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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that explains how various service quality factors are related to consu-

mer satisfaction when plus-size and regular-size women are engaged in fashion shopping. We constructed

and tested service quality- perceived value-satisfaction model with size as a control variable. We defined

plus-size women as those with a BMI over 25 and regular-size women below 25. Data were collected during

April and May, 2012 and responses from 189 plus-size women and 246 regular-size women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service quality factors, attention was significantly re-

lated to perceived service value for both plus-size women and regular-size women. However, stor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ived service value for only plus-size women and kindness was signifi-

cantly related to perceived service value only in the case of regular-size women. Second, perceived service

valu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roduct satisfac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for plus-size women and regu-

lar-size women. However a moderating effect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wher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ervice value on product satisfac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plus-size women were greater

than regular-size women. Third, in the case of regular-size women, servic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affected

by product satisfact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as not found in the case of plus-size women.

Key words: Plus-size women, Service quality, Perceived service value, Product satisfaction, Service sa-

tisfaction; 플러스사이즈 여성,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지각, 제품만족, 서비스 만족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만인구의 증가는 언론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 및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19세 이상 성인

중 BMI(Body Mass Index) 25 이상을 가진 비만인구 비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2년에는 32%에

도달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비만

은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소득, 주

거지역 및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비만인구 비

율이 다르게 나타나 사회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소득

과 거꾸로 가는 뱃살 [Reversed to income]”, 2014). 특히

한국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가 두드러져서

비만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고, 저학력 여성이 고학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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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비만이 될 확률은 미국, 프랑스보다 2~3배 높다

(“한국인 비만율 [Korean obesity ratio]”, 2014). 또한 한

국에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 비만율 차이는

1998년 1.8%에서 2012년 4.8%로 증가하여 소비에 따른

비만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비만

의 사회경제학 [Socioeconomic aspect of obesity]”, 2014).

또한 남성은 여러 소득수준에 비만인구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의 비만율은 소득수

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

게 나타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비만이 여러 면에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삶의 만족과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well-be-

ing)과도 관련된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

다(Fikkan & Rothblum, 2012). 국내에서도 고도비만이

나 BMI 40 이상의 초고도비만인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고 우울증을 겪으며, 취

업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비만인

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고되어 있다(“비만의 사회경

제학 [Socioeconomic aspect of obesity]”, 2014). 특히 여

성에게 기대되는 외모의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외모관

리와 관련된 여러 활동영역에서 여성비만은 매우 중요

한 요건일 것으로 추론된다.

Yu et al.(2013a)의 연구에 의하면 플러스사이즈 여성

들은 외모와 관련하여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복욕구를 충족하고 패션제품

을 쇼핑하는데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은 플러스사이즈 의복 자체에

대한 불만 못지않게 쇼핑과 관련된 불만족과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0; Yu et al., 2013a).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

성들의 쇼핑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비만에 따른 쇼핑서비스 만

족모형의 특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

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지각, 서비스 만족 간의 인과관계

로 구성된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 집단을 포함하

여, 체형을 쇼핑서비스 만족결정모형의 조절변수로 다

루어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비만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의학

및 영양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사회심리적인 측

면이나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의류학 분야의 연구로는 비만체형 분류, 패턴 개발, 기

성복 사이즈 조사 등이 대부분이었고, 의복구매와 관련

된 소비자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비만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는 실제 비만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바디이

미지와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플러스사이즈 여

성을 대상으로 소비행동과정에서 중요한 쇼핑 중에 느

끼는 서비스와 만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만소비자가 지각하는 쇼핑서비스

의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요인들을 밝힘으

로써 비만소비자가 자주 당면하고 있는 쇼핑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비만소비자와

일반소비자를 비교하여, 소비자 체형의 조절변수 역할

을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된 결과에 따라 비만

소비자와 일반소비자의 쇼핑서비스 만족경로와 관련된

차이를 밝혀서, 차이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서

비스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 연구배경

1.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외모 관련 스트레스와 쇼

핑불편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신체생리적은 물론이고 사회심

리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인

정되고 있다. 특히 비만은 개인의 무책임에서 오는 상태

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은 인종과 같은 다

른 조건에 비해서 비만에 대한 편견을 거리낌 없이 드러

내고 나타내는 편이다(Myers & Rosen, 1999). 그리하여

비만소비자들은 여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신체불만족과 식습관 장애를 가

져오고(Farrow & Tarrant, 2009; Makino et al., 2006), 흡

연과도 연관이 있으며(Croghan et al., 2006), 낮은 자존

감으로 연결되고(Smeesters et al., 2010), 정신적 스트레

스와 육체적 질병을 발병시킨다고(Muenning, 2008) 확인

되었다.

