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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외출이 자

유롭지 못한 가운데 신체활동의 감소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Hong, 2021; 

Lee, 2021). 최근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

tion: WOF)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과반이 과체

중인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88%가 나

왔다고 한다. 즉, 비만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

험이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in, 2021). 이처럼 체

중은 코로나19 증상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

zation: WHO)에서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비만을 

규정할 정도로(“[건강한 가족] 헬스 신간 [[A healthy 

family] A new health book]”, 2021) 비만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에 비춰 진단되어야 한다. 

비만은 단순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한

다기 보다는 ‘체내에 불필요하게 많은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6년 세계보건기구는 이

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였다(“비만 

[Obesity]’, n.d.). 기준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라고 하

는데(“비만 [Obesity]”, n.d.),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세계보

건기구 기준에 의하면 저체중 18.50 이하, 평균 체중 

18.50~24.99, 과체중 25.00~29.99, 비만 30.00~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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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비만 35.00~39.99, 고도 비만 40.00 이상이며, 대

한비만학회 기준에서는 저체중 18.50 이하, 평균 체중 

18.50~22.99, 과체중 23.00~24.99, 비만 25.00~29.99, 중

증 비만 30.00~34.99, 고도 비만 35.00 이상이다(“체질

량지수 [Body Mass Index]”, n.d.). 체질량지수의 경우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서는 비만에 속하지 

않지만,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에서는 비만에 속하게 

된다.

비만의 정도는 연령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운동 

부족, 칼로리 공급 과잉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달라

지며, 신체 변화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다. 또, 성별, 개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비만을 판단

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비

만에 의한 차별 경험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비만 여

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과 비만을 경험했으며, 대

인기피증,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감에 시

달렸고 내면화된 자기 책임론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유하고 있었다(Kim, 2016).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

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ang, 2009). 마

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영향

에 따라 비만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남녀노

소 모두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등으로 

좀 더 마른 체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

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날씬한 몸이 곧 아름다

운 몸이라고 생각하여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 실제 체중이나 체질량지수보다 주관

적인 체형 인식이 체중조절 행동과도 더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et al., 2019). 따라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비만 체형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의 비만에 대한 연구로는 연령에 

따른 비만 여성의 체형 특성(Cha, 2020), 연령대별 비

만 여성 체형(Kim & Lee, 2008; Kim & Lee, 2011), 중년 

남성의 비만 체형(Lee & Suh, 2011; Seong & Ha, 2012), 

비만 여성의 허리와 배 부위 패턴 연구(Kim & Hong, 

2005), 비만 체형 관련 의복 패턴 연구(Lee, 2012; S. J. 

Lee, 2013; Ryu, 2013; Yoon, 2008) 등이 있다. 비만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에는 식품영양학과 보건의료 분

야의 연구로 비만과 체형 인식, 체중조절에 관한 연구

(Chae, 2019), 주관적 체형 인식과 비만도에 관한 연구

(H.-J. Lee, 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의류학적 관점에

서 20대 여성이 비만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0대 

성인 여성의 비만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

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비만 체형용 의복 제작에 기

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Q방법론

Q방법론은 개인이 가진 의견, 태도 가치관과 같은 주

관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유형화시키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질적인 연구방법론과 양적인 연구방법론

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Dennis & Goldberg, 1996). 

개개인의 주관성 요인을 발견하여 설명하고 이해가 가

능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주관적 요인보다는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사고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Seo & 

Kim, 2009). 피험자가 진술문을 읽고 순서를 정하는 것

을 통해 자신이 가진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가진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

적인 수단이며, 연구방법이다(Kim & Won, 2000). Q방

법론은 연구자가 정한 관점이 아닌 연구대상자의 시

각에서 출발한다(Kim, 2008). 연구대상자는 서로 다

른 항목에 대해 자신이 가진 가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여(Q sorting) 스스로 주관

성을 드러낸다(Brown, 1980).

