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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various issue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or plus-size women in Korea

with a focus on clothing. In-depth interviews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4 plus-

size women.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he transcripts were analyzed based on grounded theory.

Discomfort was the main phenomenon involving the experience of plus-size women related to appearance

management. Psychological as well as physiological/physical discomfort, unmet needs (regarding clothing)

and in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s were frequently mentioned. Causal conditions for discomfort were

obesity, social stigma, and an underdeveloped clothing market for plus-size consumers. Interviewees devel-

oped strategies to cope with discomfort (suppressing clothing need, loss of interest in clothing, diversion from

clothing needs, sole focus on physical comfort, dress-up and increase in shopping channels, and change in

shopping patterns) that depended on contextual conditions (such as duration of obesity and attitudes of peo-

ple) close to the interviewees. The discomfort of interviewees decreased or continued depending on if they

became ambivalent about their obese condition, lost weight, or utilized plus-size specialty stores.

Key words: Obesity, Plus-size apparel, Appearance management, Grounded theory; 비만, 플러스 사이즈

의류, 외모관리, 근거이론

I. 서 론

의복과 신체적 특징을 포함하는 외모(appearance)는 사

람들 사이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통로이

다. 외모 중에서도 체중은 개인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매

우 가시적인 특징으로 타인을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Sutin et al., 2011). 즉, 사람들은 체중

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식할 뿐 아니

라 사회적 지위나 성격 등과 같은 특성을 유추하는데 사

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서구를 시작

으로 여성의 마른 체형이 이상적 미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이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됨

에 따라 표준체중을 넘는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stigma)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외모가 중요한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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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만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 등의 심리적인 상태에 영

향을 미치고, 쇼핑, 사교활동 등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문

제를 야기한다(Kaiser, 1997).

비만은 표준체중의 어느 정도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만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체

중(Kg)/키(m)
2
으로 산출되는 BMI(body mass index)로

대부분 BMI 25.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는 증가하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26.0%이던 성인 비만비율

이 2010년도에는 30.8%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Wel-

fare, 2011). 더욱이 세계적으로 비만의 연령대가 낮아지

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도 비만이 확대되고 있어서, 비

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만과 관련된 연구는 비만과 각종 질병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의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비만인구가 높은

서구 국가에서는 비만에 대한 사회의 지각, 비만인의 심

리 차원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비

만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다룬 연구에서 많은 경우 실

제 체형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 대한 지각,

즉 신체이미지를 다루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마

른 체형을 이상적인 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비만

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체형이 ‘비만’하다고 지각하는 경

향이 보고되고 있다.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은 다이어트와 같은 외

모관리 행동은 물론이고(Zaborskis et al., 2008), 흡연(Cro-

ghan et al., 2006)과 같은 기타 활동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학적 목적으로 비만을 유

발하는 성격특성을 파악하거나(Sutin et al., 2011), 비만

에 대한 사회적 편견(Myers & Rosen, 1999)이나 차별대

우를(King et al., 2006)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비

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청소

년기의 비만과 자존감의 발달에 대해 연구하거나(Lee &

Im, 2003), 의류학 분야에서 비만체형을 유형화하고 사

이즈 체계를 개발하여 의류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

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 Lee, 2008). 서구 국가

들에 비하여 국민들의 신체적 특징이 유사하고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

라에서, 표준체중을 벗어나는 비만소비자들은 의복과

관련된 쇼핑, 선택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으로 추측된다. 또한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

체이미지는 자아 개념 및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사

회적 편견도 존재함으로 비만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측

면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신체특징이 더 중

요한 여성으로 한정하고, 한국 비만 성인 여성들이 정상

인과 다르게 당면하는 체형과 관련된 외모관리의 여러

상황과 경험 그에 따른 영향, 반응을 의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외모관리에 포함되나

체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미용, 헤어, 구두,

모자, 장신구 등은 중심 관심이 아니었으며, 비만체형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류와 다이어트 등의 외모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비만 소비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탐색하

고자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비만여성들이 의류를 중심으로 체형과 관련된

외모관리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면접결과

는 Strauss and Corbin(1990)이 제안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만의 사회심리적 요소

비만은 신체적 건강 상태 및 질병뿐만 아니라 대인

지각, 정체성 형성, 정신적 건강 등과 같은 심리학 영역

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

은 실제 비만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신체이미지와 그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가 다이어트, 운

동, 의복구매 등과 같은 외모관리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Gim & Kim, 2005; Wee &

Park, 2006; Zaborskis et al., 2008). 또한 신체이미지는

신체와 관련된 소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선택과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서(Choi et al., 2007)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는

신체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신체는 자신을 투영하는 상징

물로 인식되어, 신체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한 행위로 간주하고 외모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다(Kim, 2010). 또한, 날씬

한 외모를 선호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보통 사람이 달

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마른 몸매가 전달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체중과 자신의 외모 매력 평가는

– 307 –



62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3, 2013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Hong, 2006). 또한 이렇게

신체가 강조됨에 따라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가지는 자

아 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Hwang & Kim, 2006;

Park & Choi, 2008). 그리하여,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더 비만하다고 지각하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와 낮은 신

체만족도는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고, 낮은 자아

존중감은 여러 행동에 영향을 주며(Im, 2007), 나아가 전

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준다(Hong, 2006).

