.� 이러한� 방송들은� 한국에� 미용성형이� 이토록� 만

연하게�하는� 데에�주도적�영향을�끼쳤다고�평가된다.7)�

� 2015년�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여성건강팀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 TV성형프

로그램� 그만!’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즌5에� 접어든� <렛미인>�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제작사� 앞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회하고,� 상시적�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들을� 홍보하고,� <렛미인>� 폐지를�

요구하는� 5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제작사에� 전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

7) 시장전문리서치 트렌드모니터 19-59세 성인 1,000명 대상 ‘성형 관련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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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제출,� 법원에�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신

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쳤다.� 결국� 제작사로부터� <렛미인>� 폐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용성형�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이

끌어냈다.�

� 그러나� 이제� 방송에서� 미스코리아대회를� 중계하지� 않아도,� <렛미인>이� 방송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방송에서� 성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단된� 듯한�

몸들만을�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개� 방송�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가� 아니라,� 그

러한� 방송� 제작과� 송출이� 과연� 왜,�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에� 대한� ‘시끄러운’� 논의

를� 지속하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활동은� 미디어� 제작자들과� 수용자들이� 외모�

다양성과�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으로서의� 의의

가�크다.�

그래도�좋은� 방송을�만들�수� 있으니까�

�

� 몸에� 대한� 왜곡된� 재현에� 문제제기하는� 것� 외에도� 긍정적․대안적� 재현을� 장려하
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미디어운동본부는� 경쟁적� 상업화의� 압박에도� 묵묵히� 공

공성을� 지키며� 좋은� 방송을� 만드는� 미디어� 제작자를� 독려하기� 위해� 98년부터� 매

년� <푸른미디어상>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수상작� 중� ‘스포츠� 하이라이

트’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참여를� 유도하는�내용으로�주목받았다.�

미디어,� 비판적으로�독해하는�습관�기르기�

�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욱� 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의� 비판적� 해석� 능력도�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우회는� 2003년부터� 초등학

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을� 연� 1,000회� 이상� 실시하고,�
강사양성� 교육� 및� 교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안에는� 당연히� 미디어� 속� 외모� 및� 외모지상주의를� 어떻

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이� 내용을�

별도의�커리큘럼으로�구성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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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My� Body� /� No� 다이어트� No� 성형(2004-2009)
․ 10대�여성�체육활동�사업� /� 여학생들에게�운동장을!(2006� /� 2012)�
․ 다르니까�아름답다�프로젝트(2013)
․ <뚱뚱해서�죄송합니까?>�발간� –� 북� 콘서트�및� 출강(2013~)
․ 아픈�여자들의�일상:복귀�프로젝트(2014)
․ 해보면�캠페인中 :외모에�대해�말하지�않는�일주일�살아보기(2015-2016)

2.� 몸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유통시키기

나로부터�시작되는� 변화의�힘�

� 2004년부터� 민우회는� 외모지상주의가� 여성들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이를� 변화시키기�위한�활동의�일환으로� ‘Love� My� Body’,� ‘내� 몸의�주인

은�나’,� ‘No다이어트� No성형’� 등의�이름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거리� 캠

페인이나� 영상� 공모제� 등의� 방식으로� 무엇이�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뿐인� 자기� 몸을� 긍정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통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점점� 외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

박이� 세세해지고� 거세어지는� 가운데�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의� 활동

은�한계적일� 수밖에�없음을�확인하게� 되었다.�

�

여성들의�이야기�속에서�해답을�찾기

�

� 민우회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매일� 매일의� 외모

관리� 실천을� 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유통시키며,� 그� 속의� 다양한�

감정과� 고충들에� 귀� 기울임으로써�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성형․다이어트� 등� 외모관리를� 실천한� 여성
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묶어� 책� <뚱뚱해서� 죄송합니까?>(2013,후마니타스)를� 출간했

다.� 이� 책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사회적� 평가�

기준을� 의식했던� 평소와는� 다른�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자신의� 몸을� 찍은� 여성

들의�모습도� 담겨�있다.�

� 이� 인터뷰는� 특정� 외모를� 갖춰야� 한다는� 압박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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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서부터� 미디어� 속� 연예인의� 한� 마디� 한� 마디를� 통해,� 여성들의� 일상� 곳

곳에� 얼마나� 파고들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직

업적� 영역에서까지� 외모� 관리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직종별� 차이는� 둔화되면서�

정도는� 심화되어’� 왔는지도� 보여� 주었다.� 특히,� 많은� 인터뷰이가� 가족,� 친한� 친구�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말’들에� 큰� 영향을� 받아왔음을� 이야기했다.� 이로써�

민우회는� ‘외모� 압박이� 전� 사회적,� 구조적� 문제이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개인은�

무력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고민의� 과정을� 지나,� 미국�

Delta-Delta-Delta의� ‘End� Fat� Talk’�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어,� ‘외모에� 대해� 말하

지�않기’라는�실천을�제안하는�것으로�이어갔다.�

� 이는� 이후� ‘민우회� 회원들이� 제안하는� 일상� 속� 캠페인-� 해보면� 캠페인’의� 8가지�

실천� 제안� 중� 하나로�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일주일� 살아보기’라는� 실천항목으

로� 반영되었다.� 실천을� 통해� 그� 동안� 외모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범람해왔

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회원들의�

이야기를�공유하고� 있다.

좋아하게�될� 수도�있잖아-� 기회는�공평하게�

� 여성들이�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여성의� ‘체육�

활동’이라는� 이슈에� 접근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 민우회는� 10대� 여학생들의�

학교� 체육시간� 경험을� 드러내고� 체육활동이� 여성들에게� 주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중․고등학교� 여학생� 2,043명� 대상� 설문조사와� 9명의� 교사,�
8명의� 여학생� 대상�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간의� 편견과� 달리� 여학생들

은� 팀스포츠� 등� 체육� 활동을� 즐기지만,� 체육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

기에� 점점� 신체� 활동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우

회는� ‘청소녀가� 신나는� 체육시간을� 위한� 체육교사� 길라잡이’를� 발행하고,� 여성을�

위한�농구교실,� 농구모임을�운영하기도�했다8).�

� 2012년� 성평등복지� 의제� 발굴� 프로젝트� 릴레이� 수다회�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에� 참여한�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통해,� 여자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

8) 백영경, ‘전환기에 선 민우회 여성건강권 운동’, 2007, <여성운동 새로 쓰기>(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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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미용성형�광고�고발(2003)
․ <견적내기�프로젝트_성형OTL>�실천단�활동(2011)
․� 한국의�성형실태�및�대안�모색을�위한�포럼�<이야기하자,�압구정역� 4번�출구>(2013)�
․ G성형외과�의료과실�사망�등�잇따른�성형�사망�사태에�대한�대응�활동(2014)
� -기자회견�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형산업은� 방치하고� 의료상업화에만� 매달리는� 정부를�

규탄하며�대책�마련을�촉구한다>

� -지하철공사,� 서울시에� G성형외과�광고�중단�및� 성형산업�문제�해결�요구�

� -안티-성형광고�거리�액션

․ 정부�및�의회에�성형산업�관련�규제�조치�도입�촉구(2015)�
․ <성형산업�스파이>� 기획단�활동(2015)�

라� ‘여자에게� 운동을� 권하지� 않는� 사회’가�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이를� 여학생� 체

육시간에� 대한� 적극적� 조치,�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

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여성건강권의� 관점으로� 도입되어

야�한다는�주장으로�연결�지었다.�

허구적� ‘정상성’과� 불화하는�현실의�존재들�

� 한편� 2014년에� 중증질환� 투병�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인터뷰했던� <아픈� 여자들

의�일상:복귀� 프로젝트>는� ‘외모’� 이슈가�중심이� 되는� 활동은�아니었지만,� 그� 동안�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젊고� 건강한’,� 혹은� 단지� ‘일반적인� 나이� 듦의�

궤도’� 속에�있는�여성의�몸을�상정하고�유통되었다는� 것,� 또한� ‘아픈� 여성들의� (몸

의)� 경험’이� 스테레오타입화되어� 납작하게� 대상화되었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은�

활동이었다.� 인터뷰� 사례집� 발간과� 이야기모임,� 토크쇼와� 자기발언대를� 통해� 아픈�

여성� 당사자가� 투병이라는� 독자적이고� 큰� 파도를� 겪으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바

라보고� 다루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3.� 미용� 성형,� ‘산업’을� 문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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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성형강국� 엉망진창�난장판�

� 현재� 한국은� 전체� 성형수술� 건수,� SNS를� 통한� 성형� 연계나� 코디네이터� 제도와�

같은� 운영� 실태,� 성형� 대출� 실태� 등� 미용성형� 관련� 전반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가� 진행된� 바� 없다.� 최근� 몇� 년� 간� 성형수술� 도중� 또는�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하

는� 일이� 연달아� 보도되었고,� 의료� 행위에서� 환자의� 건강권이� 뒷전이� 되는� 정황이�

불거져� 민우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에서� 거듭하여�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정

부는� 해외� 의료관광� 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오히려�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행보만� 보여� 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 외국인� 환자의� 의

료사고로� 산업� 전망이� 어두워지자� 그제야�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든� 부분적� 대책만

을�도입하였을�뿐이다.�

� 응급장비도� 갖추지� 않고� 수술을� 행하는� 성형외과가� 태반이라는� 기본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명백히� ‘의료’� 영역임에도� 병원� 간의� 과도한� 경쟁� 및� 산업논리� 하

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권유,� 가격� 덤핑,� 불법� 브로커,� 대리수술� 등� 의료인으

로서의� 윤리와� 법적� 책임을� 저버리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 수술과� 시술이� 일상화

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무분별하게� 산업이� 팽창한� 것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다.� 또한� 비윤리성과� 불법성의� 문제� 역시� 차치하고라도(설령�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몸에� 대한� ‘평생에�

걸친’� 불만을�갖게�부추기는�상황�자체가�이미�건강권에�대한�침해이다.�

� 민우회는� 일상화된� 미용성형의� 문제가� 성형� 산업의� 이윤� 추구를� 비롯한� 전반적�

의료� 영리화로� 인한� 여성건강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요구� 사항은� 대략� 1)‘광

고․마케팅’� 영역의� 규제와,� 2)의료� 행위� 제반� 과정에서�소비자/환자의� 건강권을� 보
장하기�위한� 조치로�나뉜다.�

성형�대중광고(DTC:� Direct� To� Consumer)� 전면�금지하라

�

� 한국은� 1973년� 의료법� 제정� 이후� 학술적� 목적� 외의� 의료광고가� 원천� 금지되어�

있었다.� 2003년� 민우회는�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 잡지에� 의료광고를� 게

재한� 44개의� 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이미� 미용성형�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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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및� 성형� 의료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광고의� 원천� 금지� 조항

이� (표현의� 자유와�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단�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의료광고� 규제�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방이� 있었으나,� 결국� 원천적으로� 모든� 의료

광고가� 가능하나� 몇� 가지� 규제� 조건을� 두는(대중매체� 방송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이나�신문�등� 사전심의필�범위� 설정�등)� 방식으로�변경되었다9).�

� 민우회는� 2011년� <견적내기� 프로젝트� 성형OTL>� 실천단�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를� 지향하지만� ‘성형을� 하고� 싶’기도� 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집담회,� 지하철�

성형외과� 광고� 현황�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성형광고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전� 대중캠페인에서� ‘성형� No’를� 주장했던�것에

서,� 성형광고를� 포함하여� 성형을� 스스로� ‘하고� 싶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바꿔

야�한다는�문제의식으로�나아간�것이다.�

� 2013년� 한국의� 성형실태� 및� 대안�모색을�위한�포럼� <이야기하자,�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도� <다르니까�아름답다>� 인터뷰�사업에서�파악된�여성들의�경험담을�근

거로�하여,� 광고나� 미디어�간접광고에�대한� 제도적�규제가�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그러다� 2014년� 초,�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 후� 뇌사� 판정을� 받은�

여학생의� 측근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민우회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 긴급한� 대

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다.� 사건� 발생� 후에도� 여전히� 지

하철에서�계속�접해야� 하는� G성형외과의� 광고를�중단할� 것과,� 문제적� 성형산업에�

대한� 대책을�마련하고� 보완하라는�공개요구서를� 서울시,� 지하철공사(광고�폐첨�및�

심의규정�강화�요구)에� 보냈다.

� 또한� 20명의� 국회의원� 및� 단체와� 함께,� 성형산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참고자료1),� G성형외과를� 포함

하여� 수많은� 성형외과� 광고가� 게시된� 지하철역으로� 나가� 성형광고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액션,� G성형외과� 규탄� 피케팅�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피케팅� 이틀� 뒤� 서

울시,� 그리고� 시위를� 벌이기� 이전엔� ‘계약� 기간�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

혔던� 지하철공사로부터� G성형외과� 광고를� 중단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즉,� 다른�

많은� 사안들처럼� 이�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 ‘해결� 의지’의� 문제임을� 확인한� 것이

9) 당시�시민사회단체�진영에서는�의료계로부터�독립된�제� 3의� 기관이�의료광고�심의기구를�맡아야�한다

고�주장했으나,�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현재까지도�대한의사협회에�위탁하여�운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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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고자료2).� �

� 민우회는� 기자회견� 및� 이후� 정부� 조치에� 대한� 의견서,� 논평� 등을� 통해� ‘의료� 영

역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정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행위는� 건강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규제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성형광고는� ‘그� 동안� 미용산업에� 의해� 더욱� 조장되어� 온� 획일

화된� 외모�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강박을� 확대� 재생산하고� 신체에� 대한�왜고된� 인식

을� 강화’하고,� ‘광고를� 통해� 성형수술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

겨져�국민의� 건강을�위협하게�되므로� 규제되어야�한다10)고�주장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미용성형� 대중광고의� 전면�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제한

적이나마� 최소한� 현재의�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 따른� 규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

록,� 또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2015년� 민우회� 기획단�

<성형산업� 스파이>� 조사� 활동에� 따르면,� 현행� 규정을� 명백히� 어긴� 불법� 광고성�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었다.� 민우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보

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의료광고� 심의기구의� 분리� 독립,� 소셜커머스�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의료용역� 중개

를� 금지,� 미디어에서의� 간접� 성형광고� 및� 연예인� 성형� 경험담� 규제� 등이� 대안으

로�제시되었다.

� 실제로� 2015년� 4월� 영화관,� 지하철� 등에서의� 미용성형�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규제�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사위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민우회는� 법안� 통과를� 촉

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모두에게� 개별� 전달함으로써� 힘

을�실었지만� 안타깝게도�메르스�사태로�인해�법안�논의가�흐지부지되고�말았다.

잊으셨나본데�의료입니다�

� 2015년� <성형산업� 스파이>� 기획단� 활동의� 일환으로� 11곳의� 성형외과에� 방문하

여� 직접� 성형� 상담을� 경험하고,�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피해� 경험자,� 성형

산업� 종사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성형산업의� 문제적�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민우회는� 기획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상,� 웹툰(소책자),� 설치미

10) 2014.2.21., 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국민건강 위협하는 성형산업은 방치하고 의료상업화에만 매달
리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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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여성�용모�제한� 44개� 대기업�검찰�고발�및�기소�촉구�시위(1994)

·� 외모차별개선권고안�배포(2005)

·� [물,길� 5기]�볼매꾼� “얼굴로�일하는�거�아니잖수”(2013)

·� 외모피로사회-�사진없는�이력서로�시작되는�변화(2016)

술� 전시,� 발표회� 등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의� 미용성형�

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몸�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는� 어

떤� 모습일까에� 대한� 상상,�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에�

대한�아이디어를�모으는�시간을�가졌다.�

� 민우회는� 2015년의� 사업을� 총화하며�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비의료인(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의�

진료� 및� 수술상담� 금지,� 성형관련� 의료� 분쟁� 시� 피해자� 구제� 절차� 보강� 등의� 대

책을� 요구했다.11)� 또한� 근본적으로� ‘의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성형산업�

내의� 상황�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들� 풍선효과처럼� 이윤� 추구로�

인한� 다른� 폐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여성건강권을� 위한� 활동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계속� 반

대�의사를�표하며�감시하는�활동과도� 맞닿아�있음을�이야기했다.�

4.� 성차별적�채용관행� ·�노동환경을�변화시키기

얼굴로�일하는�거� 아니잖아요�

� 1994년� 민우회에� 한� 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가� 수십� 군데의� 대기업에

11) 첨언하면,� 공개질의서를�통해�성형�이슈는� ‘젠더�이슈’이기도�함을�밝히며�이에�대한�여성가족부의�관

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고민했었으나,� 전반적� 성차별적� 사회구조(성별� 임금� 불평등,�

채용� 시� 외모� 차별,� 미디어의� 여성� 재현� 방식� 등)와� 의료� 공공성� 문제,� 신체의� 정상규범성� 이슈� 등�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는�성형�문제에�대한�담론� 구도를� 단순히� ‘여성� 문제’로� 단순화시킬�우려가�되

어�더� 진척시키지�않았다.�여성가족부는�미용성형�이슈에�대해�아무것도�안�하고�있어서�문제이기�이

전에�그저�젠더�이슈�자체에�대해서도�거의�아무것도�안�하고�있는�것부터가�문제라는�씁쓸한�결론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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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내온� 추천의뢰서를� 들고� 찾아왔다.� 추천의뢰서에는� ‘키� 160cm� 이상,� 몸무

게� 50kg이하,� 안경� 착용� 불가,� 용모� 단정,� 미혼’�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채용� 규정은�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온� 관행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민우회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과� 함께� 44개� 대기업을� 헌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집

회를� 열었다12).� 이� 활동의� 성과로�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 시� 여성� 모

집�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등� 신체조건,� 결혼� 여부� 등

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획일화

된� 외모� 기준이�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척도로� 작동하는� 불합리하고� 성차별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특히� 여성을)� 평

가하는� 것’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데에� 비해,� 과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싸움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공적� 영역에서도� 상식처럼�

