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자기애 성향과

외모 관련 의복행동의 관계에서

비만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최미영
†
·이재일*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eattle Pacific University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Obesity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Clothing Behavior Related Appearance by Plus Size Consumers

Mi Young Choi
†

· Jaeil Lee*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University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eattle Pacific University

Received May 12, 2015; Revised (January 5, 2016; March 14, 2016); Accepted April 13, 2016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e effects of obesity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cissism and

clothing behavior related appearance.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322 women aged 20's-30's in an on-

line survey.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SPSS 18.0 progra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lothing behavior and obesity stress of plus size consumers are more affected by perceived obesity than BMI,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is stronger than overt narcissistic tendency. Second, the factor analysis res-

ults on narcissistic tendency indicated ‘self-enhancement narcissism’,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other-

dependent narcissism’. Third, ‘self-enhancement narcissism’ more influenced ‘fashion orientation’ versus the

greater influence of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on ‘depending on clothing’.

Fourth, the narcissistic tendency perceived by plus size consumers affect ‘depending on clothing’ and ‘fas-

hion orientation’ with obesity stress as the mediator. ‘Self-enhancement narcissism’ and ‘self-initiative nar-

cissism’ are partially mediated by obesity stress,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are completely mediated

and affec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Key words: Plus size consumer, Narcissism, Obesity stress, Clothing behavior related appearance;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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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기애적 사고와 행동은 현대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

이다. 점차 산업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과 자기가치감을 추구

하는 심리적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체 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안녕감이

중시된다. 또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개인의 매력과 개

성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진다(Choi &

Kim, 2010).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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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가 점차로 자기애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기애

적 성향이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Han(1999)은 자기애적 성향이 자신과 외부에 대한 긍

정적 사고와 통제에 대한 신념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에 대

한 사랑과 존중은 성숙의 지표로 받아들여져 개인의 심

리적 안녕을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자기애 성향자는 과시하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을 외모

로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동시에 외모가 개인

의 능력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어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최근 들

어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에서는 자기애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격 특질로서 사회적응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Carroll et al., 1996; Hickman et al., 1996;

Jackson et al., 1992; Raskin & Novacek, 1989; Watson &

Biderman, 1993).

자기애적 성향이 자신을 표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외

모관리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연구들

은 청소년과 성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중년으로 연

구대상의 연령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의류학

분야에서 사회적 소외층으로 간주되는 비만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기애적 양상과 함

께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비만 여성 소비자들에게도 예

외일 수 없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아름다운 외모는 신체

적 특성을 넘어 개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나

아가 사회적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Kim,

2003). 외모에 대한 관심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

아 매스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이

상적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 인식하도록 조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자의식 형성에 영

향을 미친다(Kaiser, 1996; Michelman et al., 2005).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자의식만으로도 개인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비만 소비

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자신에 대한 적극적

인 자기배려와 자의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존감

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뿐 아니라 잠재된 개인적 욕구

표출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식습관

의 서구화와 사회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증가한 젊은 비

만 여성 소비자들은 체형 변화뿐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태도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꾸미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적극

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표출한다. 더구나 젊은 비만 인구

의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플러스 마켓이 성장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

의 쇼핑에 대한 변화된 기대와 행동에 부응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이 필요하다(Ryu et al., 2014; Syn & Lee,

2014; Yu et al., 2013b).

하지만 국내 패션 마켓에서는 아직까지 비만 여성이 일

반 여성보다 의류제품 선택의 폭이 좁고 구매 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플러스 사이즈 마켓에 대해 만

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만 여성 소비자들

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애적 성향이 비만 스트레스 및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대 사회

에서 바람직한 의복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

구일 뿐 아니라, 실체성을 가지며 새롭게 니치 마켓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국내 플러스 사이즈 영 마켓에 대한 새

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젊은 비만 여성 소비자들

이 포함되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자기애 성향의 다차원성을 밝히고, 둘째, 자기

애 성향에 대한 하위차원이 의복의존 및 유행지향과 같

은 외모 관련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외모 관련 의복행동을 야기

하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심리적 기제에 비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는 비만 스

트레스가 어떤 방식으로 매개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만 소비자와 플러스 사이즈 마켓

1) 비만 소비자에 대한 이해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날씬한

국가군에 속하지만 과체중과 비만이 상승하는 추세로

1997년 19세 이상 성인 중 약 20%가 비만이었던데 비

해, 2012년에는 32%에 도달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

tion, 2013).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체중(kg)을 신

장의 제곱(m
2
)으로 나눈 체질량지수인 BMI가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나라