신체이미지가 아닌 실제 비만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비만인구의 비율이 높은 서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선행연

구에서 비만인들이 낮은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Schwartz & Brownell, 2004). 개발도상

국인 콜롬비아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만

여성이 많아서 비만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징하

지만, 비만여성들의 신체만족도는 낮았다(Gilbert-Dia-

mond et al., 2009). 또한 교육수준은 비만 정도와 유의한

관계는 없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신체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수

준이 높은 여성은 사회적 지위/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

에 비하여 더 날씬한 체형을 이상적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의 신체불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Gilbert-Diamond et al., 2009). 이 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에 따른 이상적 체형의 차이는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구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는지

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었다. Sutin et al.(2011)은 미국인

1,988명을 대상으로 5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신체 변화와

성격을 연구한 결과 높은 충동적 경향과 외향성을 가진

사람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격적 특성의 변화

와 비만 정도와는 대체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생활에서 비만인들은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데,

인종차별과 같은 다른 사회적 편견에 비해 체중은 자신

이 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만에 대한 편견은 더 공

개적으로 나타나고, 사회는 그런 편견을 비판하거나 반

성, 수정하기보다는 수용하거나 용인한다(Myers & Ro-

sen, 1999). 그런데 비만에 대한 사회의 차별은 스트레스

를 유발하고, 비만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부터 오는 스

트레스는 실제 비만에서 오는 질병과 동일한 질병을 유

발시켜서, 신체적 이상형과 관련된 사회환경이 비만 관

련 질병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Muennig, 2008).

비만인들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

거나, 무시하거나, 쳐다보는 것을 비롯하여, 직업을 구하

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의자가 너무 작

거나 자신에게 맞는 옷이 많지 않아 의복구매에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yers & Rosen, 1999). 그런

가 하면, 비만여성들은 미국 쇼핑몰에서 인사말, 응대 조

건 등과 같이 공식적인 고객응대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

으나, 종업원들이 응답하는 정도, 친절도 등에서는 일반

여성 고객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ng et al., 2006). 한편 비만여성들은 일반 사이즈 여

성들보다 광고 모델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비만여성들이 스스로를 일반 사이즈 여성들과

다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Smeesters et al., 2010).

2. 비만인과 의생활

비만체형과 의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실제 비만인을 대상으로 연구

한 논문은 많지 않다. Lee(2000)는 미국 비만여성들의 의

류쇼핑경험을 면접한 결과, 일반 여성들이 대부분 긍정

적인 쇼핑경험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비만 여성

들이 부정적인 쇼핑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즈, 의복

선택의 다양성, 탈의실의 좁은 공간, 세련되지 못한 디자

인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성에 대한 불만

은 미국 비만여자 대학생들도 다른 특별 사이즈(specialty

size) 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Kind &

Hathcote, 2000),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비만여성들의 의복의 다

양성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 역시 실제 비만여성을 다룬 소비자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20~30대 비만여성 82명을 대상을 기성복 바

지 착용실태를 조사한 Lee and Lee(2010)에 따르면, 연

구대상들은 대부분 바지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20, 30대

모두 활동적이기 때문에 바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대는 착용시 큰 압박감이 30대는 체형커버를

못하는 점이 바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였다. Lim

(2012)은 40~50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이 진행될수록 실용성, 물리적 성능을 중요시하고

유행이나 상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비만체형 여성들은 사이즈, 체형커버 정도, 활동성,

착탈 편리에 대해 정상체형 여성들보다 불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비만여성과 관련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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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비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복 관련 행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만소비자에 대한 실증

적 조사가 매우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근거이론 방법에서는 범주와 이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함으로, 이 연구

에서는 참여자 모집시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이 포함되

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플러스 사이즈 전문브랜드

경인지역 대리점의 협조와 주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

하여 선정하였다. 사이즈로는 88 사이즈 이상을 플러스

사이즈라고 하는데 연구참여자 모두 이 조건을 충족시

켰다. 근거이론의 포화 법칙에 의해 더 이상 새로운 정보

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면접은 종결되었고, 총 24명

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은 50대가 11명, 무직 및 전업주부가 10명,

99 사이즈가 9명, 고등학교 졸업이 17명, 한 달 피복비

는 11만원에서 20만원이 9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

구 총 소득은 2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Table 1).

2. 자료수집 및 분석

면접 전에 참여자에게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연구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특별히 자신들이 좋아하거

나 입고 싶은 옷 또는 싫어하거나 문제가 되는 옷의 사

진이나 실물을 가져 오도록 요청하였다. 면접은 2011년

8월 17일에서 9월 19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

서 면접은 2~6명으로 구성된 표접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와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으로 이

루어졌다. FGI에서는 의복과 관련된 만족·불만족, 선

호하는 또는 피하고 싶은 의복스타일을 중심으로 이야

기하였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플

러스사이즈 패션스타일 이미지 사진을 제공하였다. 사

용된 사진은 연구자들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등의 검색을 통하여 특히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아이템과 스타일도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FGI

가 종료된 후 장소를 달리하여 한 사람씩 개인적인 상

황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개인들이

가져온 사진이나 의복은 심층면접 중에 사용되었으며,

면접 후에는 연구참여자 사진을 촬영하였다. 각 연구참

여자는 FGI를 포함하여 3시간~3시간 30분 가량 면접에

참여하였고, 총 연구시간은 진행시간을 포함하여 4~5시

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에게는 10만원의 사례비와

식사, 간식, 간단한 기념품이 제공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Characteristics Number Characteristics Number