통용되었던�상황을� 짐작하게�한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취업� 포털� 사이트에만� 들어가� 봐도� 어렵지� 않게� ‘용

모� 단정’,� ‘예쁘신� 분’을� 찾는� 사업주의� 공지�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취업�

준비� 카페나� SNS를� 통해� ‘기업� 별� 선호하는� 외모�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유통된

다.� 또한� 한국은� 거의� 모든� 이력서에� ‘사진� 부착란’이� 포함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민우회는� 2013년� 20대� 페미니스트�네트워크�활동� <물,� 길>� 활

동의� 일환으로� ‘얼굴로� 일하는� 거� 아니잖수’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

학�내� 외모품평� 문화를� 바꾸기�위한�캠페인� 활동을� 펼치는�한편,� ‘취업� 현장� 외모�

요구사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2016년에는� ‘외

모�피로�사회에�대응하는� <피로회복스파이-� Code� Name� 용모난잡>’� 기획단� 활동

으로� 채용� 공고� 및� 취업특강� 모니터링,� 외모� 차별을� 경험한� 직장인� 인터뷰� 및� 좌

담회,� 채용과정� 및� 일터에서의� 외모차별� 문화에� 반대하는� 피켓팅,� 기업/단체/기관

에� ‘사진� 없는� 이력서’� 사용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인� ‘외모’가� 너무� 큰� 강제력

과�부담감으로�작동하게�하는�제도적․문화적�현실을�변화시키고자�한다.�
12) 당시�검찰은� 8개�기업만�약식�기소하고�나머지는�무혐의�처리했다.� 이에�민우회는�검찰에�항의�방문

을�하고�시위를�벌였다.� 검찰은�무혐의�결정을�굽히지�않았고,� 이에�고발인들은�서울고등검찰청에�항

고했으나� 여전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최명숙,� 2007,�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온� 희

망과�열정’,� <여성운동�새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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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제안1)� 신체이미지�왜곡에�대한�사회적�한계설정

-�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신체이미지와� 주관적� 건강,� 신체활동(건강증진활동)에�

미치는�영향에�대한�성별영향평가�시행

-� 강박적�외모�관리가�초래하는�건강�위협에�대한�적극적인�정보�제공

-� 미디어� 콘텐츠,� 광고,� 의류산업이나�미용산업�등에서� '건강�체중'에� 훨씬�미달하

는� '미용� 체중'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저체중/과체중'� 등� 불건강을� 조장하는�

콘텐츠에�대한�적정한�규제�및�건강에�대한�대안적�정보의�공익적�유통

-� 장기적으로는� 몸� 다양성� 촉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여자답지� 않은'� 몸을� 긍정

적으로�다루는�사례에�대한�인센티브�도입�등�

의제제안2)� 초중교�교육과정의�재편을�통한�여성�신체활동�촉진�

-� 신체활동의� 현격한� 성별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사회적� 시선

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성인지적� 프로그

램�마련

-� 여학생� 교복� 등의� 복장� 제한이나� 신체활동� 용� 기구� 및� 복장의� 낙후가� 초래하는�

신체활동� 제약에� 대한� 대안� 마련.� 신체활동� 기회와� 접근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

는�수준별�교육과정�구성

-� 지역(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여학생� 리그'�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회� 적극적�

지원,� 여성체육인들과의�연계를�통해� '모델'을�접할�기회�제공

-� 초-중-고� 체육교사�연수�프로그램에�건강의�성별불평등에�대한�인식제고�의무화

-� 단편적� 내용� 중심의� 학교� 성교육을� 확대� 개편하여,� 학생/교사/부모에� 대한� 성평

등�관점의�포괄적� '건강권'� 교육�시행

-� 전� 생애에�걸쳐�연속적인�신체활동을�촉진할�수� 있는�생활체육�인프라�강화.� 성

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활동이� 연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생활체육� 정책� 및� 지

자체�건강증진정책과�연계�등�

5.� 나가며

2012년� 민우회가� 주최한� <성평등복지� 의제� 발표� 토론회� -�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에서� ‘건강’� 분야� 정책� 연구를� 맡은� 전희경� 님의� 발제문�

‘모성건강을�넘어� 여성건강으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실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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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구결과� 및� 의제� 제안을� 받아,� 민우회는� ‘몸� 다양성� 보장법’� 제정을� ‘한국사회

의� 다음� 10년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제안’중� 하나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

을�썼다.

“몸다양성보장법의� 내용은� 성별화된� 몸� 규범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정책적� 한계를�설정하는�것이다.�한계�설정의� 기준은� 건강권이며,� 이러한� 기준

을� 미용,� 의료,� 패션�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몸� 이미지� 왜

곡과� 표준화�정도를�완화하자는�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광고를� 심의하는�

영국의� 광고제한� 제도,� 거식증� 예방을� 위해� WHO기준� 저체중� 모델의� 패션쇼�

출연을� 제한한�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조치,� 같은� 취지의� 프랑스� 패션� 광고� 업

계의� ‘건강한� 몸’� 권장� 협약,�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를� 개선해� 여성�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옷� 사이즈� 다양화법’� 등� 정책들이� 이� 법

안의� 취지�하에�실행될� 수� 있을�것이다.�

몸다양성보장법은� 현재� 여성이� 겪고� 있는� 몸� 규범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소

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

받아야� 건강한� 사회’라는� 몸�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설정하는�법안이�될� 것이다.”

우리는� 20년이�넘는�시간�동안�

비슷한�얘기를�반복하며�제자리걸음을�하고� 있는�것일까?�

아니면,� 조금씩�점점�더� 많은�사람들이�

다양한�몸의� 자유를�위한�실천에�동참하는�방향으로�움직여오고�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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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건강�위협하는�성형산업은�방치하고�

의료상업화에만�매달리는�정부를�규탄하며�대책�마련을�촉구한다.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도중� 뇌사상태에�빠진� 여성에� 대해� 병원� 측이�

수술� 당일은� 물론� 이후� 2개월� 동안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어�공분을�사고�있다.�병원�측은�피해자의�가족과�친구들이�강원도�삼척에서�올라와�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자� 그제야� 병원비를� 지불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입원� 중이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

니다.� 작년� 한� 해� 성형수술� 의료사고나�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일이� 3건이

나�있었고�성형�부작용으로�인한�피해�사례도�급증하고�있으나,�성형�산업은�미디어와�

광고를�통해�점점�더�국민의�일상�속에�파고들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 2013년�성형수술�피해로�인한�상담�건수는� 4806건으

로�전년�대비� 28.5%� 늘었으며,�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2008년� 42건에서�

2013년�상반기에만� 71건으로� 5년간� 3배�이상�증가했다.�한편�수술�전�의사가�부작용�

가능성�등을�설명한�경우는� 15.4%에�불과했다.�

오히려�병원�코디네이터가�수술�및�부작용의�위험성을�얼버무리며�수술을�부추기는�것

이� 일반적� 절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고,� 명백

한�의료법�위반이�관행처럼�굳어진지�오래임에도�실효성�있는�처벌�및�단속�방안을�마

련하지�않고�있다.�

또한�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 사이� 5배� 이상�급증했다.� 광고�경쟁이�심화될수

록� 자극적이거나� 수술� 효과를� 과장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다하지� 않는� 불법� 광고는�

늘어난다.� 그러나� 성형광고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까다로워진� 심의� 기준을� 교묘히� 피

해�합법적으로�유통되는�수많은�광고에서�드러난다.�

특정�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그� 동안� 미용산업에� 의

해�더욱�조장되어�온�획일화된�외모�기준에�대한�사회적�강박을�확대�재생산하고�신체

에�대한�왜곡된�인식을�강화한다.� 또한�광고를�통해�명백히�의료행위인�성형수술이�누

｢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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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여겨지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의료를� 부추겨�

국민의�건강을�위협하게�되는�것이다.�

의료� 영역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정보� 격차가� 있을� 수밖에�없고� 의료행위는� 건강

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규제될� 필요

가�있다.� 특히�성형광고의�부정적�영향력에�대한�사회적�우려는�점점�커지고�있다.� 성

형광고� 규제� 및� 단속�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프랑스와� 같이� 성형의� 대

중광고(DTC;� Direct� To� Customer)를�전면적으로�금지하는�조치가�추진되어야�한다.�

성형외과는� 미용산업이기� 이전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기관이

다.� 의사는�환자의�건강�상태,� 회복이�어려운�후유증�발생�가능성�등을�검토하여�시술�

및� 수술�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성형수술� 결정은� 이윤� 논리에� 입각

하여�환자를�만날�수밖에�없는�병원�코디네이터에게�맡겨져�있는�경우가�태반이다.� 또

한�성형수술�집도의�자격�조건이�별도로�없어�의료의�질이�보장되지�않으며,�비의료인

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응

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외과수술을� 행함에도� 전체� 성형외과� 중� 76.9%가�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성형의�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의�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

장비를�구비한�곳은� 1.2%에�불과하다.�

이러한� 현황은� 현재� 전� 세계� 성형�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성형의료� 체계

가� 환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형외과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의료행위의� 설명� 및� 결정,� 실행� 전반에� 걸친� 규제�

및�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처럼� 갈수록� 거대해지는� 성형� 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목숨마저�

위협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의�관심은�성형�관광을�통한�의료�상업화에만�머물러�있

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 성형은� 의료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이윤창출� 도구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

는�책임을�통감하고�대책을�마련해야�한다.�

따라서�우리는�다음과�같이�요구한다.�

하나.�성형광고�규제를�강화하고,�나아가�성형�대중광고를�전면�금지하라.

하나.� 코디네이터� 고용� 현황,� 비전문의의� 성형외과� 개업� 현황,� 의료사고� 및� 부작용� 통

계�등� 성형외과에�대한�전면적�실태조사를�즉각�실시하고,�조사결과에�대한�대

책을�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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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권하는�사회에�제동�걸기�위한�우리의�목소리'�

� <서울시와�서울메트로의�그00�성형외과�광고�중단�등�

공개요구서�회신에�대한�논평>

한국여성민우회는�지난� 2월� 14일,� 성형수술�도중� 뇌사상태에�빠진� 피해자에게� 무책임

한� 태도로� 일관한� 그00� 성형외과� 광고� 중단� 및� 무분별한� 성형광고� 문제� 해결을� 촉구

하는�공개요구서를�제출했다.

서울시� <그00�성형외과�광고�게재�중단�및�불법�성형광고�등의�문제�해결에�대한�공개요구서>(링크)

서울메트로� <그00�성형외과�광고�게재�중단�및�서울메트로�광고�심의�강화에�대한�공개요구서>(링크)

3월� 7일과� 3월� 10일,� 서울시와�서울메트로는�본�요구서에�대한�회신을�보내왔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현재� 그00� 성형외과의� 서울시내버스� 외부� 광고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내버스의� 성형광고� 비율은� 5%�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고,� 성형외과� 난립이나� 부작용고지� 불이행,� 응급의료시설� 미비� 등의� 문

제에�대해�중앙정부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개선토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는� 그00� 성형외과의� 지하철� 역내� 조명광고� 1건과� 지하철내� 방

송광고� 2건� 모두� 폐첨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지하철공사로서도� 성형광고에� 대한� 부정

적�인식을�인지하고�있어�금년부터�더욱�엄격하게�심의하고�있다고�답했다.�

하나.� 부작용�고지�불이행�및� 응급의료장비�미비�의료기관에�대해�처벌을�강화하는�등�

국민�건강을�위협하는�시급한�성형산업�문제를�책임지고�해결하라.

2014년� 2월� 21일

사회건강연구소,�여성환경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국회의원�김광진,�김상희,�남윤인순,�박영선,�박홍근,�배재정,�안민석,�양승조,�우윤근,�

우원식,�유승희,�유인태,�은수미,�이찬열,�인재근,�장하나,�전순옥,�최동익,�한명숙,�

홍종학

｢참고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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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그00� 성형외과� 광고� 중단� 요구를� 이행한� 것을� 환영

한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병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도�부재하여� 2차,� 3차�피해가�우려되는�가운데�내려진�사후적인�조치이기에,� 환영

보다는�안도에�가깝다.�

지자체로서,� 공기업으로서� 광고의�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한�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른� 사안에도� 같은� 입장이�

견지되길�바란다.�

지난� 3월� 2일� 부산에서� 성형수술�후� 입원�중이던� 30대� 남성이�사흘만에� 숨지는� 안타

까운�일이� 또다시�발생했다.� 불과�며칠�후인� 3월� 6일� 서울�강남에서�성형수술을�받던�

30대� 여성도� 목숨을�잃었다.� 환자의�건강이나� 안전보다는�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의�성형산업�속에서�성형수술은�결코�안전하지�않다.� 그럼에도�대중교통과�온라인

에� 즐비한� 성형광고는� 광고� 규제� 기준을� 피해� 더욱� 교묘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성형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성형수술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 및� 성형광고에� 대한�

불쾌감과�반대의�여론도�높아지고�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 쓰인�광고�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명목에� 그치지� 않도

록� 실효성� 있게�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획일화된� 외모� 기준을� 강화하고� 불

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성형광고의� 근본적� 문제를� 인지하고,� 서울시내버스� 성형

광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서울메트

로도� 공기업으로서� 성형광고� 및� 성형산업� 문제의� 심각성에� 책임을� 느끼고,� 성형광고�

비율�제한이나�전면�제한�등�보다�적극적�조치를�도입할�것을�촉구한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사안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적

으로�금지하는�법안이�제정되도록�노력할�것이다.�

2014년� 3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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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다양성에 관한
해외정책 사례

: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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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올해� 13개국에� 걸쳐� 만� 오백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브가� 진행한� 몸� 이미지

와�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새롭지

도,� 충격적이지도� 않다.� 10명� 중� 9명의� 여성이� 건강에� 해롭더라도� 체중� 감량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하고,� 8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외모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날� 가족이나� 연인과� 관련된� 일이나� 시험이나� 동아리에� 지

원하는� 등과� 같이� 중요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현실13)은� 굳이� 이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정

도와� 양상의� 차이가� 있을� 뿐,� 지역과� 연령,�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의� 존재� 가치를� 몸으

로�환원하는� 문화로�인해�가장� 편안해야할�자신의�몸과� 매일같이�불화하고�있다.

13)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new-dove-research-finds-beauty-pressures-up-
and-women-and-girls-calling-for-change-583743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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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형과� 다이어트� 시장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광고�또한�매일같이�쏟아내고�있으며,� 과도하게�성애화되고�왜곡,� 편향

된� 몸의� 재현에� 청소년들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팔릴� 만한’� 젊고� 마른�

몸만� 보여주는� 언론� 매체의� 재현물에서� 다른� 몸과� 다른� 피부색,� 다른� 나이의� 사

람들이� 설� 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두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할지� 알� 수� 없어서� 말을� 꺼내기도� 전

에�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문제,� 몸� 이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

엇을�할� 수� 있을까.�

� 우린�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에서� 언급한� 동일� 설문조사

에�따르면� 71프로의� 성인� 여성과� 67프로의� 소녀들은� 미디어가�보다� 다양한�외모

와� 연령,� 인종� 그리고� 사이즈의� 여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수의� 여성

(83프로의� 성인� 여성과� 77프로의� 소녀)들이� 타인이� 정의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따르길� 원한다고� 답했다.� 다이어트를� 감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일면� 모순되는� 이� 욕망이� 여성들� 안에� 혼재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

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매체와� 같이� 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의� 변화를� 여성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

고� ‘자신의� 기준을� 따르길’� 원하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많

은� 사람들이� 직접�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

다.�

� 공공의� 영역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과� 몸의� 상품화와� 왜곡된�

재현이라는� 세계의� 보편성�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몸의� 재현이라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기초� 단계로서�

해외의� 사례를� 조사했다.� 왜곡된� 몸의� 재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다양

한� 몸의� 재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무엇이� 있었고,� 각� 정책의� 강

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았다.� 현재� 한국에� 부

재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몸� 이미지

와� 관련된� 정책과� 국가� 주도의� 사업� 및� 연구,� 그리고� 민관� 협력� 사업에� 집중하여�

조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쉬운� 교육의� 영역에서는� 어떤�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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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길지� 않은� 조사� 기간과� 조사자의� 역량� 부족으로� 보다� 구체

적이고� 섬세하게� 변화의� 흐름을� 그려내지� 못한� 한계가� 못내� 맘에� 걸리지만,� 이�

조사� 보고서가� 몸� 다양성�이슈에�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이들에게� 부

족하나마�도움이�되길�바라는�마음으로�들어가는�말을�마무리� 짓는다.�

Ⅱ.� 영국의�정부�주도�사업�및� 정책�

1.� 개관

� 영국의� 왜곡된� 몸�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2010년� 당시� 평등부� 정무� 차관이었던� 린� 페더스톤(Lynne� Featherstone)과�

2015년까지� 여성� 평등부� 정무� 차관이었던� 조� 스윈슨(Jo� Swinson)� 의원의� 주도

로� 시작된� 신체� 자신감� 캠페인에서� 시작된다.� 이듬해� 2011년�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초당그룹(APPG)이� 조직되고,� APPG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와� 협력하여� 왜곡되고� 획일화된� 몸� 이미지의� 원인,� 영향,� 심각성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를� 시작했고,� 4개월간의� 연구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정부는� 몸� 이미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관련� 연구� 단체에�

의뢰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정책과� 사업의� 실행� 근거로� 삼았으며,� 몸� 이미

지� 이슈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가로� 구

성된� 고문단을� 꾸리고,� 여러�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Be� Real� 캠페인을� 진행

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다양한� 몸� 이미지� 재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

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교육� 내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몸� 이미지를� 기를�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어져� 온� 몸� 이미지� 관련� 영국� 정부의� 사업의� 특징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evidence-based)�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 진행했다는� 점과�

청소년� 단체,� 여성� 단체,� 섭식� 장애� 해결을� 위한� 전문� 단체,� 교육� 단체� 등�여러�

시민� 단체와� 폭넓은� 범위에서� 협업했다는� 점,� 그리고� 패션,� 광고,� 성형업계,� 언

론계의� 당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몸� 이미지� 이슈를� 부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사업의� 성과와�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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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신체�자신감� 캠페인� Body� Confidence� Campaign� 개시

2011.6  다양성�네트워크� the� Center� of� Diversity� 설립

2012  <몸�이미지에�대한�고찰� Reflections� on� Body� Image>� 발행

2013  신체�자신감� 캠페인� Body� Confidence� Campaign� 진행�보고서�발행

2013.� 3  <성형� 수술� 규제� 보고서� Review� of� the� Regulation� of� Cosmetic� �

Interventions� >� 발행

 몸� 이미지:� 증거,� 정책,� 행동� Body� Image:� evidence,� policy,� action� 학제

간�세미나�

2013.� 9  <보이지�않는� 것의�비용�계산하기� Costing� the� invisible>� 보고서� 발행

2014.10  신체� 자신감� 주간� Body� Confidence� Week(10월13-19일)� 중� 신체� 자신

감�어워드�개최

 Be� Real� 발족� 및� Be� Real� 캠페인�시작�

 <신체� 자신감:� 영국� 사고방식� 조사� 내에서의� 결과� Body� Confidence:�

finding� from�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 발행

 <몸�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Taking� action� on� Body� Image>�

발행

2015,� 3  <교사� 지도서:� 몸� 이미지� 교육� 표준안� Teacher� Guidance:� Key� standards�

in� teaching� about� body� image>� 발행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자료가� 현재� 나온� 바� 없으나,� 정부의� 다양한� 사업

은� 몸� 이미지�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이며,� 그럼에도� 입법을� 통한� 특정한� 재현의�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실현된�

바� 없어�아쉬움으로�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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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제안 대상

1.성장기

(Growing�

up)

부모의� 애착과� 아이의� 몸� 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에�대한�추후의�연구
학계

부모가� 아이의�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지하는� 효과적�

전략�개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왕립조산사학회

(Royal� College� of� Midwives),�

방문간호사들

몸� 이미지� 구축� 계획을� 교육기준청(OFSTED)

의�감사�기준에�포함시키는�것

교육부,�교육기준청�

(OFSTED),� 위임�기관

건강한� 몸�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몸� 이미지에�

대한�불만족을�감소시키기�위해�개발된�자료와�

기업,� 지역�관계자,� 비영리� 단

체,� 학계

ž APPG(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Body� Image:2011년� 3월에� 조직.� 몸�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을�이해하고�건강한� 몸� 이미지�증진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여러� 정

당의� 의원들이�모인�그룹.�

ž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몸� 이미

지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사� 진

행.

