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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한국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SNS 

사용자를 중심으로

  성소수자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혐오

와 소외,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집단의 건강저해 요소

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소수자 스트레스라 하며, 이는 이성

애자 사회에서 성소수자 집단이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정의된다. 전통적

인 성 역할과 보수적인 문화가 뿌리 깊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내 

성소수자들은 고립되고 낙인되어 높은 수준의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소수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 동성애자로 한했으며,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에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Meyer(1995)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형에서 제시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남성 동성애자가 가진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수자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사

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

천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남성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 

역시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 남성 동성애자

가 가지고 있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소수자 스트레

스와 건강증진 행위 실천과의 관계에 조절 효과는 없었으나,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있어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졌다.

  반면,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소수자 스트레스는 성소수자의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증진 실천 정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남성

적인 신체상을 추구하는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하위문화와 관련이 있다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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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또, 본 연구의 참여자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만

족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이었던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것

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적 위험 행동,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신체적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의 실태 파악 및 이에 미

치는 영향을 시도한 첫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다만, 성소수자 집단을 세분화

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총체적

인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의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핵심어: 동성애, 게이, 성소수자, 건강증진 행위, 소수자 스트레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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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는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

로 오랫동안 혐오와 소외를 당하고 차별과 폭력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성소수자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없애고 더 나아가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군형법 92

조 61)에 근거해 육군 참모총장의 군내 성소수자 색출 지시가 있었고, 2018년 

해군 헌병대는 다른 남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동성애자 군인의 수사 과정

에서 개인 휴대전화 추적과 자백을 통한 동성애자 색출 지시가 이루어졌다. 

한편, 브루나이 정부는 2019년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투석 사

형제를 공표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각국 기업들의 제제가 빗발치자 이

를 보류한 일도 있었다(장성룡, 2019. 05. 06).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1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7년 대만, 오스트리

아를 포함한 약 24개국이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법이 있는 국가는 70여 개

국으로(현우진, 2018. 07. 25) 아직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국제적인 온도 차는 

크다. 

  동성애 인권운동의 시작은 1969년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한 동

성애자 클럽인 스톤월 인(Stonewall Inn)을 경찰들이 단속을 빌미로 급습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탄압한 일을 계기로 촉발되었고 소위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이라 일컬어지는 (친구사이, 2011) 사건은 미국의 퀴어 

퍼레이드2)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퀴어 퍼레이드는 미국뿐만 아니

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퀴어 

1) 군형법에서 규정한 대상자(현역 군인, 군무원, 군 학교 학생,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

역,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법 조항으로 군인의 성관계를 규제하고 성소자 군인은 불법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법으로 

여겨져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 퀴어 퍼레이드(Queer Parade): 일명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라고도 불리며 레즈비

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행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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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단체와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신촌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행사를 기점으로 일부 보수 종교단체의 방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

고 2015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맞춰 맞불 집회를 신청하는 등 

매년 퀴어 축제가 개막할 때마다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해왔으며 더 나아가 정

치권을 압박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3) 제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혐오와 공격은 비단 종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한 방송인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이후 ‘동성애’라는 개념이 

미디어나 한국 대중사회에 공공연하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일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을 통해 대중들은 이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며 성소수자

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은 ‘성소수자 집

단은 한국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을 연구한 김상학(2004)의 연

구에서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사회적 거리감은 비교 집단

이었던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보다 높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동성애자

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항목에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9.8%로 OECD 국가 중 터키(85.4%)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미국(20.4%), 호주

(13.4%)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많은 시

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 지향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주

3)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

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 예방하

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

고자 김한길 의원 등(2013)이 입법한 법안으로(김광규, 2013. 04. 22.) 법안 문구 중 성적

지향, 성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포함함으로써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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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의학적으로 극복되어 그 설명력을 잃은 상태이다. 1973년 미국 정신의학

회가 정한 정신건강 진단 기준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1990년 5월 17

일 WHO의 국제질환분류(ICD-10)에서도 동성애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되었

다. 또, 미국 정신의학회는 1998년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간주하여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환치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

고(한국인권보고서, 2010), 영국은 동성애 전환치료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조인우, 2018. 07. 03).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UN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결과 받았던 권고 중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라는 권고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이세아, 2018. 03. 19)라고 밝힘으로써 아직도 동성

애를 치료의 영역으로 여기는 단체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집단을 중심으로 ‘동성애

는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동성애 전환치료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우정미, 2006, 강전석, 2006, 길원평, 류혜옥, 2013, 박기영, 2015).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정서와 낙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를 더욱더 

음지로 내몰고 있고 성소수자의 건강문제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Meyer(1995)는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소수자 스트레스라 명하였고 이는 

이성애자가 주류인 사회에서 사회적 낙인과 관련한 소수자 집단이 겪는 만성

적인 스트레스로 정의했다. 전통적인 성 역할과 보수적인 문화가 저변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 집단은 고립되고 낙인되어 높은 수준의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소수자 스트레스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

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이호림(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 내 성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거리감과 부정적 편견이 높은 집단으로 그들이 겪는 소수자 스

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켜 우울과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수진(2018)의 연구에서도 소수자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반동성애 폭력 등의 내·

외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모두 성소수자의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이호림 외(2017)의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건강 불평등에 관

한 보고에서 동성애자·양성애자 집단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일반인구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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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5.08배에서 많게는 7.16배까지 높게 측정되었고, 지난 

12개월간의 자살 생각 빈도는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 남성 인구집단보다 9-10

배, 여성 동성애자는 일반 여성 인구집단보다 6-8배 정도 높은 것으로 측정했

다. 이처럼 성소수자 집단에서 소수자 스트레스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저

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한편, 한국 내 성소수자들의 수는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한 사회에서 성

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0%임을 감안할 때, 한국 내 성소수

자들의 수는 약 100만명에서 500만명 사이로 추정되는데(강병철, 2010), 이 

정도 규모의 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건강 및 건강 행위 수준은 보건

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 연구에 대한 

기존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이혜민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까

지 한국 성소수자 집단의 건강 연구는 128편뿐으로 절대적인 수가 부족했으

며, 이호림 등(2017)의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대표성이 있는 설문 조사 중 성적지향 관련 변수를 

포함한 조사는 없으며 이는 성소수자 관련 건강에 관한 국가적 조사는 전무하

다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

소수자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연구는 매우 적었고 연구 주제도 주로 우

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 연구로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성소수자

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eyer(1995)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성소수

자의 신체 건강과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그들의 건강

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참여자 모집에 제한이 있어 성소수자 중 

한국 내에 거주하고, SNS를 사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동성애자들 대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시대 한국 성인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건강증진 행위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고 이

해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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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소수자가 겪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남성 동성애자의 신체 

건강과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태에 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갖는 소수자 스트레스는 성소수자 집단의 정신건강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Meyer, 2003, 강병철, 2010, 이호림, 2015, 민재옥, 2016)

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Meyer(1995)의 소수자 스

트레스 모델 중 사회적 낙인 인식,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를 비롯하여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한국 남성 동성애자의 

신체 건강 및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실천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수자 스트레스의 경험이 한국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

위 실천 및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한국 남성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

중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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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성소수자 건강 연구의 흐름

 

1) 국내 성소수자 건강 연구

  국외에서는 성소수자의 건강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다른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건강 불균형을 경험하고 건강에 취약

한 집단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국 성소수자에 관한 건강 연구의 주제는 주로 임상연

구와 사회적 건강 연구로 이루어졌다.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에 대해 체계

적인 문헌 고찰을 시행한 이혜민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성소

수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총 128편이었으며, 이중 임상적 연

구는 사례보고 58편, 임상검사 22편, 임상수술 21편이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구집단의 질병 및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인자들을 고려한 

27편을 사회적 연구로 분류하였는데,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는 13편, 성적 행

동을 다룬 연구는 4편, 폭력피해 경험은 2편, 그 외 별도의 주제로 분류되지 

못한 연구는 8편으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호림 등(2017)의 연구에서도 국내의 성소수자 연구에 대해 몇 가지 한계

에 대해 지적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연구 중 국가 대표성을 가진 

설문 조사는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 조사’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연구였

고 그 이외에 거의 진행 된 연구가 없었다. 또한, 양성애자와 여성에 관한 연

구는 전무하며 남성 성소수자 연구에서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 남

성4)(Female to male) 같이 세분화하여 진행된 연구는 없었으며, 성소수자 건

강 불평등 연구에서 다룬 건강 변수는 정신건강과 건강 행동 일부에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

4) 성전환 여성(Transwoman)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적인 전환을(a male to female 

transgender, MTF), 성전환 남성(Transman)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적인 전환을(a female 

to male trangender, FTM)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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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등(2015)은 성소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에 관해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권미영 등(2019)은 성적지향

이 고등학생의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후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호림 등(2017)은 

한국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건강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일반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며 한국 내 성소수

자의 건강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한편,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의 많은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얻기 위해 주로 

인터넷을 통한 의도적 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쉽게 접

근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정확한 모집단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

에 온라인을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성소수자 연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표집 방법으로 여겨지며, 국내 대부분의 성소수자 연구에서 

온라인을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사이트

에서 이루어졌다(공성욱, 2002, 여기동, 2004, 강병철, 김지혜, 2006, 강병

철, 2010, 박수현, 2010, 박의주, 2012, 이호림, 2014, 친구사이, 2016).