Age

20s 2

Size

88 4

30s 5 99 9

40s 5 100 6

50s 11 120 5

Marital Status
married 19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

single 5 2-3 million won 6

Occupation

full-time housewife 10 3-4 million won 5

sales · service 5 4-5 million won 5

managerial · professional 2 5-6 million won 4

entrepreneur 5 6-7 million won 0

college student 1 over 7 million won 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7

Monthly

Clothing

Expenditures

less than 100,000 Won 5

110,000-200,000 won 9junior college graduate 4

210,000-300,000 won 4in college 1

310,000-400,000 won 4
college graduate 2

more than 410,000 w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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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여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

료는 면담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원자료(raw

data)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는 Strauss and

Corbin(1990)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

(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로 분

석되었다. 개방코딩에서는 개념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개념들의 공통점을 찾아 하위범주, 그리고 더욱 추상적

인 상위범주로 발전시켰다.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을 통

해 만들어진 범주들을 Strauss and Corbin(1990)이 제안

한 바와 같이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

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된 패러다임 모형(pa-

radigm model)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범주를 통

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이야기 형태로

줄거리를 써보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의 신뢰성

질적 연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신뢰성

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Lincoln & Guba, 1985).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

한 연령층과 직업층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면

담과정에 세 명의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고, 면접이 종료

된 후에는 연구자들이 면담내용을 토론하여 연구 현상

을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주관적인 견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접 중에는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

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사적인(projec-

tive) 접근방식을 첨가함으로써 면담자들이 부담없이 민

감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와 해

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분석함에 있

어서 면담내용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개념과 범주

를 수정하였고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범주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IV. 결 과

연구문제인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의 외모관리 상황

에서의 경험과 문제점은 근거이론에 따라 중심현상과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 그리고 중재적

역할을 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외

모관리 상황에서 경험에 대한 대응은 작용/상호작용과

중재적 조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1. 중심현상: 불편

플러스 사이즈 여성 소비자의 의류를 중심으로 한 외

모관리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중심현상은 ‘불편’으

로 ‘심리적 불편’, ‘생리적/신체적 불편’, ‘의복욕구 불편/

불만족’, ‘의복구매 불편’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심리적 불편

‘심리적 불편’과 관련되어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창피하다고 여기며 자격지심, 자기연민, 자기혐오와 더

불어 우유부단하고 쉽게 포기하는 등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특성이 있었다. 이런 특성은 비만이 낮은 자존

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Schwartz & Brownell,

2004)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날씬한

데 자신만 유독 뚱뚱하다고 느껴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비만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하였

는데 다이어트와 요요현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스

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고도 하였다. 옷을

입을 때 특히 짜증이 난다는 응답자가 많이 있었다. 이

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과도

하게 긴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하철 타고 앉아서 보면 다들 날씬하고 그래요. 근데 나만 뚱

뚱한거에요... 다 날씬한데 나만 뚱뚱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요. C 면담자

처음 살쪘을 때 사람기피증까지 있었어요. 사람을 안 만나고

낯선 사람을 싫어하고 아는 사람은 내 모습을 아니까 만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

면 나 살쪘다고 흉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랬어요... 그때부터

은둔생활 아닌 은둔생활하면서... 그 때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불

면증에... I 면담자

살이 찌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자격지심이 생기는 것 같아

요. U 면담자

성격이 바뀐다니까 내가 그래도 밝은 편인데도 움츠려 들게 되

요. 얼마나 소심해지는데 살찌면 여러 가지로... 살찐 사람은 사람

도 아니야. E면담자

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미쳐 죽을 것 같

아요. 오죽하면 위절제 수술을 하려고... C 면담자

저는 너무 남의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자신이 없으

니까 내가 내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남들 말에... 좀 귀가 얇죠. T

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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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리적/신체적 불편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토로하였는데, 대부분의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땀이

많이 나고 옷이 땀에 젖는 등 과도한 땀으로 인한 불편

을 호소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은 면담자 중에는 과체중

으로 인해 허리나 다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똑바로 앉기

가 힘들거나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저는 땀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하고 그 땀하고 따가운 게

겹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답답하니까 더 땀

나고요. 그래서 화장을 안하구요. N 면담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살이) 찔 때는... 알고 보니까 다 살찌느라 그런 것 같

더라고... 그리고 똑바로 앉지를 못하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쭈그

리고 앉아 있어도 남들은 잘 앉아 있는데 나는 숨 막혀서 죽어.

D 면담자

3) 의복욕구 불편/불만족

연구참여자들은 옷을 입을 때 특히 짜증이 난다고 하

였는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기 힘들어 자기의 취향에

맞는 옷이 아닌 몸에 맞는 옷을 착용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였다.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고, 신체

를 가려주는 스타일, 검은색 위주의 제한적인 스타일을

착용하며, 또한 20대에 중년층 브랜드 옷을 입기도 하

는 등 연령에 적합한 의복을 구입할 수 없고, 격식 있는

모임 등 역할에 적합한 의복이 없어 욕구 불만 상태에

있었다.