2. Q모집단과 Q표본

Q모집단은 Q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된 

진술문의 집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진술문은 

비만 체형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비

만 및 비만 체형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한 선행연구(Cha, 2020; Kim & Lee, 2008; Kim 

& Lee, 2011)를 고찰하여 비만 체형과 관련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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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을 추출하여 총 65개의 진술문 

집합체인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에 활용할 진술

문을 추출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e)으

로 20대 여성 3명에게 비만에 관련된 설문과 면담을 진

행하였다. 설문과 면담은 패션 관련 전문가 3인이 실

시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험자가 정해진 틀

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피험자의 심층 면담 결과 많이 도출되는 진술문 중 

총 31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Table 1).

Q sample

1  My upper body is fat.

2  My lower body is fat.

3  I'm fat overall.

4  My abdomen is fat.

5  My hips are fat.

6  My arms and legs are fat. 

7  I have a round body shape.

8  I have a flat body shape.

9  My body hunches forward. 

10  My body hunches backward. 

11  I'm tall.

12  My stomach sags.

13  My hips sag. 

14  My breast sag.

15  I think I'm obese.

16  I'm satisfied with my body type. 

17  I have broad shoulders. 

18  My thighs are thick. 

19  My neck is thick. 

20  My waist is thick.

21  My upper body is long. 

22  I have a short neck. 

23  My body type is far from the ideal body type.

24  I have a lot of armpit fat. 

25  I have a lot of fat on my back. 

26  My waist is thicker than my hip. 

27  I don't have hourglass figure.

28  My hips are bigger than my chest. 

29  My ideal body type is thinner than what I am now.

30  I like skinny bodys. 

31  Ideal body types are influenced by social convention.

Table 1. Q sample

3. P표본

P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을 구성한 집단에서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표집할 수 

있다(Kim, 2020).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

dual difference)보다 한 개인 안에서 의미의 중요성(in-

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을 중요하게 다

룬다. 표본 간의 점수차는 그것을 분류한 사람에게 의

미성의 정도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대규모의 표본은 

불필요하다(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비만

이라고 생각하는 20대 여성을 P표본으로 하였다. P표

본은 의도적 표집으로 최종 2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

구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서울

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1:1로 심

층 면접을 실시하여 불성실한 표본은 없었으며, 표집

된 20개의 답변을 연구에 모두 활용하였다.

4. Q분류

Q분류는 P표본인 연구대상자가 Q표본에서 만들

어진 진술문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Lee, 2014). 순위 정하기 절차와 매우 유사한 

과정으로 먼저 피험자는 각각의 진술문을 모두 한 번 

읽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진술문을 

‘동의’와 ‘비동의’로 분류하게 하였다. 양극단에 ‘가

장 동의’와 ‘가장 비동의’를 배치하게 하였다. ‘가장 

동의’는 9점에 배치하고 ‘가장 비동의’는 1점에 배치

하되 유사정규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

록 하였다. Q분류가 마무리된 후, 가장 동의하는 4개

와 가장 비동의하는 4개의 진술문에 대해서는 분류 이

유에 대해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분석에 

활용하였다(Fig. 1).

 

5. 분석방법

분석결과는 쿼넬 pc 프로그램(QUANL pc program)

으로 추출하였다. 컴퓨터 입력을 위한 변환점수(com-

putational score)를 활용하였으며, ‘가장 동의’하는 Q

표본은 9로 코딩하였고, ‘가장 비동의’ Q표본은 1로 코

딩하였다.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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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비만 체형의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Q방법론으로 

20대 여성이 자신의 비만 체형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자신의 비만 체

형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한 후, 인식 유형별 특성을 분

석하였다. 20대 여성의 비만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2).  