그런데 비만에 대한 편견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다. 비만여성은 마른 여성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뿐만 아니라, 비만남성과 비교해도 더 심한 편견을 경험

하여, 비만은 여성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큰 영향을 준다(Fikkan & Rothblum, 2012). 성별

에 따른 비만의 영향의 차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확인

되어 있다(Linna et al., 2013) 한국 사춘기 여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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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불안감과

같은 내면적 문제를 불러오며, 내면적 문제는 다시 외

모 관련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2).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외모가 경쟁력으로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비만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연구된 것에 비하여, 비만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는 비만

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러스사이즈 의류의 착용실태와 사이

즈(Ha, 2008, 2009; Oh & Lee, 2010), 선호디자인(Lee &

Lee, 2010)이 조사되었고,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신체부

위별 만족도나(Park et al., 2002), 부위별 기성복의 만족

도에 대해(Kim, 2006) 연구되었다. 미국의 specialty-size

여성들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petite-size나 tall-size 소

비자들보다 large-size 여성들이 기성복 및 소매점포에 대

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nd & Hathcote, 2000).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은 사이즈나 스타일, 색상 등이 다

양하지 않고, 소매점포의 수와 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

였다. 미국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이 대상인 다른 연구에

서도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은 쇼핑을 즐기지 못하며, 의

복선택의 폭이 좁고, 탈의실의 공간이 좁아서 불편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0). 이런 불만은 한국 플

러스사이즈 여성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Yu et

al.(2013a)의 연구에서도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은 자신들

의 취향에 맞는 옷을 찾기 힘들고 스타일이나 색상도 다

양하지 않아서 의복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의류쇼핑을 할 때는 플러스사이즈 의류를 판매하

는 소매점이 많지 않아 불편하고 비교쇼핑이나 할인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판매원의 무관심

과 냉대로 인해 쇼핑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이 쇼핑 중에 경험하게 되는 차

별에 대해 현장실험을 실시한 연구(King et al., 2006)에

서, 미국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은 인사와 같은 공식적인

응대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응답시간이 짧고

eye contact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대인간(interpersonal)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장과 같은 의복

을 통해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한국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이 비만에 따른 차별에

대처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차려입기(dress up)를 한다

는 결과(Yu et al., 2013a)와 일치하며, 한국 플러스사이

즈 여성들이 경험적으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을

위한 플러스사이즈 의류시장을 세분화한 연구에서(Yu

et al., 2013b), 플러스사이즈 여성들은 주로 이용하는 점

포유형에 따라서 전문점 집중 이용집단, 다채널 이용집

단, 일반매장 이용집단, 인터넷 몰 이용집단의 4개 집단

으로 분류되었다. 집단별로 플러스사이즈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원단, 부자재, fit, 디자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유통채널에 따라 주로 취급하는 제품의 품질

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2.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1)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전

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로, Parasuraman et al.(1988)은 성

과-기대-만족의 개념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성과에 대

한 기대와 비교해서 발생하는 만족도와 관련한 태도’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서

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의 하위차원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Bolton & Drew,

1991; Cronin & Taylor, 1992; Gronroos, 1984; Lee & Yi,

2001; Parasuraman et al., 1988). Parasuraman et al.(1988)

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은행, 신용카드 등 여러 산업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

사하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10가지 기준을 만든 다

음 이들을 다시 5개 차원(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

성, 유형성)으로 통합하여 ‘SERVQUAL’ 모델을 완성하

였다. 이 중에서 유형성은 점포의 시설, 분위기 등 점포

서비스에 해당되고 나머지 4개 차원은 판매원의 지식,

응답의 신속함 등 판매서비스에 해당된다. Cronin and Ta-

ylor(1992)는 SERVQUAL 모델에 대해 서비스 특성에 따

른 구성요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모델로 인정

되어 여러 산업분야의 서비스 품질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모델들도 대체로 이 모델을 기반

으로 하여 수정되고 보완되고 있다.

의류쇼핑에서도 서비스 품질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품

질의 구성차원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먼저 Gagliano and Hathcote(1994)에 의하면

의류전문점 서비스 품질이 점포서비스(store service)와

판매서비스(sales service)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점

포서비스는 점포 내 신용, 교환, 반환, 서비스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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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신뢰, 사후서비스(A/S) 등 점포 관련 서비스가 포

함되며, 판매서비스는 점원의 태도, 예의, 지식, 신속응대

등 판매원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Kim et al.(1999)은

의류점포의 서비스 품질은 판매원 요인, VMD 요인, 신

뢰적 정책요인, 고객편의요인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고 하였다. 각 요인을 살펴보면 판매원 요인에는 태도,