ž 교사,� 학계,� 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를�포함한� 다양한�개인들의�의견을� 연구에�포함하

였고,� 몸� 이미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160여개

의� 단체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YMCA가� 사무

국을� 담당.�

2.� 연구� 및� 보고서�

1)� <몸�이미지에�대한�고찰Reflections� on� Body� Image>14)

ž 제안�요약

14) http://www.berealcampaign.co.uk/assets/filemanager/documents/appg_body_image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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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공유하는�플랫폼과�국가�차원의�네

트워크�구축

신체� 이미지� 중재를� 돕는� 단체를� 위해� 표준화

된�모니터링�평가(M&E)�체계�개발

학계,� 지역�관계자,� 비영리� 단

체�

초중등� 학교� 내에� 몸� 이미지와� 관련된� 의무�

교육�도입
초중등학교

몸� 이미지와� 관련해� 교사가� 더� 많은� 훈련을�

받을�기회�제공
사범대학,�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협력�담보
학교

2.잘못�

팔린�이상

(The�

mis-sold�

ideal)

외모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고객들을� 반영하는�

광고�캠페인을�개발하겠다는�업계의�약속
업계

어떤�광고가�해로운지�결정하는데�있어�근거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방송광고실행위원회

(CAP/BCAP)의�더� 명확한�안내

방송광고실행위원회(CAP/BC

AP)

방송과� 편집� 기준에� 대한� 검토와� 몸� 이미지와�

관련된�이슈의�보도

언론고충처리위원회(PCC),� 오

프컴(OFCOM)15),� 전문출판인

연합(PPA),� NS,� BBC� 트러스

트(BBC� Trust)16)

의류�소매업�내에서�신체�다양성을�증진시키기�

위한�산업�포럼�개최
의류�소매업자

미용�성형과�보조제�광고에�대한�규제�강화
방송광고실행위원회(CAP/BC

AP),� 학계

미용�성형�환자에�대한�의무적인�검사�
학계,� 보건부,� 영국성형외과의

사협회(BAAPS),�미용�성형업계

미용� 성형이� 환자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연구
학계

성형� 후� 지원과� 신체� 보조물을� 제공하기� 위한�

환자�조직�설립

비영리� 단체� ,� 미용� 성형업계,�

영 국 성 형 외 과 의 사 협 회

(BAAPS)

3.몸�

이미지와�

건강

(Body�

image�

and�

health)

외모에� 기반한� 차별� 문제의� 범위에� 대한� 검토

와�이를�해결할�수� 있는�방법에�대한�연구

인권위원회(Equalities� and�

Human� Right� commission),�

평등부(GEO),�비영리�단체,�학계�

체질량� 지수(BMI)를� 건강� 척도로� 사용하는� 것

에�대한�검토
보건부

체중� 감량에서� 신체� 강화� 행동으로� 건강의� 초

점을� 변화시키고� 체중� 중립적(weight-neutral)�

언어를�사용하는�것

영국� 공중보건국(PHE),� 지역�

보건� 당국,� 스포츠,� 건강,� 신

체단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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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의� 안전성과� 장기적� 효능을� 뒷받침하

는�자료에�대한�재검토

영국�국립보건원(NICE),�

SIGN(Sco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과도한� 운동에� 대한� 안내법� 확립과� 최대� 운동�

권장량의�개발�고려
보건부,�위임�기관

스포츠,� 신체단련�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에�대해�보다�포괄적인�마케팅�전략�적용
스포츠,�건강,�신체단련�분야

스포츠,� 건강,� 신체� 단련� 영역에서의� 롤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도립과� 그에� 대

한�추후�연구

스포츠,�건강,�신체단련�분야�

ž 외모연구센터는� 브리스톨의� 웨스트� 잉글랜

드�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로,� 영국뿐만� 아니

라�전� 세계에�걸친�외모,�몸�이미지,�신체�손상�

등의� 문제에� 대해� 다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

ž 몸�이미지가�미치는� 영향을�개인(특히�청소

년)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

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성취� 능력,�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

서� 이해하기� 위해� 기존에� 행해졌던� 몸� 이미

지와� 관련된� 실증� 연구� 25건을� 종합한� 보고

서.�

2)� <보이지�않는� 것의�비용� 계산하기� Costing� the� Invisible>17)

� � ž 영국� 정부� 평등부의� 지원과� 의뢰를� 받아� 영국� 외모연구센터(The� Center�

for� Appearance)가� 연구�진행.� �

15) 영국의 통신 규제 기관(Office of Communications)
16) BBC 조직의 최고의결기관
17) http://eprints.uwe.ac.uk/24438/1/CAR%20Costing%20the%20Invisible%20-%20final%20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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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고방식� 조사�

문항에� 신체� 이미지에� 대한� 문항을� 넣음으

로써,�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객

관적인� 연구� 결과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응답자에게� 몸� 이미

지� 이슈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참

고해볼�연구�방법.�

ž 조사� 결과� 요약� 및� 결론� 번역은� 본문� 말

미에�첨부� (첨부�자료2)�

ž 명확하게� 사회적�비용으로�계산되는� 섭식� 장애와� 달리,� 획일적인�몸� 이미지에�대

한�압박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다른� 악영향은�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지� 않

음을�지적,� 몸�이미지�이슈에�대한�사회적�해결�의지와�제도적�개입을�촉구.�

ž 검토한� 연구들의� 요약인� 실증적� 증거와� 보고서의� 결론� 번역은� 본문� 말미에� 첨부

(첨부�자료1)

3)� <신체� 자신감:� 영국� 사고방식� 조사� 내� 결과� Body� Confidence:� finding�

from�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18)

ž 몸� 이미지와� 신체� 자신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등부에서�

2013년�영국�사고방식�조사(BSAS)에�문항을�의뢰.�

ž 영국� 사고방식� 조사(BSAS)는� 1983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일반� 인구조사이며,�

18세� 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

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ody-confidence-a-rapid-evidence-assessment
-of-the-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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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낮은� 몸� 자신감이� 사람들의� 삶에�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모든� 연령

대와� 성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낮은� 몸� 자신

감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을�막음으로써�사람들을�방해합니다.�

우리�캠페인은�우리가�진짜�변화를�야기할�세� 가지�영역에�집중합니다.�

참� 교육� Real� education:� 우리는�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시작하는� 단

계에서� 몸�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학교가�

전인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길�촉구하며,� 젊은�사람들이�몸� 자신감을�갖도록�서로�

서로�지원하길�요청합니다.�

참� 건강Real� health:� 우리는� 외모와� 체중보다� 건강한� 삶과� 전반적인� 행복이� 우선

시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료서비스� 영역과� 식습관,� 건강,� 신체� 단련� 산업에� 종

사하는� 이들이� 단기적인� 변화보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길� 요

구합니다.� 우리는�사람들이�건강하고�행복하길�원합니다.�

참� 다양성Real� diversity:� 우리는� 미디어와� 광고인들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

겼는지를� 긍정적으로� 재현하길� 원합니다.� 기업과� 출판업자,� 편집자,� 광고업자들이�

장애가�있고� 또� 없는�사람들,� 모든�연령대와�젠더,� 인종� 그리고�다양한�신체�사이

즈와� 체형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

3.� 민관� 협력�캠페인:� Be� Real� 캠페인

� Be� Real� 캠페인은� 몸� 이미지와� 관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학

교,� 기업,� 자선� 단체,� 공공� 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한� 캠페인이

다.� 2011년� 정부에서� 발행한� <몸� 이

미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2014년� 10월에� 발족하였고,� 도브를� 설립� 파트너로� 하고� YMCA가� 캠페인�

조직을� 맡았다.� 이� 캠페인은� 몸� 이미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

이� 모이는� 허브� 기능을� 하였으며,� 정부는� Be� Real의� 활동을� 지원하고,� 웹� 포털�

사이트� 운영비용을� 부담했다.� 아래는� Be� Real� 캠페인� 홈페이지에� 밝힌� 캠페인의�

목적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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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는� 대중들이� 몸�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길� 원하며,� 그렇

지�않은�기업에는�도전하길�바랍니다.�

캠페인� 조직� 구조는� 왼쪽의�

그림과� 같다.� APPG� 의장인�

조�스윈슨(Jo� Swinson)을� 캠

페인� 의장으로� 하고� 그� 밑

에� 전략� 추진위가� 있고,� 캠

페인� 조직자로서� YMCA가�

협력하였으며,� 그� 아래로� 교

육� 전담팀,� 건강,� 복지팀,�

매체,� 광고� 팀,� 브랜드,� 마케팅� 통신� 팀으로� 나눠져있고� 그� 외에� 캠페인에� 참여

하는�이해관계자들이� 있다.� YMCA를�포함해� All� Walks� Beyond� Catwalk(몸� 다

양성� 증진을� 위한� 패션계� 종사자들� 단체),� bareMinerals(화장품� 회사),� 페이스

북,� 평등부,� N� Brown� Group� PLC(의류� 브랜드),� New� Look(의류� 브랜드),�

Superdrug(건강,� 미용� 상품� 판매)까지� 총� 8개의� 기업�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았으

며,� 광고협회,� Beat(섭식장애� 자선단체),� 영국� 외모연구센터,� 걸� 가이딩(소녀� 및�

젊은� 여성을� 위한� 단체),� PSHE� 협회� 등� 총� 25개의� 단체를� 서포터즈로� 두고� 있

다.�

Be� Real� 캠페인은� 몸� 이미지�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그룹(APPG)이� 연� 몸� 자신

감� 주간(2014.10.13-19)의� 마지막� 날,� 몸� 자신감� 어워드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그� 이후로� 학교� 내의� 몸� 이미지� 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할� 것을� 요

구20)하고,� 몸� 이미지와� 관련된� 이슈(Saint� Laurent이� 초저체중의� 모델을� 고용해�

찍은� 사진을� 광고협회에서� 사용� 금지한� 일21),� 런던� 시장이� 지하철� 내에� 특정� 광

19) http://www.berealcampaign.co.uk/the-campaign.html
20)

http://www.berealcampaign.co.uk/news-and-events/2014/10/15/dove-calls-for-body-confid
ence-education-to-be-part-of-the-national-curriculum/

21) 
http://www.berealcampaign.co.uk/news-and-events/2015/06/03/be-real-responds-to-y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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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게재를�금지한� 것22)� 등)에�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SNS상에서� #BeReal� 해쉬

태그� 운동을� 하고� 또� 유명� 배우� 찰리� 쿤즈(Charley� Koontz)를� Be� Real의� 대사

로� 미국에� 파견23)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몸�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Be� Real� 홈페이지에� 몸� 이미지와� 관련된� 기사와� 연구�

보고서,� 교육� 자료를� 축적하여,� 몸� 이미지�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

보를�제공하는�역할도�하고�있다.�

4.� 분야별�사업�및�정책

1)� 패션�산업

①�다양성�센터� The� Centre� of� Diversity� 설립

ž 패션계� 종사자들이� 모여� 패션계� 내

에� 존재하는� 제한된�미의� 기준에�도전

하고� 다양한� 미의� 재현을� 추구� 하는�

단체� All� Walks� Beyond� Catwalk와�

에딘버러� 예대가� 협력하여,� 다양성� 센

터�설립.24)�

ž 다양성� 센터는�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디자인하고,�

몸의�다양성을�고려할�수� 있도록�영감을�제공하는�교육�기관.�

②� Debenhams의� 16사이즈�마네킹�출시� 지원

ž 의류� 업체� Debenhams에서� 기존� 10사이즈� 마네킹이� 아닌� 16사이즈� 마네킹

을� 2010년부터�진열하기� 시작

ž 이외에도� 2013년� 의류� 화보집에� 다양한� 체형과� 연령대의� 모델을� 고용하고,�

saint-laurent-ad-ban/
22) 

http://www.berealcampaign.co.uk/news-and-events/2016/06/13/be-real-welcomes-mayors-
decision-to-ensure-tfl-promotes-body-confidence/

23) http://www.berealcampaign.co.uk/news-and-events/2016/03/04/charleykoontz/
24) http://www.allwalks.org/2012/06/centre-of-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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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절단� 환자,� 장애인� 올림픽� 선수� 등의� 사진을� 실어� 보다� 다양한� 몸과� 미적� 이상

을�선보임.�

2)� 광고�및�매체

①� PPA� Diversity� Award

ž 전문출판인협회와� 협력하여� 매년� 있는� PPA� 수상� 항목에� 다양한� 몸� 이미지� 재

현에�기여한�매체를�선정하는�다양성상을�추가,� 2012년부터�수상.25)

②� 'Pretty� As� A� Picture'� 보고서�

ž 광고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의� 신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고,� 광고에서� 다양성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

국�광고협회에서�크레도스26)와�협력하여� 진행한� 1년간의�연구� 보고서.�

3)� 의료

①� <성형� 수술�규제�보고서� Review� of� the� Regulation� of� Cosmetic� Interventions>�

ž 2011년� 가슴� 성형� 보형물을� 제조하던� PIP사에서�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던� 사건� 이후� 보건부의� 의뢰� 하에� 무분별한� 성형� 수술� 관행과� 과도한�

광고� 전략,�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술�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조사를� 진행,�

보고서를�발행.�

ž 일명� Keogh� 보고서로� 불리는� 이� 보고서의� 발행� 후,� 2012년� 영국� 미용성형외

과� 의사협회(BAAPS)에서� 미용� 성형� 광고의� 금지를� 촉구27)하고,� 2016년� 종합

의료협의회(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과대광고와� 의사의� 적극적인� 성형�

수술� 유인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놓는� 등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나28),� 아직까지�

관련�입법�사항은� 없음.