를 포함한 아시아 9개국에 비만 판정기준을 완화시켜

서양인에게 적용되는 BMI 25 대신 BMI 23 이상부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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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overweight)으로 판정하고 있다(WHO expert con-

sultation, 2004).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젊은 비만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일반 체형의 여성처럼 아름

다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패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비만에 대

한 인식에서 회피하고자 적극적으로 소비에 동참하려는

행동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일반 체형 여성과 비교하여 플러스 사

이즈 제품의 맞음새와 상품구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

며 쇼핑경험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나타내고 있다(Bic-

kle et al., 2015; Kind & Hathcote, 2000; Ko et al., 2015).

이에 비해 비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비

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만을 바라보

는 우리의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일 뿐 아니라, 신체에 대

한 언급을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 기피되어왔고, 비만

소비자들의 행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의류

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비만 체형

의 유형화와 이들을 위한 사이즈 체계를 개발하여 의류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들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어서 표준체중을 벗어나는 플러스 소비자들의

사회심리학적 측면과 의복소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수적으로 부족한 편이다(Yu et al., 2013a).

비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 중에서 Kim

and Kim(2010)은 BMI가 높아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신

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

였고, Jeon and Ahn(2006)은 객관적 비만도에 따른 비

만 스트레스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만도와 비만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에 대한 혼

재된 결과는 비만 스트레스가 객관적 비만보다는 스스

로 지각하는 주관적 비만도와 더 깊은 상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im and Park(2007)은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시대적 이

상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

수준은 비만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MI에 의해 실제 판정된 실제 체형과 본인 스

스로가 인지하는 지각체형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BMI에 의한 비만 정도와 함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

적 인지는 신체만족도나 체형만족도뿐 아니라 자아존중

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비만 스트레스와 관련

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외모 관련 태도와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플러스 사이즈 마켓의 성장

비만이나 과체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표준

체형이나 정상체중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플러스 사이즈(plus-siz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Ha

& Kim, 2003). 1970년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플러스

사이즈’라는 용어는 현재 미국 기성복 사이즈 14(가슴둘

레 39.5인치, 허리둘레 31.5인치, 엉덩이사이즈 42인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즈를 칭하는 용어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소비자들이 입는 의류사이즈를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플러스 사이즈는 구체적인 수치로는 명시되지 않고,

빅 사이즈라는 용어와 통용되면서 표준사이즈보다 더 큰

옷이 필요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소비자들의 사이즈를

의미한다(Ha & Kim, 2003).

미국 패션 시장에서는 비만을 열등감으로 여기지 않

고 ‘스스로 당당하게 옷을 골라 입자’는 착용자 중심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플러스 사이즈 전

문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젊은 비만 소비자를 겨냥한 세

컨드 브랜드 런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패션

브랜드들이나 SPA 브랜드들도 사이즈 범위를 확대하거

나 플러스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라인확장을 통해 이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Ryu et al., 2014). 미국 내 플

러스 사이즈 마켓의 급속한 성장은 볼륨 브랜드뿐 아니

라 패션성을 강조하는 전문 플러스 사이즈 디자이너 브

랜드 수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시장을 무시해

왔던 디자이너들까지 가세해 전 의류라인에 걸쳐 플러스

사이즈를 구비해 놓고 캐주얼 의류뿐 아니라 란제리와

액세서리 그리고 TPO에 맞추어 비즈니스 수트, 평상복,

스포츠 의류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있다(Thau, 2014; “통

큰 비즈니스 [Big business]”, 2012).

이와 비교하여 현재 국내 플러스 사이즈 마켓은 영세

한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이고, 제품 또한 플

러스 사이즈 체형을 고려한 상품이기보다는 일반 사이

즈의 옷을 단순히 사이즈만 크게 만든 경우가 많다. 최

근에는 젊은 여성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쇼핑몰 사이트가 개설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플러스 사이즈 마켓의 고객연

령은 대부분 중장년층에 맞추어져 있고, 소비자 특성에

따른 세분화가 미흡한 발달 초기에 있다(Yu et al., 2013b).