뚱뚱한 사람들이 맞으면 입는 거지 뭐. E 면담자

거울 앞에 서면 뚱뚱해서 뭘 입어도 안 예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S면담자

나이가 20대 때도 마담브랜드에서 맞춤을... U 면담자

제가 엄마 나이처럼 많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

데 우리는 옷이 예쁜 게 없잖아요. 멋을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예쁘게 차리고

나가야지 하는데 옷을 집으려고 하면 없고... S 면담자

정장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E 면담자

4) 구매 불편

또한 플러스 사이즈 여성복을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

아, 비교쇼핑을 하거나 자신이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충이라도 맞으

면 구매하고, 방문한 점포에서 큰 옷이 있기만 하면 구

매하는 등 구매의 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시장이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젊은 층을 위한 스타일이 부

족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아이템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플러스 사이즈 의류는 일반 사이즈 의류에 비해 높은 가

격을 지불해야 하고, 할인 판매하는 제품을 값싸게 구

입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어서 일반 소비자보다 자

유 경쟁시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많

은 경우 플러스 사이즈 여성 소비자는 판매원의 냉대에

눈치를 보고 쇼핑해야 하고, 판매원의 무관심과 무시하

는 태도로 인해 점포를 방문하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

었다.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비만여성들이 의류의 다양성에 불만

족하고 있다는 연구(Kind & Hathcote, 2000) 결과를 고

려할 때, 우리나라 비만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류

를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

만, 그 불편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옷 사 입는 게 진짜 짜증이 난다니깐 어떨 때는 입어봐서 안 들

어 가봐 저거 괜찮다 싶어서 집었는데 그래도 큰 거 같아서 집었

는데 입어보고 안 들어가 봐 진짜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라

니까 그럴 때는... E 면담자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으면 입어야 하는... S 면담자

속바지 구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커트 입을 생각도 못하

지. E 면담자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왜 큰 사람이라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지... 브라 하나에 몇 만원이네요. 그러면서 마음에나 들고 편

하게나 만들면 몰라요. 마음에도 안 들고 편하지도 않는데 사실

저희는 입어야 되니까 입는 거예요. 00전문브랜드 가서 (브라 하

나에) 막 십만 원이 넘어도 사는 거예요. P 면담자

어떤 옷을 사러가든 매장 안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제

사이즈가 있는지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되고 있는지 물어봐야되

고 없으면 또 나오는 그 순간에 뒤가 얼마나 따가운지... N 면담자

백화점이나 뭐 메이커 매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딱 봐서 저 사람

은 여기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 이러면 눈길도 안줘요. 손님으로서

고객으로서 대접도 안 해줘요. 사이즈가 몇까지 나오냐고 물어보

면 건성으로 대답해주고 그럴 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P 면담자

안 사고 나오면 “아니 이 옷 안 사 입으면 어디 가서 뭘 사 입

으려고”... 그런 식으로... P 면담자

2. 인과적 조건: 신체비만, 사회적 편견, 플러스 사

이즈 의류시장 미발달

중심현상인 ‘불편’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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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신체비만’,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의 미발달’ 범주로 구성되었다.

1) 신체비만

신체비만의 하위범주로는 가족력, 임신 및 출산, 질

명, 심리적 원인, 생활습관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

자들은 비만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임신중독증

후 비만, 불임치료로 인한 비만 출산 후 비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되어 비만이 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심

장병, 신장병, 갑상선 등 특정 질병과 관련되어 비만이

된 경우와 수술 후 혹은 특정 질병치료를 위해 약을 복

용한 후 비만이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심리적 원인으

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해소하고 또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어 비만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 상당수

가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야식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등 생활습관으로 인한 비

만이 된 경우였다. 살이 찌면서 이전 채식 위주의 식습

관에서 육식 위주로 바뀌었다는 면담자도 있었다.

오빠, 저희 엄마가 제 체형이랑 똑같아요. K 면담자

임신중독 되가지고 헐크처럼 되니까... I 면담자

첫애 낳고 10kg, 둘째 10kg, 막 계속 찌는 거예요. 지금까지...

C 면담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았어요. 중학교 때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꺼번에 키도 크면서 살이 쪘어요. U 면담자

요리를 엄청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식 같은 것도 좋아

하고... 달게 먹고 기름진 것 예전에 엄청 좋아했죠. C 면담자

컴퓨터 한다고 잠 안 자죠. 거기다 운동 안 하고 앉아있죠. 스

트레스 받으면 먹죠. 살찔만한 요인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

하. N 면담자

고기를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살찌느라 그런지 고기도 잘

먹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는 채식위주였는데... 뚱뚱해지면 아무

래도 땡기는 게 많아. D 면담자

2) 사회적 편견

면담자들은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였다.

비만한 사람은 ‘능력이 없다’, ‘친구가 없다’, ‘게으르다’,

‘자기관리를 못 한다’와 같은 특성과 연관되어 인지되

고 평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살이 쪄서 아프다’, ‘(혼자

서만) 많이 먹는다’, ‘집에만 있다’ 등 비만은 여러 부정

적인 상황의 귀책 사유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타인들

로부터 무시, 불친절, 평가에서 불이익 등 외모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게으를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스타

일이거든요. “집에만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저는 집에 잘 안 붙

어있거든요. 친구들도 주변에 많아서 맨날 돌아다니고... Q 면담자

“본인관리도 못하는데 남의 관리는 어떻게 해줘” 그렇게 말하

는 걸 내가 들었어요. R 면담자(보험설계사)

시어머님은 항상 “너만 먹냐” 그랬어요. 나 먹지도 않는데 신

랑이 다 먹는데... R 면담자

남자직원들이... 가르쳐 줄 때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은 막, 웃으

면서 하거든요. 등치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질적으로

“이것도 몰라요?” 이러고... R 면담자

3) 의류시장 미발달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불편의 원인 중 하나는 발달

하지 않은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과 연관되어 있었다.

