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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의학적으로만 정의되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도 함께 포함된다. 문학은 바로 사회문화적 체험
또는 사회문화 자체를 언어로 표현한 예술의 한 갈래로 ‘문학은 사회의 표현’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는 비만을 문학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비만에 대한 균형 있는 관념을 다져주고,
비만 분야의 연구와 진료를 비옥하게 하는 등 비만학적으로 의의가 있다. 비만을 주제 또는 소재로 한 몇 편의 문학
작품에서 비만의 상징성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다. 즉, 긍정적 정의화는 부정적 상징을 부정
적 정체화는 긍정적 상징성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 이는 문학이 긍정적 부정 또는 부정적 긍정으로 비만을 타협과
극복의 대상으로 상징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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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학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비만학적

론

으로 의의가 있다.
비만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
는 사람의 자각이다. 즉, 비만은 의학적으로만 정의되는 용

본

어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도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비

1. 문학과 의학

만은 문화연관증후군(culture-bound syndrome, CBS)의 대
1,2)

론

문화는 그 구성원의 생물학적 측

질병은 그 역사를 인간과 함께 해오고 있다. 의료적 시각

면들과 상호작용하며 생물학적 기능은 문화적 기준에 의해

의 인간은 질병을 가진 또는 예방 차원에서 질병에 대해 관

표적 하나로 인정된다.
3)

그 결과는 문화가 만들어 내는 물품(의

심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나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이 질병

복, 가구 등)이나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 문화적

만 지니거나 질병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병식(病識,

인식은 자기 인식(self-conception)과 직결되며, 이는 행동수

insight, illness)을 비롯한 개인 사정, 가정사, 직장, 신앙 등

정 요법, 약물 순응도, 식사, 운동 등 비만증 관리 전반에 직

의 모든 세파(世波)를 짊어지고 마주 하고 있는 것이다. 환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문학은 바로 사회문화적 체험 또는

자 또는 관심자가 있는 것이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

사회문화 자체를 언어로 표현한 예술의 한 갈래로 ‘문학은

라서 의료는 인간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검사의료, 분

수정되기도 한다.

사회의 표현’이라고도 한다. 문학이 의료에 입히는 치유

자의료, 세균의료, 영상의료, 로봇의료, 데이터의료가 아니

(therapy), 소통(communication), 교육(education)의 혜택

4)

라 인간의료다. ‘의학 기술이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

을 되짚지 않더라도, 사회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는 비만을

라는 인간이 환자라는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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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대한비만학회지: 제 20 권 제 3 호 2011 －

이러한 까닭에 의료는 철저히 인간탐구, 인간이해를 전제

이 되는 원시적 감정, 공포, 원시적 상황 등을 포함하는 집

로 한다.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기술과 인간에 대한 인문

12)
단무의식이 상징의 사회성과 연관 이 있지 않은가 여겨진

학적 지혜를 아울러 활용하여야 진정한 의료가 작동할 수

다. ‘문화연관증후군’인 비만에 관한 모든 언어적 표현은 개

있다. 바로 의료인문학(medical humanities)의 능동적 작용

인적, 사회집단적 트렌드를 보다 강렬하게 담고 있다.

이다.

7,8)

흔히 의학과 인문학의 접목이라 일컫는 작용이다.

문학을 위시한 예술, 철학, 윤리, 역사, 정치경제, 언론, 법,

1) 비만한 비너스

종교 등의 다 학제간 합력(合力) 융합을 이른다.