이에 따라 국내 플러스 사이즈 마켓에서 비만 소비자가

가장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의 체형이 고려되

지 않은 치수와 맞음새 부분으로 볼 수 있다(Byu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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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체형 특징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하체비만형의 분포가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체

비만형의 분포가 줄어들며 상체비만형 및 복부비만형의

분포가 커져,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약 56%가 삼각비

만으로 허벅지 부위가 두꺼운 비만이 대표적이다(Ha &

Kim, 2003; Kim, 2007).

최근 들어 대부분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하던 플러스 사이즈 마켓이 패션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젊

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분화가 시작되면서 비만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따라

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국내 플러스 사이즈 마켓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사이즈 수요확대에

따른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20~30대 젊은 플러스 사이

즈 소비자 체형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자기애 성향

자기애(narcissism)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어떠한 이

유를 들어 자신의 외모,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기 자

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을 말한

다. Freud(1914/1957)가 자기애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

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

는 태도라고 보았다. 이후, Bursten(1982)은 자기애를 자

기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의 집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면서 자기애가 긍정적 성격 특질일 뿐 아니라 건강한 기

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개인의 성

격 특질로 받아들여지는 자기애 성향의 특징 중 하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Holtzman

et al.(2010)는 강한 자기애 성향을 가질수록 더 외향적

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모습을 주변에서 인정받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자기

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애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식에 따

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코헛(Kohut)에 의해 1977년 이론적으로 처음 제

안되었고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

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Akhtar and Thomson(1982)는 코헛이 제시한 이론에

따라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과

이상, 사람과 성, 인지적 스타일 등 여섯 가지 기능영역

에서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외현적

인 자기애가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가 주

된 특징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요구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Chung

(2001)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피

실험자들이 자신을 매우 외향적으로 보고 자신감이 넘

치는 데 비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피실험

자들은 내향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4)

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자기애 모두 타인의 평가

에 민감하며,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존감, 자기개념,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간의 일치도 등 자기평가적 특성

에 대해 긍정적인데 비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이라

고 하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자는 외향적이며 자존감

이 높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

기 간 일치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와 달리 내현적

자기애자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에 취약하다. 즉, 모든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

기애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애와 자기고양 및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애

유형은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 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

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

하고 깊은 불안정성을 지닌 내현적 자기애 유형은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하지만 두 유형의 자기애에 자

존감이 매개하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착각이 비록

방어적인 자존감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안녕감

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타인을 자신보다 평가절하하는

것도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

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질로 이해한 자기애의

두 차원인 외현적 자기애 요인과 내현적 자기애 요인을

모두 포함한 자기애 척도를 통해 플러스 사이즈 제품을

구매하는 젊은 비만 여성 소비자들의 자기애 구성차원

을 밝히고자 한다.

3. 자기애 성향과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란, 신체, 즉 몸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요인과

신체를 장식하는 행동적인 요인, 신체를 직접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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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방법인 식음 습관 요인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

념이다. 외모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성격 특질에 따라 외모와 관련한 사회적 압력에 다르게

반응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모관리행동을 보이게 된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는 자기애 성향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시과시적이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애와 외모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는 신체 자체의 관리와 의

복을 이용한 관리로 표현되어진다(Kim, 2004).

Kaiser(1996)는 외모관리를 ‘개인 각자가 다른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기

표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외모관리는 자

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외모관

리의 도구로 작용하는 의복은 체형을 바람직하게 드러

낼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체형 요소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oach-Higgins et al.,

1995). Myerson(1971)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미의

기준이 상황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지

각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적 결점과 외모에 대한 정신

적인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고자 외모관리행동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의복은 인체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둘

러싸는 장식방법과 소재에 따라 인체의 형태를 재구성

하기도 하고 부피를 확장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평가된 체형 관리가 사회적 역

할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의복 그 자

체가 자신의 사회적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구현

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애와 연결된 자존감은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Zaborskis et al.,

2008). 또한 자기애 성향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추

구하기 때문에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자신을 현재 자기

의 상황보다 더욱 과시하여 드러내거나, 자신의 내적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을 추

구하게 된다. 자기애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의복과시

소비성향과 의복소비가치의 전체적인 관계를 구조모형

을 통해 검증한 Kim(2008)의 연구에서는 타인 의식적 외

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난 집단이 외모관리, 과시

적 의복소비와 일반적 의복소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

었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자기의식적 집단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며 의복선택에 있어 과시적이거나

유행과는 상관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개인의 심리적 특질로 자기애 성향이 외모관여도, 의복