추출된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제2요인에서 상반

되는 유형이 하나 더 분류되어 20대 여성의 비만 체형

에 대한 총 4개의 유형이 분석되었다. 1.000 이상의 요

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가진 요인을 추출하여 가

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비만 체형에 대

한 4가지 인식 유형은 전체 변량의 82.90%를 설명하였

다. 제1유형과 제4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1유형과 제3유형, 제3유형과 제4유형, 제

2유형과 제3유형, 제2유형과 제4유형의 순으로 나타

났다. 제2유형과 제4유형이 가장 상관관계가 낮았다

(Table 3). 

9명이 제1유형, 각각 5명이 제2유형과 제3유형, 1명

이 제4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23.00세로 나타났다. 평균 몸무게는 66.00 kg, 평균 키

는 161.22 cm로 체질량지수는 25.39로 경도비만이었

다. 제1유형 중에는 경도비만이 6명, 과체중이 1명, 정

상체중이 2명이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무게의 

평균은 50.00 kg으로 체질량지수는 19.24로 정상이었

다. 현재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 여부는 9명 전부 불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용하는 의복은 66 사이

즈가 4명, 77 사이즈 이상이 5명으로 분석되었다. 제2유

형은 평균연령 21.60세였으며, 평균 몸무게는 61.20 

kg, 평균 키는 162.20 cm로 체질량지수는 23.26으로 과

체중에 포함되었다. 제2유형 중에는 과체중이 3명, 정

상체중이 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무게의 평균은 48.80 kg으로 체질량지수는 18.55로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4.754 3.636 1.983

Variance 0.238 0.182 0.099

Cumulative variance 0.238 0.420 0.519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0 0.039 0.200 0.518

Type 2 0.039 1.000 ‒0.353 ‒0.552

Type 3 0.200 ‒0.353 1.000 0.035

Type 4 0.518 ‒0.552 0.035 1.000

Table 3. Correlation of 4 types

            Neutral

←disagree agree→

Q sample  2  3  3  4 5  4  3  3  2

Score ‒4 ‒3 ‒2 ‒1 0 +1 +2 +3 +4

C.S.  1  2  3  4 5  6  7  8  9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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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었다.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3명은 불

만족, 2명은 만족으로 분석되었다. 착용하는 의복은 

모두 66 사이즈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은 평균연령 

22.40세였으며, 평균 몸무게는 59.80 kg, 평균 키는 

161.40 cm였으며, 체질량지수는 22.96으로 정상이었

다. 제3유형 중에는 과체중이 2명, 정상체중이 3명이었

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무게의 평균은 47.60 kg

으로 체질량지수는 18.27로 저체중에 속하였다. 자신

의 체형에 대한 만족 여부는 5명 전부 불만족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착용하는 의복은 1명만 77 사이즈 이

상이었고 나머지 4명은 66 사이즈를 착용하였다. 제4

유형은 연령 21세, 몸무게 61.00 kg, 키는 159.00 cm

이며 체질량지수는 24.13으로 과체중이었다.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몸무게는 45.00 kg으로 체질량지수는 

17.80으로 저체중에 속하였다. 체형에 대해서는 불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착용하는 의복은 77 사이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유형별 표준점수를 요인에 따라 살펴보면, 제1유

형은 전체적으로 뚱뚱하다(No.3), 배 부위가 비만하다

(No.4), 팔다리가 비만하다(No.6), 둥근 체형이다(No. 

7), 배가 쳐져 있다(No.12),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한다

(No.15)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았다. 제2유형은 상

반신이 뚱뚱하다(No.1),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No.10), 

가슴이 처졌다(No.14), 어깨가 넓다(No.17), 상체길이

가 길다(No.21), 목이 짧다(No.22), 겨드랑두께가 크다

(No.24), 등 부위에 살이 많다(No.25), 이상적인 체형

은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는다(No.31)라는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제3유형은 하반신이 뚱뚱

하다(No.2), 엉덩이 부위가 비만하다(No.5), 납작한 체

형이다(No.8), 키가 크다(No.11), 넙다리둘레가 크다

(No.18), 이상적인 체형은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

는다(No.31)는 항목에서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냈다. 