25) http://www.ppa.co.uk/events/news/publishers-celebrate-diversity-at-ppa-awards-2012/
26) 광고 산업 연구 싱크 탱크. 
27) https://www.theguardian.com/lifeandstyle/2012/jan/22/ban-advertising-cosmetic-surgery
28)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6/apr/12/cosmetic-treatment-industry-rules-vulner
able-patient-consent-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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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교육과정
학교� 학생�연령 학년� 몸� 이미지�관련�교과

KS1
초등학교

Primary� School�

5-7세 1-6학년

PSHE� (선택�교과)

KS2 7-11세 7-9학년

KS3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11-14세

10-11학년

PSHE� (선택�교과)

성과�관계�교육(SRE: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필수�교과)
KS4 14-16세

5.� 교육적�접근�

1)� 교육법과�교육�과정� 및� 몸� 이미지�관련�교육� 현황�

� 2012년� 재정된� 교육법(Education� Acts� 2012)29)� 78항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 또는� 유치원은� (a)� 사회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증진하고� (b)향후� 삶에서� 겪게� 될� 경험과� 책임,� 기회를�

학교� 내에서� 학생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의�

조건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재정된� 아동법(the� Children�

Act� 2004)은� ‘어린이의�신체적,� 정신적� 건강,� 심리적� 행복의�증진;� 교육,� 훈련과�

여가;� 어린이가� 사회에� 하는� 기여에� 대한� 인정;� 해악과� 무시로부터의� 보호’� 등을�

명시하면서� 공립학교가� 어린이와� 대중의� 복지를� 도모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

다.�

� 어린이,�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이� 모든� 학교의� 법적� 의무라는� 이러한� 내용을� 되

짚으며� 정부가� 발행한� <몸� 이미지에� 대한� 고찰>� 보고서는� “긍정적인� 몸� 이미지

가�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가� 있”

으며,� “자신의� 몸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 학습에� 덜� 참

여할�경향이�있다”고� 지적한다.� �

2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32/section/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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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중등�학교�내에�몸�이미지와�관련된�의무�교육�도입

� 초중등학교는� 몸� 이미지를� 독립적인� 내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는� 이�내용이�핵심�교육�과정에�포함될�수�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PSHE� 교육� 내

용의� 일부여야� 한다.� 수업은� 학생� 연령에� 맞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학

생들의�긍정적인�몸� 이미지와�높은�자존감을�쌓는�접근법을�활용하여야�한다.�

7.� 몸� 이미지와�관련해�교사가�더� 많은�훈련을�받을�기회�제공

교사들은� 스스로� 몸�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불편하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에� 적절히� 준비되있다� 느끼지� 않는다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중요한� 보호자

(gatekeeper)이다.� 사범학교는� 교사� 훈련의� 일부로서� 몸� 이미지와� 폭넓은� 자존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되어야하며,� 학교는� 이� 내용을� NQTY(Newly�

Qualified� Teaching� Year)30)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몸� 이미지� 수업

을�전달하는�것과�관련된�연수가�현재�교직원들에게도�제공되어야�한다.�

8.� 학생들이�신체�활동에�더� 참여할�수�있도록�학교의�협력�담보

운동은� 몸�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조사단은� 체육� 교육과� 관련하여� 긍정적�

사례가�되는�학교보다�체육�활동과�스포츠를�바른�방식으로�가르치지�않는�학교가�

더� 많다는�것을�확인했다.� 학교는� PE� 수업을�계획하고�학교�프로그램�이후에�어린

이/청소년의� 의견을� 검토해야하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내에서� 가능

한� 활동들의� 범위를� 넓혀야�한다.� 예를� 들어,� 춤,� 요가,� 암벽�등반,� 에어로빅,� 무술

과� 같이� 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숙달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 활동들이�

추가되어야�한다.� (Reflections� on� Body� Image,� 29쪽)

� 영국� 교육� 과정� 2조� 5항은� 모든� 학교가� PSHE(개인,� 사회,� 건강� 교육)를� 제공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 과정� 내에� PSHE� 교과를� 넣는� 것은� 선

택이며,� 몸� 이미지를�개별적으로�다루는�교과는�커리큘럼에�존재하지�않는다.�

� <몸� 이미지에� 대한� 고찰>의� 조사단은� 몸� 이미지와� 관련된� 수업이� 의무적으로�

초중등� 교과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반복적인� 요구가� 있음(Reflections�

on� Body� Image,� 20쪽)을� 보고서에� 밝혔으며,� 교육� 영역에서의� 필요한� 변화에�

대해�다음과�같은� 제안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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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HE� 교과�내의� 몸� 이미지�교육�

�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는� 현대� 영국에서� 학생들이� 자

신의� 삶과� 노동을� 준비하고,� 스스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질을� 개발하는� 교육� 교과이다.31)� PSHE협회가� 개발한� PSHE� 교

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제적� 복지와� 직업� 교육의� 측면을� 포함하여)건강과� 복

지,�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기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분류되는� 학

습� 맥락�속에서,� 비판적� 사고,� 협력심,� 위기관리�능력,� 자존감,� 회복력과�같은�자

질과� 기술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맞춰,� PSHE는� 음주,� 마약,� 개

인� 건강,� 왕따,� 시민권과� 인권,� 진로,� 가족과� 관계,�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왜곡된� 몸� 이미지가� 학생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큰� 요소라는� 연구� 결

과가� 발표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몸� 이미지� 관련� 이슈를� 중요한� 교

육� 내용으로� 포함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PSHE협회는� 2015년� 평등부의� 지원

을� 받아� 교사들이� 몸� 이미지를� 교육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교사� 지도서를� 발행

하였다.� �

� 젠더,� 인종,�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몸� 이미지� 교육을� PSHE에서�

포함하고는� 있지만,� 영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중등� 교육에서� PSHE가� 포함하는� 내용을� 가르

치는� 것은� 공립학교의� 의무사항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PSHE� 교과를� 포함시키

는� 것은� 학교의� 선택사항이다.� PSHE� 협회는� 여러� 교과에� 걸친� 활동과� 함께� 별

개의� 수업으로� PSHE를� 지도할� 것을� 권장하나,� 교육기준청(OFSTED)에서는� 다른�

교과에서� PSHE� 수업� 내용을� 다루거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시간표� 외�

활동,� 교과� 통합� 프로젝트,� 1대1� 혹은� 소그룹� 지원,� 학교� 내외의� 활동의� 참여를�

통한� 학습�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준청이� 2013년�

발행한� 보고서32)에� 따르면� 훈련되지� 않은� 교사에� 의한� 수업과� 부적절한� 시간�

30)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12개월의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은 교사를 
NQT(Newly Qualified Teacher)라고 지칭하며, NQT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은 NQTY라고 지칭한
다.(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Newly_qualified_teacher)

31) https://pshe-co.ccuptest.co.uk/curriculum-and-resources/curriculum
3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yet-good-enough-personal-social-health-
and-economic-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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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등을� 이유로� PSHE�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않고� 있고,� 2014년� PSHE협회

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4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당국이� 조사한� 결과,�

2/3� 이상의� 학교에서� PSHE� 수업이� 감소하였다.33)� 이로� 인해� PSH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SHE� 협회와� PSHE� 교육

을� 지지하는� 학부모,� 시민,� 교육� 단체들은� PSHE를� 필수교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34),� 2015년� 녹색당� 캐롤린� 루카스(Caroline� Lucas)� 의원

은� PSHE�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제출하였다.35)� 육아정보� 사이트� Mumsnet,�

LGBT� 인권� 단체� Stonewall,� 소녀와� 젊은�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 Girlguiding�

그리고� 경찰� 협회� 등을� 포함하여�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PSHE의� 의무화를� 지

지하고�있다.�

3)� <교사� 지도서:� 몸� 이미지� 교육� 표준안� Teacher� Guidance:� Key� standards�

in� teaching� about� body� image>36)�

�   이� 지도서는� 평등부의� 지원으로� PSHE협회가� 개발한� 것으로,� 교사들이� 안전하

고� 자신�있게�몸� 이미지�수업을�진행할� 수� 있도록�돕기�위해�만들어졌다.�

�

�   PSHE협회가� PSHE�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353명의� 교사

가� 응답한� 내용과� 공유한� 자료를� 지도

안� 개발에� 참고하였으며,� Be� Real� 캠페

인� 멤버인� 도브� UK,� Girlguiding� UK

(소녀들과� 젊은� 여성을� 위한� 자선단체),�

Endangered� Bodies(긍적적인� 몸� 이미

33)

https://pshe-co.ccuptest.co.uk/sites/default/files/Summary%20of%20case%20for%20statutory
%20PSHE.pdf

34) https://pshe-co.ccuptest.co.uk/campaigns
35)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5/jul/15/caroline-lucas-pshe-compulsory-school
s-bill

36) http://www.berealcampaign.co.uk/assets/filemanager/documents/8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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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 몸�이미지란�무엇인가?

§ 왜�몸�이미지가�커리큘럼의�중요한�부분인가?

§ PSHE� 교사가�말하는�현재의�그림

§ 긍정적인�몸�이미지를�강화,� 증진할�수� 있는�학교�환경�만들기

§ 계획적인� PSHE� 프로그램으로�몸�이미지�교육하기

§ 학습�계획서에서�교육�과정,� 그리고�수업�계획안까지

§ PSHE� 커리큘럼의� 부분으로�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촉진�

하기�위한�핵심�

§ 학습자에게�몸�이미지�이슈�소개하기� -� 도입�단계

§ 교실에서�몸�이미지�수업을�도와줄� ‘손님’� 활용하기�

§ 부모님과�함께�하기

§ 취약�집단의�요구�다루기

§ 음란물과�관련된�문제에�대처하기

§ PSHE협회가�추천하는�몸� 이미지�교육�자료

� -부록1:� 효과적인�교수법

� -부록2:� 수업�평가�

� -부록3:� 적절한�환경�조성하기�

� -부록4:� 교실에서�몸� 이미지�수업을�도와줄� ‘손님’� 활용하기� �

지를� 높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단체),� Changing� Faces(신체에� 난� 흉터와� 관

련된� 이슈를� 다루는� 자선단체)� 뿐만� 아니라,� Beat(섭식� 장애� 자선단체),� 평등부

의� 몸� 이미지와� 젠더� 재현� 관련� 정책� 보좌관,� 영국� 교사,� 강사연합� 등의� 관계자,�

전문가들이�자문회의에�참석하여�지도서�개발을�도왔다.�

  목차�

� 위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도서는� PSHE� 수업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수업� 사례뿐만� 아니라,� 수업을� 계획,� 진행하는� 도중�

교사가�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친절한� 조언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PSHE의� 핵심� 주제인� 건강과� 복지,� 관계�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기라는� 세� 주제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반드시� 학습해야할�

내용을� 담은� 학습�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으며(지도서,� 12-15쪽),� 도입단계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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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몸� 이미지�증진의�초등학교�사례:� 오크�코티지�초등학교>

ž 본� 보고서는� 교육기준청에서� PSHE�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된� 오크� 코티지� 초등

학교의� 교육� 내용을� 담은� 문건으로,� 아래의� 글은� 교육기준청� 사이트에서� 발간한�

문서를�번역한�것이다37).�

ž 서부� 미들랜드의� 올리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인� 오크� 코티지� 초등학교에서� 지

역�당국� PSHE팀�지원으로�몸�이미지�증진�프로그램을�진행.�

ž 몸� 이미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보호자와� 학생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디어

에서� 신체가� 묘사되는� 방식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에� 어떤� 영

용할� 수� 있는� 활동과� 부모와의� 협업,� 외부� 전문가나� 활동가와의� 협업� 등과� 관련

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취약� 집단의� 요구� 다루기’라는� 파트(지도서,� 29-33쪽)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학생,� 섭식� 장애가� 있는� 학생,� LGBT인� 학생,� 흑인� 또는�

소수민족� 학생,� 장애가� 있거나� 몸에� 상처가� 있는� 학생과� 수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집중해서� 지도해야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다.� 몸� 이미지� 수업

을�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목표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인데,�

교사가� 각� 취약� 집단의� 학생들을� 배려하고,� 수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배제되는�

일이� 없이�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실었으며,� 더� 자세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참고� 사이트도� 명시해놓았다.� 덧붙여,� ‘음란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지도서,� 34쪽)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

면서,� 포르노에� 재현되는� 몸� 이미지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파트이다.� 이는� 음란물을� 성적인� 재현물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왜곡

된� 몸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재현물로� 바라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함께�

음란물에� 대해� 토론해� 볼거리를� 담고� 있다.� 지도서에� 실린� 참고� 자료와� 참고� 사

이트�중� 이� 보고서에서�다루지� 않은�것들은�본문� 말미에�첨부한다.(첨부�자료3)�

4)� 적용�사례� :� 오크�코티지�초등학교� Oak� Cottage� Prim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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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는지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진행.�

n 커리큘럼과�몸�이미지

학교는� 2년에� 한� 번� 건강� 관련� 행동에� 대한� 전

국적�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4-6학년� 학생들은�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

는� 익명� 조사에� 참여한다.� 가장� 최근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6학년� 학생들,� 특히� 여학생일� 경우�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유명� 인사들과도� 스스

로를�비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는� 학생들이� 어떻게� 미디

어가� 전달하는� 메시지,� 특히� 몸�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을� 분별해야하는지� 배울� 필

요가�있다고�느꼈다.�

PSHE� 팀은� 몸� 이미지와� 그것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전� 교직원�

연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첫� 발을� 띠었다.� 교직원들은� 이� 워크숍에� 긍정적

인� 반응을� 보냈고,� 그� 결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제공되었다.� 참여� 의

지가�강했던� 교직원과�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는� 운영�계획을� 짜기� 위해� PSHE팀과�

작업했다.� 추후의� 연수는� 교사들이�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도움을�주었다.�

학생들은� 이� 작업에� 대해� 몹시�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활동� 시간을� 즐겼

으며,� 성숙한� 태도로�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이후�

삶에서� 마주할� 수도� 있는� 또래� 사이의� 압력을� 포함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느꼈다.�

아래�인용은�학생들이�몸�이미지와�관련�활동에�대해�토론할�때�한�말이다.�

‘주근깨는�멋있어!’

‘만약�우리가�다들�다르지�않다면,� 그건�정말�지루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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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우릴�특별하게�만들어.’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모두�평등해요.’

‘난� 나인게�행복해.’

‘모델들에게� 그들과� 그들� 앞에�

있는� 가족들이� 충분히� 멋있지�

않다고�이야기하는�건� 모욕을�주는�일이에요.’

‘우리는� 에어브러싱(airbrushing)에� 대해� 배웠고,� 도브� 비디오는� 물건을� 팔기� 위해

서� 회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외모를� 바꾸는지를� 설명해줬어요.� 이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제로� 사이즈� 모델이나� 유명인처럼� 되고� 싶어서� 살을� 빼길� 원하는� 것처

럼,� 내� 또래�아이들에게�영향을�미치는�일이에요.’

n 학교생활�전반에�걸친�몸� 이미지

1,2학년� 학생들은� 그들과� 타인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긍정적인� 자존감

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그들은� 그� 차이점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간다.� 학생들은�

로봇의� 도움을� 통해� 여행을� 하는데,� 자기� 자신과� 친구들의� 개인적인� 특징을� 확인

하고�어떻게� 하면�그� 고유함을�축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로봇은� 차이점

의� 중요성을�인지하도록� 유도하면서�학생들을� 돕는다.� 학생들은� 무엇이�그들을� ‘특

별하게’� 만드는지에�대해�토론하고�이에�대해�친구들과�공유하는�것을�즐긴다.

3학년� 학생들은� 긍정적인� 롤�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자신에게� 미치

는�영향에�대해�토론한다.�이�과정에서�미디어라는�주제가�도입된다.�

4학년�학생들은�유명인들의�이미지가� 에어� 브러싱과�사진�보정을�통해�어떻게�변하

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정의가�문화와�인종,� 종교에�따라�어떻게�달라질�수� 있는지�배운다.�

5학년� 학생들은�신체적�외모의�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들과�그들�주

변�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해� 더� 깨닫게� 된다.� 학생들은� 미디어가� 그들에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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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대해�솔직하게�대화를�나누고�그들이�닮고�싶은� 유명인을�확인해보는�시간

을�갖는다.�

이쯤에서,�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과� 몸� 이미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 교사들

은� 거식증과� 비만에� 대한� 토론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어린� 학생들과�이� 주제로� 대

화를�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여러� 범위의� 자료들을� 사용한다.� 이� 단원은� 또

한�부모와�보호자가�그들의�자녀와�함께�어려운�문제를�풀어가는�것에�대해�더� 자

신감을�느낄�수� 있도록�다양한�과제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 6학년� 학생들은�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DNA와�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본다.� 학생들은� 그들이� 물려받은� 다양한� 신체적� 특질을�

조사하고� 그들의� 배경과� 유전적�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어

떻게�몇몇� 사진�기자들과� 패션�사진작가들이�피부톤의�조정을�포함한�사진�보정과�

에어브러싱을�하는지�탐구한다.�

과학적�측면과�함께�학생들은�또한�성형수술이�외모를�바꾸기�위해�어떻게�사용되

는지,� 그� 과정의� 사회적,� 감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학생들은� 이� 이슈에�

대해� 탐구할� 때�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이는� 질문을� 하고� 오개념을� 드러낼� 수� 있

는�안정적인�환경을�만든다.�

데비�굿맨(Debbie� Goodman)� 교감은�다음과�같이�말했다:

‘건강과� 몸�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토론들은� 아이들의� 자기� 인식과� 자신감의� 발달

에� 핵심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걱정하던� 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편안함을�느끼고�그러한�감정을�가져도�된다는�허락을�받는다고�느낍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이� 단원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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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마른’� 몸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운동하며�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는� 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말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바꾸고� 싶어하고� 굶어서� 살을� 빼고� 싶어하거나� 사진� 보정

을� 원하곤� 했다는� 사실에�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 몸� 그� 자체

로�행복해야한다는�걸�학생들이�인식하고�있다는�걸� 보여주는�즐거운�일입니다.�

단원이� 끝날� 즈음에� 아이들은�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편안해� 했어

요.�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겼고� 미래의� 또래들� 간의� 압박을� 다룰� 수� 있는� 전략도�

가지고�있게�되었죠.’

<몸�이미지�문제�해결하기:�

젊은이들과�함께� 일하는�이들을�위한� 적극적인�시민� 툴킷�

Taking� action� on� body� image:� An� active� citizenship� toolkit� for�

those� working� with� young� people>38)

-NCS(전국대민서비스;� the� National�

Citizen� Service)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평등부의� 지원을� 받아� 섭식� 장애� 구

호� 단체인� BEAT와� 헬렌� 샤프(Helen�

Sharpe)� 박사,� 정신의학협회가�개발한�책자.