시장에 플러스 사이즈 의류제품이 많지 않고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으며, 스커트를 입으려고 해도 속바지나 스

타킹 등이 마땅하지 않는 등 관련 아이템이 부족하며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판매하는 브랜드와 점포도 많이

부족한 점이 거론되었다.

옷을 사 입고 싶어도 맞는데(옷을 살 점포)가 없잖아요. D 면

담자

큰 옷을 사 입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는 옷 사 입으려면

시장을 돌고 또 돌고... P 면담자

3. 맥락적 조건: 비만기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

위의 원인적 조건이 중심현상을 야기시키는데 중재

적 조건으로 비만기간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영향을

미쳤다.

1) 비만기간

최근에 체중이 늘어난, 즉 비만기간이 짧은 면담자는

비만기간이 긴 면담자에 비해 느끼는 불편의 강도가 더

컸다.

처음엔 옷이 정말 사기 싫었어요. 스스로 너무 미련하게 보였

어요. 정말 스스로 한심스럽고 힘들었어요. 이젠 적응이 많이 돼

서... W 면담자

2)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도 불편을 지각하는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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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졌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 면담자의 경우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

면 시댁 식구들의 말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 중 비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의 차이도 보였다.

저희 신랑은 스트레스 준 적이 없거든요. 마른 사람을 좋아하

지 않는다고 하는데... 날씬하고 마른 애들은 별로래요. 신랑이 그

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S 면담자

4. 작용/상호작용: 불편 대처 행동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가 경험하는 의류를 중심으로 외

모 관련 불편에 대한 대처 행동은 ‘의복욕구 억압’, ‘의복

흥미 상실’, ‘의복욕구 전환’, ‘편안함 집중’, ‘차려입기’,

‘구매경로 확대 및 구매습관 변화’의 하위범주로 구성되

어 있었다.

1) 의복욕구 억압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불편을 겪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남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옷이나 새로운 스타

일, 독특한 스타일의 옷을 피하려고 하고 남들이 칭찬

하는 옷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시선을

끄는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경우 남의 눈에 띄지 않

는 평범한 스타일의 옷을 착용하고 유사한 스타일과 색

상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빨간 마이를 입었는데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약간 야하

게 입어야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좀 어색해요. 이상

하게... 그래서 가끔 입긴 하는데 꺼려지더라구요. 바라봐주면 좋

긴 하지만 부끄러워서요. M 면담자

저는 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키고 크고 등치도 크니까 가

뜩이나 튀는데 옷까지 튀면 시선집중 될까봐. Q 면담자

사가지고 와서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확 안 입어져요. 그

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 저거 새 옷 입었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원래 있던 옷인가보다 그런 게 좋지 근데 막 특이한 옷을 입

고 나가면 ‘어머 웬일이야’ 누가 애기할까봐 그래서 안 입는 건지

도 몰라. D 면담자

예뻐도 다른 사람들이 ‘너 저거 오버 아니야?’ ‘예뻐 보이려고

그런 거 아냐?’ 그러니까... 딱 단정하니 그냥 기본 스타일 ‘그냥 무

난하네’하는 스타일 그런 걸 입는... 아 그런 게 있어요. R 면담자

원래 살이 좀 있는 사람은요 거의 똑같은 옷을 입어요. A 면담자

전 검정색을 원래 안 좋아했었거든요. 어느 날 검정색 옷을 입

어서 날씬해 보인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옷장에 맨 검정색 옷만

있는 거에요. A 면담자

2) 의복흥미 상실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구입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입

어도 멋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흥미를 상실

한 상당수의 면담자가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옷은 신

체를 가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몸이 불고 나니까 입어도 폼도 안 나고 또 옷도 내 맘대로 맞는

것도 (없고) 디자인도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포기하고 그냥

주로 그런 편이지. D 면담자

옷은 남의 눈에 안 띄면 되고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또 살이 빠지면 모르겠죠. Q 면담자

3) 의복욕구 전환

면답자 중에는 자신의 억눌린 의복욕구를 다른 방법

으로 전환하여 충족하기도 하였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신이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을 입히거나 강요하는 등

자녀나 배우자를 통한 대리 만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

다. 또한 의복 외 품목으로 관심을 이동하여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과도하게 구매하는 면담자도 있었다.

또한 몇몇 면담자는 사이즈가 맞거나 예뻐보이면 충동

적으로 과도하게 의복을 많이 구매하는데 자제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딸은 막 귀엽게 막 예쁘게 내가 못하는 걸 해보게 하는 그런 게

있지. 딸한테 ‘이거 입어 이거 이쁘겠다.’ 내가 입고 싶은걸 애한

테 권하는 거야. E 면담자

옷은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지.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는 신발이에요. 발은 작으니까 뭐 신발은 어디를 가나 딱딱 맞

으니까... 액세서리 같은 것도... D 면담자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 나르시는 분이) ‘이렇게 옷이

없는 집은 처음 봤다’ 그래요. 사람들이 오면 희한해하죠. 옷은 별

로 없는데 신발장에 제 신발만 많으니까... M 면담자

어떤 때는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자제를

해야지 하면서도 옷만 보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으면 사게 되요.