2) 성소수자 연구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대두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등장으로 인터넷 

서비스는 포털 중심의 독점적 소통에서 개방, 공유, 자율 중심의 방향으로 커

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일어났다(이윤희, 2014). 인터넷의 보급은 인간관계 형

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 사용자

들은 기존의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네트

워크 안에서 타인 혹은 기존의 인간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SNS는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

지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며, 소외당하지 않으려 자신을 표현하거나 사랑과 관

심을 받고 싶어 하는 현대 사회 속 인간의 욕망을 IT 기술과 접목시킨 서비스

라 볼 수 있다(김연정, 2010).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와 이에 발맞춰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KT 그룹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의 2018 인터넷 이용자 보고에 따르면 국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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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순위는 Facebook(67.8%), Instagram(51.3%), 밴드(36.7%), 카카오스토리

(33.7%), 트위터(16.2%) 순으로 보고하였다(이선희, 2018. 03. 15). 

  이중 페이스북(Facebook)은 Mark Zuckerberg가 2004년에 만든 서비스로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22억 7,10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용자 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이상원, 2018. 10. 31) 대표적인 SNS이

다. 페이스북은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로 알려져 있

는데, 이는 사용자 자신의 프로필에 학력, 경력, 사는 곳, 현재의 관계 상

태5) 뿐만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표기할 수 있어 많은 남성 동성애자

들이 다른 남성 동성애자들을 식별하여 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Lin, 2016). 국내 남성 동성애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현황

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남성 동성애자 집단 사이에서 페이스북은 일

명 ‘게이스북’6)으로 통하며, 페이스북 안에서 남성 동성애자들 간에 개인

적 인간관계 활동을 비롯하여 동호회 활동, 친교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

니티가 형성되어있다. 

  성소수자 집단에서 SNS가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SNS는 성소수자 집단의 내

부의 힘을 키우고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집단 내 활동적인 참여와 유

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Mehra, Merkel and Bishop, 2004). 그리

고 가상세계에서부터 현실세계까지 성소수자 집단의 밀접한 유대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Wu et al.,2018)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성소수자의 SNS 사용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NS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며 이를 이용하는 성소수자의 수도 증가했고, 페

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는 자신의 개인 정보 노출 정도를 통제할 수 있고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친구사이, 2014, 이호림, 2014, 허지선, 2015, 이호림 등, 

2017). 특히, 친구사이가 시행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

에서 SNS를 통해 얻은 참여자 수는 하루 만에 1,000명이었고, 일주일 만에 

2,500명 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사실을 통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5) 페이스북에서 표기할 수 있는 현재 관계 상태(Relationship status)는 싱글, 연애 중, 약

혼, 기혼, 동성과 결혼, 동거 중, 자유로운 연애 중, 복잡한 연애, 별거 중, 이혼, 사별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결혼 및 연애 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6) 남성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지칭하는 것으로 Gay + Facebook을 합

성한 은어로 게이스북을 줄여 ‘게북’이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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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SNS은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본추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통한 눈

덩이 표집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170여 명의 참여자를 구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눈덩이 표집은 문제점은 인맥을 통한 표집으로 표본의 임의 추출

이 불가능하여 표본의 편중(Selection bias)이 일어날 수 있고 낮은 응답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를 이용한 눈덩이 표집은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모집단을 통해 임의 추출이 가능하며, SNS의 공유 시스

템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모집단에 다가갈 수 있고, 표본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altar F and Brunet I, 2012). 결과적으로 SNS를 통한 

성소수자 집단의 연구는 모집단의 확장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SNS의 공유 기능을 통해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연구 홍보에 

있어서도 저예산의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표본추출 방법(Martinez O 

et al., 2014)으로 앞으로의 성소수자 연구에 있어 기존의 표본추출 방법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동성애

  성소수자(性少數者, sexual minority)라는 명칭은 스웨덴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Lars Ullerstam의 저서 ‘The Erotic Minorities: A Swedish 

View’(1967)에서 정의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지향이

나 성정체성, 신체 등이 사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이성애자 즉, 시스젠더

(Cisgender)와는 다른 이들을 말하며,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

애자와 트랜스젠더(Transgender), 간성(Intersex, 間性), 젠더퀴어

(Genderqueer)7), 제3의 성(Third sex)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소수자를 아

우르는 단어를 퀴어(Queer)라 하는데 퀴어라는 단어는 원래 ‘낯선’,‘이상

한’, ‘괴짜의’를 뜻하는 단어였다. 19세기 후반까지 이 용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활발해진 1980년대 이후 이 용어는 긍정적으로 

7)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구분에서 벗어나, 그 외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는 상태 또는 그러

한 특성을 지닌 사람(우리말 샘, 국립 국어원)을 의미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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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였고,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로 재명명되어(Oxford English 

Dictionary, 2012), 퀴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LGBT’라는 용어는 레즈비언(Lesbian), 게

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뜻한다. 최근에 들

어서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

컫는 퀘스쳐너(Questioner)와 해부학적, 생리학적, 유전학적으로 남성도 여성

도 아닌 간성(Intersexaul),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Asexual)를 포괄하는‘LGBTQIA’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는 정서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으로(APA, 2008) 남성 동성애자는 게

이(Gay),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부르며 양성애(Bisexual)는 

동성과 이성 양쪽에게 매력을 느끼는 성적 지향성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한편, LGBT 집단의 인구 규모는 국내외 연구에서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Gates(2014)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4개 연구기관의 통계를 추합한 결과 미

국 내 LGBT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 대비 2.2~5.6%로 추산했다. 일본에서는 일

본 최대 광고그룹인 Dentsu사의 덴츠 다양성 연구소가 일본의 LGBT 인구의 시

장규모를 조사하기 여론조사(2015)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본 내 LGBT 인

구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7.6%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성소수자 인구집

단의 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연구는 없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추정

하듯 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0% 사

이라고 추산한다면 한국 내 성소수자는 약 100만명에서 500만명 사이로 추정

된다(강병철, 2010).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양식이며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

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녕 수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다(Pender, 1987). Pender(1996)는 건

강증진의 역할을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습관이나 행위를 변화, 교정하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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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질병 치료에 앞선 질병 예방을 도모해 사

회, 국가적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경제적인 개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1986년 제1차 국제 건강증진 

회의가 개최된 캐나다 오타와에서 선포된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에서부

터였다.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으로는 대중 참여의 유도, 지

역사회 보건 서비스의 강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지지적인 환경조성, 개인

의 건강관리 기술개발, 전반적인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 서비스의 역할 수립이

다(박미영, 1994).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 역할이 수없이 논의

되었는데 이들을 종합해 보면 건강증진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 습관

을 변화시켜 최고의 안녕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며, 건강을 위한 능동적인 의

지와 목표가 있고 개인의 안녕, 자아실현 및 자기성취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평균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이러한 실

천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건강증진 행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김준호, 2006).

  한편, 성소수자 집단은 이러한 건강증진의 영역에서 늘 소외당하는 집단 중 

하나였다. 미국의 Fredriksen-Goldsen 등(2014)은 성소수자 집단의 건강 불평

등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수의 연구만이 성소수

자의 건강문제를 논하고 있다 강조하며 ‘Health Equity Promotion Model’에 

대해 설명했다. 이 모델에서 모든 개인은 건강할 권리가 있고 성소수자는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의 잠재 능력에 온전히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성소수자 집단은 성적 지향성, 성별, 인종, 문화, 연령 등의 사회적 

위치에서 상이함과 다양성이 존재하고 사회구조 안에서 받는 차별과 희생, 억

압과 사회적 배제가 있으며, 행동학적, 사회학적, 정신·심리학적, 생물학적 

기전 등에 따라 건강증진 행위를 영위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행위를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며 이러한 모든 역동들은 그들의 생애 전반적인 과정

에 걸쳐 나타나므로 꾸준한 정책 정비 및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회 정의 및 건강을 보장받는 인권에 도달하기 위한 것

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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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자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

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 정의한다(Lazarus, 1993). 대부분의 스

트레스 이론이 개인의 중요 인생사에 초점을 두었다면 성소수자의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사회적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Meyer, 

1995, Lewis et al., 2003). 