성실성, 지식, 능력, 고객에 대한 이해 등 판매원의 성실

하고 친절한 태도와 상품지식이 포함되고, VMD 요인은

매장 내 진열, 정리상태와 조명, 디스플레이, 시설과 분

위기 등 의류매장의 물적 요소와 외형에 관련하며, 신뢰

적 정책요인은 구매 시 수선과 기일 엄수, 빠르고 정확

한 계산,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신속응대 등으로 구성되

며, 고객편의요인은 휴식공간, 개점시간대 등 소비자 편

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 Hong(2000)은 의

류점포의 서비스 차원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점포서비스는 매장의 VMD, 매장분위기, 매장의 쾌적성,

상품구색, 점포정책의 다섯 차원으로 구분되었고, 판매

서비스는 판매원의 감각과 상품지식과 같은 확신성, 신

속반응, 개별 관심과 같은 반응성의 두 개 차원으로 구

분된다고 하였다. Lee and Kang(2009) 역시 서비스 품질

을 판매원, VMD/분위기, 점포정책, 상품구색으로 구분

하였고 Kang and Park(2009)도 이와 유사하게 인적 서

비스, 시설서비스, 제품서비스, 정책서비스로 구분하였

는데 큰 범주에서는 점포요인과 판매원 요인으로 분류

될 수 있다. 패션쇼핑에서 서비스 품질은 크게 점포요인

과 판매원 요인으로 구분되며 점포요인에는 점포시설

과 점포정책, 제품요인이 포함되며 판매원 요인에는 판

매원의 태도와 지식 및 반응성 등이 포함된다.

2) 서비스 가치지각

서비스 가치지각(perceived service value)이란 서비스

에서 느끼는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판단을 말

하는데,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급한 비용과 서비스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효용 간의 상쇄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Zeithaml, 1988). Zeithaml(1988)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가 지각하는 품질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가치가 커지

고, 지각된 가치는 다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Zeithaml(1988)에 의하면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를

매개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 Zeithaml(1988)의 모

형은 상품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형이지만 서비스 영역에

도 적용되어 서비스 품질-서비스 가치지각-고객만족의

관점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지각, 고객

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 동안 서비스 품질 관련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비스 가치지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

스 가치지각변수를 연구에 도입하여 연구가 이루어졌

는데, 호텔, 의료, 은행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 가치지각

이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을 매개하는 변수라는 결과

를 얻었다(Lee & Kim, 1999; Lee et al., 2009; Park et

al., 2011; Yoon, 2014).

3)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가치지각, 고객만족의 관계

쇼핑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

치지각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Balton & Drew,

1991; Lee et al., 2009; Park & Hwang, 2007), 먼저 서비

스 품질은 많은 연구들에서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임이

밝혀졌다. Lee and Hur(2008)는 개인적 관심, 고객존중,

편안하고 신속한 응대, 상품정보/지식 제공이 백화점 및

할인점 쇼핑 시 상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Hong(2000)은 서비스 품질 중 점포정책, 판매원의

확신성, 매장분위기, 매장 VMD 순으로 점포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Lee and Kang(2009)는 할

인점 의류매장의 서비스 품질 중 점포정책을 제외한 판

매원, VMD/분위기, 상품구색이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서

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 밝혔

을 뿐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작

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

데, 서비스 가치지각이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간을 매

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Lee and Kim(1999)은 호텔 고

객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를 거쳐

고객만족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의료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로 서비스 가치가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에 이르는 경

로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Park et al.

(2011)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를 밝혔는데 이

들은 다른 연구와는 달리 서비스 가치를 지각된 가치,

신뢰형성, 호혜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

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가치의

세 가지 유형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가

치의 세 가지 차원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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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14)은 중국 상해의 한국 미

용실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미용실의 서비스 품질, 서비

스 가치 및 고객만족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서비스 품질

이 높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유의하게 높고, 서비스 가치

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가치가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을 매개한다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의류매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의 의해 지각되

고 판단되는 서비스의 우수성을 의미하며 크게 판매원

요인과 점포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은 고

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서비스 가치지각은 서

비스 품질과 만족도 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품질-서비스 가치지각-고객만족의 경로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고객만족은 광의의 개념

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광의의 개념은 전반적

만족(overall satisfaction)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

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소비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인 감정을 의미하며 협의의 만족은 거래에 대한

만족으로 최근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의미한다

(Garbarino & Johnson, 1999). 이 연구에서는 협의의 만족

개념을 도입하여 고객만족을 제품만족과 서비스 만족으

로 구분하였다. Lee et al.(2008)는 커피전문점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고객만족을 제품만족과 매장만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의 특성상 매장만족보다