제4유형은 앞으로 굽은 체형이다(No.9), 엉덩이가 처

졌다(No.14), 내 체형에 만족한다(No.16), 목이 굵다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Weight

(kg)

Height

(cm)

Ideal weight

(kg)

Body shape

satisfaction
Clothing size BMI

Type 1

(n=9)

1 1.016 22 65 160 45 Dissatisfaction 66 25.39

2 0.324 24 70 162 55 Dissatisfaction Over 77 26.67

5 0.218 23 58 160 45 Dissatisfaction 66 22.66

6 2.083 26 75 159 55 Dissatisfaction Over 77 29.67

9 1.466 20 58 163 45 Dissatisfaction 66 21.83

10 0.975 24 70 164 55 Dissatisfaction Over 77 26.03

13 0.778 21 70 170 55 Dissatisfaction Over 77 24.22

14 0.646 23 63 155 50 Dissatisfaction 66 26.22

16 1.314 24 65 158 45 Dissatisfaction Over 77 26.04

Type 2

(n=5)

3 1.109 21 60 458 45 Dissatisfaction 66 24.03

8 1.328 22 60 163 52 Dissatisfaction 66 22.58

11 1.117 23 65 162 47 Dissatisfaction 66 24.77

15 2.092 20 59 163 48 Dissatisfaction 66 22.21

18 1.561 22 62 165 52 Satisfaction 66 22.77

Type 3

(n=5)

4 1.737 23 60 162 48 Satisfaction 66 22.86

7 1.426 23 60 162 50 Dissatisfaction 66 22.86

12 1.086 22 59 160 45 Dissatisfaction 66 23.05

17 1.739 21 58 160 47 Dissatisfaction 66 22.66

20 0.486 23 62 163 48 Dissatisfaction Over 77 23.34

Type 4

(n=1)
19 1.069 21 61 159 45 Dissatisfaction Over 77 24.13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s of P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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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 허리 굴곡이 없다(No.20),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다(No.26), 어깨, 허리, 엉덩이까지 굴곡이 거의 

없다(No.27),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크다(No.28)라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다(Table 5). 

 

2. Q유형 구성

1) 제1유형: 전신 비만 인지형

제1유형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이 다음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며(No.3), 배 부위가 비만이고(No.4) 너비와 두

께가 비슷한 둥근 체형이라고 생각한다(No.7). 또, 스

스로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하고(No.15), 하반신이 뚱

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No.2). 그러나 엉덩이가 처졌

다(No.13), 키가 크다(No.11), 앞으로 굽은 체형이다

(No.9), 내 체형에 만족한다(No.16), 상체길이가 길다

(No.21), 납작한 체형이다(No.8)라는 항목에는 동의

하지 못했다. 