  사회의 주류인 이성애자가 아닌 주변인으로서 성소수자 집단이 겪는 스트레

스와 정신건강과의 문제를 Meyer(1995, 2003)는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

(Minority Stress Model)을 통해 설명하였다. 성소수자는 다른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지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회적 낙인을 가지며 차별을 받는 집

단으로 이 모델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적 차별로 인한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적응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

지고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성적 정체성

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김은경, 권정혜, 

2004, 박의주, 2012, 민재옥, 2016). 

 

1) 사회적 낙인 인식 

  낙인(Stigma)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대에 범죄자나 노예, 반역자

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인물임을 표시하기 위해 그

들의 피부에 칼이나 불로 상처를 입힌 표식이나 문신 등을 새기는 행위에서 

유래되었다(Goffman, 1963). 낙인은 여러 문학작품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는데 19세기 미국 문학 작가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의 장편 소설인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에서 간통죄를 범한 여인의 가

슴에 ‘A’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새긴 이야기나 성경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하나님이 새긴 낙인의 일화가 대표적이다.

  낙인 연구의 권위자인 Goffman은 낙인을 완전하고 평범한 속성을 지닌 개인

을 더럽고 무가치하다 여기는 평가이자 개인에게 지어지는 불명예로 정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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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인화된 개인은 온전하지 못하고 결함과 장애를 지니는 존재로 간주되어 

결국엔 개인 전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며(민재옥, 2016),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Meyer, 1995). 

  순혈주의, 집단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늘 혐오와 배제

의 대상이며(한국인권보고서, 2010)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가운 시선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이다. 2010~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서 설문한 항목 중‘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답한 한국인은 77.6%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

였고, 이 수치는 OECD 조사 대상국 중 터키(8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

치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존

재한다는 이성애중심주의(heterosexism)(윤가현, 1997)와 동성애자에 대해 거

부감을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동성애 혐오

(homophobia)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된다(이은진, 2015). 이 두 개념에서 비롯

된 사회적 낙인은 성소수자들에게 사회가 자신들을 비정상이라고 평가하고 거

부하며 차별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성소수자들의 삶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여기동, 

이미형, 2006, 이호림, 2015). 또한, 사회적 낙인 인식은 성소수자의 삶의 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강병철, 2010), 성소수자의 자살사고를 증가

시키며(박수진, 2018), 신체적 건강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Lick, 

Durso and Johnson, 2013).

  

2)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Internalized Homophobia)란 George Weinberg(1972)

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 편견, 고정

관념 등의 사회적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을 뜻하며(이호림, 2015), 이

는 동성애자가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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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성애적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 결국에는 자신을 

혐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의주, 2012). 사회적 낙인 하에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당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로 인해 성정체성에 대한 내적 불일치와 자존감 저하가 유발되어 스스로에게 

낙인화를 시킴으로써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Meyer, 

1995, Crokcker, 1999, 윤가현, 1999, 이호림, 2015, 민재옥, 2016). 이러한 

내재화되어 있는 동성애 혐오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Aguinaldo, 2008, 이호림, 2015), 자살사고를 증가시킨다(Meyer, 1995, 박수

진, 2018). 또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높을수록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

으켜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에 위험한 행동과 습관을 초래

한다(윤가현, 1999, Hamilton, Mahalik, 2009, Frost et al., 2011).

5.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perception)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Ware, 1976). 이는 대상자들에게 쉽게 적용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져 개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Parker et al., 2007, Burke et al., 2012). 

  Pender(1987)의 건강증진 모형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위의 

빈도와 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소이다(Burke et al., 2012). 심리학의 ‘장의 이론’에 근거하면 개인의 

지각과 자세는 지각의 장(perceptual field) 안에서 상호 연결된 복합적인 상

태로 나타나며, 이 지각과정은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 즉, 개인이 건강에 관해 인지하

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엔 건강 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학종, 1986, 이경숙, 1997, 임경아, 2000).

  그동안의 여러 연구는 생애주기별 연령층과 사회적 위치, 인종 그리고 다양

한 직업군 등에서 개인이 지각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해왔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흑인, 난민, 인종,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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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끼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집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차별과 낙인, 그리고 

그로 인해 지각되는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북한 이탈주민, 해외 이주 한인, 국내 이주 외국인 등 한정된 소

수자 집단의 건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소수자 집단에 관한 건강지각

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각자의 건강을 어

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며 이는 건강증진 행위 수준을 높일 수 

있다(이경숙, 1997). 따라서 소수자 집단의 건강증진 행위 수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서는 성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이것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Self esteem)은 1890년대 William James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Rosenberg(1965)는 이를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 정의했다. 자아 존중감은 개인적인 만족과 가치에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보다 더 행복

하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며, 이러한 근본적인 자신에 대한 만족은 직면한 문

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Rosenberg, 1979, 이혜련, 

1994).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는 집단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사회 환경에서 높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기 힘들다(이호림, 

2015). 그리고 전통적인 낙인 이론에서는 낙인을 받는 개인과 집단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은 

손상되어 더욱 낮아질 것으로 간주 되었다(김성용, 2014). 강병철 등(2006)의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 보고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이성애자 청소년보

다 자아 존중감이 낮았고, 강혜경 등(2017)의 연구 역시 지각된 낙인 인식은 

동성애자의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성욱 등(2002)의 연구에서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의 자아 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 낙인 이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낙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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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의 인과관계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있다며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

다 결론 짓고 있다(김성용, 2014).

  자아 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연구에서 낮은 자아 존중

감은 성소수자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Polders, 2008, 최은희, 윤

혜미, 2011), 자살사고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osario, Schrimshaw 

and Hunter, 2004, 배진화, 2007). 그러나 성소수자들의 자아 존중감이 건강

증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

를 통해 두 요소가 가지는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 확신이며 자신의 효율성과 능력에 대한 개

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Bandura, 1977). Pender의 건강증진 이론은 건

강증진 행위의 실천을 위한 변수로 자기 효능감을 들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이를 실천하고 유지하

기 위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지니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을 위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진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Oldenburg, Glanz and Ffrench, 

1999, 최희정, 유장학, 2011)고 주장했다.

  국내외 연구에서 소수자 집단의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강에 취

약한 계층이나 HIV, 정신질환 같은 사회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 질병

을 가진 집단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노인의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기 효능감의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주장하였고(김보영, 2002), 재한(在韓) 결

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자아실현과 만족감을 

유지, 증진시켜 건강증진 행위의 수행 정도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라 설명하

였다(강초희, 2015). 또, HIV 감염인의 자기 효능감은 질병과 낙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적 수준과 정신적 건

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신승배, 2011).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건

강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우울과의 관련성은 적었으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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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함에 있어 부양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자기 효능감이 

완충 혹은 중재한다고 설명했다(서경현, 안우리, 2009).

  국내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과 성소수자 집단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문 편

이다. 양성애자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은 

정신건강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다(Brewster, 

2013). 그리고, 소수자 스트레스인 사회적 낙인 인식,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와 신체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에서 자기 효능감은 소수자 스트레

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중재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Denton, Rostosky and Danner, 2014). 현재 성소수자의 자기 효능감과 관련

된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를 통해 국외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

이 한국 내 성소수자 집단의 자기 효능감이 건강증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8. 사회적 지지

 

  Cobb(1976)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

는 대상이라 믿게 하며 존중받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 믿게 하고, 의사소통 관

계망과 상호의무의 관계 안에 속하는 대상으로 믿게 하는 정보(information)

라 정의했다. 이는 곧 개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기대하고 반응함으로써 상호관계

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김유숙, 201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웰빙(Well-being)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Cobb, 1976, Cohen and Wills, 

1985, 박지원, 1985, Krause, 1986, 김태면, 이석구, 전소연, 2006), 건강 문

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지를 강화하여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ouse, 1991, 오은택, 2011).