는 시설 및 판매원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만족의 개념

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고객만족을 서비스 만족과 제

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Lee et al.(2008)의 연구에

서는 제품만족과 매장만족의 상관관계가 유의함을 보였

는데 커피와는 달리 가격이 높고 관여도가 높은 의류제

품의 경우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이 매장의 서비스 만

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경우 의복을 구입할 수 있는 점

포가 적고 의복의 스타일이나 색상이 제한적이어서 선

택의 폭이 좁으며, 판매원의 냉대와 무관심, 탈의실 공

간 부족 등으로 의복쇼핑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어(Lee,

2000; Yu et al., 2013a), 이들의 서비스 품질지각- 서비스

가치지각- 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일반사이즈 여성의 경

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의류매장의 서비스

품질지각은 서비스 가치지각을 통해 고객만족에 이르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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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모형은 소

비자들이 인지하는 제품품질은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

고 가치지각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Zeithaml

(1988)의 연구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Zeithaml(1988)의 모형에서 나오는 제품품질 대신 의류

매장의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지각을 거쳐 제품만

족과 서비스 만족에 이르는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서비스 품질은 Parasuraman et al.(1988)이 개

발한 서비스 품질척도 SERVQUAL에 근거하였으나 서

비스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점포시설, 판매원 친절, 판매원 지식, 판매

원 관심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서비스 가치지각-고객만족에

이르는 경로에 비만조건이 조절변수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으로 나

누어 모형을 검증하였다. 플러스사이즈 여성은 대한비

만학회의 기준에 따라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

눈 체질량지수인 BMI 2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BMI 25 이상의 플러스사이즈 여성은 88 이상

의 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 일반사이즈 여성은 44, 55, 66, 77 사이즈를 착용하

는 여성을 말하며 플러스사이즈 여성은 88 사이즈 이상

을 착용하는 여성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류사이즈 표기

방식이 오래 전에 바뀌었지만, 일반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자신의 사이즈를 55, 66 등의 예전 체계로 알고

있어서, 응답자가 제공할 수 있는 사이즈 정보를 수집하

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

성을 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의류점포

의 서비스 품질지각, 서비스 가치지각, 만족으로 이어지

는 경로에서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패션점포의 서비스 품

질, 서비스 가치지각, 고객만족, 인구통계적 변수를 측

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품질이란 특정 서

비스의 우수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말

하며 이론적 배경에서 서비스 품질이 점포요인과 판매

원 요인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서비스

품질을 점포요인과 판매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점포요

인으로는 점포시설을 그리고 판매원 요인으로 판매원

의 친절, 판매원의 제품지식, 판매원의 관심을 각각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서비스 품질 문

항들은 Parasuraman et al.(1988)이 개발한 서비스 품질

척도 SERVQUAL의 유형성(tangible), 신뢰성(reliability),

응답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

athy)을 Hong(2000), Lee and Kim(2001), Lee and Hur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조하여 의류점포에

맞게 수정한 것들이다. 점포시설은 ‘매장은 최신식 시설

로 꾸며져 있었다’, ‘매장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았다’, ‘매

장은 쾌적했다’의 문항을 포함하며, 판매원 친절은 ‘판

매원은 반갑게 맞이했다’, ‘그 매장판매원은 고객에게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 ‘그 매장판매원은 고객을 존

중해 준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판매원 지식은 ‘그

매장판매원은 고객의 취향, 신체적 특성을 알고 어울리

는 상품을 골라준다’, ‘그 매장판매원은 상품에 대한 적

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매장판매원은 상품을 다

양하게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의 문

항을 포함하며 판매원 관심은 ‘그 매장판매원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그 매장판매원과 의복에 관련된 이

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도 나눈다’, ‘다음 번에 다시 매장

을 방문했을 때 판매원이 나의 얼굴이나 구입했던 의류

를 기억하고 있다’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서비스 가치지각은 서비스에서 느끼는 효용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로 Park et al.(2011)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는데, ‘매장판매원의 서비스는 구매에 많

은 도움이 되었다’, ‘매장판매원의 서비스는 필요하였고

가치 있었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고객만족은 최근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의미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품만족과 서비스 만족으로 구

분하였는데 제품만족은 구매한 제품이 소비자 욕구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Oliver(1980)의

6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줄여 의류상품에 적용한 Jin

(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옷은 만족스럽다’, ‘그 옷을 구매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그 옷을 구입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 옷을 산 것

은 잘 한 일이라고 확신한다’이다. 서비스 만족이란 점

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충족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서비스 만족을 인적 만족과 점포만족으로 구분하여 측

정한 Jeon and Jeon(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는 판매원 만족과 점포만족으로 구분하고 판매원 만

족은 연구자가 점포만족은 Hong(2002)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문항내용은 ‘나는 매장

판매원의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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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 매장을 다

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의 3문항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11년 8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플러스사이즈 여