-NCS는�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16-17세�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팀워크� 기술�

등을� 배움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꾀

하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

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

5)� 공공�기관� 내� 교육:� NCS(National� Citizen� Service)� 내� 몸� 이미지� 관련�교육

3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8021/Oak_
Cottage_Primary_School_-_good_practice_examp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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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봄,� 여름,� 가을에� 활동이� 시작되며,� 참가자는� 그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실현하는데� 30시간을�쓰도록�되어있다.�

-이� 책자는� NCS�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중� 몸� 이미지� 이슈를� 가지고� 학생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참고할� 지침이자� 자료로� 만들어졌다.� 젊은� 세대들이�

몸� 이미지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이� 사회적�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

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다.�

-몸� 이미지에�대한�지식,� 진행�전� 주의사항,� 활동과�자료,� 추가�정보,� 총� 네� 파트

로� 분류되어있고,� 참여자들과� 활동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식과� 리더로서� 주의해

야할� 점,� 실제� 활용� 가능한� 활동� 계획서와� 참조할� 만한� 사이트� 등의� 정보를� 담

고�있다.�

Ⅲ.� 호주의�민관�협력�사업

1.� 몸� 이미지�관련�정책� 제안서:

<몸� 이미지� 관련� 국가� 전략� 제안서� A� proposed� National� Strategy�

on� Body� Image>� 39)

2010년� 당시� 청소년부� 장관이었던� 케이트� 엘리스(Kate� Ellis)� 의원은� 갈수록� 심

각해지는� 몸� 이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하여� 보건�

부문,� 패션계,� 언론� 매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단을� 발족한다.�

2009년� 4월6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몸� 이미지와� 관련�

38)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70677/Body_
image_final_17.10.14.pdf

39) 
http://www.eatingdisorderhope.com/pdf/Proposed-National-Strategy-on-Body-Image_australi
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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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및�직책

미아�프리드먼(Mia� Freedman)� 회장� 언론인,� 코스모폴리탄�매거진�전� 편집자

사라�코니쉬(Sarah� Cornish)� 걸�프렌드,� TV� Hits� 매거진�편집자

데이비드�포브스(David� Forbes)� 교수 웨스턴�호주대,�소아�보건과

헬렌�가잘(Helen� Gazal) 패션계�사업가

케리�그라함(Kerry� Graham) Inspire� 재단(교육�재단)경영인

라이나�헌터(Raina� Hunter) YWCA

사라�머독(Sarah� Murdoch) 모델,� 방송�제작자

수잔�팍스톤(Susan� Paxton)� 교수
라�트로브(La� Trobe)� 대학�심리과학과�

학장

루스�폴라드(Ruth� Pollard)�
미디어�엔터테인먼트,�예술�연맹(The�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

아만다�스캇(Amanda� Scott) 뉴사우스웨일즈�청소년�자문위원회�의장,�

민간� 영역의� 기존� 사업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 패션,� 미디어� 산업,� 교육�

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 <몸� 이미지� 관련� 국가� 전략� 제안서>를� 발행

한다.� 이� 제안서는� 산업�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몸� 다양성� 증진을� 위해� 따를� 수� 있

는� 산업� 자율� 행동� 수칙� Voluntary� industry�

code� of� conduct과�몸� 이미지�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체크리스트� Checklist� for� Body� Image�

Friendly� Schools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 자율�

행동� 수칙은� 긍정적인� 내용과� 메시지,� 다양성,�

적절한� 투자,�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사

용,� 건강한� 체격의� 모델� 고용,� 적절한� 연령의� 모

델� 고용� 등을�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

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자율� 행동� 수칙을� 의무적인� 제한으로� 변경할� 것

을�제안하고� 있다.�

ž 자문단�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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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표

클레어�비커리(Claire� Vickery) 버터플라이�재단�설립자�겸�경영인

국가적�그리고�전략적�접근

1.� 몸� 이미지� 정책� 자문단은� 몸� 이미지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기존에� 활동� 중인� 전문가와� 조직,� 그들의� 자원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

을�제안한다.�

2.� 몸� 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연구� 및� 최선의� 실천� 계획,� 자원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장하고,� 몸� 이미지� 문제

를�해결하기�위한�전국적인�운동이�모든�형태의�정부�기관에서�지지될�수� 있도록�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정부�사이에서�공유되는�정보들을�공식화하라.�

ž 공공� 단체,� 산업계,� 지역� 조직,� 그리고� 학계와� 보건계� 관련� 종사자의� 네트워크

를�형성하기�위한�방법으로�이해관계자의�명단을�관리하고�그� 범위를�확장하라.�

ž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영향권� 내에서�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명단을� 활

용하라.

�

3.� 몸� 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정책으로�진행되는�활동들을�평가하고,� 이� 평가에�자원을�할당하라.�

ž 긍정적인� 몸� 이미지� 증진과�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평가에�임하라.

ž 지속적인�피드백�과정을�각� 사업�이행의�일부로�포함하라.�

몸�이미지와�관련된�산업�자율�행동� 수칙�

4.� 몸� 이미지�정책�자문단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ž 호주� 정부는� 몸� 이미지와� 관련된� 산업� 자율� 행동� 수칙과� 관련� 우수� 실천� 원칙

을�이행하고�홍보하며�지지한다.

ž 호주� 정부는� 이� 지침을� 업계와� 대중의� 피드백,� 산업� 변화와� 새로운� 사안들을�

반영하여�지속적으로�업데이트한다.

ž 호주� 정부는� 이� 지침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들의� 행동� 수칙에�

ž 제안�요약(제안서,�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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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원을�모니터링한다.

ž 만약� 정부의� 지원과� 홍보,� 계속된� 정책� 개발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업계에

서� 좋은� 몸� 이미지� 관행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실패한다면,�호주� 정부는� 행동� 지

침의�자발성이�갖는�본질에�대해�검토해야만�한다.� �

5.� 몸� 이미지�정책�자문단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ž 행동� 수칙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단체는�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는� 예를�

들자면�로고의�사용이나지지�단체의�명단�공개를�통해�가능하다.�

ž 행동� 수칙의� 자발성을� 유지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개별� 단체는� 그들의� 사업� 관

행�내에�행동�수칙을�통합하는�것을�우선적으로�책임진다.

ž 행동� 수칙의� 지지를� 원하는� 단체는� 그들의� 지지를� 공적으로� 표하며,� 행동� 수칙

의�일부�원칙을�지지할�것인지�아니면�수칙의�관련�사항을�지지할�것인지�명백히�

한다.�

6.� 몸� 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건강과� 복지� 또는� 관련� 산업계에서� 몸� 이미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믿을�

수� 있는�사람을�몸� 이미지�대변인으로�위촉하라.�

ž 대변인에게�역할에�합당한�훈련과�여타�지속적인�지지를�제공하라.�

ž 대변인의�명단을�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배부하라.�

7.� 몸� 이미지�정책� 자문단은� 호주�정부가�긍정적인�몸� 이미지�증진을�위한�실천을�

채택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실증적� 자료로�

개발하여�관련�업계에�이�연구�결과물을�홍보할�것을�제안한다.�

8.� 몸� 이미지� 정책� 자문단은� 호주� 정부가� 몸� 이미지와� 관련한� 최고의� 실천을� 한�

기업을� 수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업계의� 관행에� 수상을� 통합할� 수�

있고,� 수상자를�결정할�때�대중의�투표�시스템을�활용할�수� 있다.�

표준화된�사이즈�

9.� 몸� 이미지� 정책� 자문단은� 표준화된� 사이즈� 도입의� 일부로서,� 호주� 정부가� 몸�

이미지� 전문가와� 몸� 이미지� 이슈와� 관련이� 있는� 의복� 소재� 산업,� 신발� 제조업계의�

대표와의�협의를�다음과�같은�내용으로�고려할�것을�제안한다.�

ž 경쟁적인�체중�감량을�유도하지�않는�사이즈�표기를�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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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표준화된� 사이즈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산업과� 소비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내용의�긍정적인�몸� 이미지�메시지를�개발한다.�

공공�단체

10.� 몸�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활용하는� 조직� 운영� 체계를� 통해� 몸� 이미지와� 관

련한�인식을�높일�수� 있다고�알린다.�

ž 몸� 이미지와� 관련한� 어떤� 결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상업적,�규제적,� 자율�규제적�기관의�행정인과�협력한다.

ž 몸�이미지�사안과�관련하여� 결정될� 수� 있는�것들의�원칙을�알리기�위하여�자료

와�근거를�제공한다.�

학교들�

11.� 몸�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학교에� 적용� 할� 수� 있는� 자료로써�긍정적인�몸� 이미지를�위한�체크리스트를� 활

용하라.�

ž 국가� 교육과정�개발� 시,� 체육� 교과� 내에� 몸� 이미지� 관련� 이슈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라.�

ž 학교들이� 몸� 이미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무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자치� 정부,�

비정부�교육�기관과�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협력하라.�

� -� 단기�학교�교육�과정의�활용�

� -� 학교�내에서�몸� 이미지�관련�계획을�실행할�수� 있는�신뢰할�만한�단체에�자금�지원�

� -� 교사들에게�몸�이미지�이슈를�수업�내에�통합하는�우수�사례를�고지�

고등교육

12.� 몸� 이미지� 정책� 자문단은� 호주� 정부가� 대학들과� TAFE와� 같은� 직업� 훈련� 기

관이�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증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실천을� 조직� 문화와� 교육과

정에�포함시킬�수� 있게�장려하는�것을�제안한다.�

가족�

13.� 몸�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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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학부모와� 보호자가� 집에서�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

하여�적절한�정보를�제공하라.

ž 몸� 이미지와� 관련하여� 모성의� 영향을� 강조하고� 이�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

재의�노력이�적절한지�조사해라.�

온라인

14.� 몸�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련� 자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써� 인터넷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에� 전체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략을� 개발

해라.�

ž 긍정적인� 몸� 이미지�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온라인� 이해관

계자와�디지털�협력관계를�맺어라.�

ž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장려하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방법을� 조사하고� 활용하

라.

직장

15.� 몸�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몸�이미지가�중요한�사안일�수� 있는�핵심�산업과�조직들�확인하라.�

ž 어떻게� 긍정적인� 몸� 이미지� 정책과� 관련� 연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근무�

현장에�통합될�수� 있을지를�밝힐�수� 있도록�관련�조직�및� 기업과�관계를�맺어라.�

ž 기업체가�긍정적인�몸�이미지�실천들을�도입할�수� 있도록�지원해라.�

ž 몸�이미지를�젊은�직장인�행동�수칙(the� Young�Workers� Code� of� Conduct)

이나�관련�툴킷�내에�고용�안건으로�포함시키는�것을�고려하라.�

지역�사회�조직

16.� 몸�이미지�정책�자문단은�호주�정부에게�제안한다:

ž 호주� 스포츠� 위원회와� 협력하고� 스포츠� 단체들이�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보고서에서�제기된�몸�이미지�관련�사안에�대책을�강구하도록�요구하라.�

ž 관련� 스포츠,� 예술� 단체와� 협력하고� 그� 단체들이�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장려하

는�정책을�지지할�수� 있도록�하라.�

ž 적절한�몸�이미지�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지역�단체들과�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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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정부는� 자문단의� 정책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2012년� 당시� 청

소년부� 장관인� 피터� 게릿(Peter� Garrett)의원은� 긍정적인� 몸� 이미지� 어워드를� 개

최하였다.40)� 산업� 자율� 행동� 수칙의� 원칙을� 적용하고친화적인� 몸� 이미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기업� 및� 조직을� 알리고,� 그러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행사

가� 개최되었으며,� 수상� 대상은� 15세에서� 25세�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2012년� 수상� 기업은� 비전문� 모델인� 여성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자체� ‘사진� 수정�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Dolly� magazine과� 적절한� 연령대의� 모델� 고용� 정책

과� 함께� 다양한� 체형과� 체중,� 인종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대� 잡지�

Girlfriend,� 몸� 이미지와� 자존감� 교육� 프로그램인� Body� think�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는� 도브� 등이� 있다.41)� 2013년� 어워드에서는� 전� 장애인� 올림픽� 선수이자�

“Join� the� Revolution"이라는� 이름으로� SNS� 상에서� 운동을� 진행하던� 제시카� 스

미스(Jesicca� Smith)� 개인을� “떠오르는� 리더(emerging� leader)”로� 수상하기도� 하

였다.42)�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호주� 보그(Vogue)지는� 행동� 수칙을� 따르

겠다는� 서약과� 함께� 잡지에� 몸� 이미지� 이슈를� 다루고,� 과도하게� 저체중인� 모델들

의� 고용을� 줄이는� 식의� 조치를� 취하

고� 있다.43)� 이런� 정부의� 시도와� 소수�

기업의� 유의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칙이�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사

항이며� 권장사항으로� 남아있어서� 행

동� 수칙을� 지키지� 않는� 대다수의� 기

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여

전히�한계로� 남아있다.�

40)

http://www.ausfoodnews.com.au/2012/02/28/australian-government-launches-%E2%80%98
positive-body-image%E2%80%99-awards-program.html

http://www.ayac.org.au/uploads/Positive%20Body%20Image%20Awards.pdf
41) 

http://www.aww.com.au/latest-news/news-stories/dolly-wins-inaugural-positive-body-imag
e-award-7946

42) http://www.mamamia.com.au/join-revolution-positive-body-image-awards-2013/
43) 

http://www.theaustralian.com.au/life/fashion/vogue-eager-to-make-an-issue-of-real-wome
n/story-e6frg8k6-1226644826840



54

2.� 긍정적인�몸�이미지�캠페인�

1)� 몸� 이미지� 운동Body� Image� Movement

� 타린� 브룸핏(Taryn� Brumfitt)은� 모

두가� 원하는� 몸을� 가진� 후에도� 행복

하지� 않았던� 자신을� 들여다보며� 몸�

이미지� 운동을� 시작했다.� 2013년� 혹

독한� 운동을� 통해� 만든� 과거의� 완벽

한� 몸과� 이후의� 살찐�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SNS에� 포스팅하고� 자신의� 몸

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한다는� 메시

지를� 전달한� 그녀의� 글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단발

적인�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그녀는� 2년에� 걸쳐� 전� 세계의� 몸�

이미지� 전문가들과� 많은� 여성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과정을� 담아� <Embrace>라

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 영화를� 제작하기� 전부터� 모금� 과정에서� 올린� 트

레일러� 영상은� 25만명이� 시청하였고,� 9천명의�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 영화는� 제

작될� 수� 있었다.� 몸� 이미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2016년� 시드니�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고� 호주� 다큐멘터리� 재단� 어워드에서�

최고의�다큐멘터리� 후보로�지명되는�등� 많은�주목을�받았다.44)�

영화� 제작과� 타린의� 활발한� 강의� 활동� 외에도� 몸� 이

미지� 운동은� 몸� 이미지� 운동� 세계� 대사� 프로그램

(The� Body� Image� Movement� Global�

Ambassador� Program;BIMGAP)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몸� 이미지� 운동의� 가치관과� 비전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각자의�

영역과� 지역에서� 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든� 대사로� 임명하여�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개인

들의� 노력과� 지식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SNS에서� 활동할� 수� 있거나� 한� 주에� 1

시간씩� 활동에� 참여할� 수� 있거나,� 혹은� 몸� 이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

44) https://bodyimagemovement.com/embrace/about-the-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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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라면� 누구라도� 대사로� 신청하여� 이� 운동의� 공식� 멤버가� 될� 수� 있다.� 대사에�

임명되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도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본�

운동의� 페이스북� 그룹에� 소속되어� 다른� 활동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45)�

(대사로�지원하길�원한다면� http://bimgaaplication.replynow.ontraport.net/)

� 이� 외에도� 학교� 내� 몸� 이미지� 교육과�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후원을�

받고� 있으며,� 보정된� 사진에� 그� 사실을� 표기하게� 하는� 입법을� 위해� 온라인� 청원�

운동을�벌이고�있다.46)

2)Heywire:� Fresh� Faced� Friday� 캠페인

Heywire는� 정부와� 공영방송� ABC가� 주관하는� 지역�

청년� 프로젝트로,� 1998년� 이후로� 호주� 대도시� 외�

지역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

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Heywire사업은� 네� 가지� 주요한� 사

업을� 진행하는데,� ABC-Heywire� 대회,� ABC� 방송

과� 함께하는� 젊은� 지역� 청년들,� Heywire� 지역� 청년�

정상회담,� FRRR-ABC-HEYWIRE� 청년� 혁신� 기금이�

그� 사업들이다.� ABC-Heywire� 대회는� 대도시� 밖에�

거주하는� 16세에서� 22세의� 청년이� 사진,� 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

어놓는� 대회이며,� 이� 대회에서� 수상한� 청년들은� ABC� 라디오� 방송� 관계자들과� 프

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하는� 사업에도� 참여한다.� 또한�

Heywire� 지역� 청년� 정상회담에� 참가하여� 다른� 지역� 청년들과� 리더십� 워크숍를�

진행하고� 지역� 리더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며,� 호주의� 지역� 청년들의� 삶을� 개선

하기� 위한� 안건을� 함께� 개발하여� 그� 내용을� 의회� 관계자들에게� 발표하는� 자리를�

45) https://bodyimagemovement.com/about-the-program/
46) 

https://www.change.org/p/encourage-positive-body-image-by-demanding-mandatory-labell
ing-on-photoshopped-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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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지방,� 지역� 개발을� 위한� 재단(The� Foundation� for� Rural� and� Regional�

Renewal)은� 청년� 정상회담에서� 나온� 안건을� 실천으로� 옮기는� 지역� 단체에게� 보

조금을�지급한다.�

� 많은� 지역� 청년들이� 몸� 이미지를� 주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ABC-Heywire� 대

회에서� 해왔으며47)� 2013년� 회담에서� 개발된� 7가지� 아이디어� 중� 몸� 이미지와�

관련한� Fresh� Faced� Friday� 캠페인48)이� 제안되었다.� Fresh� Faced� Friday� 캠페

인은� 몸� 이미지,� 섭식� 장애� 인식� 주간� BIEDAW에� 대한� 인지도가� 대중들� 사이에

서� 몹시� 낮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주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

인� 몸� 이미지를� 강화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캠페인� 참여� 방식은� BIEDAW�

주간� 전� 주� 금요일에� 화장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으로,� 화장을� 하지� 않은� 상

태로� 사진을� 찍어� 하루� 동안� 그� 사진을� SNS� 프로필에� 사용하고� 캠페인� 내용을�

포스팅하는�것이다.� 이� 내용을�바탕으로�하여�타즈마니아� 주의�호주�라이언스�마

약� 인식� 재단� (The� Australian� Lions� Drug� Awareness� Foundation;ALDAF)은�

FFF�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젋은이들의� 이슈를� 다루는� 방송� 포털�

TINO(Tune� In� Not� Out)� 협력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49)� 이� 뿐