  따라서,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대

처 자원으로써 완화적인 역할을 하고(Meyer, 2003), 성소수자가 주변의 중요

한 인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이들이 정신건강에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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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호림, 2015). 국내에서도 성소수자가 가진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

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성욱 등(2002)의 연

구에서 동성애자의 높은 우울과 낮은 가족의 결속력은 동성애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였고, 김진이(2017)의 연구 역시 가족의 지지

는 성소수자의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과 연관이 

있다 보고하였다. 또, 김은경, 권정혜(2004)의 연구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사

회적 지지는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의주

(20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과 불안에서 조절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병철(2010)의 연구는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이성애자 

친구 및 지인, 성소수자 친구 및 지인의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성소수자들

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위의 세 요인 중 가족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지만, 사회적 지지를 부모, 형제·자매, 이성

애자 친구 성소수자 친구의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한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성소수자의 우울 및 불안을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소수자 스트

레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 동성애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를 이호림(2015)의 연구

에서 착안하여 부모, 형제·자매, 이성애자 친구 성소수자 친구의 4개 영역으

로 세분화하였고 이러한 지지들이 건강증진 행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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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소수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 동성애자로 하였다. 외국과 다른 한국 사회 고유의 

특성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 한국 남성 동성애자로 제한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받는 소수자로서의 내외적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자 했다. 총 참여 인원은 174명으로 19~29세는 75명으로 43.1%, 30~39세는 81

명으로 46.6%, 40~49세는 18명으로 10.3%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2~30대가 주로 연구에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 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표본추출은 쉽지 않고 집단의 특성을 대

표할만한 모집단 확보는 불가능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에 설문 링크를 올리고 연구자가 알고 있는 지

인 관계를 활용하여 링크를 홍보하고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연구 대상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상 편향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성소수자의 경우 더 깊은 모집단

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Meyer and Wilson, 2009, 강병철, 2010, 

이호림, 2015),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다수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에서도 온라

인을 통한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고 온라인 설문지는 네

이버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지 양식을 이용하였다. 수거한 총 177

부의 온라인 설문지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74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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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척도들은 이미 개발된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이 척도들은 외국의 것을 번안하거나 재구성한 것들로 다른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마친 것들로 사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신뢰도

변수명 도구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낙인 인식
Stigmatization Scale 

: Harvey(2001) - 강병철(2010)이 인용
12 .833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Internalized Homophobia Scale 

: Martin & Dean(1987)
9 .846

지각된 건강상태
The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

: Ware(1980) - 이태화(1990)가 인용
20 .772

자아 존중감
Rosenberg self-esteem scale

: Rosenberg(1965)
10 .787

자기 효능감

Self efficacy scale

: Chen, Gully and Eden(2001) - 

노지혜(2005)가 인용

8 .903

사회적 지지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

: 박지원(1985) - 강병철(2010)이 인용
64 .968

건간증진 행위의 실천

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

: Walker, Sechrist and Pender(1988) - 

서연옥(1995), 서현미(2001)가 인용

49 .948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모형에서 포함된 주요 변수 외에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연령, 학력, 직업, 거주형태, 가구원 평균소득, 개인 평균소득의 인구 사

회적 특성과 성정체성 확신 기간, 성정체성 수용 기간, 성정체성 만족도 항목

으로 성소수자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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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낙인 인식

  사회적 낙인 인식은 Harvey(2001)가 고안하여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낙인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강병철(2010)이 수정 및 번안하여 타당화한 

사회적 낙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12개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을 많이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rvey(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94 

이었으며, 강병철의 수정 척도를 사용해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병철(2010)의 연구에서는 .78, 이를 이용해 

소수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는 .82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강병철(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33이었다.

3)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Martin 등(1987)이 개발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 Scale)을 통해 측정하였다. 총 문항 수는 9개

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소수자로서 가지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한 정

도가 높음을 뜻한다. 국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79(Meyer & Dean, 1998)이며 한국 성소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이호림(2015)

의 연구에서는 .90,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사고에 관한 박

수진(2016)의 연구에서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6이었다.

4)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 척도는 Ware(1980)에 의해 고안된 건강지각 측정 도구(the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이태화(199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

했다. 총 문항 수는 20개로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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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음을 뜻

한다.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이태화(198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2이었

다. 

5)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의 측정은 심리·상담 분야에서 현존하는 척도 중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이자영 등, 2009)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10개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이 높음을 뜻한다. 이 척

도를 이용한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77

이었고 한국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해 연구한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7이었다. 

6)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의 측정은 Chen 등(2001)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를 노

지혜(2005)가 번역하고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노지혜(2005)의 연구에

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92이었고 이 척도를 이용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 연구한 강초희(2016)의 연구에서는 .888이

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3이었다.

7)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은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

도’를 김인숙(1994)이 재구성한 사회적 지지 측정 척도 중 성소수자 특성에 

맞게 지지의 출처별로 지지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다시 재구성한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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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수준의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지지의 출처를 가족, 이성애자, 성소수자로 나

눈 강병철(2010)의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97, .96, 

.96이었고 지지의 출처를 부모, 형제자매, 이성애자 친구, 성소수자 친구로 

나눈 이호림(2015)의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96, .97, .96, .96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968이었다.

8)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건강증진행위의 측정은 Walker 등(1988)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을 서연옥(1995)이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하고 서

현미(2001)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 중 뜻이 모호한 46번 항

목은 제외한 총 문항 수는 49문항으로 ‘전혀 안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

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

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서현미(2001)의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94이었으며 이를 활용해 여대생의 건강증진에 

관해 연구한 유경희 등(2012)의 연구에서는 .91, 종합병원 근로자의 건강 증

진에 관한 연구인 김남이, 심문숙(2009)의 연구에서는 .921, 중장년층의 라이

프 스타일과 건강증진에 관한 함영희(2011)의 연구에서는 .94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48이었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확보된 설문지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3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p<0.05, **p<0.01

에서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성소수자적 특성을 알기 위해 기

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포함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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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을 통해 정규성 검

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넷째, 소수자 스트레스가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선형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를 통해 

자기상관의 문제와 파악 변수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였고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각각의 변수의 조절 효과 및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Durbin-Watson 통계를 통해 자기 상관

의 문제와 파악 변수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였고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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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성

정체성 확신 기간, 성정체성 수용 기간, 성정체성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총수는 174명으로 연구 설계상 남성 동성애자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전부 남자이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19~29세는 75명으로 43.1%, 30~39세는 81명으로 46.6%, 40~49세는 

18명으로 10.3%로 나타나 주로 2~30대가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대상자 특성상 2~30대가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

다.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은 0명(0.0%), 고졸은 16명(9.2%), 대학교 재학은 18

명(10.3%), 대학교 졸업은 108명(62.1%), 대학원 이상 32명(18.4%)으로 나타

나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이 주를 이루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은 13.2%(23명), 자영업은 8.0%(14명), 사무직은 

31.6%(55명), 서비스업은 9.2%(16명), 기능직은 2.3%(4명), 전문직은 

28.2%(49명), 무직은 4.0%(7명), 기타 3.4%(6명)로 나타났다. 

  소득을 살펴보면, 2000만원 미만은 8.7%로 15명, 2000~4000만원 미만은 

43.9%로 76명, 4000~6000만원 미만은 20.2%로 35명, 6000~8000만원 미만은 

6.4%로 11명, 8000만원 이상은 11.6%로 20명, 무응답 9.2%로 16명으로 나타났

다. 

  성정체성 확신 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5명으로 2.9%, 5~10년 미만은 

33명으로 19.0%, 10~15년 미만은 63명으로 36.2%, 16년 이상은 73명으로 

42.0%로 나타났고 성정체성 수용 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은 11명(6.3%), 

5~10년 미만은 45명(25.9%), 10~15년 미만은 63명(36.2%), 16년 이상 55명

(31.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정체성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는 42.5%(74명), 

‘그런 편이다’는 47.1%(82명), ‘별로 그렇지 않다’는 9.8%(17명), ‘매우 

그렇지 않다’ 0.6%(1명)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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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정체성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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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명) 백분율(%)

연령
19 ~ 29세 75 43.1
30 ~ 39세 81 46.6
40 ~ 49세 18 10.3

학력

중졸 0 0.0
고졸 16 9.2

대학교 재학 18 10.3
대학교 졸업 108 62.1
대학원이상 32 18.4

직업

학생 23 13.2
자영업 14 8.0
사무직 55 31.6

서비스업 16 9.2
기능직 4 2.3
전문직 49 28.2
무직 7 4.0
기타 6 3.4

소득

2000 만원 미만 15 8.7
2000 ~ 4000 만원 미만 76 43.9
4000 ~ 6000 만원 미만 35 20.2
6000 ~ 8000 만원 미만 11 6.4

8000 만원 이상 20 11.6

무응답 16 9.2

성정체성 

확신

기간

5년 미만 5 2.9
5 ~ 10년 미만 33 19.0
10 ~ 15년 미만 63 36.2

16년 이상 73 42.0

성정체성 

수용 기간

5년 미만 11 6.3
5 ~ 10년 미만 45 25.9
10 ~ 15년 미만 63 36.2

16년 이상 55 31.6

성정체성

만족도

매우 그렇다 74 42.5
그런 편이다 82 47.1

별로 그렇지 않다 17 9.8

매우 그렇지 않다 1 0.6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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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낙인 인식 174 1 5 2.87 .673 .033 -.310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174 1 4 1.69 .545 .930 .756