‘신장이 11.1 cm로 큰 유방, 불쑥 나온 배, 불퉁한 둔부와

인문학을 한자로 人文學이라 쓴다. 文의 원래 의미는 무

넓적다리에 머리털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칭칭 감아 머리 위

늬[紋]다. 글월과 무늬를 구분하기 위하여 무늬는 다른 글자

에 올려 놓고 있고 소음순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Fig. 1).' 이

로 쓰고 있지만 속뜻으론 여전히 무늬를 이른다. 즉, 인문은

는 1909년 오스트리아의 빌렌돌프에서 Szombathy, Bayar,

인간의 무늬를 다루는 학문으로, 내면의 씨알, 생각이 드러

Obermayer 등이 홍적세[洪積世, the Pleistocene, 신생대

내는 무늬를, 표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글로, 호흡으로, 소

제4기의 전반으로 약 20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빙하기,

리로, 몸짓으로, 걸음걸이로, 손짓으로, 색깔로, 눈빛으로,

매머드 등의 포유류 번성, 인류 출현]의 황토층에서 우연히

양미간의 찌푸림으로 또한 그것들로 육신, 감성, 이성, 지성,

발견한 여자 인형을 독일 인류학회에 보낸 리포트 내용의

영성을 살펴 강구하는 학문이다. 문자 언어인 글로 표현된

일부다.

무늬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인 문학은 대표적 인문학이다.

9)

의학 역시 인간의 무늬에서 시작하고 완결되는 분야다.

13)

‘빌렌돌프 비너스 Venus of Willendorf’라 불린

작은 돌 인형을 보고 읽어낸 상징성은 ‘풍작(豊作), 다산(多
産), 풍요’다.

예를 들면 고열(高熱)을 살펴 판정하고 감별 진단하고 치료

이러한 비만의 상징화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비만의 예를 들면 보고(‘뚱뚱하다’)

있다. 보티첼리(Botticelli)가 해안가에 도착하는 순간의 아

계량하고(‘BMI’, ‘체지방 측정’, ‘심혈관 위험 판정’) 진단

프로디테를 그린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그 당시 미인의 기

하여 치료하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 의학, 비

준이었던 다소 비만한 체형을 묘사함으로써 풍요를 상징화

만학은 바로 질병과 연관하여 사람의 무늬를 연구하고 실행

하고 있다. 이는 르누아르(Renoir)의 풍요와 평안, 보테로

하는 인문학이다.

10,11)

(Fernando Botero)의 풍만의 미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Fig. 2).

2. 문학 속 비만의 상징성

보테로 작품의 평술 하나를 옮긴다. ‘두툼한 살집 속에서

비만의 사전적 정의는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이다. 여

시대의 감춰진 욕망을 읽어내길 원한다. 깡마른 몸을 선호

기서 ‘뚱뚱’은 ‘살이 쪄서 몸이 옆으로 퍼진 모양’이다. 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모두에게 강요하지만 기저에는 여전

만의 가장 두드러진 외형적 상징에 정의를 두고 있다.

히 풍만한 육체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는 시대, 주위의 모든

상징(象徵, symbol)은 연상, 닮음, 관계에 의해 다른 것

배경보다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냄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

을 표현하는 개체, 그림, 글, 소리, 표식 등이다. 영어로

을 과시하고자 하는 권위자가 존재하는 시대, 보테로의 그

symbol은 그리스어로 ‘함께 붙인다, 연합하다, 연결하다’의

림 속 인물 신체의 과장된 양감은 비정상적인 형태로부터

의미를 지닌 symbolon [符信]에서 유래한다.
문학은 언어를 도구로 활용한다. 심중의 생각, 느낌 등을
문자언어로 표현한다. 모든 언어는 상징이다. 예를 들면 ‘비
만’이란 언어는 비만이 아니라 단지 ‘비만’이라는 관념을 표
현한다. 의학적으론 ‘지방의 과체중’을 이른다. 상징은 대개
본디 이미지보다 확산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책상은 가구만의 의미가 아니라 공부하는 장소, 공부
그 자체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마치 비만학자, 비만의사
들에게 ‘비만’이 지방과 축적에 보태어 심혈관 질환, 대사증
후군 등의 이른 바 임상적, 비만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한 상징은 모호성을 지니고 있어 자로 잰듯한 명확한 답
이 없다. 너의 해석과 나의 파악이 다르기도 하고 때론 충돌
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한다. 언어는 사회적 관념과 트렌
드를 담고 있다. 융(Jung)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에
자리하고 있는 조상 또는 종족 전체의 경험 및 사고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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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빌렌돌프 비너스(앞모습).