No. Statement Type 1 Type 2 Type 3 Type 4

1  My upper body is fat. 0.9 1.8 ‒1.4 0.4

2  My lower body is fat. 1.1 ‒1.4 2.0 0.4

3  I'm fat overall. 1.9 ‒0.5 ‒1.2 1.3

4  My abdomen is fat. 1.8 ‒0.0 0.7 1.3

5  My hips are fat. 0.7 ‒0.6 1.4 0.0

6  My arms and legs are fat. 0.9 0.2 ‒0.5 0.0

7  I have a round body shape. 1.5 0.8 ‒0.3 0.9

8  I have a flat body shape. ‒2.2 0.1 0.2 ‒1.3

9  My body hunches forward. ‒1.3 ‒1.1 ‒0.5 ‒0.4

10  My body hunches backward. 0.3 1.0 ‒0.2 ‒0.4

11  I'm tall. ‒1.0 0.2 0.3 ‒0.9

12  My stomach sags. 0.1 ‒0.8 ‒0.0 0.0

13  My hips sag. ‒1.0 ‒0.8 ‒0.5 ‒0.4

14  My breast sag. ‒0.8 0.5 ‒1.1 ‒0.9

15  I think I'm obese. 1.4 0.4 1.1 0.9

16  I'm satisfied with my body type. ‒1.4 ‒0.5 ‒0.6 0.0

17  I have broad shoulders. ‒0.5 1.1 ‒0.8 ‒1.3

18  My thighs are thick. 0.7 ‒1.1 1.6 0.9

19  My neck is thick. ‒0.6 0.3 ‒1.4 0.4

20  My waist is thick. 0.7 ‒0.7 0.1 0.9

21  My upper body is long. ‒1.5 ‒0.0 ‒0.2 ‒0.9

22  I have a short neck. 0.1 0.9 0.7 ‒0.9

23  My body type is far from the ideal body type. 0.4 ‒0.3 ‒0.3 ‒0.4

24  I have a lot of armpit fat. ‒0.6 0.9 ‒1.4 0.0

25  I have a lot of fat on my back. 0.1 1.3 ‒1.6 0.4

26  My waist is thicker than my hip. ‒0.8 ‒1.4 0.6 1.3

27  I don't have hourglass figure. ‒0.5 ‒2.0 ‒0.1 1.8

28  My hips are bigger than my chest. 0.3 ‒1.8 1.6 ‒1.8

29  My ideal body type is thinner than what I am now. ‒0.5 1.6 1.5 ‒1.3

30  I like skinny bodys. ‒0.1 0.4 ‒0.5 ‒1.3

31  Ideal body types are influenced by social convention. ‒0.1 1.3 1.3 ‒1.8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s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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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가중치가 큰 6번(2.08), 9번(1.47), 16번(1.31)은 

제1유형을 대표하는 응답자이다. 6번 응답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뚱뚱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

로 모든 부위에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엉덩

이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엉덩이와 

배 부위를 중심으로 살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배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배

가 나왔고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뒤로 젖혀

진 체형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배가 나와 뒤로 젖

혀진 채로 걷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납작한 체

형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상체가 길지는 않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 상체가 길지는 않고 오히려 

짧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굽은 체형은 아니

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배가 나오다 보니 오히려 뒤

로 젖혀진 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

슴이 처지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직은 나

이가 젊어서 살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ble 6). 

9번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뚱뚱하다”라고 하였는

데, 이는 “골고루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엉

덩이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엉

덩이가 많이 돌출되고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배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하였고 이는 “배가 좀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둥근 체형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른 사람들은 납작한 체형이 많으나 

나는 살이 많아 둥근 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납작한 체형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살이 쪄서 둥

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굽은 체형은 아니

다”라고 하였고 이는 “살이 찌면서 뒤로 젖혀지고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내 체형에 만족하지 않

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살이 찌면서 불만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체

길이가 길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체는 좀 짧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6번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뚱뚱하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모든 부위에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배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윗배와 아랫배가 다 나왔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팔다리가 비만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몸에 살이 찌면서 팔과 다리에도 살이 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둥근 체형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는 “두께도 두껍고 너비도 넓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납작한 체형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몸이 

두껍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굽은 체형은 아

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살이 찌면서 뒤로 젖혀지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내 체형에 만족하지 않

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살이 쪄서 이상적인 체

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 체형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거리가 멀지

는 않다”고 하였는데, “체형은 만족스러운데 살만 조

금 빠졌으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뚱뚱하고 복부가 비만

하며, 너비와 두께가 거의 같은 둥근 체형이라고 인식

하였다. 또, 본인 스스로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3  I'm fat overall. 1.91

4  My abdomen is fat. 1.77

7  I have a round body shape. 1.52

15  I think I'm obese. 1.38

2  My lower body is fat. 1.11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13  My hips sag. ‒1.00

11  I'm tall. ‒1.02

9  My body hunches forward. ‒1.29

16  I'm satisfied with my body type. ‒1.40

21  My upper body is long. ‒1.46

8  I have a flat body shape. ‒2.18

Table 6. Characteristics of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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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제1유형

을 ‘전신 비만 인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상반신 비만 인지형

제2유형은 5명으로 구성되며, 제1유형과 구별되는 

인식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

하는 항목은 상반신이 뚱뚱하고(No.1),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체형이 지금보다 마른 체형이며(No.29), 등 부

위에 살이 많다(No.25)는 항목이었다. 또, 이상적인 체

형은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으며(No.31) 어깨가 

넓고(No.17) 뒤로 젖혀진 체형(No.10)이라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굽은 체형이고(No. 