지각된 건강상태 174 1 4 2.90 .330 -.017 -.178

사회적 지지 174 1 5 3.50 .627 -.361 .306

자아 존중감 174 1 4 2.75 .191 .650 .689

자기 효능감 174 1 5 3.68 .692 -.549 1.145

건강증진 행위 174 1 5 3.44 .615 -.260 -.027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1) 측정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4에서 5점 사이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고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표 2]에 제시한 대로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낙인 인식을 살펴보면, 평균이 2.87, 표준편차가 .673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를 살펴보면, 평균이 1.69, 표준편차가 .545로 나타났

다. 지각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평균이 2.90, 표준편차가 .330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평균이 3.50, 표준편차가 .627로 나타났다. 자

아 존중감을 살펴보면, 평균이 2.75, 표준편차가 .191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

감을 살펴보면, 평균이 3.68, 표준편차가 .692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행위를 

살펴보면, 평균이 3.44, 표준편차가 .615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3 이상, 첨도는 절대

값 7 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연구에

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정규성 검토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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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사회적 낙인 인식과 지각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28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0.2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낙인 인식과 자기 효능감

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17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지각된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27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0.089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18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81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의 측정값들을 살펴보았을 때, 소수자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낙

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모두 측정한 변수 중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

적 지지,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 행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사회

적 낙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14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

면, 상관계수가 0.5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5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를 살펴보면, 상

관계수가 0.2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 효능감과 건강 증진행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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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 인식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 

행위

사회적 

낙인 인식
1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120 1

지각된 

건강상태
-.228** -.127 1

사회적 

지지
-.271** -.089 .314** 1

자아 

존중감
.117 .128 -.031 -.008 1

자기 

효능감
-.407** -.118 .567** .301** .005 1

건강증진 

행위
-.217** -.181* .650** .254** -.074 .601** 1

[표 4] 측정 변수들의 상관관계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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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자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수자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사회

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이 두 가지 척도로 측정해보았고 이 두 

요인이 건강증진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소수자 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에서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의 

결과는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다. 통계값 F는 6.304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은 7.1%로 매우 낮다.8)

  사회적 낙인 인식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16이고 유의

확률이 0.0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80이므로 사회적 낙인 인식이 1단위 증

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는 -0.180 감소하게 된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34이고 

유의확률이 0.04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78이므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1

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는 -0.178 감소하게 된다. 

8) 결정계수( )가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크며 회귀식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0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의 설명력과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이럴 때, 회

귀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결정계수가 높아진다. 사회과학의 연구 모델

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지 않고, 연구대상으로 지정된 변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기 때문에 결정계수 값이 낮게 측정된다. 그러므로 결정계수 값이 

높아 설명력이 높다 할지라도 모형의 유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모형의 유의성은 F-test

로 하게 된다(오주한, 정석원, 2013). 또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결정계수 값이 작게 측정되

어도 상관계수(r)가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계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모형이 아니다(김재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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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수자 스트레스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 행위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4.255 .236 17.996 .000

2.219 .071

6.304*

*

(.000)

사회적 낙인 

인식
-.180 .069 -.199 -2.616 .010* 1.014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178 .087 -.155 -2.034 .044* 1.014

*p<0.05, **p<0.01 ad =.059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 인식을 하나의 변수로 하여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낙인 인식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에서 Durbin-Watson의 결과 

가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었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49

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96이므로 사회적 낙인 인식이 1

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는 -.196 감소하게 된다. 

  독립변수인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를 하나의 변수로 하여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에서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지만  은 3.3%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

만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60이고 유의확률이 0.019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표준화 베타(B)

의 값이 –0.207이므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는 -.207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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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낙인 인식이 건강증진 행위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 행위

독립변수 B
Std 

Err
Beta t p DW  

(상수) 4.000 .203 19.744 .000

사회적 

낙인 인식
-.196 .069 -.217 -2.849 .005** 2.019 .047

*p<0.05, **p<0.01

[표 7]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 행위

독립변수 B
Std 

Err
Beta t p DW  

(상수) 3.791 .156 24.351 .000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207 .088 -.181 -2.360 .019* 2.046 .03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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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자 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소수자 스트레스가 지각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성 문제가 없고 

Durbin-Watson의 결과는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다. 통계값 F는 5.6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은 6.2%로 매우 낮다. 

  사회적 낙인 인식과 지각된 건강상태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89이고 유의확률이 0.00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06이므로 

사회적 낙인 인식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지각된 건강은 -0.106 감소하게 된

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에서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62이고 유의확률이 0.17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상태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표준화 베타

(Beta)를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 인식이 –0.216,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

0.102로 지각된 건강상태에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사회적 낙인 인식으로 나타

났다.

[표 8] 소수자 스트레스가 지각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건강상태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3.313 .125 26.412 .000

1.963 .062
5.655**

(.000)

사회적 낙인 

인식
-.106 .037 -.216 -2.889 .004** 1.015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062 .045 -.102 -1.362 .175 1.015

*p<0.05, **p<0.01 ad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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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의 상관관계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성 문제는 없고 

Durbin-Watson의 결과는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다. 통계값 F도 2.1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은 2.5%로 매우 낮다.

  사회적 낙인 인식의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64이고 유의확률이 

0.17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420이고 유의확

률이 0.15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9]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2.605 .075 34.864 .000

1.922 .025
2.181

(.116)

사회적 낙인 

인식
.030 .022 .105 1.364 .174 1.013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039 .027 .109 1.420 .157 1.013

*p<0.05, **p<0.01 ad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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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상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성 문제가 없고 

Durbin-Watson의 결과는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다. 통계값 F는 17.49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은 17.1%인 보통으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 인식의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66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410이므로 사회적 낙인 인식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은 -0.410 감소하게 된다.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15이고 유의확

률이 0.31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표준화 베타

(Beta)를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 인식이 –0.398,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0.071로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사회적 낙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표 10]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5.015 .247 20.306 .000

2.413 .171

17.498

**

(.116)

사회적 

낙인 인식
-.410 .072 -.398 -5.664 .000 1.015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091 .090 -.071 -1.015 .311 1.015

*p<0.05, **p<0.01 ad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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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지

만  은 6.5%로 낮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188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246이므로 사회적 지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

위는 0.246 증가하게 된다. 

[표 11]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 행위

독립변수 B
Std 

Err
Beta t p DW  

(상수) 2.580 .274 9.408 .000
사회적 지지 .246 .077 .254 3.188 .002** 2.028 .06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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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워 변수에 이상은 없

다.  은 42.3%로 측정되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

의 값이 1.193이며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99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1.193이므로 지각된 건강상태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

진 행위는 1.193 증가하게 된다. 

[표 12]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 행위

독립변수 B
Std 

Err
Beta t p DW  

(상수) -.022 .317 -.069 .945

지각된 

건강상태
1.193 .109 .650 10.997 .000** 1.885 .42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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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거주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규

명하고자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남성 동성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

지를 관련 요인으로 분석해보았다. 

  기존 성소수자 집단의 건강 연구들에서 성소수자들의 건강은 늘 위협받고 

있고 취약하며, 건강 불평등을 경험하고 건강위험 행동에서도 높은 위험은 가

진 대표적 집단이었다(박주영, 2012, 이호림 등, 2017). 본 연구에서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건강 불평등을 경험하는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하였고, 연구에서 

지정한 변수들을 통해 이를 탐색하고 규명하고자 했다. 

  본 논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대한 고찰과 함께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에 따라 연구 결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행위

  연구 대상자의 주 연령층은 19~39세의 동성애자 남성으로 19~29세는 75명으

로 43.1%, 30~39세는 81명으로 46.6%로 인터넷 환경에 친숙하며 연구 참여자

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Facebook을 활발하게 사용하

는 연령층이었다. 참여자들의 학력도 대학교 재학 이상이 158명(90.8%)이며, 

소득도 연 4천만원 이상이 66명(38.2%)으로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편

이었다. 성정체성 만족도 면에서도 ‘만족하는 편이다’ 이상으로 대답한 사

람이 156명(89.6%)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HPLP(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도구를 사용했다. 이 도구를 사용한 김남이 등(2009)

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근로 직원의 건강증진 실천 정도는 평균 2.26점이고, 

김지현 등(2015)의 연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의 건강증진 실천 정도

는 평균 2.42점, 함영희(2011)의 연구에서 40~69세의 중장년층의 건강증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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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정도는 평균 3.24점, 정세인(2005)의 연구에서 군 간부의 건강증진 실천 

정도는 평균 2.51점으로 나타났으며 [표 13]을 통해 같은 도구를 사용한 건강

증진 실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만 19~49세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증진 실천 정도는 

평균 3.44로 다른 어떤 연구 결과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과 학력, 성정체성의 수용은 건강증진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저학력의 인구집단과 소득 수준이 적은 인구집단은 높은 빈도의 건강위험 행

위를 경험하고 고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집단은 긍정적인 건강증진 행

위를 보이며 더 나아가 높은 건강 수준을 영위한다(Ross and Wu, 1995, 

Kawachi and Kennedy, 1999, 김창엽, 2004, 박영미, 신기수, 김지영, 2014). 