－ 문학과 의학 - 비만의 상징성 －

‘정상적 삶의 모순’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위트 있는 시도
14)

다’.

16)

미하기도 한다.

최근의 구제역(口蹄疫) 사건은 돼지의 상

징을 좀더 부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돼지 전체의 상징성
과 달리 돼지의 먹을 거리 부위인 삼겹살은 거의 다 긍정적

2) 돼지와 삼겹살 – 비만의 문화 코드

이다. 여럿이 부대끼듯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서민성(庶民

그리스 신화에서 돼지는 저질의 성욕을 연상시킨다. 가령

性)[세 층이 함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쌈, 고추장 등이 더

그리스 신화의 마녀 키르케(Circe)는 자기에게 정욕을 품은
남자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린다(Fig. 3).

12,15)

보태어 어울리고 육질이 하여간 부드럽고, 구수하고 3이란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의 대한

뉴기니아의 돼지 숭배, 유태인들의 돼지혐오 관습 등과

민국 대표 상징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같이 뚱뚱한 동물의 대표격인 돼지에 대한 관념은 극과 극
일 수 있다. 여기에는 종교적뿐 아니라, 위생의학적, 기생충

3) 소설 속 비만의 상징성

학적, 토템적 등 공동체의 생존, 건강, 단백질 공급전쟁 등

‘땅딸막한 몸은 몽실몽실 비계살이 쪄서 전신이 동글동

15)

글했다. 손가락도 살이 쪄서 마디진 곳은 짧은 소시지를 염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돼지는 다양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 신성

주같이 엮은 것 같았다. 살갗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유방이

(神聖)(예, 제물로 쓰이는 돼지머리)과 재복(財福)의 풍요로

커서 옷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래도 매력적인 것은 그 싱

운 상징(예, 저금통)에서 탐욕(貪慾), 게으름, 지저분함을 의

싱한 피부색이 보기에 쾌감을 주기 때문이리라. 얼굴 역시
빨간 사과나 방금 핀 모란 꽃봉오리 같았다. 초롱초롱하고
큰 검은 두 눈이 반짝이고, 짙고 긴 속눈썹이 눈동자에 그늘
을 드리우고 있었다. 키스하기에 알맞은 촉촉히 젖은 매혹
적 작은 입술 사이로 희고 작은 이가 가지런하였다(Short
and round, fat as a pig, with puffy fingers constricted at
the joints, looking like rows of short sausages; with a
shiny, tightly-stretched skin and an enormous bust filling
out the bodice of her dress, she was yet attractive and
much sought after, owing to her fresh and pleasing
appearance. Her face was like a crimson apple, a
peony-bud just bursting into bloom; she had two
magnificent dark eyes, fringed with thick, heavy lashes,
which cast a shadow into their depths; her mouth was
small, ripe, kissable, and was furnished with the tiniest of
white teeth.) (‘비계덩어리, Boule de Suif’).

17)

모파상(Guy de Maupassant)의 처녀작 속의 주인공 불
Fig. 2. ‘비너스’, Fernando Botero.

드 쉬프는 비계덩어리를 연상케 하는 육감적이고 뚱뚱한 창

Fig. 3. ‘키르케와 그녀의 돼지’ Briton Rivière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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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이다. 모파상은 이기심과 위선에 가득 찬 주위 군상들과

- 中 略 – 뚱뚱한 사람 하나가 좌석의 지형도를 결정하고

달리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 인물의 외형을 비계덩어리로

여러 사람의 앉을까 말까 하는 순간 심리에 개입한다고 생

설정하였다. 비만한 외모에 대한 빈틈없는 묘사를 통하여

각하니 뚱뚱한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느

육체적 욕망의 자극 유발체로 그리고 있다.

누구도 뚱뚱함을 욕하지 않고 뚱뚱한 것을 환경으로 받아들

반면, 현역 소설가 은희경은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이고 있다. 그리고 한 줄에 6명만 앉게 될 경우 다른 5명의

에서 ‘요즘은 뚱뚱한 사람을 단순히 둔감하고 무신경하게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가고, 한 줄에 7

보는 데에서 그치질 않는다. 게으르고 절제심이 없으며 자

명까지 앉을 경우 다른 6명의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 때문에

기관리를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 나의

불편하게 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 (‘뚱뚱한 것의

성적 기능이 시원치 않을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거대한

힘’, 박찬일).