I 면담자

4) 편안함 집중

많은 면담자들은 불편에 대처하여 의복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복을 구매하거나 선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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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몸에 밀착되거나, 기능적으로 불편한 옷 입기를 꺼

리고 스판이 들어간 소재 등 편안한 옷을 선호하였다.

의복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들이 실제 느끼는 강도는 매

우 컸다. 물리적인 ‘편안함’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편안

함도 중요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옷은 절

대 안 입는다는 면담자들이 많았고 입어서 왠지 불편한

옷은 피한다고 하였다.

살이 좀 빠졌을 때에는 불편해도 예쁜 것을... 그런데 살이 좀

찌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품할 때 팔 자체가 낀다던가 그러면 불

편해서... 예뻐도 못 입죠. T 면담자

몸이 둔하니까 편한 게 최고에요. 뭐 머릿속으론 우아하고 럭

셔리한 옷을 입고 싶지만 그게 아니니까 편한 옷 저거 편하고 활

동적인 옷을 입죠. E 면담자

“좀 뚱뚱해 보이는거 같아” 아니면 “색깔이 좀 너랑 안 어울리

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옷에는 전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V 면담자

5) 차려입기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특별

히 옷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일반인보다 “차려 입는” 경

향이 있었다. 자녀 학교를 방문할 때나 남편 관련 모임

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조금 불편해도 갖추

어 입은 듯 한 차림새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지나쳐서 동네 슈퍼에 갈 때도 옷을 바꿔 입고 간다는

면담자도 있었다.

슈퍼갈 때도 옷 갈아입는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

데 제가 그러더라구요.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밖에 나가게 되

면... R 면담자

날씬한 사람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우리 뚱뚱한 사람들은 조

금만 갖춰입어도 그게 다르거든요. 그냥 티 하나 입는 거하곤 천

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애. L 면담자

6) 구매경로 확대 및 구매습관 변화

의복구매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처하고자 플러스 사

이즈 소비자는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 일반 사이즈 의류

점포를 방문하는 대신 전문점,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등 대체 구매처를 개발하여 애용하고 있었다. 옷이 몸에

잘 맞지 않는 불편함은 맞춤을 이용하거나 세탁소에서

혹은 자신이 직접 수선함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점포 방

문이 힘든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들에 비

해 1회 방문시 다량 구매하는 특징이 있었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도 옷을 입어보지 않고 구매한다는 면

담자도 있었다. 그래서 상표도 떼지 않고 입지 않는 옷이

상당하다는 면담자도 많았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발

견하면 동일 아이템을 색깔별로 여러 개 구매하거나 가

격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는 등 건강하지 않은 구매습

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 같은 사이즈는 막 옷을 여기저기서 못 사니까 맞는 것만

있으면 많이 사는 편이에요. D 면담자

자주 가기 싫으니까 가면 그냥 사요. 티셔츠 다섯 개하고 바지

두 갠가 샀나봐요. 손이 큰 게 아니라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흔하게 있는 데가 아니니까 가서 보면 맞으면

안 입더라도 사게 되요. E 면담자

사이즈가 맞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저는 사는 편이거든요. 그

런 게 없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같은 거도 2~3개 정도사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색깔별로 2~3개 정도 사고 그러죠. L 면담자

입어봐서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 입어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충동구매처럼 더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V 면담자

전 잘 안 입어봐요. 눈대중으로... 실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봐서 괜찮겠다 싶으면 사요. M 면담자

5. 중재적 조건: 익숙해짐, 체중감량, 전문점 이용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가 경험하는 의생활 관련 불편

현상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 ‘익숙

해짐’, ‘체중감량’, ‘전문점 이용’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익숙해짐

면담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나이가 들면서 또는 주

위의 반응에 익숙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비만체형에 적응이 되어 편안해졌다는 면담자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여성의 비만도

증가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보다 나이든 여성에서 상대

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만이 지속되면서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살을 빼라는 말을 들어도 이전처럼 개의치

않는 등 자신의 신체에 관대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은 내가 뚱뚱하다는 게 항상 인식이 되

어 있지만 그렇게 남을 인식하지는 않아요. B 면담자

이전에는... 그러니까 가리는 옷을 입었죠. 궁댕이 가리고 배 가

리고 한다고 펑퍼짐한 걸 입었는데 더 살이 찌게 되고 더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 요즘은 개성시대인데 내 멋은

– 314 –



근거이론에 기초한 플러스 사이즈 여성 소비자의 의류를 중심으로 한 외모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69

내가 즐기는 거지 뭐 이왕이면 아주 딱 달라붙게 입자. 배 나오면

어때? 드러내고 살자’ 이런 식... I 면담자

2) 체중감량

몇몇 체중감량에 성공한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살

을 빼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고, 일반 의류매장을 이

용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살이 빠지고 나서 옷도 사 입어보고 싶고... 저것도 나한테 맞

을까... 아 여기서 조금만 더 빼면 88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88은

다 옷이 있잖아요. 88까지만 가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웬만큼 입

겠다. K 면담자

살을 빼고 나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I 면담자

3) 전문점 이용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플

러스 사이즈 전문점에서 타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를 만

나면서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상대적

위안감 및 나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에 위로를 받고 동료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로 옷을 골라 주고 다이어트 정보도 교환한다는 면담자

도 있었다.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에는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언제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구매

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에 드는 스타일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자신과 같은 플러스 사이즈 소

비자를 보면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이 있다고 거기서 옷

을 사 입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면담자도 있었다.