만� 아니라� FFF�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에게� 포스터와� 행사� 아이디어� 가이

드북,�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몸� 이미지와� 미디어� 관련� 학습지� 등을� 이벤트� 팩

으로� 묶어� 발송하고,� 몸� 이미지� 증진을� 위한� 활동과� 행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50)� 이� 캠페인은�

FRR-ABC-Heywire� 혁신� 기금을� 받아�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freshfacedfriday.com.au/�에서)

47) http://www.abc.net.au/heywire/topics/?tag=bodyimage
48) http://www.abc.net.au/heywire/stories/2014/08/4063619.htm#.WAyJPOWLTIU
49) http://www.abc.net.au/heywire/stories/2013/08/3819050.htm#.WAyBleWLTIX
50) http://freshfacedfriday.com.au/wp-content/uploads/2014/04/FFF_Event_Ideas_2016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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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적�접근

1)� 국가� 교육과정�내�몸�이미지�교육

현재�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된� v8.2� F-10� 교육과정과� v7.5�

F-10� 교육과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병행� 활용되고� 있다.� 개정된� v,8,2을� 기준으로� 1학년(Foundation)부터�

10학년까지�수업에서� 몸� 이미지�관련� 교육의�근거를�찾아볼�수� 있는�교과는�건

강,� 체육� 교과(Health� and� Physical� Education;편의상� 체육교과로� 통칭함)이

다.� 호주� 체육� 교과는� 집중� 학습� 영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알콜와� 약물,� 식품

과� 영양,� 신체� 활동의� 건강상� 이점,� 정신� 건강과� 복지,� 관계와� 성정체성,� 안전,�

활동적� 놀이와� 소규모� 게임이� 그� 내용이다.� 이� 중� 정신� 건강과� 복지(Mental�

Health� and� Wellbeing)� 영역51)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정신� 건강과� 복지

를� 강화하는� 방법을� 다루며�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타인의� 정신� 건강을�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등을� 개발할�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육과� 교육�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몸� 이미지와� 자존감이� 정신�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그� 내용의� 일부로� 들어간다.� 이는� 정신�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몸�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학습� 내

용에� 들어가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내에서� 몸� 이미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않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조사한�내용으로는�정부� 차

원에서� 교육� 과정에� 몸� 이미지�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넣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요구는� 있으나)� 교사� 양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교육의� 부재는� 비영리� 기관이나� 시민� 단체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메꾸어지고�있는�것으로�추측된다.52)�

51) http://www.acara.edu.au/_resources/HPE_-_Focus_Areas.pdf
52) 

http://www.couriermail.com.au/news/queensland/butterfly-foundation-wants-to-present-bod
y-image-lessons-to-queensland-students-to-ward-off-development-of-eating-disorders/ne
ws-story/85db68d839634b7509204abb18948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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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몸에� 대한�존중� the� Respect� Every� Body>� 자료집� 간행

2010년� 몸� 이미지� 정책� 자문단의� 제안을� 수용하여� 청소년부� 장관� 피터� 게릿

(Peter� Garrett)의원은� 2011년� 7월� 호주의� 모든� 학교에� 몸� 이미지� 교육� 정보

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한다.� 이� 자료집은� 교사와� 학부모가� 온-오프라인으로� 모

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증진하고� 몸� 이미

지�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터와� 토론� 자료�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교육과정의� 추

가적인�부분이�아니라,� 체육� 교과와�같이�기존� 교과에�통합될�수� 있는�자료라고�

청소년부는� 밝히고� 있다.� 제공된� 자료는� 몸� 이미지� 정책� 자문단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Butterfly� 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있다.53)�

3)� 시민� 단체에� 의한� 학교� 내� 몸� 이미지� 교육:� Butterfly� 재단의� 교육� 프로

그램

Butterfly� 재단은� 섭식� 장애

와� 부정적인� 몸� 이미지로� 인

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그

들의� 가족,� 친구를� 돕고� 그들

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구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몸� 이미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

는� 대표적인� 단체� 중� 한� 곳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개별� 기부로� 운영되는�

이� 재단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섭식� 장애� 상담� 서비스를� 통해� 문제� 파악과� 해

결을� 돕고,� 실제적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에� 설치된�

Butterfly� 조사� 기관을� 통해� 몸� 이미지와� 섭식� 장애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계

와�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몸� 이미지� 증진

을� 통한� 섭식� 장애� 예방을� 위해� 기업과�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데� 2006년부터� 시작된� Butterfly� 교육은� 지금까지� 56만명의� 청소년-청년들과� 6

천명이� 넘는� 학부모,� 전문가들을� 교육해왔다.54)� Butterfly� 교육� 프로그램은� 3살

53) 
http://www.ayac.org.au/uploads/Respect%20Every%20Body%20-%20New%20body%20image
%20information%20for%20schoo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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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2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교� 워크숍과� 강의,� 청소년과� 일하는� 전

문가와� 교사� 연수,� 부모를� 위한� 워크숍,� 전체� 학교와� 지역� 프로그램� 총� 네� 가지

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Butterfly�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 관련� 정보� 중�

청소년� 대상�교육이�다루는�주제들이다.�

핵심�주제

ž자존감,� 몸� 존중감,� 다양성과�독특함을�기뻐하기

ž자존감과�몸�자신감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안들�이해하기

ž몸�자신감과�자기�회복력을�키울�수� 있는�전략과�도구들

ž체중,�외모와�관련해서�도움이�안� 되는�말과�문화적�이상에�도전하기

ž음식,�운동과�건강하고�긍정적인�관계�유지하기

ž건강한�친구�관계�만들기

ž필요할�때�도움을�요청하는�방법�배우기

� 모든� 수업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춰� 진행되며,� 최근� 연구� 자료를� 바탕

으로� 개발되었고,� 학년에� 따라�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 내� 교육

은� 유료이다.� 학생들은� 학년에� 따라� 게임,� 집단� 토론,� 강의� 등의�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받고,� 다양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활용하는� 포토샵� 기술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매체� 독해력을� 키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빅토리아�

주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호주� 남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왔으며55),� 전국의�

학교로� 교육을�확대할�경우� 50만� 달러�정도가�필요하다고�한다.�

54) https://thebutterflyfoundation.org.au/our-services/education/
55) 

http://www.couriermail.com.au/news/queensland/butterfly-foundation-wants-to-present-bod
y-image-lessons-to-queensland-students-to-ward-off-development-of-eating-disorders/ne
ws-story/85db68d839634b7509204abb18948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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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것의�비용� 계산하기Costing� the� invisible

:몸� 이미지와�꿈,� 교육�그리고�직장에서의�자신감�간의�연관성에�대한�보고서�

(A� review� of� the� evidence� examining� the� links� between� body� image,� aspirations,�

education� and� workplace� confidence)

-영국� 정부� 평등부의� 의뢰와� 지원을� 받아� 영국� 외모연구센터(The� Center� for�

Appearance)가� 연구�진행(2014)

연구�종합�요약(7쪽)

-전� 세계적으로� 소녀와� 여성들은� 그들의� 외모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삶을� 즐길�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졌던� 이것이� 부정적인� 경제적,� 심리적� 비용으로� 채워져있

고,� 그� 비용의�정도는�거의�계산된�바가�없다.�

-국제적인� 연구들은� 몸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인식(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춘기� 소녀의� 학업� 성취를� 낮춘다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밝히고�

있다.� 그것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자신감� 약화와� 결과적으로� 수행

성�저하를�불러일으킨다.�

-5살� 여아부터� 70대� 여성을� 겨냥한� 미용� 산업� 마케팅은�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특정한� 타입의� 몸과� 외모,� 모양,� 피부색,� 가

슴이나�엉덩이�사이즈를�가진�젋음�여성의�이미지로�이상적인�몸의�기준을�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실� 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몸이자� 모델� 자신조차� 몰라

볼� 만큼� 포토샵� 처리가� 된� 이미지로� 이상적인� 몸이� 협소해진� 것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페이스북,� 텀블러,� 인스타그램,� 주류� 잡지,� 뮤직� 비디오� 그리고� 광

고� 등의� 모든� 매체를� 물들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개인의� 외모를� 둘러싸고� 불

안과�수치심을�만들고�있다.�

-외모,� 사이즈,� 체중,� 모양과� 매력도에� 대한� 관심은� 소녀와� 여성의� 마음,� 열정� 그

리고�몸을�잠식한다.�

[첨부�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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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이미지와� 몸에� 대한� 자신감이� 심하게� 떨어져�있는�상황에� 반전을� 기하기�위하

여� 다양한� 층위의�개입이� 시급하다.� 소녀들을� 향한� 소리� 없는� 공격은� 사회가� 그들

을� 향해� 열려있을�그� 시기에� 그들의� 꿈과� 포부를� 좌절시킨다.� 이러한� 잠식이� 갈수

록�강화되고�있는�그� 시기에�개입할�수� 있는�프로그램과�사회�정책들은�왕성한�연

구� 활동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이� 연구들은� 소녀들의� 역량을� 보강하기� 위

한� 경제적,� 심리적� 사례를� 입증하고,� 그러한� 전략들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만과� 섭식장애의� 경제� 비용은� 국민의료보험에� 현재와� 미래의� 지출,� 그리고� 젊

은� 여성들이� 잃어버린� 기회들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성인과� 젊은이들에

게� 이제는� 일상이�되어버린�외모와�관련된� 불안의� 증가,� 신체이형증,� 폭식증,� 충동

적인� 식습관� 그리고� 자존감� 이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체� 불안전성이� 도처에� 증

식하는� 것을� 비용에�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증적�증거(13쪽-19쪽)

우리는� 이� 검토를� 위하여� 산업� 영역과의� 접촉�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의� 관계망을�

거쳐� 학계� 출판물을� 조사하였다.� 체계� 검토와� 메타� 분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 영역에는� 그러한� 연구들이� 없었다.� 우리는� 10살부터� 60세까

지의� 4만9천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25개� 실증적� 연구의� 결과물들을�

포함했다.�

여기서� 검토되는� 실증적� 연구의� 눈에� 띄는� 장점은� 이� 연구들이� 5개� 대륙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 핀란드,� 중국,� 홍콩의� 사춘기� 소녀들과� 젊

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러시아와� 영국,�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태국,� 이탈리아,� 프랑스�그리고�아르헨티나�여성들을�포함

한� 세계적인� 연구이다.� 덧붙여� 몸무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는�여러� 대표� 표

본을�활용하였으며,�연구들의�표본�크기가�큰� 특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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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지난� 십년간� 여러� 연구들은� 여성들의� 중등교육에의� 참여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영국� 청소년의�

31프로가� 그들이� 외모에� 타인들의� 이목을� 끌�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실� 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20프로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날에는� 학교에�

결석한다고�말했다.� (Lovegrove� &� Rumsey,� 2004)

이러한� 결과들은� 10개국에� 걸친� 15세에서� 6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 연구

의� 결과와� 닮아있다.(Dove,2006)� 이� 연구는� 그들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 중� 20프로가� 자기� 견해를� 밝히지�

않으며� 16프로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6개국(미국,� 캐나다,� 영

국,� 독일,�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의� 10세에서� 14세,� 그리고� 15세에서� 17세� 소녀

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소녀들� 중� 60프로가�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의� 방식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활동을� 회피했다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밝혔다.� 이것들은� 사소

한� 활동들이�아니라�미래의�경제적�활동과�중요한�발달� 단계와� 관련하여�핵심적인�

삶의�측면이었다.　그래서� 15프로의�소녀들이�자신의�몸이�맘에�안� 드는�날에�결석

을� 하고,� 13프로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며,� 5프로는� 직장� 면접에� 참석하

지� 않을� 것이고� 3프로는� 직장에�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를� 주시해야할�

필요가�있다.� 사회적� 고립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있었는데,� 이는� 25프로의� 소녀들

이� 대면하는�관계보다�온라인에서� 만난�사람들과� 의사소통할�때� 더� 자신감을�갖기�

때문이며,� 그렇다�하더라도�이는�몹시�걱정스러운�내용을�담고�있다.�

[학교�그리고�대학에서의�수행과�성취]

영국보다�성평등�수준이�높고�일반적으로� 교육�성취가�높게�나타나는�핀란드를� 보

았을�때,� 우리는� 소녀들이� 기술� 고등학교� 혹은� 일반계� 인문� 학교를� 선택하기� 전인�

14세에서� 16세의�핵심적인� 2년동안� 자신의�몸무게에� 대한�만족도,� 그러니까�몸무

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인식,� 몸에� 대한� 수용도� 혹은� 실망이�

학업�성적과�연관성이�있다는�것을�발견할�수� 있다.� 이� 연구는�대략� 3만명의�소녀

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자신의� 몸무게나� 사이즈와� 상관없는,� 모든� 체중� 범주

에서의� 체중� 불만족을� 보고했다.� 즉,� 저체중인� 소녀의� 68프로,� 정상� 체중� 소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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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프로,� 과체중의� 소녀� 87프로가� 자신의� 몸무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체중이�불만족스러운�소녀의�경우,� 점수가�더� 낮았다,� (Mikkila�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3551명의� 소녀를� 포함한� 6863명의�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봄으로써� 국제화할� 수� 있다.� (Xie� et� al.,2006)� 다시� 말하지만,� 실제� 몸무

게는�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

녀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녀들에� 비해� 낮은� 성적과� 학업� 수행도를� 보였다.� 이�

경향은� 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인식된� 과체중은� 학업� 목표가�

성취될�수� 있을지에�대한� 우려를� 포함하여�학교와�관련된�스트레스에�기여하는� 것

으로�소년과�소녀에게�모두�드러났다.�

유사한� 내용으로,� 14세에서� 17세의� 미국� 각� 주의� 대표� 표본� 11012명� 중� 의학적

인� 기준에� 따른�정의와�상관없이� 자신이� 과체중이라고�인식하고� 있는�학생들은� 그

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체중이라는� 인식이�

비만이라는� 의학적� 정의보다� 학업� 수행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Florin,�

Shults� &� Stettler� 2011).

이와� 같은� 국제적� 연구들과� 본문의� 끝에� 첨부된� 표에� 언급된� 다른� 연구들은� 신체

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청소년기의� 소녀들의� 학업� 성취를�

약화시킨다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자신감� 저하를� 이끌고,� 따라서� 수행에서의� 능력� 저하와� 그� 결함을� 극복하

기�위해�정신적�에너지를�많이�쓰는�결과로�이어진다.�

[수학�과목을�중심으로]

그레이브와� 하이드(Grabe� &� Hyde,� 2009)의� 연구는� 자신�몸에�대한�존중감이�높

은� 소녀들이� 수학을�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인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밝혔다.� 게이와� 카스타노(Gay� &� Castano,� 2010)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

으로� 유사한� 발견을� 보고하였고,� 또한� 슈리켓(Schricket� al,� 2012)의� 최근� 연구는�

사회가�요구하는�강압적�외모�기준을�거부할�능력이�있었던�미국의�여대생들이� 학

업적으로�뛰어나다는�것을�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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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타자화(self-objectification)� 이론의� 시각을� 통하여� 수학� 능력을� 보기� 위하여�

독창적인� 실험들이� 고안되었었다.� 자기� 타자화� 이론은� 여성들이� 자신의� 다른� 특성

보다�외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타자화� 상황에� 자주� 마주하기� 때문에,� 몇몇� 여

성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사회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

이다.� (Fredrickson� &� Roberts,� 1997)� 자기� 타자화라는� 용어는� 자신의� 몸을� 관

찰자의�관점에서�보여지는� 대상이나� 또는� 몸의�부위의�집합체로서� 보는� 것을�의미

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일반적으로,� 자기� 타자화의� 정도는� 여성에

게서�높게�나타난다.(Calogero,� 2011)� 실험�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자신의� 것으로�

취하는�것의�결과를�조사하기�위하여�자기�타자화�레벨을�일시적으로�높게�유도하

였다.� 프레드릭슨과� 그� 외의� 연구자(Fredrickson� et� al.� 1998)는� 대학생� 남성과�

여성에게�무작위로� 수영복과� 배기� 점퍼를� 입도록� 했고�모든�참여자들은� 그� 상태로�

수학� 시험을� 마쳤다.� 수영복을� 입는� 난제를� 받은� 여성들은� 점퍼를� 입은� 여성들보

다� 낮은� 수행도를� 보였다.� 수영복을� 입음으로써� 외모에� 집중하게� 한� 장치는� 여성

의�수학적�수행능력을�감소시켰다.� 이� 연구�결과는�강력했고(robust),� 다른�연구에

서도�확인되었다.�

[지능�검사]

2분동안� 남성에� 의해� 촬영되고� 여성에� 의해� 촬영된� 것과� 그� 촬영본을� 비교해� 보

도록�요구함으로써� 여성의� 자기�타자화�정도를�높이고�외모에�대한�자의식을�자극

했을� 때,� 그들은� 뒤이은� 지능검사에서� 응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기�

타자화,� 즉� 자기� 자신을� 보여지는� 사물로� 보고,� 종종�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것은� 여성이� 세계에서� 수행하는� 인지능력의� 감소에�취약해지도록�

한다.� 이� 연구의� 저자� 게이와� 카스타노(Gay� &� Castano,� 2010)는� 만약� 2분동안

의� 타자화� 경험이� 자기� 타자화를� 경험한� 여성의� 인지능력을� 감소시킨다면,� 평생에�

걸쳐� 자기타자화를� 경험하는� 여성의�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 연구자들의�결론은�몸에�대한�집착이�소녀와�여성들의�학업�수행도

와� 지적� 기능을� 부식시킨다는� 것을�보여준� 다른�연구들과� 일치한다.� 외모,� 사이즈,�

체중,� 모양과� 매력도에� 대한� 관심을� 소녀와� 여성의� 마음,� 열정� 그리고� 몸을� 잠식

한다.�

[직장에서,� 그리고�경제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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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여성의� 외모가� 그들의� 삶에서� 본질적이라는� 관념에� 공모해왔다.� 따라서� 외

모에� 대한� 불안� 정도와� 그것이�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무시되어왔다.� 국무조정실의� 여성� 단위(The� Women's� Unit� at� the� Cabinet�

Office)가� 진행한�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listening� exercise를� 보면� 몸과� 식

이� 문제와� 관련된� 걱정이� 11세에서� 80세까지의� 여성들에게� 일순위� 이슈였다(본인

이� 아니면� 자신의� 딸과� 손녀들에� 대하여).� This� exercise� is� about� to� be�

repeated� by� the� Shadow� Minister� for� Equality.� 이런� 경향이�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하는지에�대한�고충이�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더� 활발한�연구를�필요로�

하는데,� 자신의� 외모가� 불만족스럽다고� 느꼈을� 때� 17프로의� 여성이� 구직� 면접에�

가지� 않을� 것이며,� 8프로의� 여성이� 직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도브(2006)의� 국

제적�연구는� 가장�눈에� 띈다.� 몸에� 대한� 자신감은� 다소간� 안정적인� 상태를� 일컫는

다.� 이는� 개인이� 다른� 활동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Jackson� et�

al,,2011)� 하지만� 그� 자신감의� 결핍은� 소녀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경험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녀와�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역량에� 미치는� 서늘한� 영향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각이다.� (Orbach� 2009)� 이는� 여성이� 일터에서� 잘� 수행

하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고� 있는� 부담은� 그들이� 심리적� 특권과� 압박의� 관점에서� 수반되는� 모든�

것을�지고� 직업에�진입한� 첫� 세대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아니라,� 극소수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업� 수행�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닌,�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고�있는�것이다.�

흥미롭게도,� 홍콩에서� 16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서양에서� 있었던�

체중이� 잦은� 병결과� 상관이� 있고,� 이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해당한다는� 연구와�

몹시� 흡사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조사자들은� 이� 연관성이� 오직� 스스로� 과체중이

라고� 인식하는� 여성들에게서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Lam� et� al.,� 2010).�

그래서� 만약� (신체� 용적�지수BMI에� 근거한)� “과체중”� 여성이� 스스로를�과체중이라

고� 인지한다면,� 그들은� 직장에서� 병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과체중� 여성이�

스스로를�과체중으로�평가하지�않을�경우,� 그들은� ‘평균�체중’� 혹은� ‘저체중’� 여성보

다� 일을� 빠지는� 경향이� 더� 높거나� 하지� 않다.� 남성이� 아닌,� 여성의� 경우� 스스로를�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치명적이며� 이는� 빠지는� 근무� 일수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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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다시�한� 번� 여성이�자신의�외모에�대해�집중하고�걱정하도록�배운�것의�치명

적인�결과를�조명한다.