22)

몸집’[비만]을 ‘저 거대한 고독의 슬픈 은유’라 표현하고 있

시인은 비만은 강력한 힘이지만 소설가 은희경의 억압하

다. ‘거대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는 ‘다이어트가

는 시스템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불편 정도로 순응하려

어려운 것은 몸 속에 장착된 수백만 년이나 된 생존본능 시

한다[혹시 체념일진 분명치 않으나]. 이러한 순응은 관리,

스템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비만의 인류학적, 역사적,

극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고무시킨다. 비만은 곧 극복의

사회문화적 상징성을 길게 들추어내며 ‘완강한 시스템’의

기회로 표징 된다. 한 예로 미국의 비만 관련 인터넷 사이트

18)

비만을 단순히 살이 찌는 현상

에 올라온 전문 시인이 아닌 일반 참여자의 비만 극복의 의

이 아니라 인류 시초부터 완강함을 다져온 계통적 조직으로

지가 담긴 ‘extra pounds’를 본다. ‘These extra pounds/

상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keep weighing me down/I've got to lose them/ so I can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만능, 황금만능, 몰인간, 거대한 정치적 음모로 비만

feel free// I've tried this before/but been kicked to the

하게 하고 동시에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의인화된 오리가 주

floor /this time I really mean it /and will succeed!’ - (by

인공인 가상의 비만한 사회를 그린 스웨덴 작가 Lena

StrangerThanThouArt)

Andersson의 ‘Duck City’는 인간의 욕구와 그에 대한 반작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19)

용을 나타내고 있다.

23)

르누아르의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은 안드레'를 감상하며

덕 시티에 비만은 또 다른 거대한 조

직 시스템으로 상징화된다.

여기에서 비만은 구속하고 있지만

발표한 유담 시인의 시 속에도 이와 같은 타협적 적응 대상
으로서의 비만을 상징화 하고 있다.
‘눈까지 부으면 안 되요 // 눈은 그대로 / 색깔이 붓고 /

4) 시(詩)속 비만의 상징성
성기완은 ‘나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뚱뚱하다/소화되지 않

선이 붓고 // 얼마나 불어야 / 가득해 질 수 있는지요 // 색

은 많은 음식들이 뱃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냉장

깔이 부풀어 / 혹은 선이 시들어 / 그날 마주하던 그대의 두

20)
고’) 처럼 소외되고 현대화 기계화된 인간을 뚱뚱하게 그

뺨 // 선이 굵어지고 / 색이 가물어 / 그날 흐르던 그대의 눈

리고 있다. 과잉으로 남아도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채워 넣

물 / 눈물 감추던 하얀 손가락 // 동공에 잠기든 / 눈꺼풀에

는 냉장고를 빗대어. 기계가 아닌 자연을 빌어서도 시인은

잠기든 // 눈까지 붓지는 마세요 / 눈은 그대로 / 어디까지

비만증을 과도한 소유욕으로 나타내고 있다.

불어나야 하는지요’ - (‘르누아르 불리기’, 유 담 柳潭).

24)

‘아름드리 나무이든 / 몸집이 작은 나무이든 // 나무는 무

이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병적이든 병적이 아니든 비

엇 하나 / 움켜쥐지 않는다 // 바람과 비와 이슬 / 햇살과 별

만에 대한 현재의 상징 트렌드라 이해된다. 타협이랄까. 아

빛과 달빛 // 온몸으로 / 포옹했다가도 // 찰나에 작별하는 /

니면 상호 절충이랄까. 소소한 일이 전반적 흐름의 하나인

비움의 미학으로 산다 // 보이지 않는 뿌리 하나 / 굳게 지

일상이 되어버린 데 대한 인간의 본능적 적응이 아닌가 여

키면 그뿐 // 눈부신 꽃과 잎새들도 / 때가 되면 모두 떠나

겨진다.