성소수자 집단의 연구에서도 고소득과 성정체성의 긍정적인 수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Fredriksen-Goldsen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실천 행위 수준

이 높게 측정된 것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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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건강증진 실천 연구 비교

저자 연구제목 연구대상 표본수 평균

김남이, 

심문숙

(2009)

종합병원 근로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 및 

요인
종합병원 근로자 580 2.26

김지현, 

박숙경

(2015)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미
치는 영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162 2.42

함영희

(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위 관련 인지·
감정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40~60대의 중장년층 938 3.24

정세인

(2005)
군 간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수준 및 관련 요인

일 지역에 근무하는 

하사 이상 군간부
269 2.51

이은주

(2002)

약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 정도 및 관련 요
인 서울 거주 약사 173 2.53

김영진

(2013)

전·의경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근무 

전·의경
251 2.52

김자옥 등

(2013)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2개 도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04 2.76

박영미 등

(2014)

HIV 감염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개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HIV 감염인

99 2.35

Johnson 

RL (2002)

The Relationships among racial identity, 
self-esteem, sociodemographics, and 
health-promoting lifestyles

미국 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African-Americans

224 2.65

Uphold et 

al.

(2007)

Healthy lifestyl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men living with HIV infection

미국 일 지역 내 

HIV 감염 미국인 

남성

226 2.60

Wei et 

al.

(2011)

Assessment of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일본 일 대학교 

1학년 학생
31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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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자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사회 경험은 성소수

자들의 건강 불평등과 연관이 있다(이호림 등, 2017).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하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소수자 집

단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은 다른 소수자 집단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낀다(김상학, 2004).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일수록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억압이 심하며(Ross, 1989), 전통적인 남성

상을 원하는 사회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받는 억압과 차별은 위험한 성행동

과 불건강 행동을 조장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Hamilton and Mahalik, 2009).

  본 연구에서 측정한 소수자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

화된 동성애 혐오도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다. 사회적 낙인 인식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은 18%

로 감소하였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

는 17.8%로 감소하게 되었다. 소수자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비

슷한 결과를 도출했는데, 사회적 낙인 인식의 1단위 증가마다 자살사고를 

23.5% 증가시키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의 1단위 증가마다 자살사고를 20.6%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도 관련 있고(박수진, 2018),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높을수록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의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와도 관련 있다(이호림, 2015). 또한, 많은 연구에서 성소수자들에게서 

흡연, 음주, 약물 남용과 같은 건강위험 행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의해 기인한다고 보고함으로써(Hamilton and Mahalik, 

2009, Lick, Durso and Johnson, 2013, Lehavot and Simoni, 2011, Goldbach 

et al., 2014, Lea, Wit and Reynolds, 2013, Lee et al., 2016) 소수자 스트

레스가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와도 맥락

을 같이 한다. 

  미 국립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2011)는 사회적 낙인이 성소수

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성소수자 건강에 위험한 행위, 특정 질병 등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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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들의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성소수자

의 불건강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성

소수자가 가지는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사

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건강에 큰 위협요소가 되며 이는 성소

수자 집단의 정신질환의 높은 발병률, 약물 남용, 자살로 이어진다(박주영, 

2012). 따라서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위험 건강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성소수자의 건강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 행

위

  본 연구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점수는 평균 2.90점으로 대

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

한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는 2.82(최윤정, 2012), 한국 중년여성은 2.93(이숙

자, 박은숙, 박영주, 1996), 산업장 근로자는 2.43(김현리, 정현숙, 조영채, 

1997)로 일반적인 성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였다. 지각

된 건강과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

향을 주었는데, 지각된 건강이 1단위 증가 시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은 1.193 

증가하였다. 동성애자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관한 국

내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사회적 소수자인 HIV 감염인의 지

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박영미, 신기수, 

김지영, 2014), 장애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또한 건강증진 행위에도 유의한 영

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태, 2011).

  한편, 남성 동성애자의 자아 존중감의 경우에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자아 존

중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소수자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정도

에 자아 존중감 가지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5.6%로(p > 0.05, 

F = 3.135)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의 특

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주로 20~30대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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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며, 성정체성 확신 기간과 인지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이고 성

정체성에 만족하는 비율도 89.6%로 높아 성정체성으로 인한 내적 갈등의 시기

는 이미 지난 대상자가 많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영연방 및 미국 등에 거주하

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의 시기와 정신·사회적 웰빙에 관한 Halpin 등

(2004)의 연구에서는 성정체성이 확립되어 통합된 단계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남성 동성애자

와 남성 이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공성욱 등(2002)의 연구에서도 두 군과

의 자아 존중감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또, 소수자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정도에 자기 효능감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6.4%였으나 통계적 유의함이 낮아(p > 

0.05, F = 30.953)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있어 조절 효과가 있

다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 = 0.601, p < 0.01)를 보였는데, 동성애자의 자기 효

능감과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사

회적 소수자인 HIV 감염인의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박영미, 신기수, 김지영, 2014), 북한 이탈 청소년의 자기 효능

감 역시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전은경 등, 2013),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 행위에 중요한 결정요

인으로 나타났다(정남옥, 이명하, 2010).

  남성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은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과의 관계에 있어 조절 효과는 없었으나,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있어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상

관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다른 인구집단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만족

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이었던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본 연

구 참여자의 속성상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와 자아 존중감 정도, 자기 효능감 

정도가 다른 인구집단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남성 동성애자 이외 성별 및 성적지향이 다른 성소수

자 집단이나 소외된 성소수자, 다양한 연령층의 성소수자 등의 지각된 건강상

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연구

를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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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하위 타입인 부모, 이

성애자 친구, 성소수자 친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대상

자의 사회적 지지는 5점 Likert 척도 중 평균 3.50으로 다소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낙인 인식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는 0.246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친구의 지지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Shilo 등(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고 강병철

(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성소수자인 남성 동성애자의 삶에 있어 가족, 친

구의 지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 증진행위 실천에 동기화를 주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HIV 감염 동성애자의 위험한 

성적 건강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Judy A et al., 1999), 사회적 

지지와 HIV 관련 위험 행동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대부분의 연구에

서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 지지는 HIV를 유발하는 성적 위험 행동을 줄이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Shan Q et al., 2014). 

5.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정도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

에서 높게 측정된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는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향이 있었지만, 국내에 성소수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관한 연구가 없어 

해외의 관련된 논문을 찾아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건강과 남성적인 신체상(Body image, 身體像)을 얻기 위해 헬스장을 찾는 

남성 동성애자들에 관한 Duncan(2010)의 연구에서 남성 동성애자 집단은 체지

방이 적고 체모가 없는 근육질의 몸매를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9),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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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적 외형과 몸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단 내에서도 

이러한 외형에 관한 노력을 강조하는데, 이는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하위문화

(subculture)에 기인한다 설명했다. 남성적인 신체상은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

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

로 보이게 하고, 자신감을 얻게 하지만 이러한 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남

성 동성애자들은 다른 남성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며 기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Mor et al.,2014). 남성적인 몸매를 가진다는 것은 건강의 상징이

며 자신이 건강한 몸매를 가졌다는 것을 타인에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에 대한 기억 즉, 연약한 몸

을 가지고, 여성적인 외향을 가진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 위해 건강한 몸을 가지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Rubinstein, 2003).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남성의 비교 

연구에서도 이성애자 남성은 흥미 본위로 운동을 즐겨 하지만 동성애자 남성

의 경우에는 다른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평가당할 것을 예상함으로써 동기부여

가 되어 더 완벽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Brown, Graham, 

2008).