성 24명과 일반사이즈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

지를 응답하도록 하고, 연구대상을 대면하여 문제점을

점검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응답자

들은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직접 적는 데 대하여 거부

감을 보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의 문제

가 나타나서, 최종 설문지에는 자신이 착용하는 사이즈

만을 선택하고, BMI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키와 몸무

게를 묻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사이즈 문항은 현재 국가

표준치수체계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사이

즈인 44, 55, 66, 77, 88, 99, 100, 110, 120, 130 이상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외 예비조

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

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2012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각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

사이즈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플러스

사이즈 여성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충청, 경남, 전남의

C 플러스사이즈 전문점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원에게 의

뢰하여 매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도록 하였

다. 플러스사이즈 여성 표본과 동질적인 일반사이즈 여

성 표본을 구하기 위해 조사된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연

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이 조건

에 맞는 일반사이즈 여성을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착용하는 의복사이즈를 기준으로 응답자를 분류하여

플러스사이즈 여성 189명, 일반사이즈 여성 246명을 포

함한 총 43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

이터는 SPSS 19.0과 AMOS 17.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으로 분석되었다.

4. 응답자 특성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플러스

사이즈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질적인 일반사이

즈 여성 표본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연령, 결혼 여부, 직

업, 거주지역에서는 동질적인 표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력, 소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각각 χ
2
=23.460, p<.001, χ

2
=11.32, p<.05), 이

차이는 플러스사이즈 여성이 일반사이즈 여성에 비해 저

소득층이 많다는 조사결과(Ministry of Health & Wel-

fare, 2014; “비만의 사회경제학 [Socioeconomic aspect

of obesity]”, 2014)와 일치하며 실제 플러스사이즈 여성

과 일반사이즈 여성 간에 학력과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Table 1).

플러스사이즈, 일반사이즈 여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기

혼자가 85% 이상이었고 미혼자는 10%대였다. 교육수

준에서는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소비자 간에 차

이가 있었는데, 플러스사이즈 집단은 고등학교 졸업, 일

반사이즈 집단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가장 많았다. 직

업은 두 집단 모두 주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회사

원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플러스사이즈 집단은 2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0~600만 원, 200~

400만 원, 600만 원 이상 순이었고, 일반사이즈 집단은

400~6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0~400만 원,

2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서

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60% 이상이었다.

IV.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
2
=845.196

(df=336, p<.000), CFI=.938, TLI=.914, IFI=.938, RMSEA

=.059로 나타났는데, CFI, TLI, IFI는 0.9 이상, RMSEA

는 0.1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

해 플러스사이즈와 일반사이즈 표본 각각에 대해 요인

별 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α값은 .7을 초과하여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플러스사이즈와 일반사이즈

표본 각각에 대해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먼저 구성

개념간의 수렴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요인부하량의 유의

성을 확인하였다. AVE값은 일반사이즈 표본에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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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3)을 제외한 모든 값이 0.696~0.866으로 기준치(>.5)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수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판별타당성 검증은 두 잠재변수 간의 공분산을 1로

fix 시킨 제약모형과 두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free로 한

원래 모형 간의 χ
2
의 차이를 비교하여 원래 모형이 fix

시킨 모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면 두 잠재변수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Lee & Im,

2013). 모든 잠재변수 간의 χ
2
의 차이를 비교하여야 하

지만 Yeom and Cho(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인 두 잠재변수 간의 χ
2
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플러스사이즈 여성 표본에서는 서비스 가치지

각과 서비스 만족 간의 χ
2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Table

3). 그 결과 각각 ∆χ
2
=17.235, ∆df=1, p<.001로 나타나

플러스사이즈 여성 표본 측정변수의 판별타당성이 확

인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반사이즈 여성 표본에

서도 서비스 가치지각과 서비스 만족 간에 χ
2
의 차이가

(∆χ
2
=57.805, ∆df=1, p<.001) 유의하여 판별타당성이 확

인되었다.

2.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의 서비

스 만족경로의 차이

플러스사이즈 여성 소비자 경로와 일반사이즈 여성

소비자 경로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observed  frequency (expected frequency))

Characteristics
Plus-size

(N=189)

Regular size

(N=246)
χ
2

Age

20's 18 (014.2) 16 (019.8)

03.870***
30's 26 (024.3) 32 (033.7)

40's 81 (078.7) 107 (109.3)

50's and over 52 (059.8) 91 (083.2)

Marital status
Married 154 (155.0) 214 (213.0)

00.082***
Single 25 (024.0) 32 (033.0)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9 (004.2) 1 (000.4)

23.460***

High school graduate 80 (075.4) 99 (040.2)

Junior college graduate 40 (031.2) 34 (013.8)

College or college graduate 43 (061.1) 102 (041.5)

Graduate school 7 (007.2) 10 (004.1)

Occupation

Full-time housewife 78 (083.4) 120 (114.6)