과시소비성향, 의복소비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기

애 성향이 높으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방어

적 시도로서 혹은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과시적 의복행동

의 일환으로 의복의존적 행동과 유행지향적 행동과 같

은 의복 관련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자기애 성향에 따라 의복 관련 외모관리행

동이 어떤 양상으로 표출될지에 대해서는 자기애 구성

차원별로 검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Yu et al.(2013a)은 근거이론에 의거하여 비

만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의류를 중심으로 체

형과 관련된 외모관리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낮

게 지각하고 비만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며, 차별대우를 경험하고 있고 의복소비와 구매

와 관련해 불편함과 부정적인 쇼핑경험을 확인함으로써

비만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의류산업에서 소외된 집단임

을 규명하였다. 그 밖에 비만과 외모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Choi & Choi, 2008; Jeon & Ahn, 2006)은 마른 체형

에 대한 사회적 선호의 만연이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잘못 인지할 수 있고, 이러

한 잘못된 체형 인지로 야기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

족은 자아존중감 저하와 자아부정에 이르며 열등감을

조장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자아개

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주목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연관성

을 보이고, 반면에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8; Lee & Kim,

20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플러스 사이즈 제품

을 구매하는 젊은 비만 여성 소비자들의 자기애와 관련

한 신체인지는 비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

기애 성향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신체와 실제 자

기와의 차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 정

도가 달라져 의복에 의한 자기애적 방어가 와해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도 아름

다워 보이고자 하는 잠재된 욕구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주관적 비

만 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변수로서 자기애와 의복의

존적 행동과 유행지향적 행동과 같은 의복 관련 외모관

리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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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플러스 사이즈 구매 경험 소비자를 대상으

로 비만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외모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자기애 성향과 외모 관련 의복

행동요인을 분석한 후 각 요인별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발생된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두 변수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

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비만 관련 외

모지각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자기애 성향

에 대한 다차원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3.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자기애 성향

과 외모 관련 의복행동의 관계를 밝힌다.

연구문제 4.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자기애 성향

이 외모 관련 의복행동의 영향에 있어

서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2. 연구대상 선정과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대상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

식하고 특정 아이템에 대해 부분적으로 플러스 사이즈

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플러스 사이

즈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들이다. 미

국의 경우 플러스 사이즈 제품이 사이즈 14 이상으로 규

정되어 있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20~30대를 타깃으로 하는 기성복 브랜드

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준사이즈인 44, 55, 66보다 큰

77 이상의 사이즈를 플러스 사이즈 제품으로 조작화시

켰다. 본 설문에 들어가기 전 사전질문을 통해 자신을 비

만으로 인지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본 연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와 타당도가 확인된 측정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의 상황

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비만 관련 외모지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장과 체중

을 통해 객관적 비만도인 BMI 값을 산출하였고, 신체

인지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비만도와 지각된 체

형 유형 및 신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플러스 사이즈 소

비자들의 체형 지각은 Ryu et al.(2014)의 연구에서 제

안된 플러스 사이즈 비만 여성의 5가지 체형(A형, V형,

O형, H형, X형)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응답자들의 비만 관련 사회심리적 특징은 자기애 성

향과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으로 파악하

였으며, 외모 관련 의복행동은 비만 관련 사회심리적 특

징과 함께 비만으로 지각된 신체의 행동적 측면이 발현

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애 성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형화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

록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 척도와 내현적 자기

애를 측정하는 CNS 척도를 토대로 제안된 이차원적 자

기애 척도문항을 기준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Kang & Lee, 2006). 비만 스트레스는 비만으로 느끼는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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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스트레스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BAQ 척도

(Body Attitudes Questionnaire)를 Lee and Kim(20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토대로 4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비만 여성 소비자의 외모 관련 의복행동과 관련하

여 본 연구에서는 의복을 긍정적 자기애를 발현시키는

도구로 보았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의복이나

장신구, 화장, 향수 등은 단순히 비만 체형을 감추고자

이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향상시

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과 외모관리를 위해서는 적

극적으로 유행정보를 탐색하고 유행지향적 행동을 한다

는 점에 주목을 하였다. 이에 따라 외모 관련 의복행동

에는 의복의존성과 유행지향성이 포함되도록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의복 관련 문항들을 추출하

여 연구자가 7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Kim,

2004; Lee, 2014; Yu et al., 2013a).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3년 6월 초부터

6월 말 사이 3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에 응답한 총 35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시키고 총

32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dow 18.0을 이용하였다.