  위의 연구들은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신체상의 기준에 대한 하위문화가 남

성 동성애자들이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운동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그들이 가진 하위문화의 가치가 집단 내 남성 동성애자들이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게 하며 이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자신감과

도 직결되어 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운동에 대한 투자는 결국 건강증진 행

위 실천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높게 측정된 건강증

진 행위 실천 정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통해 이 결론은 전체 남성 동성애자를 대

표하는 결과라 할 수 없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수가 총 174명으로 비교적 적

은 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19세에서 49세의 젊은 연령층의 남성으로 학

9) 호주와 미국 등 서양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내에서 지배적으로 여겨지는 신

체상은 주로 남성적인 근육을 가지며 체지방이 적고, 체모가 많지 않은 신체를 이상적으로 

여기나(Ducan, 2010, Ryan et al., 2010), 동양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서 평가하는 이상적 

신체상은 베어(Bear, 몸무게가 많이 나가며 체모가 많고 근육이 발달된 체형), 울프(Wolf, 

남성적인 근육이 발달되고 운동선수 같은 체형), 트윙크(Twink, 체모가 적고 날씬하며 어려 

보이는 체형)의 세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L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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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소득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또, 참여자 모집 시 Facebook을 사용

한 온라인 설문 조사였으며, 참여자들은 주로 SNS를 사용하며 동성애자 집단 

내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대상자들이었다. 앞서 살펴본 연구처럼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신체상의 기준에 대한 하위문화로 

인해 SNS상에서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Facebook을 사용하는 남성 동성애자

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팔로워(Follower)들로부터 자신이 게

재한 글에 ‘좋아요(like)’라는 Facebook 특유의 긍정적 피드백을 얻기 위해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남성적인 신체를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며 남성

적이고 매력적인 신체상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SNS 안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

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Lin, 2016), 이러한 SNS 속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향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정도에 

대한 정보는 참여자들의 특성상 과대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되

며, 연구 결과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

어 있거나 동성애자 집단 내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참여자가 남성 동성애

자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성별 및 

성적지향이 다른 성소수자 군과 다양한 연령대의 성소수자 집단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수준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이들을 포함

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서 얻은 건강증진 실천 행위의 정도가 다른 집단

과 비교해 높게 측정이 되었다 해도 소수자 스트레스가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소수자 스트레스인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

애 혐오는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과 그로 인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소

수자 스트레스는 성소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

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이호림 외, 2015). 성소수자의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개인, 가족, 사회가 수용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건강

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은 건강증진과도 연결된다. 차별과 배



- 48 -

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성소수자들의 건강은 악화될 

수 밖에 없고, 건강권은 위협당하며, 사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으

로나 법적으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

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동성애 반대 운동과 폭력, 차별은 보편적 의료 보

장10)을 추구하는 보건학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6.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남성 동성애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그 수도 17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는 성소수자 전체의 경험을 대

표할 수 없다. 성소수자의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

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게이,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주로 20~40대의 젊은 성인 남성 동성애자였으며, 학력

과 소득 수준도 높은 편이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상

태로 연구 결과가 과대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소수

자, 고령 성소수자 집단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성정체성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여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SNS를 이용하지 않는 성소수자가 배재됨으로 인해 표본의 대

표성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연구의 설문지 문항과 측정 도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 성소수자 

건강에 관한 연구의 수가 극히 적기에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도구들은 주로 국

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을 선정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하였

10)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은 1948년 건강이 근본적인 인권이라 명

시한 세계보건 기구 헌장과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채택된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아젠다를 근간으로 한 개념으로(주민지, 2015), UHC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중 세 번째 목표인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에 해당되며, 2018년 국

제 의료보장의 날은 “2030년까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표제어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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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번역의 한계가 존재하였고 국내 성소수자의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들이 

있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성적 행동 및 성적 위험 행동, 우울, 자

살 생각 등의 정신건강이 아닌 신체적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행위 실

천의 실태 파악 및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시도한 첫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의 건강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촉구된다. 국외에서 성소수자

에 관한 연구는 현재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지(Journal 

of LGBT Health Research, Journal of Homosexuality 등)를 통해 성소수자의 

건강실태와 건강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박주영, 2012). 하지만 한국의 경우 차별과 배제의 분위기 안에서 성소

수자 집단의 건강에 관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은 부족하고, 성적 

행동에 치중한 연구만이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박주영, 2012,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 학계의 주도하에 성소수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지원, 연구의 공유, 연구를 통한 지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박주영, 2012, 이호림 외, 2017), 더 나아가 성소수자 집단의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국내 성소수자의 실정에 맞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도구들은 번안된 도구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설문 문항의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 특히 건강에 관

련된 연구가 희박한 실정에서 국내 성소수자의 실정에 맞는 설문과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소수자 건강증진 연

구의 양적 팽창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성소수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는 그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

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 다양한 집단을 세분화하거나 성소수자 전부를 

아우르는 시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편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성소수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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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현황 및 관련 자료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넷째, 성소수자가 갖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표성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여겨지는 시기는 지났으며, 의학적으로

도 논의가 끝난 상태이다. 이제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지향은 질병의 측면에

서 개입하고 바꿀 수 있는 위험요인이 아니며, 연령, 성별 같은 사회인구학적 

정보로 간주해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국가에서 시행한 

건강조사에 성적지향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켜(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등과 같은 국가 수준의 건강조사에 성

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의 건강문제

와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적 개입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성소수자 집단을 옹호할 수 있는 법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수자 스트레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경험은 성소수자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

소가 된다. 하지만, 보수적이며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우리

나라에서 성소수자 집단이 받는 소수자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는 없다.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州)와 그

렇지 않은 주를 조사하였을 때, 조사 당시 아직 동성결혼이 금지였던 주에 거

주하는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이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보다 유

의하게 악화되었다 보고하였고(Hatzenbuehler et al. 2010), 합법적으로 결혼

한 성소수자 커플, 이성애자 커플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한 성소수자 커플 

사이의 정신건강 비교 연구에서도 합법적으로 결혼한 성소수자 및 이성애자 

커플의 정신건강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유의하게 양호하다 보고했다(Wight 

et al, 2013).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실혼 관계의 남성 동성애자들은 싱글과 

비교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인형

욱 외, 2017). 이렇듯 국가적인 제도의 정비, 지지 및 개입은 성소수자 건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의 건강을 옹호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 결혼 법제화 등의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 51 -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증진 행위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탐색적 분석 연구이다. 건강증진 행위에 소수자 스트레스 외

에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건강증진 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하였고 변수 간의 상호 관계와 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보았다. 

  연구의 대상자는 성소수자 대상자의 특성상 표본 집단 추출이 어려워 설문 

조사를 얻기 쉬운 인터넷을 활용하였고 그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발하게 

사용 중인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동성애자로 한정 지

었다.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낙인 인식은 Harvey(2001)가 

고안한 낙인화 척도(Stigmatization Scale)를 강병철(2011)이 수정 및 번안 

것을 사용하였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Martin과 Dean(1987)이 개발한 내

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 Scale)를 사용하였다. 지

각된 건상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Ware(1978)가 고안된 건강지각 측정도구(the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이태화(199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고, 자아 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사용하였다. 또,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Chen 등(2001)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를 노지혜

(2005)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1985)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김인숙(1994)이 재구성한 

척도 중 성소수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강병철(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Walker 등(1988)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을 서연옥(1995)이 수정

하고 서현미(2001)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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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44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보다 월등히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첫째의 결과에서 보듯, 연구 참여자의 학력과 소득 수준, 성정체성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높다는 연구 참여자 속성과 연관이 있다 사료된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사회적 낙인 인식과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낙인 인

식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은 18%로 감소하고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위는 17.8%로 감소하였다. 

  셋째, 남성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소수자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실천과의 관계에 있어 조절 효과

는 없었으나,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있어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넷째, 남성 동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건강증진 행

위는 0.246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우울 및 자살사고는 높았으

며, 흡연, 음주, 약물 남용 등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험 집단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 

수준은 낮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참여했던 남

성 동성애자들은 다른 집단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했으며 또,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 실천 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측정되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편견과

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건강에 대한 편견은 HIV에서 비롯된다. 학계에 처음

으로 보고된 HIV 감염 환자는 동성애자였으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자연의 섭

리를 거스른 자에 대한 천벌로 낙인을 지었으며, 현재까지도 동성애자에 대한 

HIV의 편견과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2006)는 

이러한 남성 동성애자 집단의 HIV에 대한 과도한 충격으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HIV에 관련된 남성 동성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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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에 치중해 있음을 우려했고, 국내 성소수자 건강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

찰한 연구에서(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도 성적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

는 모두 남성 동성애자들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주제는 콘돔 사용, 성

적 위험 행동, HIV/AIDS에 대한 인식, HIV 감염 남성 동성애자들의 역학적 특

징, HIV 감염 남성 동성애자의 대처 과정이었음을 보고하며 남성 동성애자 집

단의 연구에서는 주로 성적 문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WHO의 유럽 HIV/AIDS 보고서(2015)는 특정 국가에서 HIV 감염률이 이

성 간 접촉이 우세하다는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HIV의 감염경로는 비단 동성애

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고, HIV의 감염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두 집