9), 넙다리둘레가 크며(No.18),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다(No.26). 또, 하반신이 뚱뚱하다(No.2),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크다(No.28), 어깨, 허리, 엉덩이까지 굴곡

이 거의 없다(No.27)는 항목은 비동의하였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15번(2.09), 18번(1.56) 응답자는 

대표적인 제2유형이다. 15번 응답자는 “등 부위에 살

이 많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체에 살이 찌면서 등 

부분에도 살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보다 마른 체형이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말랐으면 좋겠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반신이 뚱뚱

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부위보다 상체에 살

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목이 짧다”라고 하

였고 이는 “상체에 살이 찌니까 목이 짧아 보이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엉덩이보다 허리가 굵지는 

않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허리가 더 가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어깨, 허리, 엉덩이까지 굴곡이 거의 

없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살은 많지만 그래도 

굴곡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의 체형은 이상

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하였

는데, 그 이유는 “체형이 싫은 건 아니고 살만 조금 더 

빠졌으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슴보다 엉덩이

가 더 크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엉덩이는 

작지만, 가슴이 많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8번 응답자의 경우 “이상적인 체형은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으로 날씬한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키가 크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반

신이 뚱뚱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슴이 커서 상

반신이 뚱뚱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슴이 크다 

보니 뒤로 젖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엉

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허리보다는 엉덩이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깨, 허리, 엉덩이까지 굴곡이 거의 없지 않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굴곡이 없는 체형은 아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만이라기 보다는 상체와 가

슴에 살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  My upper body is fat 1.84

29  My ideal body type is thinner than what I am now. 1.63

25  I have a lot of fat on my back. 1.32

31  Ideal body types are influenced by social convention. 1.32

17  I have broad shoulders. 1.09

10  My body hunches backward. 1.05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9  My body hunches forward. ‒1.06

18  My thighs are thick. ‒1.12

26  My waist is thicker than my hip. ‒1.38

2  My lower body is fat. ‒1.41

28  My hips are bigger than my chest. ‒1.76

27  I don't have hourglass figure. ‒2.03

Table 7. Characteristics of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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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크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엉덩이보다는 가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제2유형의 경우 상반신이 더 뚱뚱하고 등 부위에 살

이 많으며, 어깨가 넓고 뒤로 젖혀진 체형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이 지금보다 마른 체형이며, 이상적인 체형이 사

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2유형을 ‘상체 비만 인지형’이라고 명

명하였다.

3) 제3유형: 하반신 비만 인지형

제3유형은 5명으로 구성되며, 제1유형, 제2유형과

는 또 다른 인식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은 

하반신이 뚱뚱하고(No.2)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으

며(No.28), 넙다리둘레가 크다고 생각하였다(No.18).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보다 마른 체형

이며(No.29), 엉덩이 부위가 비만하다고(No.5) 생각하

였고 이상적인 체형은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았

다(No.31), 그리고 내가 비만이라고(No.15)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슴이 처지지는 않았고

(No.14), 전체적으로 뚱뚱하지는 않으며(No.3) 겨드랑

두께가 크지 않은 것으로(No.24) 나타났다. 또, 상반신

이 뚱뚱하지 않고(No.1), 목이 굵지 않으며(No.19) 등 

부위에 살이 많지 않은 것으로(No.25) 생각하였다(Ta-

ble 8).