아무래도 잘 친해지지. 같은 체격을 가진 사람들끼리니까... 동

질감을 느끼면 더 빨리 애기꺼리도 맞고 친해지지. 날씬한 것들이

랑 다니면 신경질나거든... E 면담자

저희는... 그런데 C 전문점을 알고부터는 아 진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굳이 살을 안 빼도 되겠다. 맞는 옷이 있으니까... T 면담자

C 전문점 옷은 입어도 넉넉하니까 살이 빠졌나 내가 갑자기 날

씬해진 느낌... ‘아 내가 날씬해졌구나 살이 빠졌구나 여기 오니까

옷들이 다 맞고 어떤 거는 크고’... R 면담자

거기는 정말 친절해요. 세 번 갈 걸 열 번은 갈 수 있게 친절해

요. 여기 C 전문점을 만난 게 행복이다 그랬어요. H 면담자

6. 결과: 불편현상 개선 vs 불편현상 지속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의생활

관련 불편현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

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편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1) 불편현상 개선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나이가 들어 자신의 신체에

관대해지고, 혹은 체중감량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면

서 의복흥미를 회복하였다. 또는 플러스 사이즈 의류 전

문점을 통해 몸에 맞는 적절한 의복착용이 가능하게 되

고 뚱뚱해도 세련되었다는 주위의 칭찬으로 인해 자존

감이 회복되고, 의복에 자신이 있으니 성격도 보다 적극

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의복을 통한 기분전환, 다양한

스타일 착용, 신체를 드러내거나 화려한 스타일의 의복

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을 통해 구

매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은 사람을 자신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티(셔츠)나 면바

지 입고 다닐 때는 진짜 꿔다놓은 구두 짝처럼 말도 안 하고... 좀

위축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랬었는데 옷을 자신있게 입고 나니까

성격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T 면담자

뚱뚱해도 어디서 예쁘게 잘하고 다닌다 그런 애긴 많이 들어요.

O 면담자

거기 가면은 다 맞아요. 그래도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가니까 그

래도 거기는 조금 행복하잖아. J 면담자

이렇게 이쁜 옷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C 전문점

에 들어가니까 내가 커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이거 이쁘네 그러

고 입어보면 딱 맞고 조거 입어보면 딱 맞고... 되게 기분이 좋죠.

I 면담자

2) 불편현상 지속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소비자, 체중감량에 실패한

소비자,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을 모르거나 또는 알더라

도 전문점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담자들의

의복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의복을 구매하는데 불편이

지속되는 등 의생활 관련 불편현상이 지속되었다.

7. 선택코딩: 핵심범주의 개발

마지막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나타난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비만체형으로 인한 의생활

불편과 이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비만으로 인한 의생활 관련 불편경험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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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처 행동을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하였다(Fig. 1).

플러스 사이즈 여성 소비자는 의생활에서 다양한 불

편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만체형에서 비롯된 심

리적 ·신체적 불편, 의복욕구 불만, 의복구매 불편이 특

징적이었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사회에 만연한 비

만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소외감, 낮은 자존감과 정신

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고 대인관계에서 과도하게 긴

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과체중으로 인해 신체고

통, 자세문제, 땀 등 신체적 생리적 문제도 경험하고 있

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 욕구 불만이 상당히 큰 상태에 있었다. 이

들에게 맞는 사이즈의 의복을 판매하는 장소가 많지 않

고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 나이에 맞는, 취향에 맞는, 몸

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또한 표

준사이즈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판매원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점포 방문에 따른 부담감과 불편

함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플러스 사이즈 소

비자는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의복욕구를 억압

하는 것인데, 신체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주목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보니 화려한 옷이나 멋진 옷보다

는 눈에 띄지 않는 옷이나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것이

다. 취향보다는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 옷장 속의 옷이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의복욕구의 억압은 의복흥미의

상실을 초래하여 의복은 신체를 가려주는 것 이외의 의

미를 두지 않게 된 것이다. 억눌려진 욕구는 다른 방식

으로 분출되기도 하는데, 자녀나 배우자의 의복에 과도

하게 집착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얻거나, 의복 이외의 품

목으로 관심이 이동하여 핸드백, 신발, 액세서리를 과도

하게 구매하기도 하며,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필

요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하

는 등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은 움직임이 불

편한 옷에 대해 실제로 지각하는 강도가 매우 커 편안

한 옷만을 구매하는 경향이 컸다.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도 이들은 자신의 체형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

지 않을까 긴장하며 의복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

다. 조금 불편해도 정장차림을 하는 등 갖추어 입은 차

림새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구매 불편에 대처하기 위해

서 이들은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이나 인터넷 및 홈쇼핑

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구매 경로를 개발하고 맞춤이나

수선집을 이용하거나 혹은 직접 만들어 착용함으로써

몸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점포 방문이

부담스러운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일회 방문시 대량

구매하고, 입어보지도 않고 구매하고, 마음에 드는 옷

Fig. 1. Appearance management experience paradigm for plus-siz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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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깔별로 구매하는 등 건강하지 않은 구매 습관을 형