영국� 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낮은� 자존감-몸� 존중감으로� 인해� 지불해야할� 비용에�

대해� 단도직입적인� 주장을� 하는� 연구는� 오직� 단� 한� 건이다.� 이는� 도브와� 미래� 재

단(The� Future� Foundation)의� 의뢰를� 받고� 진행되었다.� 11세에서� 17세의� 낮은�

몸/자존감을� 가진� 영국� 소녀들은� 높은� 몸/자존감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전문적인�

직업에서� 성공적이라� 평가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연구는� 밝혔다.� 낮은� 몸/자존감이�

소녀의�성공�기대에�미치는�영향은�성취도가�높은�소녀들의�경우�현저히�드러났다

(The� Future� Foundation,� 2012).�

� 소녀의� 낮은� 몸/자존감이� 장기간�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예시를� 들면

서,� 그들은� “이는� 2050년까지� 한� 나라에서� 20만� 전문� 경영인과� 4만� 여성� 사업가

를� 배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낮은� 몸/자존감의� 영향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녀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결론� 내린다.(The� Future�

Foundation,� 2012).

[개인적�관계에서의�비용�계산하기]

몸에�대한�불안감과�외모에�대한�불안은�종종�눈에�드러나지�않고�따라서�사회�정

책을�구상하고� 효용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정부는� 관계� 붕괴에� 대한� 우려

를� 갖고�있으며�다른�한편으로는� 안정적인�관계와�지속적인�가족�관계를�증진시키

기�위해�필수적인�조건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감정지능과� 감정� 해독력을� 둘러싼� 실천(Goleman,� 1995;� Orbach� 1994,� 2000)

과� 이른� 개입(Allen,� 2011)의� 발전� 속에서� 소녀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

는� 문제적� 태도의�중요성은� 대체로� 계획의� 밖에� 놓여진다.� 섭식� 장애와� 관련된� 개

입과� 재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섭식장애를� 구성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에� 대한� 변화가� 있어왔다.� 현재� 하위� 병리현상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은� 20년� 전에�

섭식�장애� 진단� 분류� 내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의� 긴장과� 관계에서의� 긴

장,� 인식되지� 않고도�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한� 식습관으로� 인한� 긴장�

등을� 포함하는� 심각한� 섭식� 장애,� 외모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신체� 이형증은� 가족�

내� 스트레스를� 높인다.� 그� 스트레스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당혹감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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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슈리크(Schrick� et� al.� 2012)에� 따르면� 사회적인� 외모� 이상을� 내면화

하고� 마르는� 것을� 개인� 목표로� 삼는� 열망은� 자신과� 타인이� 모두� 경험하지만� 그것

이� 이야기되지는� 않는�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 친밀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

각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영향은�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개인� 관계� 내에서� 대단히� 파괴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

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문헌이� 매우� 희박하지만,� 네지엑(Neziek,�

1999)은� 몸에� 대한� 만족이� 여성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있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보고한다.� 대조적으로,� 밀즈(Mills� et� al.,�

2014)는� 도브의� 국제� 연구에서와� 같이,� 몸에� 대한� 불만족이� 여대생이� 사회적� 의

사소통�과정에�개입하는�것을�피하게�하며�그들이�개입하는�상황에서�만족과�통제

를� 덜�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포랜드의� 연구(Forand� et� al,� 2010)에서는�

몸에� 대한� 불만족이� 의사소통에서� 타인이� 더� 자신감� 있고�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초래한다고�밝혔다.�

신체�자신감:� 영국�사고방식�조사� 내에서의�결과�

Body� Confidence:� finding� from�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

조사�결과�요약

ž유의미한� 수의� 소수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임(64프로의�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며,� 3/4의� 남성

-74프로-이�만족하고�있음)

ž여성의� 신체� 만족도는� 나이가� 들고,� 중년에� 진입한다고� 해서� 향상되지� 않음(18세

부터� 34세까지� 여성중� 63프로가� 자신의�외모에�대해�만족하였고,� 35세에서� 49세

의� 여성� 중� 57프로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함).� 신체� 만족도는� 50세에서� 64세� 사

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71프로)� 65세� 이상의� 여성� 중� 64프로는� 18세

-34세� 여성과�비슷한�정도인� 63프로가�외모에�만족하는�것으로�드러남.�

ž3/4(77프로)의� 성인이� 사회가�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성인의� 절반(47프로)이� ‘외모가� 삶에서의� 성취’에�

[첨부�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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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으며,� 1/3(32프로)의� 성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외모

에� 달려있다’는� 명제에� 동의한다고� 답함.� 이� 의견들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특정한� 연령� 집단� 사이에서� 이에� 대한� 우려는� 더� 드러나는� 것으

로�보임.�

결론

이� 연구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으

며,� 여성이�남성에�비해�더� 불만족스러워한다는�것을�보여준다.�

남성의� 외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일생에� 걸쳐� 안정적이다.� 여성의� 외모� 만족도는�

만족도가�가장�높은� 50-64세에�이르기까지�높아지지�않는다.�

3/4의� 성인들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

다고�생각하며,� 성인의�절반은�외모가�삶에서�성취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했다.�

다음을�조사하기�위해�추후의�연구가�필요하다:

-다른�생애�주기에�있는�여성,� 남성의�몸� 이미지에�자기�타자화가�미치는�영향

-젠더가�여성,� 남성의�신체�이미지에�미치는�영향

-중년� 여성의� 정신적� 건강에� 신체� 만족도와� 자기� 타자화� 정도,� 여타� 심리적� 요인

이�미치는�영향

PSHE� 협회가�추천하는�몸�이미지�수업�자료:

도브�자존감�프로젝트�자료(지도서,� 38쪽)

ž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몸� 자신감을� 증진하기위해� 고안된� 수업� 노

트로,� 45분에서� 1시간�가량의�대화식�워크숍을�진행할�때� 사용하는�수업�자료.�

ž선두적인� 몸� 이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브에서� 개발하였으며,� 영국� 외모연

구센터에�의해�평가받음.�

[첨부�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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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이� 교수� 자료는� 특별히� 11-14세� 청소년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교사들이� 수업� 내�

워크숍을� 직접�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존감과� 몸� 자신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

도록� 고안되었다.� 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자료� 내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다른� 자료들보다� 다양한� 인종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는�핵심�단계� 2-4인� 학생들(7세-14세)을� 대상으로도�적용�가능하다.�

ž종합적인� 교수� 안내,� 비디오� 자료를� 포함한� 풍부한� 제시� 자료,� 학생� 활동지들은�

이� 다운로드�가능한�자료에�포함되어있다.� 워크숍의�목적은�학생들이:�

§이상적인� 외모의� 개념을� 이해하

고�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압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

는�것이다.�

§매체� 해독력을� 키우고,� 어떻게�

광고,� 영화,�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메시지와� 이미지가� 사실을� 왜곡하

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외모�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며,�

이상적인�외모에�도전하고�몸� 자신감을�쌓는�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ž이� 자료들은� 특히� 몸� 이미지와� 자존감� 증진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나,� 수업을�

진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에게� 유용하다.� 이� 자료는� 45분에서� 60분가량

의�한� 단위의�수업이�학생들에게�미치는�영향이�실험을�통해�증명된�자료이다.�

žhttp://selfesteem.dove.co.uk/Teaching_resources.aspx� 이곳에서� 무료로� 다운

로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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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이미지�관련�국가�전략�제안서�

A� proposed� National� Strategy� on� Body� Image>�

� � � � � � � � � � � � � � � � � � � �

몸�이미지�친화적인�학교를�위한�체크리스트�

Checklist� for� Body� Image� Friendly� Schools

몸�이미지�친화적인�정책과�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학교는:

¨ 학칙에� 몸� 이미지�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축하하는� 것과� 관련한� 문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이� 몸� 이미지와� 학교생활의� 다른� 측면간의� 관련성을� 깨닫는� 것을�

돕는다.�

¨ 학교�정책을�통해�사이버�폭력을�포함하여�외모와�관련된�괴롭힘을�방지한다.�

반-학교폭력�정책에�몸� 이미지와�관련된�구체적인�문구를�포함시킴으로서�가능하다.�

¨ 몸�이미지�친화적인�학교를�만들고�운동복을�입을�수� 있도록�해라.�

학교는� 학생들이� 어떤� 운동복이� 편안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상의할� 수� 있다.�

이는� 학생회와�상의하거나� 관련�학생들(남학생과� 여학생들)로� 구성된� 표적� 집단을� 구성

함으로써�진행할�수� 있다.�

¨ 어떤� 경우에도�학생의�체중을�재거나� 신체�사이즈를�재거나�하는� 일이�없다는�것을� 확

실히�해라.�

� � 이는� 체육� 수업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수학� 시간에� 종종� 활용되는� 방법

이다.� 이는�몇몇�학생들에게�엄청난�당혹감과�모욕감을�줄� 수� 있다.�

¨ 모든� 학생이� 경쟁적이지� 않고,� 체중� 감량에� 집중하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정기적

인�신체�활동에�참여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라.�

� � 다양한�사이즈의�모든� 학생들이� 조롱에�대한� 두려움과� 자의식�때문에�신체�활동에�참여

하지�않는다.�

¨ 급식�제공�시� 모든�식품군에서�선택한�균형�잡힌�식사를�제공하라.�

� � 건강한�식품�선택은�학교에서�건강한�식사를�가능하게�한다.�

¨ 신체�사이즈와�모양,�인종의�다양성을�포함하는�공공�자료나�포스터를�전시하라.�

� � 다양성의�수용은�학교가�모범을�보여야�한다.�

교사와�교직원이�몸� 이미지�친화적임을�확실히�하기� 위해,� 학교는:

[첨부�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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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직원들은� 심각한� 신체� 이미지나� 섭식� 장애의� 조기� 진단과� 위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교사들은�섭식�장애�요소들을�포함하여,� 정신�건강�응급�처치에서�훈련을�받아야�한다.�

¨ 모든� 교사들에게� 몸� 이미지� 이슈가� 청소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 불만족이� 사

회�환경에�의해�강화되는�방식에�대한�정보와�훈련을�제공할�수� 있다.�

� 교직원들이�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증진하거나� 혹은� 신체� 불만족을� 강화하는� 요소들에� 대

해� 알고�있을� 때,� 그들은� 긍정적인�몸� 이미지에�대한� 메시지를�전달하는�더� 안정적인�입

장에�설�수�있다.�

¨ 교사들이�학생들과�대화할�때� 몸� 이미지�친화적인�언어를�사용하도록�훈련할�수� 있다.�

� 교사들은� 학생에게� 중요한� 모델이며,� 자신의� 몸�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언어나� 타인에� 대

한�그들의�언급은�무심코�학생들에게�부정적인�메시지를�전달할�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이�몸� 이미지에�대해� 학생들을�적절히�가르치고�있다는�것을�

확실히�하기� 위해,� 학교는:

¨ 매�학년�수준마다�발달단계에�적절한�몸�이미지�교수를�제공해야한다.�

� 초등:� 긍정적인�몸�이미지와�자존감,� 그리고�건강한�식습관

�초기�고등학교:�동료�간섭과�미디어�독해력

�중기�고등학교:�인지부조화와�동료�프로그램

�후기�고등학교:�몸�이미지�조기�진단과�식사�문제,� 정신�건강�독해력�

부모가�몸�이미지�친화적인�메시지를�강화하는�것을�확실히�하기�위해,�학교는:

¨ 부모로서�어떻게� 그들의� 자녀가� 긍정적인� 몸� 이미지를� 키우도록�지원해야� 하는지와� 관

련된�최근�인쇄�자료를�제공할�수� 있다.

¨ 학교�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에게� 몸� 이미지와� 섭식� 장애와� 관련된� 정보�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 몸� 이미지�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대화를� 도모하는� 행사를� 열� 수�

있다.�





73

몸 다양성에 관한
해외 법적 규제 
사례에  관하여

: 패션/미디어 영역을 중심으로

유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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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이� 글은� 최근� 학생들에게까지� 번진� 화장(메이크업� 및� 틴트� 등)문화와� 성인들의�

과도한� 외모(성형� 및� 다이어트� 등)집착� 현상에�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고,� 시민�전문가�정책입안� 관련자가�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몸의� 자

유를� 위한� 의안� 발의를� 위해� 기획된� 보고서이다.� 학생� 및� 성인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외모� 및� 온라인� 기사의� 사진들에서� ‘이상적’외모를� 학습하고,�

그러한�모습을� 쫓는다.� 그로� 인한�섭식장애,� 다이어트�부작용� 및� 성형수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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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다양한� 문제가�꾸준히�보고되지만,� 이러한�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국

내에�적절한� 연구�및� 통계수집� 조차�없는�실정이다(김인혜·이영호,� 2014;� 심재웅·

황재원,� 2016).

� 그러나� 유럽� 및� 북미� 등의� 서구� 상황은� 다르다.� 우리나라에� 비해� 거식증� 및� 폭

식증에� 관한� 연구� 및� 사회적� 관심이� 오래됐고,� 이에� 따른� 정부에서� 내놓은� 권장�

규제� 및� 법적� 처벌� 규제도� 내놓고� 있다.� 특히,� 패션� 및� 모델� 산업의� 영향이� 큰�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영향력� 있는� 캠페인� 및� 정부주도의� 정책입안� 노

력이�꾸준히� 진행되어왔다.

� 이에� 이� 보고서는� 해외의� 정책� 사례�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에서�

어떤� 배경으로� 어떤� 법� 및� 규제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몸� 이미지

(body� image)’에� 관한� 사회� 및� 법적� 규제가�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참고할� 수� 있

는�해외�사례를�제시하고,� 참고�토대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Ⅱ.� 국가별� ‘몸� 이미지(Body� Image)’� 규제�상황

몸� 이미지에� 관한� 국가별� 규제는� ‘자발적� 규제(Voluntary� Code/Self-Regulatory�

Code)’부터� ‘처벌적� 법률(Criminal� Sanction)’까지� 상이하다.� 본� 장에서는� ‘몸� 이

미지’에� 관해� 세계� 최초로� 일명� ‘포토샵� 법’을� 만든� 이스라엘부터� 그� 외� 유럽,� 호

주� 및� 북미� 등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몸� 이미지’를� 규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1.�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매� 해� 1,500여명의� 새로운� 인구가� 섭십장애로� 진단되고,� 10대� 청소

년의� 10%가� 섭식장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15~24세� 청소년� 및� 성인들의� 사망원인� 1위가� 거식증인�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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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1일부터� 이스라엘� 정부는‘모델� 몸무게� 규제법(The� Act� Limiting�

Weight� in� the� Modelling� Industry)’,� 일명� 포토샵� 법(Photoshop� Laws)을� 시

행했다.� 포토샵� 법은� 패션� 사진작가인� 텔� 아비브(Tel� Aviv)와� 패션� 모델� 기획사�

직원인� 아디� 바칸(Adi� Barkan)은� 오랫동안� 많은� 여성� 및� 모델들이� 섭식장애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특히� 프로페셔널� 모델� 친구가� 지나치게� 살을� 빼야한

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2007년� 거식증으로� 죽고난� 후,� 이스라엘� 정부에� 포토샵�

법의�입법을� 주장했다(Carrick,� 2014)56).