연령별 할당표집이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의 70.81%

가 미혼 및 독신이었으며 29.19%가 기혼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 8.39%, 대학 졸업 51.24%,

대학 재학 25.47%, 고등학교 졸업 14.91%의 분포를 보

였다. 직업분포를 보면 전업주부는 19.25%에 불과하며,

학생 27.02%, 사무직 22.36%를 포함하여 기술직 13.04%,

서비스 판매직 6.21%, 전문직 3.73%, 기타 8.39% 등 다

양한 직업군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들의 할당된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결혼유무

와 직업분포를 보면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도 고학력

여성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싱글 가

구와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월 총 가계수입은 200~400만 원 구간이 38.82%

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0만 원 미만이 25.47%, 400~

600만 원 구간은 21.74%, 600~800만 원 구간은 8.70%,

800~1,000만 원 구간 2.80%, 1,000만 원 이상 2.48%의

분포를 보였다. 피복비 지출은 전체 가계수입에 대한 비

중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가계수입의 10~20%가

45.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0% 미만의 비중도

36.65%를 차지하였고, 20~30%의 비중으로 지출하는 응

답자는 14.29%, 30~40%의 비중은 2.80%, 40~50%의 비

중은 0.93%, 50% 이상은 0.31%의 분포로 조사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외모지각특성

1)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체형 인지

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응답자의 BMI 값은 평균 26.23으로

과체중(35.09%)과 경도비만(27.02%)의 비중이 컸으며,

주관적 체형 지각에서는 26.71%가 하체비만인 A-type,

23.91%가 H-type, 볼륨형인 X-type이 21.74%, 복부비만

형인 O-type이 20.50%, 상체비만인 V-type은 7.14%로 나

타났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복

부비만의 비중이 커지는 성인 여성의 비만 체형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Choi et al., 2010; Ha

Table 1. Types of plus-size consumers' body shape

Type A-type V-type O-type H-type X-type

Description

Narrower shoulders

than the heaps and

a small top

Wide shoulders and

a small waist hip

A heavy shape top

and especially a larger

waistline and stomach

Bust and shoulders are

approximately

the same width as hips

Bust and hips are

curvy, and similarly

proportion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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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2003; Lee, 2002), 국내 젊은 플러스 사이즈 여

성들이 허리의 굴곡이 드러나는 A-type과 X-type의 비

중이 높고 체간부보다 허벅지가 굵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이 자신을 비만으로 인지하고 플러스 사이즈

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선별된데에 따라 응답자들 중에

는 객관적 비만 지표로 통용되는 BMI 값이 정상범위

(BMI<23)에 있는 소비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MI와 인지 체형 유형에 대한 교차분

석 결과를 보면 이들은 A-type과 V-type의 상대적 비중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들의 BMI 최소값

이 22.03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과체중과의 경계

선에 있는 부분비만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이

러한 결과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표준에 미달되는 마

른 체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선호함에 따라 BMI

값이 정상범위에 있어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지하는 왜곡

된 비만 인식풍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비만에 대한 인식과 외모

지각특성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자기애와 외모 관련 의복

행동에 비만 스트레스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본 연구

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응답자들이 자신

의 비만 외모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해 체중과 신장을 통해 객관적 BMI 값을 계산하

고, 주관적 신체사이즈 지각 및 주관적 비만 인지 정도,

신체만족도와 함께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와 의복구매

행동에서 비만의 영향력에 대해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알아보았고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신체사이즈 인지 정확도는 평균 3.950

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비만 인지수준은 평균 5.602

로 높은 편이고, 신체만족도는 평균 2.298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만 스트레스(Mean=5.286)도 많이

받고 있으며, 구매행동에 비만 체형이 매우 민감하게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Mean=6.130).