요인가중치가 큰 4번(1.74), 17번(1.74) 응답자는 대

표적인 제3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4번 응답자는 “하

반신이 뚱뚱하다”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엉덩이

와 허벅지에 살이 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슴보

다 엉덩이가 크다”라고 하였고 이는 “가슴은 작은 편

이고 엉덩이에 살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엉덩이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

유는 “엉덩이에 살이 많고 뚱뚱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보다 마

른 체형이다”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지금보다는 

날씬했으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겨드랑

두께가 크지 않다”라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

체는 살이 없는 편이라 겨드랑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등 부위에 살이 없다”라고 인식하

였고 이는 “하체에 살이 많지만, 등에는 살이 없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뚱뚱하지는 않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하반신 쪽만 뚱뚱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목이 굵지 않다”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

는 “상체와 관련된 부위는 그래도 날씬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17번 응답자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

보다 마른 체형이다”라고 하였고 이는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체형이 지금보다 10 kg 정도 더 마른 체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적인 체형은 사회적인 통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  My lower body is fat. 1.98

28  My hips are bigger than my chest. 1.58

18  My thighs are thick. 1.55

29  My ideal body type is thinner than what I am now. 1.54

5  My hips are fat. 1.38

31  Ideal body types are influenced by social convention. 1.33

15  I think I'm obese. 1.09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4  My breast sag. ‒1.07

3  I'm fat overall. ‒1.18

24  I have a lot of armpit fat. ‒.39

1  My upper body is fat. ‒1.40

19  My neck is thick. ‒1.45

25  I have a lot of fat on my back. ‒1.61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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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예

인이나 사회적으로 마른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엉덩

이 부위가 비만하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는 “엉덩이

가 골반도 크고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넙

다리둘레가 크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허벅지와 엉

덩이 부분이 비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내 

체형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는 “내 체형

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등 부위에 

살이 많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등 부위는 

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목이 굵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목은 가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겨드랑두께가 크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겨드

랑두께는 두껍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3유형의 경우 하반신이 뚱뚱하고 가슴보다 엉덩

이가 크며, 넙다리둘레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 엉덩

이 부위가 비만하며, 본인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

였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보다 마른 체

형으로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는 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을 ‘하체 비만 인지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복부 비만 인지형

제4유형은 1명으로 구성되며, 제2유형과는 상반되

는 인식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제4유형은 어깨, 허

리, 엉덩이까지 굴곡이 거의 없고(No.27) 가슴보다 엉

덩이가 더 크며(No.28), 전체적으로 뚱뚱하다(No.3). 

또, 배 부위가 비만하고(No.4),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다고(No.26)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납작한 체형은 아니고(No.8), 어깨가 넓지 않으며(No. 

17), 마른 체형을 좋아하지 않았다(No.30). 또,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보다 마른 체형이고(No. 

29), 이상적인 체형은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o.31)(Table 9).

요인가중치가 큰 19번(1.07) 응답자는 제4유형을 대

표한다고 할 수 있다. 19번 응답자는 “어깨, 허리, 엉

덩이까지 굴곡이 거의 없다”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허리가 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슴보다 엉덩이

가 크다”라고 인식하였고 그 이유는 “하체가 조금 더 

비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뚱뚱하

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부위에 살이 많고 일자

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배 부위가 비만하

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배도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

보다 마른 체형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는 “현재 체

형보다 마른 체형보다는 많이 마른 체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적인 체형은 사회적인 통

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통념보다는 내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납작한 체형은 아니다”라고 하였는

데, “둥근 체형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어

깨는 넓은 편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깨는 

좁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4유형의 경우 어깨, 허리, 엉덩이까지 굴곡이 거

의 없고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크며 전체적으로 뚱뚱

한 체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배 부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27  I don't have hourglass figure. 1.77

28  My hips are bigger than my chest. 1.77

3  I’m fat overall. 1.33

4  My abdomen is fat. 1.33

26  My waist is thicker than my hip. 1.33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8  I have a flat body shape. ‒1.33

17  I have broad shoulders. ‒1.33

30  I like skinny bodys. ‒1.33

29  My ideal body type is thinner than what I am now. ‒1.77

31  Ideal body types are influenced by social convention. ‒1.77

Table 9. Characteristics of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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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비만하고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다고 인식하

는 유형이다. 제4유형을 ‘복부 비만 인지형’이라고 명

명하였다.