� 그� 법은� 텔레비전� 및� 미디어� 광고에서�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이� 주는�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하고,� 이스라엘의� 섭식장애� 인구들에게� 긍정적� 몸� 이미지� 및� 자존감

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포토샵� 법은� 직업� 모

델들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그들이� 패션쇼에� 설� 때마다� 의사로부터�

받은� 18.5� 이상의� BMI(body� mass� index)57)기록지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

의사의� 확인�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하며,� 이것의� 확인은� 모델�

에이전시� 및� 패션쇼� 감독자들의� 의무로� 명시되어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델들의�

지나친� 다이어트와� 그로� 인한� 불건강을� 막고,� 사회적으로� ‘몸� 이미지’에� 관해� 의

56)  Abc net law report (2014-2-1): 
<http://www.abc.net.au/radionational/programs/lawreport/5225592>.

57)신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는 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의 양을 추

정하는 비만측정법이다. 현재 통용되는 기관별, 지역별 BMI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의하면 

저체중 18.50 이하, 평균체중 18.50 - 24.99, 과체중 25.00 - 29.99, 비만 30.00 – 34.99, 중증 비만 

35.00 – 39.99, 고도 비만 40.00 이상이며, 대한비만학회 기준은 저체중 18.50 이하, 평균체중 18.50 - 22.99, 

과체중 23.00 - 24.99, 비만 25.00 – 29.99, 중증 비만 30.00 – 34.99, 고도 비만 35.00 이상이다.

BMI가 증가할수록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은, 심혈관 관계 질병, 고혈압, 골관절염, 암, 돌연사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BMI는 이런 질병들의 

위험을 예고해 주는 여러 지수 중 하나이지만, BMI 자체가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다. 또한 이 

수치가 보여주는 위험도가 과장되었다는 연구도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근육이 많은 경우, 지방과 근육을 구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체중으로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고, 

반대로 비만의 경우는 실제보다 비만도가 덜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인종과 성별에 따른 기준표를 따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BMI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체지방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체지방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체질량지수 뿐 아니라, 허리둘레나 근육량 등을 포함해 측정해야 보다 정확한 

비만도 측정이 가능하다 (Daum 백과사전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b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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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재고하고,� 그들에게� 영향받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긍정적인� 몸� 이

미지를� 갖게� 하는데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포토샵� 법은� 광고자

�사진가�편집자들이� 대상� 모델과의� 작업� 후,� 미디어� 공개� 시� 포토샵� 여부를� 명

시할� 것을� 권고한다.� 촬영� 이미지가� 디지털� 적으로� 수정(포토샵)되었고,� 그의� 이

유또한� 나타내야한다.� 이는� 광고� 전체� 화면에� 최소� 7%이상의� 크기로�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모델들의� 건강도� 물론이지만,� 화면을� 접하는� 대중들이� 그러한� 화면이�

포토샵� 되었음을� 인지함으로써� 실제� 몸� 이미지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다

르다는�것을� 인식하기�위함이다.

�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토샵� 법에� 관한� 비판도� 존재한다.� 포토샵� 법은� 법적� 처벌

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만� 규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포토샵� 법을� 따르지� 않

은� 광고주� 및� 사진사들이� 벌금이나� 징역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사� 소송이� 의

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한� 10대� 소녀가� 섭식장애를� 앓고� 있고,� 그녀의� 부모가�

자식의� 문제가� 특정� 방송� 및� 광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면,� 부모가� 직접� 그� 광고

주� 및� 방송사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녀가� 특정� 광고를� 보고�

섭식장애로� 이어졌다고� 증명하기� 어려운� 점� 및� 부모가� 소송을� 거는� 데에� 소요되

는� 시간� 및� 금전적�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법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한� ‘포토샵� 법’의� 영향은� 막강하다.� 이스라엘� 국내�

모델� 및� 패션� 사업에�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포

토샵�법을�참고하고�시행하는�국가들이�늘어나고�있다.

2.� 프랑스

� 프랑스의� 포토샵� 법은� 가장� 최근에� 법률화� 되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벌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력한� 법으로� 알려져있다.� 2013년에� 민법으로� 구성된� 이스

라엘의� 포토샵� 법과는� 달리,� 2015년� 12월� 18일에� 통과된� 프랑스의� 포토샵법은�

형법(Criminal� Sanction)으로서� 법률� 위반� 시� 최대� €75,000(한화� 약� 1천만원)�

벌금�및� 6개월�이하�징역형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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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포토샵� 법의� 내용은�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모델은� 무대에� 서기� 전

에� 의사에게� 확인받은� 18이상의� BMI확인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하고,� BMI지

수� 18� 이하의� 모델들은� 무대에� 오를� 수� 없다.� 또한,�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특정�

부분을� 넓게� 혹은� 좁게� 보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된� 사진(Photograph� touched�

up)’임을�밝혀야� 하고,� 이를�어길�시� 광고주는� 최대� €37,500� 벌금,� 혹은� 광고의�

가치금액의� 30%를�벌금으로�내야한다(Willsher,� 2015)58).

� 프랑스의� 이� 같은� 강력한� 법의� 배경은� 10여년� 간의� 지난한� 섭식장애� 의식� 개선�

캠페인� 및� 학계의� 꾸준한� 연구� 덕분이다.� 그� 중,� 프랑스� 배우이자� 모델인� 이자벨

라�카로(Isabelle� Caro)의� 캠페인은�프랑스� 사회가�거식증의�심각함을� 인식하는데

에�강력한�촉진제가�되었다.

▼� 2007년� 이자벨라의� 캠페인�이미지

[출처:� Dailymail� UK� 기사]

� 1982년생인� 이자벨라는�캠페인� 당시� 키� 165cm,� 몸무게� 31kg였다.� 이자벨라는�

그녀의� 블로그에� ‘어려운� 유년시절’로� 인해� 13세부터� 신경성� 식욕� 부진증(일명� 거

58)  Guardian (2015-12-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dec/18/models-doctors-note-prove-not-too-thi

n-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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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증,� anorexia)을� 앓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오랫동안� 자신과� 몸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거식증의�위험성에� 대해�알리고자�드러낸다고�밝혔다.�

                                          2007년�이자벨라의�캠페인�이미지▼

([출처: Dailymail UK 기사])

그녀의� ‘No� Anorexia’� 캠페인은� 당시� 이탈리아의� 의류

회사인� Flash� &� Partners의� 재정적� 지원을�받았고,� 사

진은�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올리비에로� 토스카니(Oliviero�

Toscani)가� 지원했다.

이자벨라는� 거식증의� 심각함을� 알리고자� 제시카� 심슨

의�프로그램� ‘아름다워짐의� 대가(The� Price� of� Beauty)’

라는� 방송에� 나가� 그녀의� 몸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하였

다.� 2008년엔� 그녀의� 자서전� ‘뚱뚱해지기� 싫었던� 소녀

(The� Little� Girl� Who� Didn’t� Want� to� Get� Fat)’을� 출

간하기도�했다.

이자벨라는� 2010년� 11월� 17일,� 당시� 28세의� 젊은� 나

이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하였다.� 그

녀의� 거식증� 반대� 캠페인� 및� 죽음은�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강

력한� 포토샵법�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자벨라의�

캠페인� 이후,�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미쳤다59).

3.� 스페인

� 2006년,� 스페인� 패션� 산업계는� 세계� 최초로�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을� 패션� 쇼에�

59) Daily Mail (2015-12-30): 
<http://www.dailymail.co.uk/femail/article-1342580/Anorexic-model-Isabelle-Caro-appeared-
shock-fashion-campaign-dies-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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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것을�금지시켰다.� 그들은�마드리드�패션�위크(Madrid� Fashion� Week)� 무

대에� 서는� 모델들에게� 최소� 18.5의� BMI를� 요구했고,� 패션쇼에� 모델들의� 건강상

태�체크�및� 지원할�수� 있도록�의료진들을�배치하기로�결정했다.

� 그� 후,� 2010년� 스페인의� 하원(Lower� House� of� Parliament)은� 텔레비전� 네트

워크에서� 특정� 시간대에는� 성형수술,� 다이어트� 상품� 및� 특정� 화장품에� 관한� 광고

를�금지시켰다(Tremlett,� 2010)60).

4.� 이탈리아

� 2006년,� 이탈리아� 역시� 스페인과� 함께�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을� 패션쇼� 무대

(Catwalk)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정부� 주도� 하에� 만들어진� 자발적� 규율

이고,� 많은� 패션업계가� 동참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의� 패션쇼� 무대(예를� 들어,�

밀란� 패션쇼� Milan� Fashion� Show)에서는� BMI� 18이하의� 모델들은�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6세� 미만의� 모델� 역시� 무대에� 설� 수� 없고,� 큰� 사이즈�

(유럽� 사이즈� 14~16,� 한국으로� 치면� 88,� 99사이즈)� 모델이� 새롭게� 선보이게� 되

었다.

� 이탈리아� 패션� 위원회(Italia� Fashion� Council)도� 정부가� 제안한� 자발적� 규제

(self-regulation� code)의� 문제�인식� –� 많은�여성들이�패션쇼�무대에�서는�모델들

의� 몸매와� 외모를� 닮고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섭식장애를� 앓게� 된다� –� 에� 공감

하고,�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탈리아� 패션� 위원회는� 이

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모델계의� 선두에� 있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면

서�주변�국가에도�긍정적�영향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61)

60)  Guardian (2010-1-18):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0/jan/18/spain-television-advertising>

61)  Daily Mail (2006-12-19):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423522/Italian-fashion-designers-ban-size-zero-m

odels-catwal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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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 2009년,� 영국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Party)은� 모든� 포토샵처리(디지

털� 수정)된� 사진� 및� 영상자료는� 미디어� 노출� 시� ‘수정됨’을� 표시하고� 성형수술에�

관한� 광고� 시,� 그� 병원� 및� 의사의� ‘성공률’을� 명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률이�통과되지는� 않았다.

� 그� 후,� 2011년� 영국� 정부는� 몸� 이미지에� 관한� 모든� 정당� 그룹(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Body� Image)을� 만들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몸� 이미

지에�관한�연구�보고서를�꾸준히�발행하고있다(Raven,� 2014)62).

또한,� 영국의� 광고�심의� 기구인�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2011년부터� 꾸준히�불

건강한� 몸� 이미지� 및� 포토샵으로� 심하게� 보정

된� 텔레비전� 및�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있다.�

일례로,� 2011년� 7월� 쥴리아� 로버츠의� 랑콤� 화

장품� 광고� 금지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

해,� ASA의� 한� 대변인은� ‘우리가� 제공받은� 증거

를� 바탕으로� 그� 광고는� 제품의� 효과를� 정확하

게� 보여주지� 못하고,� 이미지� 역시� 과도하게� 디

지털� 방식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ASA는� 당시� 평등부

(Department� of� Equality)� 장관인� 스윈슨� (Ms� Swinson)과� 함께� 몸� 이미지에�

관해�다양한� 방식으로�정책�제안을�했다.

� 그� 후,� 꾸준히� 정부와� ASA는� 불건강한� 몸� 이미지를� 노출하는� 광고� 및� 방송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해왔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탓에� 큰� 효과를� 거두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캐서린� 녹스� 의원(MP� Caroline� Nokes)은�

자발적� 규제(self-regulation)의� 실패를� 논의하며,� 영국의� 패션� 사업에� 보다� 강력

62)  Mirror (2014-12-31): 
<http://www.mirror.co.uk/news/uk-news/super-skinny-underwear-model-picture-banned-48
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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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포토샵� 법과� 같은� 법률을�

제안한다(Silvera,� 2015)63).

6.� 호주

� 호주� 또한� 몸� 이미지에�관하여� 학술적�연구�및� 법제정을� 위한� 노력이�상당한� 국

가� 중� 하나다.� 전청소년� 장관� 케이트� 엘리스(Kate� Ellis)가� 만든� 호주� 정부의� 한�

기구인� 몸� 이미지� 자문기구(The� National� Advisory� Group� on� Body� Images)

는� 2009년,� 패션�미디어�광고계가� 대중의� 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몸� 이미지’에� 관한� 자발적� 산업� 규제(Voluntary� Industry� Code� of�

Conduct)를� 만들었다.� 이� 조항은� 지금의� 이스라엘� 및� 프랑스의� 포토샵법과� 비슷

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산업계의� 자발적� 동참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이�자발적�규제를�형벌적�법제화하기를�주장한다(Krawitz,� 2014).

� 특히,� 호주� 노트르담대학교� 법대� 교수인� 마릴린� 크로비츠(Marylin� Krawitz)는�

꾸준히� 호주정부에� 자발적� 산업규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며� 다양한� 연구활동

을�해왔다.� 특히,� 2014년에�발표한�학술지‘아름다움은�포토샵으로�만들어진다:� 모

델의� 신체질량지수와� 포토샵� 이미지� 명시� 법제화� (Beauty� is� only� photoshop�

deep:� Legislating� model’s� BMIs� and� photoshopping� images)’는� 호주� 및� 전�

세계� 몸� 이미지�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크로비츠는� 그의� 연구에서� 잘못된� 몸�

이미지� 인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손실� 및� 개인의� 심리�정서적� 불건강에�대해�

논의하며,� 현재� 형벌적� 제제가� 없는� 자발적�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그는� 호주가� 20세기� 중반부터� 진행해� 온� 담배� 광고� 규제

와�비교하며,� 법적으로� 미디어를�통제하는�것이� 사회� 인식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

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2009년의� 몸� 이미지에� 관한�

자발적� 규제가� 신속히� 법제화되어� 현대에� 거식증� 및� 폭식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및�성인들을�지원할�것을�촉구한다.

63)  IB Times (2015-9-22): 
<http://www.ibtimes.co.uk/uk-fashion-industry-may-face-body-image-laws-after-self-regul
ation-failures-warns-mp-caroline-nokes-15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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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비츠는� 또한� 기존의� 학계� 및� 산업계에서� 몸� 이미지에� 관한� 강력한� 규제는�

‘언론/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는�주장에� 대해�반박한다.� 호주는� UN협정의�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르고,� 19항에� 따르면� “시민� 모두가� 표현의� 자

유를� 갖는다”고� 명시된다.� 그리고� 19항� 3조(b)에� 따르면,� “대중의� 건강(public�

health)”에� 위해되는� 상황은� 예외로� 둘�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포토샵법

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없음으로�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에서�

포토샵법과� 유사한� 법이� 제안되지만,� 법제화까지� 가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 때문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코르비츠의�분석은� 상당히�중요한�의의를�갖는다.�

7.� 미국

� 미국은� 2010년� 의회에� ‘청소년� 건강� 미디어� 명령(Healthy� Media� for� Youth�

Act)’를� 도입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 및� 이미지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디어� 및� 산업계에� 긍

정적� 몸� 이미지를� 프로모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규제로� 여성을� 위한� 국가� 업무

팀(National� Task� Force� on� Girls� and� Women)이� 신설되었고,� 이� 후� 미디어에

서� 건강한� 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 가이드라인(voluntary�

guideline)을� 확립했다.� 그� 규제는� 많은� 유명인� 및� 사회적� 인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받았지만,� 결국� 법률화�되는데는�실패했고,� 현재� 미국은�이스라엘�및� 프랑

스�같은�포토샵법은�아직�현실화되지� 않았다.

� 또한,� Aron� (2016)� LA� 주간� 기사에� 따르면,64)� �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인� 마

크� 레빈(Marc� Levine)은� 최근� 모델들을� 위한� 건강규제를� 강화하는� 법안(AB�

2539)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업안전� 및� 보건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가� 관리�감독하게�될�것이다.

64)  LA Weekly (2016-2-26): 
<http://www.laweekly.com/news/lawmakers-bill-wants-to-stop-anorexia-in-fashion-models-
66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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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미국� 역시� 유럽� 못지않게� 섭식장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렌프루� 섭식

장애� 연구재단(Renfrew� Center� Foundation� for� Eating� Disord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4.2%가� 살면서� 거식증으로� 인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것

으로�나타난다(Julia� Lawler,� 2015)65).

8.� 아르젠티나

� 2005년� 12월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의� 모든� 가게는� 빅사이즈� 옷을� 의무적

으로� 갖고� 있어야�하는� 법안을�통과시켰다.� 그� 이후,� 아르젠티나의�다른�도시들도�

점진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옷가게들이� 전체� 여성의�

30%만이� 맞을� 수준의� 옷만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어서� 여성들에게� 왜곡된� 몸�

이미지를� 갖게하고,� 스스로� 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나아가� 섭식장애를� 일

으킴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다양한� 사이즈들의� 옷을�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여

성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긍정적�정상적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회� 전체적으로�

‘몸�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Krawitz,� 2014).�

Ⅲ.� 마치며

� 지금까지� 해외� 총� 8개국(이스라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호주,� 미국,�

아르젠티나)의� ‘몸� 이미지(body� image)’에� 관한� 법률� 및� 규제상황에� 대해� 알아봤

다.� 국가별로�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한국에� 비해� 상당히� 오래된� 섭식장애� 관련� 연

구� 및� 캠페인이� 진행되어왔다.� 자발적�자율적� 규제를� 넘어서� 민법� 및� 형법으로�

법제화한�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10년� 넘게� 강력한� 정부-시민단체� 및�

교육기관� 연계� 캠페인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6개국은� 언

65)  Daily Trojan Opinion (2015-3-25): 
<http://dailytrojan.com/2015/03/25/france-sets-standard-for-body-image/>



85

론/표현의� 자유의�권리�및� 산업시장�논리에�법제화가� 어려움을�겪고�있다.

� 서구의� 몸� 다양성� 논의에� 비하면,� 현재� 한국사회는� 문제적� 상황의� 심각성에� 비

해� 사회적� 논의� 및�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적� 부분은� 더� 열악하다.�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이� 갖는� 몸에� 대한� 스트레스� –� 과도한� 외모� 가꾸기의� 집착�

–� 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의� 현상만� 뉴스에�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

지�못하고�있다.

� 해외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정책� 입안�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상황에� 맞게� 적

용가능한� 정책� 논의를� 통해� 머지않아� 한국도� ‘성형� 규제� 및� 포토샵� 법’이� 제도화

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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