인지 체형 유형별로 응답자들의 비만 지수와 비만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부분비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A-type이 상

대적으로 비만도가 가장 낮았지만, 주관적 비만 인지

정도는 나머지 비만 체형 집단과 동일하게 하체비만인

V-type보다 자신을 더 비만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주관적 비만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V-type은 신체사

이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비만 인지가 객관적 비만도와 비례하지만은

않으며, 체형 유형이 비만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만족도와 비만 스트레스, 의복구매행동

에서 비만의 영향력은 인지 체형 유형 집단 간 유의한

Table 2. The result of cross tab for plus-size consumer's BMI and perception of body type

BMI classification A-type V-type O-type H-type X-type Total

Normal range

(BMI<23)

Frequency

(expected)

32

(024.57)

13

(006.57)

15

(018.86)

17

(022.00)

15

(020.00)
92

% 37.21 56.52 22.73 22.08 21.43 28.57

Overweight

(23≤BMI<25)

Frequency

(expected)

33

(030.18)

06

(008.07)

25

(023.16)

25

(027.02)

24

(024.57)
113

% 38.37 26.09 37.88 32.47 34.29 35.09

Pre-obese

(25≤BMI<30)

Frequency

(expected)

16

(023.24)

04

(006.21)

18

(017.83)

26

(020.80)

23

(018.91)
87

% 18.60 17.39 27.27 33.77 32.86 27.02

Obese class

(30≤BMI<35)

Frequency

(expected)

04

(006.68)

00

(001.79)

06

(005.12)

08

(005.98)

07

(005.43)
25

% 04.65 00.00 09.09 10.39 10.00 07.76

Obese class II/III

(BMI≥35)

Frequency

(expected)

01

(001.34)

00

(000.36)

02

(001.02)

01

(001.20)

01

(001.09)
5

% 01.16 00.00 03.03 01.30 01.43 01.55

N (%)  86 (026.71)  23 (007.14)  66 (020.50) 77 (023.91)  70 (021.74) 322 (100.00)

χ
2
=23.591 (df=16, p=.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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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외모지각특성의 영

향에 주관적 비만 인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비만 관련 의복응답자들의 BMI와 비만 인지 및

외모지각 특성문항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4). 각 항목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비만 스트

레스는 객관적 비만도와의 상관(r=.164, p=.008)보다 주

관적 비만 인지(r=.413, p=.000)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구매 시 비만 인식 정도와의 상관도(r=.402, p=

.000)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만 스트레스와 신체

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r=–.480(p=.000)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주관적 비만 인지와 구

매행동 시 비만 인식 정도와의 상관도는 상관계수 r=.397

(p=.000)로 객관적 비만도와의 상관도(r=.233, p=.000)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사이즈 인

지정확도는 비만 정도나 비만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행동이나 비만 스트레스는 객관적 비만 정도보다 주관

적 비만 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Sim and Park(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2. 자기애 성향의 다차원적 구조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에 대한 자기애 성향의 다차

원 구조를 밝히기 위해 외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

애 측정도구를 통해 추출한 13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두 요인에서 높

게 나타난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Varimax 회전을 통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었던 자기애 성향은 요인분석 결

과 총 3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값을 사용하였으며 분

석결과 .799~.846로 높은 신뢰도를 지니고 있었고 전체

Table 3. Plus size consumer's BMI and appearance perception

 Variables A-type V-type O-type H-type X-type F df

BMI
25.439 24.583 26.796 26.783 26.611

4.045** 4
ab b a a a

Awareness of body size
3.721 4.348 4.106 3.714 4.214

2.975* 4
b a ab b ab

Perceptions of obesity
5.419 5.042 5.758 5.714 5.686

5.111*** 4
a b a a a 

Body satisfaction 2.291 2.250 2.273 2.273 2.386 0.145 4

Obese stress 5.154 5.174 5.333 5.208 5.525 1.314 4

Obese consciousness

on purchasing behavior
5.977 5.792 6.227 6.156 6.243 1.466 4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

Table 4. Correlation matrix between plus-size consumer's BMI and appearance perception

BMI
Awareness

of body size

Perceptions

of obesity

Body

satisfaction
Obese stress

Obese consciousness

on purchasing behavior

BMI 1.000***

Awareness of body size .078*** 1.000

Perceptions of obesity .628*** −.038 1.000***

Body satisfaction −.265*** .031 −.453*** 1.000***

Obese stress .164*** .051 .413*** −.480*** 1.000***

Obese consciousness

on purchasing behavior
.233*** .053 .397*** −.483*** .402*** 1.000

**p<.01, ***p<.001

– 623 –



34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4, 2016

요인의 분산은 68.278%로 높은 편이었다. 자기애 성향

에 대한 측정문항의 요인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요인 1은 타인에 의한 인정, 주목, 당당함, 자기표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고양적 자기애’로 명명하였으