12.487***

Student 5 (006.7) 11 (009.3)

Teacher / public servant 13 (009.7) 10 (013.3)

Company worker 36 (033.7) 44 (046.3)

Specialized job 4 (005.9) 10 (008.1)

Service business 19 (014.3) 15 (019.7)

Self-employed 16 (014.3) 18 (019.7)

Part-time job 3 (007.2) 14 (009.8)

Other 5 (003.8) 4 (005.2)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6 (020.1) 22 (027.9)

11.320***
2-4 million won 66 (069.5) 100 (096.6)

4-6 million won 66 (058.2) 73 (080.5)

Over 6 million won 19 (029.3) 51 (040.7)

Residential area
Seoul, Gyeonggi, Incheon 114 (065.5) 151 (061.4)

00.015***
Other areas 70 (034.5) 95 (039.6)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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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요인적재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측정항목의 불변성 검정(test for measurement

invariance)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요인적재량을 free

로 둔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두 집단 간 요인적재량

이 동일하다는 제약식을 둔 제약모형과 비교하여 ∆χ
2

이 유의하면 요인적재치의 제약이 모형적합도를 유의

하게 악화시킨다는 의미이고, ∆χ
2
이 유의하지 않으면 두

집단 간 교차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Kim, 2011).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5일 때는 ∆χ
2
이 유의하지만 유

의확률을 0.025로 할 경우 ∆χ
2
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χ
2
(df=14)=23.69, p=.05<∆χ

2
(df=14)=24.99<χ

2
(df=14)

=26.12, p=.025). 플러스사이즈 여성 소비자와 일반사이

Table 2.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test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onbach's α AVE

Plus Regular Plus Regular Plus Regular

Store facilities

FAC1 0.843 0.792

0.898 0.870 0.748 0.696FAC2 0.885 0.885

FAC3 0.867 0.823

Kindness

KIN1 0.929 0.864

0.928 0.914 0.814 0.786KIN2 0.935 0.936

KIN3 0.840 0.858

Product knowledge

KNO1 0.835 0.853

0.882 0.869 0.739 0.697KNO2 0.899 0.879

KNO3 0.844 0.769

Attention

ATT1 0.905 0.673

0.876 0.724 0.765 0.453ATT2 0.838 0.627

ATT3 0.879 0.717

Cognitive value perception
CV1 0.940 0.879

0.925 0.870 0.866 0.772
CV2 0.921 0.878

Product satisfaction

PS1 0.911 0.900

0.953 0.927 0.836 0.760
PS2 0.958 0.904

PS3 0.934 0.858

PS4 0.850 0.823

Service satisfaction

SS1 0.880 0.838

0.923 0.882 0.810 0.712SS2 0.921 0.903

SS3 0.899 0.786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nstructs

1 2 3 4 5 6 7

1 1 .593 .540 .435 .500 .542 .576

2 .514 1 .750 .707 .697 .459 .707

3 .460 .635 1 .954 .884 .485 .898

4 .248 .678 .745 1 .908 .425 .936

5 .233 .645 .673 .848 1 .480 .993

6 .350 .256 .332 .242 .171 1 .519

7 .417 .721 .679 .765 .850 .323 1

1. Store facilities, 2. Kindness, 3. Product knowledge, 4. Attention, 5.Cognitive value perception, 6. Product Satisfaction, 7. Service 

Satisfaction. (Below diagonal line: regular-size, Above diagonal line: plus-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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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여성 소비자 집단 간 교차타당성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플러스사이즈 여성 소비자와 일반사이즈 여성 소비

자 간에 다중그룹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
2
=921.159, df=352, p<

.001, CFI=0.929, TLI=0.907, IFI=.930, RMSEA=0.061로

나타났다. CFI, TLI, IFI는 0.9 이상, RMSEA는 0.1 이하

의 기준을 충족하여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관심은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과 일반사이즈 소

비자 집단 모두 서비스 가치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3.375 p<.001, t=4.402 p<.001).

그러나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는 점포시설이(t=

2.988 p<.01) 그리고 일반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는 판

매원의 친절(t=2.042 p<.05)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et al.(2013a)

에 의하면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는 점포방문을 부담스러

워하며 입어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게 적합한 탈의실 등 점포시설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원의 친절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 일반사이즈 집단에서는 유의하였지만 플러스사이즈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Yu et al.(2013a)

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과도하

게 긴장하는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는 점포방문 시 판매

원의 무관심과 냉대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플러스사이

즈 소비자에게 판매원의 친절한 대우는 특히 중요하다

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플러스사

이즈 집단에서 판매원의 친절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미

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플러스사이즈 여성에 대

한 설문조사는 C 플러스사이즈 전문점 고객을 대상으로

행하여졌는데, 전체 응답자의 74.9%가 가장 최근에 구매

한 의복의 구매장소를 묻는 질문에 해당 플러스사이즈

전문점이라고 응답하였다. 플러스사이즈 집단에서 판매

원의 친절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74.9%의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들의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대한 평가가 플러스사이즈