보내 // 한평생 / 비만증을 모르고 // 늘 여린 듯 굳건한 / 생
21)

명의 모습이다- (‘나무’, 정연복)

비만은 이 시에서도 지나

결

론

친 소유를 상징한다.
앞의 소설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만을 거대하고

이상으로 논술한 바와 같이 비만의 문학 속 상징성을 부

강력한 조직으로 상징화한 것과 유사하게 박찬일은 그의 산

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시 ‘뚱뚱한 것의 힘’에서 ‘큰 것, 힘, 권력’ 그리고 그것에

고 본다. 그 이유는 긍정적 정의화는 부정적 상징을 부정적

의한 체계 또는 구조의 재편성을 비만을 들어 표출하고 있

정체화는 긍정적 상징성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

다. 화가 보테로의 비만 상징성과도 상당히 일맥 상통한다.

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말랐으나 미인인 조비연(趙飛

‘보통 지하철 좌석 한 줄에는 7명이 앉는다. 뚱뚱한 사람

燕)과 뚱뚱하지만 미인인 양귀비[본명: 양옥환(楊玉環)]를

이 하나 앉으면 6명만 앉게 되거나 7명이 매우 좁게 앉는다.

각각 날씬한 미인의 대명사로 임풍양류(臨風楊柳)형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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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한 미인의 대명사로 부귀모란(富貴牡丹)형 미인이라고

5. 유형준, 이현석.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의미. 의료

설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분명한 것은 비만의 상징성은
개개인의 허리둘레 등과 같은 몇 가지 수치에 매인 것이 아

정책포럼 2007;5:110-6.
6. Brook RH. A physician = emotion + passion +

니라 당대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상

science. JAMA 2010;304:2528-9.

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속에 상당부분 녹아 들어 있다

7. Gordon J. Medical humanities: to cure sometimes, to

는 점이다. 이처럼 문학은 비만을 긍정적 부정 또는 부정적

relieve often, to comfort always. Med J Aust

긍정 방식을 빌어 비만을 타협과 극복의 대상으로 상징화되

2005;182:5-8.

고 있다.

8. Stempsey WE. Medical humanities: Introduction to

Douglas는 ‘한 개인의 육체는 사회적 체육의 불안을 반
25)

영한다.’고 논변한 바 있다.

따라서 문학 속의 비만의 상

the theme. Med Health Care Philos 2007:10:359-61.
9. Sartre J. 문학이란 무엇인가? 김붕구 역. 서울: 문예출

징성을 살펴 접하는 것은 비만에 대한 균형 있는 관념을 다
져주고, 비만 분야의 연구와 진료를 비옥하게 한다.

판사; 1996.
10. 유형준. 인간 이해의 창-의료커뮤니케이션. 대한의료커
뮤니케이션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Proceedings. p.
3-8.

ABSTRACT

11. 유형준. 의학적 인간 이해의 통로인 문학: 문학 속 비만

Literature & Medicine
- Symbolism of Obesity

의 상징성을 예로. 문학과 의학 2011;2:119-32.
12. Jung CG. 인간과 상징(원저 Man and his symbols). 이
윤기 역. 서울: 열린책들; 1996.

Medicine may be defined as human research to achieve

13. 安田德太郞. 人間의 歷史. 이상옥, 임동권 공역. 서울: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maintenance. Medicine

교문사; 1962. p.178-9.

needs to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but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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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remain humanistic through humanit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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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humanit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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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vercome

the

?mag_id=56880

separation of disease(s) (scientific medicine) from human

15. Marvin H. 돼지 숭배자와 돼지 혐오자. In: 문화의 수

(humanistic medicine) and to improve interdisciplinary

수께끼 (원제 Cows, pigs, wars and witches: The

harmony to optimize medical care. The identity and

riddles of culture), 박종열 역. 서울: 한길사; 1992.

effective practice of medicine needs human understanding
through

literature.

As

in

the

example

of

literary

p.43-64.
16.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 세상; 2001.

symbolism of obesity, literature is an important channel
for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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