며, 전체 분산의 39.769%를 차지하고 있어 자기애 성향

중 가장 대표적인 속성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타인설

득, 타인에 영향력 발휘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

어 ‘자기주도적 자기애’로 명명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

에서는 요인 1과 함께 외현적 자기애의 한 차원으로 분

류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된 차원으로 분리되었

다. 요인 3은 타인반응에 민감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내

현적 자기애 문항들로 구성되어 ‘타인의존적 자기애’로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추출된 각 요

인의 평균값은 ‘타인의존적 자기애’(Mean=4.586)로 명

명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기고양적 자기애’(Mean=

4.298)와 ‘자기주도적 자기애’(Mean=4.000)인 외현적 자

기애 성향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 플러스 사이즈 소비

자들은 비만 외모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한 소비자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

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이 타인과 무관하게 자존감을 가지

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긍정적 자기애를 발현시키고 있

지만, 여전히 타인의 반응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기애 성향의 다차원적 구조가 외모 관련 의

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가 지각한 자기애 성향이 비만

스트레스를 매개로 외모 관련 의복행동인 의복의존성과

유행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으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외모 관련 의복행동이 의

복의존성과 유행지향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요인분석

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값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

과 유행지향성의 신뢰도는 .763, 의복의존성의 신뢰도

는 .749로 나타났다. 전체 요인의 분산은 64.347%로 높

은 편이어서 이후 분석에 두 개의 변인을 구별하여 사용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자기고양적 자기애’(β=.140, p<.05)

와 ‘타인의존적 자기애’(β=.238, p<.001)는 매개변인인

‘비만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자

Table 5. Factor analysis of narcissistic tendency

Factor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Self-enhancement

narcissism

I like other people to notice me and think highly of me. .788

5.270
39.769

(39.769)
.846

I always want to receive recognition and support from other

people.
.709

I like being the center of attention. .700

I like being noticed by many people. .682

I tend to show off whenever I get a chance. .663

Self-initiative

narcissism

I am capable of persuading other people and do things my own

way.
.879

2.373
19.386

(59.155)
.819

1I have natural talent in exercising influences on other people. .815

I like making a decision under my responsibility. .765

Other-dependent

narcissism

When someone holds a bad opinion of me, I feel humiliated

and insulted.
.837

1.098
9.123

(68.278)
.799

I cannot help feeling angry when someone offends my pride. .787

I feel very offended when I am criticized or refused by other

people.
.745

I often felt bad because other people were not paying attention

to my words or actions.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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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도적 자기애’(β=–.145, p<.05)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자

기고양적 자기애’가 강할수록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의식하는 정도인 ‘비만 스트레스’가 강해지지만, 자

기중심적이며 타인설득에 의한 타인지배성으로 나타나

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타인의 긍

정적 시선을 끌어내는 자신감에 의해 오히려 ‘비만 스트

레스’를 덜 받았다.

두 번째 단계로 매개변인인 ‘비만 스트레스’는 종속변

인인 외모 관련 의복행동인 ‘의복의존성’(β=.373, p<.001)

과 ‘유행지향성’(β=.208, p<.001)을 예측하는 지표임이 통

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비만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외모

관련 의복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행지향성’

보다 ‘의복의존성’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 번째 단계로 종속변인인 외모 관련 의복행동의 두

차원 중 ‘의복의존성’에 대해서는 자기애의 세 차원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유행지향성’에 대해서는 ‘자기고양적 자기애’

와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타인

의존적 자기애’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비만 스트레스’를 추가한 마지막 단계에

서 ‘의복의존성’과 ‘유행지향성’에 대한 효과는 ‘자기고

양적 자기애’와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통계적으로 정

(+)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만, ‘타인의존적 자기애’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매개효과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 test(Prea-

cher & Hayes, 2004)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만 투입된 3단

계 모델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투입된 4단계 모

델의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부분매개는 매개변인 없

이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완전매개는 매개변인이 없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의복의존성’과 ‘유행

지향성’에 대한 ‘자기고양적 자기애’의 영향은 β 값이

감소되어 ‘비만 스트레스’에 의해 보완적으로 부분매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비만 스

트레스와의 관계가 부(–)적인 관계를 가졌던 점을 감안

할 때 β 값이 증가하여 경쟁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의복의존성’에 대해서 3단계 β 값이 .122(p<.05)에서 매

Table 6. Influence of narcissistic tendency on clothing behavior related appearance