제1유형은 전체적으로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유형

으로 ‘전신 비만 인지형’이었고, 제2유형은 상반신에 

살이 많고 상반신 관련 항목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상반신 비만 인지형’이었다. 또, 제3유형은 하반신과 

관련된 엉덩이와 넙다리 부위가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하반신 비만 인지형’이었고, 제4유형은 제2유형과 상

반되는 상반신 비만 중에서도 복부 부위가 비만하다

고 생각하는 ‘복부 비만 인지형’으로 분석되었다(Ta-

ble 10).

 

IV. 결   론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성인 

여성의 비만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에 따

른 특성을 파악하여 비만 체형용 의복 제작을 위한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대 여성의 비만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은 전신 비

만 인지형으로, 전체적으로 뚱뚱하고 복부가 비만하

며, 너비와 두께가 거의 같은 둥근 체형이라고 인식하

였다. 또, 본인 스스로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하

반신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상반신 비만 인지형으로, 상반신이 더 뚱뚱하고 등 부

위에 살이 많으며, 어깨가 넓고 뒤로 젖혀진 체형을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또,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체형이 지금보다 마른 체형이며, 이상적인 체

형이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

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은 하반신 비만 인지형으

로, 하반신이 뚱뚱하고 가슴보다 엉덩이가 크며, 넙다

리둘레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또, 엉덩이 부위가 비만

하며, 본인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상적으

로 생각하는 체형은 지금보다 마른 체형으로 사회적

인 통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제4유형은 복부 비만 인지형으로, 어깨, 허리, 엉

덩이까지 굴곡이 거의 없고 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크

며 전체적으로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분석되

었다. 또, 배 부위가 비만하고 엉덩이보다 허리가 더 굵

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비만 여성의 변화 추이에 대한 Cha(2020)의 연구에

서 비만 여성의 체형은 작은 사각 비만 체형, 역삼각형 

비만 체형, 삼각형 비만 체형, 큰 사각 비만 체형으로 

Type Characteristics

Type 1

Full body obesity recognition type

- Overall obesity

- Abdomen is fat.

- Around body shape similar in width and thickness.

- Think of yourself as obese.

Type 2

Upper body obesity recognition type

- Upper body is fat.

- A lot of fat on back

- Broad shoulders

- A backward bent body type

Type 3

Lower body obesity recognition type

- Under body is fat.

- Hips are bigger than chest

- A big thigh circumference

- Overweight in hips

Type 4

Abdominal obesity recognition type

- Don't have a curve on shoulders, waist, and hips.

- Fat overall

- Abdomen is fat.

- Waist is thicker than hip.

Table 10. Characteristics of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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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 역삼각형 비만 체형은 상반신이 비만한 

경우이고, 삼각형 비만 체형은 하반신이 비만한 경우, 

작은 사각 비만 체형과 큰 사각 비만 체형은 전신이 비

만한 경우로 실제 분류된 비만 체형과 비슷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a(2020)의 연구에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삼각형 비만 체형의 비율이 높아 하

체가 비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and 

Lee(2011)의 연구에서는 4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 체형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40대에

는 납작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모든 둘레가 커지면서 둥근 체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만 정도가 심화되면 두께

도 함께 두꺼워져 둥근 체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실제 치

수를 분석하여 비만 체형을 분류하는 데 그쳤으며, 여

성 스스로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 분석은 부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만이 증가되고 있

는 시점에서 20대 여성의 비만 체형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분류하여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알

아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서울과 전남지역의 20대 여성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실제 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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