전문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객에 대

한 친절을 특히 강조하는(Yu et al., 2013a) 플러스사이

즈 전문점 특성으로 인해 판매원의 친절변수의 평균값

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5점 척도에서 4.618), 언제나

친절한 플러스사이즈 점포판매원의 ‘친절’은 서비스 가

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판매원의 지식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반사이즈 여성뿐만 아니

라 플러스사이즈 여성도 판매원의 지식이 구매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 가치지각은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사이

즈 소비자 모두 구매만족과 서비스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소비자 모두 판매

원의 서비스가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는 지각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품만족이 서비스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은 일반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

다. 일반사이즈 소비자의 경우 상품만족은 서비스 만족

으로 이어지지만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경우 어떤

옷을 입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Yu et

al., 2013a),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는 제품 만족이 낮을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estimation

Path

Plus-size Regular size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Store facilities → Service value perception 0.199 2.988*** −0.006 −.082***

Kindness → Service value perception 0.014 .201*** 0.193 2.042***

Product knowledge → Service value perception −0.154 −.501*** 0.090 0.798***

Attention → Service value perception 0.975 3.375*** 0.664 4.402***

Service value perception → Product Satisfaction 0.501 6.796*** 0.217 3.097***

Service value perception → Service Satisfaction 0.996 17.745*** 0.853 13.481***

Product Satisfaction → Service Satisfaction 0.021 .656*** 0.142 3.17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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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품 탓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체형 탓으로 여겨 구

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과 판매원 및 점포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소비자 간의

경로에 따른 인과관계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

과가 나왔으므로, 사이즈에 따른 조절효과 즉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χ
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5). 각 집단별로 차이를 비교하려는 경

로에 한 번에 한 번씩 두 경로의 계수의 크기가 같다는

제약을 둔 제약모형과 모두 free로 둔 모형인 원래모형

을 비교하여 free모형이 제약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나면 그 경로는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이 된다.

서비스 품질의 네 가지 요인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미

치는 영향은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사이즈 소비

자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비스 가

치지각이 상품만족과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상

품만족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사이즈 소비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서,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Table 5>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가치지각이 제품만족

과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사이즈 소비자 집

단보다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는 서비스 가치지각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더 큰 만족

과 더 큰 서비스 만족을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만

족이 점포충성도의 선행요인임을 고려하면 서비스 가

치지각은 일반사이즈 여성보다 플러스사이즈 여성에서

더 큰 점포충성도로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Yu et

al.(2013a)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 플러스사이즈 여성은

플러스사이즈 전문점에 매우 높은 점포충성도를 나타

냈다.

그러나 상품만족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일

반사이즈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사이즈

소비자의 경우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은 판매원 및

점포서비스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반면 플러스사

이즈 소비자의 경우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이 서비스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자신의 체형으로 인해 어떤 옷을 입어

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Yu et al., 2013a), 구매한 제

품에 대한 만족과 판매원 및 점포서비스 만족은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Fig. 2).

V. 결 론

이 연구는 의류매장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인들이 서비스 가치지각, 제품만족 및 서비스 만

족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과 일반사이즈 소비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

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서비스 품질 중 관심은 플러스사이즈 소

비자와 일반사이즈 소비자모두 서비스 가치지각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포시설

은 플러스사이즈 집단에서만 그리고 판매원의 친절은

일반사이즈 집단에서만 서비스 가치지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가치지각이

제품만족과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사이

즈 소비자와 일반사이즈 소비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영향력의 크기는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 집단 간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품만족이 서비스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은 일반사이즈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

고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와 일반사이즈 소비자

Table 5. The moderating role of size

Path χ
2
_free χ

2
_con. ∆χ

2

Store facilities → Service value perception 921.159 (df=352) 924.609 (df=353) 03.450

Kindness → Service value perception 921.159 (df=352) 922.959 (df=353) 01.800

Product knowledge → Service value perception 921.159 (df=352) 921.738 (df=353) 00.597

Attention → Service value perception 921.159 (df=352) 921.769 (df=353) 00.610

Service value perception → Product satisfaction 921.159 (df=352) 935.134 (df=353) 13.975***

Service value perception → Service satisfaction 921.159 (df=352) 933.634 (df=353) 12.475***

 Product satisfaction → Service satisfaction 921.159 (df=352) 926.210 (df=353) 05.05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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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류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

치지각, 제품만족 및 서비스 만족 간의 인과관계의 차

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플러스사

이즈 의류매장뿐만 아니라 일반의류매장에도 서비스 정

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사이즈 집단과 일반사이즈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친 서비스 품질요인은 ‘관