성하고 있었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체에 익숙해지고 외모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서 의

생활 관련 불편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소비자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의복흥미

를 회복하였다. 이들 중 마음에 드는 찾아서 플러스 사

이즈 전문점에서 구매를 시작하면, 제품 부족으로 인한

문제나 점포 방문에 따른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전문점에서 만나는 다른

소비자들과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고 상대적인 위안감

을 얻으며 정보 등도 교환하여 전문점이 커뮤니티 형성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소비자, 체중감량에 실패한 소비자, 플러스 사이즈 전문

점을 알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서는

의생활 관련 불편현상이 지속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능성 있는 니치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의류를 중심으로 외모관리

에서 이들이 비만체형과 관련되어 특이하게 경험하는

현상들과 이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면담을 근거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가 경험하는 의류를 포함한

외모관리 관련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만인들이 낮은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Gilbert-Diamond et al., 2009; Schwartz & Bro-

wnell,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Myer and Rosen

(1999)은 체중은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

는 비만에 대한 편견을 수용하거나 용인한다고 하였는

데 이 연구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러

스 사이즈 소비자 상당수가 소외감, 낮은 자존감, 정신

적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의복과 관련된 스트

레스가 높았는데, 옷을 입을 때, 혹은 옷을 구매할 때 짜

증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비만체형이 의생

활과 관련되어 의식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의류를 중심으

로한 외모관리의 중심현상은 ‘불편’이었는데, 이들은 이

러한 ‘불편’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

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끄는 디자인 대신 평범한

디자인의 의복 및 신체를 커버하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의

복에 대한 흥미가 낮은 대신 남편이나 자녀의 의복착용

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

리로 흥미가 이전되어 여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소비

자도 있었다. 신체적 불편함에 대처하고자 의복의 편안

함을 집중 추구하고, 또한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긴장하며 갖추어 입은 듯한 세미 정장 차림새를 선호하

였다.

King et al.(2006)은 미국의 플러스 사이즈 여성은 일

반 사이즈 여성에 비해 쇼핑몰 판매원에 의해 응답시간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도 플러스 사이즈 여성은 의복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원

의 무시와 냉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이즈

점포를 방문할 경우 이들은 쉽게 주눅들고 불쾌해하는

등 판매원의 시선과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플러

스 사이즈 소비자는 부정적인 쇼핑경험으로 인해 1회 점

포 방문시 대량으로 구매하는 특징이 있었고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해서도 입어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래서 구매 후 입지 않는 옷이 상당하다는 면담

자도 많았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에게 있어 이들만을

위한 전문점은 이들이 경험하는 의복쇼핑에서의 불편의

상당부분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점포는 구매의 장

소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매장은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

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장소이며 동료의식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곳이자 여가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의류를 중심으

로 외모관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찰하였다는데 그 의

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이들의 낮은 신

체이미지와 차별대우, 부정적인 쇼핑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심리적, 신체

적 불편, 의복소비 및 구매에서의 불편과 이러한 불편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의류산업에서 소외된 집단

이며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외모 관련 스트레스가 상당

히 높았다. 이들의 구매 관련 불편을 덜어주고 소비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점포 전략과 제

품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

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

하기보다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다. 특히 의류구매는 이들의 비만

한 체형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

에 이들이 느끼는 불편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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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었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기 위

해서는 이들이 느끼는 의복구매에서의 불편함을 제거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일반 사이즈 여성과 구분된 이들만을 위

한 전문점이 필요하고 이들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이

해하는 훈련된 판매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심리적 특성

을 고려한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은 ‘새

로운 제품이 입고되었으니 매장을 방문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매장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입어 보지

도 않고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커피를 권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주저하면서 입어본다.

1회 방문시 다량 구매하고는 상표도 떼지 않고 입지 않

는 옷이 많은 등 건강하지 못한 구매 습관은 교정할 필

요가 있다. 판매원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패션조언자(fashion advi-

sor)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구입 후 입

지 않고 있는 의복은 빠른 시일 내 반품하거나 새로운

제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권하여 점포 방문과 구매결정

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매 만족도를 제고함으로 점포

충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의류와 함께 구입할 수 있

는 신발, 가방, 스카프, 속옷 등을 매장에 구비하면 일반

점포 방문이 불편한 이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

이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대부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화를 자주 한다거나 하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점포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포 정책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제품 개발로 의복소비에

서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의 체형의 특

성을 고려한 스타일, 색상, 소재 개발이 필요하며 아이

템 개발이 필요하다. 옷이 소비자의 몸에 잘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을

본사 차원에서 시행하거나 근처 수선집과 연계하여 필

요한 수선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의생활에 대한 탐

색적 연구로 몇몇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많은 면

담자가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 고객명단을 통해 모집되

어, 전문점의 특성이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

다. 또한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지닌 면담자를 포

함하고자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중 50대가

많았고 최종학력이 고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젊은 여성 소비자, 고학력 여성 소

비자 등 인구특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

불어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플

러스 사이즈 남성 소비자, 청소년 소비자, 아동 소비자

로 확대하여 그들이 느끼는 의생활 관련 문제를 분석하

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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