단 모두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동성애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서만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체 ‘동성애 = HIV’라는 공식을 내세우며 동성애자의 혐오와 차별은 

현재까지도 만연해있으며 이는 성소수자의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고 건강을 악

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비록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가 높게 측정

됐지만,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고찰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성소수자 집

단의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 집단은 낮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장의 부재로 인해 건강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이호

림 외, 2015),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음주, 흡연률은 일반 또래 집단보다 

높았으며(강병철 외, 2006, 권미영 외, 2019), 자아 존중감이 낮고 우울 수준

이 높았다(강병철 외, 2006, 이영선 외, 2012). 그리고 레즈비언 집단 또한 

음주, 흡연률이 일반인구 집단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이호림 외,2017), 이는 

아직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 수준은 일반인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내 성소수자의 수는 성소수자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0% 사이라고 

추산할 때, 약 100만명에서 500만명 사이로 추정된다(강병철, 2010). 이는 서

울과 비교하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인구수와 비슷하고 일본 오사카와 프랑스 

파리의 인구수를 웃도는 규모이다. 이 정도 규모의 집단의 건강문제를 혐오와 

차별의 정서로 사각지대로 모는 일은 보건학적, 사회학적으로 큰 문제로 작용

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We are everywhere)’라는 퀴어 축제의 한 슬로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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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

가고 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는 그들을 위해 수용적이고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논의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과 혐오의 정서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성

소수자에 관한 연구의 양적 팽창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합리적 소통을 이끌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성소수자의 건강을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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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에 사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겪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 그리고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강증진 행위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제작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한국 성

소수자들의 건강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질문 중 가장 자

신의 의견 혹은 상태와 가깝다고 느끼는 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오로지 연구목적에만 활용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15~20분이 소요되는 다소 길고 번거로운 설문이지만 가급적 모든 항목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 논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에 앞장서나가길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성 동성애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소수

자로서 겪는 차별, 낙인, 억압 등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누리기를 꿈꿔봅니

다. 

LOVE WINS!!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 전공

김은구 드림

(pluto0201@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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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괄호 안에 답을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① 19~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

상

3.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사무직/관리직  ④ 서비스업  ⑤ 기능직/일용직  ⑥ 전문직  

⑦ 무직(실직, 퇴직)  ⑧ 기타 

4. 귀하가 경제생활을 하신다면 소득은 일년을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③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④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⑤ 8000만원 이상  ⑥ 무응답

5. 귀하가 성 정체성을 확신하게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6년 이상

6. 귀하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6년 이상

7. 귀하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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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성소수자이지만 사회가 ‘편안

하게’ 느껴진다.

2. 일반인들은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

다.

3. 일반인들과 교류할 때 나는 좀 다르

게 취급받는 것 같다.

4. 내가 성소수자라서 사회의 피해자라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5. 사회가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 

같다.

6. 사회는 항상 내 능력이나 성격 이외

의 것들로 나를 판단하는 것 같다.

7.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소

수자인 나는 일반인들보다 더 열심히 노

력해야 할 것 같다.

8. 나는 대개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는다.

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해 일반인들

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내가 박탈당한 것 

같지는 않다.

10. 사회는 나를 차별한다.

■ 다음은 귀하가 성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는 낙인과 관련한 질문입니

다.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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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인들은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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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자제하려고 노력해왔다. 

2. 만약 완벽하게 이성애자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3.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4.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나에게는 개

인적인 약점으로 여겨진다.

5. 나의 성정체성을 이성애자로 바꾸기 

위해서라면,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용의

가 있다. 

6. 나는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더 느

끼려고 노력해왔다.

7. 사적으로는 공적으로든, 성소수자들

과 관계 맺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생각한다. 

8.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이 나 스스로에

게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다.

9. 이성에 대해 성적인 느낌을 좀 더 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 

■ 다음은 귀하가 성소수자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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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의사의 진찰에 의하면 나의 건강은 매우 좋

다.

2. 나는 일상생활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

력한다.

3.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병에 잘 걸리는 것 같

다.

4. 현재 나는 전보다는 건강하다.

5. 나는 앞으로 몸이 더 약해질 것 같다. 

6. 나는 건강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없다.

7. 나는 요즘 몸이 시원치 않다.

8. 나는 전에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다.

9. 나는 아플 때 보통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고 노력한다.

1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병에 잘 견디는 것 같

다.

11.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다.

12. 나는 병에 걸려도 혼자만 알고 지내려 한

다.

13. 나의 건강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15. 병원에 가는 것이 싫지 않다.

16. 나는 내 몸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그것

을 곧 알아챈다.

17.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병에 맞

서서 고치도록 노력한다.

■ 다음은 귀하가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

하의 현재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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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다.

19.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건강에 대해 

더욱 염려한다.

20. 나의 건강은 나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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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 

정

도

부모
형제자

매

이성애

자 

친구

성소수

자 

친구

1.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5

2. 내가 필요로 하면 큰돈이라도 

마련해 준다.
1-5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1-5

4.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1-5

5. 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돕는다.
1-5

6.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5

7.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5

8.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돕는다.
1-5

9.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1-5

■ 다음은 귀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과 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지지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가 없는 분들은 해당 항목

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지 정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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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10.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1-5

11.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 자극과 용기를 준다.
1-5

12.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충고해 준다.
1-5

13.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1-5

14. 내가 몸져 누워있다면 일을 

대신해 줄 것이다.
1-5

15.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해 

준다.

1-5

16.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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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

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

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

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

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 다음은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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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다

보 통

이다

대 체

로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1.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2.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것

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것

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성

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와도 나는 그것

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7. 다른 사람보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8.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무슨 일

이든 상당히 잘 할 수 있다. 

■ 다음은 귀하가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특정의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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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 

그렇

다

별로 

안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2.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3.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

사, 약사, 간호사와 의논한다.

4. 계획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6.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7.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한다.

8. 설탕과 당분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

고 노력한다.

9. 건강증진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

■ 다음은 귀하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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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20분 이

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 (예: 활기 찬 

산책,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이나 춤, 

계단 오르기)

11. 매일 일정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12.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3.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4. 나는 하루에 밥을 세끼는 먹는다.

15.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내용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16. 경하거나 중정도의 신체 활동을 한

다. (일주일에 5번 이상 30~40분 정도의 

산책)

17. 나의 삶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1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19.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20.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21.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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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사나 약사, 간호

사의 의견을 듣는다.

22. 취미, 오락시간을 갖고 신체적인 활

동을 한다. (예, 수영, 춤, 자전거)

23.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24.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25.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

을 잘 표현한다.

26.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27.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근육운동

을 한다.

28.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29.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

다.

3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31. 매일 우유, 요구르트를 2~3회 먹는

다.

32.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

나 위험신호를 알기 위해 나의 몸을 관

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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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34.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35. 매일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36.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37.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38. 나를 잘 돌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에게 정보를 구한다.

39.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

을 한다.

40.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41.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알고 있다. 

42.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

분의 성분표시를 읽고 산다.

43.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44.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

한으로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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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46.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

으로 해결한다.

47. 아침을 먹는다.

48.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49.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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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ctual Condition of Health Promotion Act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Gay Men

: Focused on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Sexual minorities have been experiencing disgust,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due to their sexual orientation, which 

serves as risk factors for the health of sexual minority groups. This 

social stress is stated as minority stress, which is defined as the 

chronic stress for sexual minority groups in the heterosexual society. 

South Korea has deep-rooted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conservative 

cultural background, Korean sexual minorities are isolated and exposed 

to high levels of minority stress.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gay men in South Korea who aged 19 or 

older, holding Korean nationality. Also, recruited volunteers through a 

survey link in social networking services (Facebook), which is the most 

wide spread and powerful social networking service in Korean gay men 

group. Presented by a minority stress model of Meyer(1995), looked into 

impacts on acts to health promotion of gay men through perceived health 

conditions, self-respect,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matt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Sub-factors of minority 

stress, perceived stigma and internalized homophobia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ay men's health promotion acts, gay men’s 

social support ha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ts acts too. In 

addition, perceived health condi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gay men were not affected to the adjustment on this, however, 

self-respect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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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other hand, earlie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have 

reported that minority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health of 

the sexual minority, however, this research has been measured that gay 

men's health promotion acts rate is quite higher than other groups. 

This is related to the subculture of gay groups seeking masculine 

physicality, and related to the participants, young gay men who are 

familiar with the internet environment, satisfied with their sexual 

orientation, even highly-income and well-educated background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to identify and 

influence the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acts, more focusing on 

physical health issue, not risky sexual behaviours or mental health 

problems. However, it must be obtain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ealth of the LGBT groups through subdividing its groups, making 

efforts to address their health inequality through consecutive 

researches and at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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