심’으로 나타났다. 의복구매와 관련하여 많은 불편을 경

험하고,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는 플러스사이즈 소

비자들은 판매원의 관심이 자신들이 쇼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이런 소비자 서비스 가치지각이 쇼핑서

비스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실제 일부 성공적인 플러스사이즈 전문점에서는 새

로운 상품이 입고되었을 때 문자를 보내고 커피를 대접

하고 사교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플러스사이즈 소

비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Yu et al., 2013a). 일반사이즈 소비자에게도 개별 관

심은 서비스 가치지각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

부분의 많은 브랜드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세일할

때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별 고객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한편 관심 외 플러스사이즈 소비자 집단에서 서비스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점포시설’로 나타났

다.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는 일반사이즈 의류점포 대신

플러스사이즈 전문점을 이용하는데(Yu et al., 2013b) 플

러스사이즈 전문 의류점포 수가 적고 시설이 갖춰져 있

는 점포가 많지 않아 점포시설이 서비스 가치지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플러스사이즈 여성

이 입어보지도 않고 구매하는데(Yu et al., 2013a), 플러

스사이즈 전문점은 탈의실 공간을 넓게 하는 등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가 편안하게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

설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사이즈 집단에

서 점포시설은 서비스 가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을 운영할 때 점포시설

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만, 실제

일반사이즈 소비자들이 느끼는 쇼핑서비스 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사이즈 소비자

의 쇼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

설보다는 판매서비스 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요

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판매원의 친절은 일반사이즈 집단에서만 서비스 가

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플러

스사이즈 집단에서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판매

원의 친절은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의 긴장도가 높으

며 일반사이즈 의류점포에서 냉대와 무시를 경험하는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의 서비스 가치지각에 더 큰 효과

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

사가 플러스사이즈 전문점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Fig. 2. The difference of standardized factor loading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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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친절을 특별히 강조하고 교육하는 플러스

사이즈 전문점에서의 판매원의 친절은 당연한 것이 되

어 고객의 서비스 가치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여겨진다. 판매원의 제품지식은 플러스사이즈 집단

과 일반사이즈 집단 모두 서비스 가치지각에 유의한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사이즈 소비자뿐만 아니라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도 판매원의 제품지식은 의복구매

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

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지식이 판매원보다 더

높고 우수해서 판매원의 지식과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

고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서비스 가치지각이 제품만족과 서비스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향

력의 크기가 플러스사이즈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플러스사이즈 집단이 구매에 도움을 받았다고 서비스

가치를 지각할 때 제품만족이 더 커지고 쇼핑서비스 만

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취향에 맞는 옷이 아닌 몸에

맞는 옷을 구매해야 하고 대충이라도 맞기만 하면 구매

하는 등 구매의 질이 낮은 상태에 있는(Yu et al., 2013a)

플러스사이즈 여성의 경우 점포의 서비스가 더 큰 제품

만족과 서비스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

서 플러스사이즈 집단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적절히 통

제하여 서비스 가치지각을 높이게 되면 제품만족과 서

비스 만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높은 점포충성도를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만족이 쇼핑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사

이즈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플러스사이즈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사이즈 소비자의 경우

구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이 쇼핑서비스 만족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쇼핑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플러스사이즈 집단

에서는 제품만족이 쇼핑서비스 만족과 연결되지 않았는

데 이는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는 새 옷을 구매해도 마음

에 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의복만족도가 낮고(Yu et al.,

2013a) 이를 자신의 체형 때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

매한 제품에 대한 만족과 판매원 및 점포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의류소매점에서 쇼핑할 때 소비자들이 느

끼는 만족도에 대해 플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집단의 차이를 밝히

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제한

점으로 인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 연구에 포함된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는 C 플러

스사이즈 전문점 고객에 한정되어있어서 C 전문점의 특

성이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플러스사이즈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오

프라인 매장에서 실시하였고 일반사이즈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시행하였다. 연령, 학력, 결혼여

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연구결과에 이러한 설문조사방식의 차이가 반영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플

러스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의 경우 구매매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절변수로 하여 두 집

단 간 서비스 품질-서비스 가치지각-고객만족 간의 관계

를 고찰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플러스

사이즈 여성과 일반사이즈 여성의 차이를 사이즈 외에

다른 변수 즉 신체사이즈에 대한 인식이나 신체만족 등

의 변수를 조절변수로 도입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 소비자만을 대상

으로 하였는데 앞으로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남성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

질과 가치지각, 서비스 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와 더불어 남성 플러스사이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사이즈 남성과의 차이 및 여성 플러스사이즈 소비

자와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비만과 성별에 따른 쇼

핑서비스 만족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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