Mod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Step1 Obesity stress

Self-enhancement narcissism .140 2.012***

.093 10.839***Self-initiative narcissism −.145 −2.275***

Other-dependent narcissism .238 4.013***

Step2
Dependence on clothing Obesity stress .373 7.192*** .139 51.718***

 Fashion orientation Obesity stress .208 3.810*** .043 14.514***

Step3

Dependence on clothing

Self-enhancement narcissism .199 2.928***

.134 16.420***Self-initiative narcissism .148 2.384***

Other-dependent narcissism .122 2.110***

 Fashion orientation

Self-enhancement narcissism .284 4.258***

.163 20.585***Self-initiative narcissism .134 2.190***

Other-dependent narcissism .066 1.164***

Step4

Dependence on clothing

Obesity stress .344 6.698***

.241 25.228***
Self-enhancement narcissism .151 2.352***

Self-initiative narcissism .198 3.370***

Other-dependent narcissism .040 .725***

Fashion orientation

Obesity stress .163 3.075***

.187 18.213***
Self-enhancement narcissism .261 3.943***

Self-initiative narcissism .158 2.590***

Other-dependent narcissism .027 .47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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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인 ‘비만 스트레스’가 추가된 4단계 모델에서 β 값

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행지향성’에 대

한 영향에서 ‘타인의식적 자기애’는 β 값이 무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만 스트레스’에 의한 매개 없는 직

접경로는 존재하지 않아 ‘비만 스트레스’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즉 ‘비만 스

트레스’에 의한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확인하였다. |Z|가 1.64보다 크면 간접효과는 유의

수준 0.1에서, 1.96보다 크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한다(Baron & Kenny, 1986). 분석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의복의존성’과 ‘자기고양적 자기

애’(Z=1.864, p=.031), ‘자기주도적 자기애’(Z=–2.243, p

=.012)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Z=3.548, p=.000)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매개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행

지향성’과의 관계에서 ‘자기고양적 자기애’(Z=1.632, p=

.051)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고, ‘자

기주도적 자기애’(Z=–1.868, p=.030)와 ‘타인의존적 자

기애’(Z=2.444, p=.007)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규명되었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며 자

기표현적 성향이 강한 ‘자기고양적 자기애’는 비만 스

트레스의 매개 없이 의복의존적 의복행동과 유행지향

적 의복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의복의존적 행

동에는 비만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간접경로도 존재하지

만, 총 효과를 볼 때 유행지향적 의복행동에 더 큰 영향

을 준다. 즉, ‘자기고양적 자기애’가 강할수록 과시수단

으로 의복에 의존하고 유행지향적 행동을 표출하는 외

모 관련 의복행동이 강화된다. 동시에 외모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의 자기에

대한 방어적 기제로 의복의존적 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

타인을 설득하고 자기평가에 긍정적인 ‘자기주도적 자

기애’의 경우에도 의복의존적 의복행동과 유행지향적 의

복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자기고양적 자기애’

와는 달리 비만 스트레스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이

기 때문에 타인의 시각에 자유로운 편이다. 비만 스트레

스를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에서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가 강할수록 비만 스트레스의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의존이나 유행지향적 행동이 완화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외모 관련 의복행

동 중 의복의존적 외모관리행동에만 직접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내적인 불안함을 감

추기 위한 방어적 편향으로 이해된다. 또한 타인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타인의존적 자기애 성향은 비만 스트레

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비만 스트레스에 의한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타

인의존적 자기애’는 의복의존성에 대해서는 비만 스트

레스에 의해 부분매개되며, 유행지향성에 대해서는 완

전 매개되어 외모 관련 의복행동이 강화되게 된다. 타

인의존적 자기애 성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

응에 민감하여 비만 외모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의해

영향 받는 비만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의복을 통해 외모관리행동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변인 간 직, 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이상의 결과는 자기애 성향이 비만 스

트레스에 관련이 되고 외모 관련 의복행동에 영향을 준

Table 7. Direct influence, indirect influence, and total influence between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irect influence Indirect influence Total influence

Obesity stress

Self-enhancement narcissism  .140 -  .140

Self-initiative narcissism −.145 - −.145

Other-dependent narcissism  .238 -  .238

Dependence on clothing

Obesity stress  .344 -  .344

Self-enhancement narcissism  .151  .052  .203

Self-initiative narcissism  .198 −.054  .144

Other-dependent narcissism  .040  .089  .129

 Fashion orientation

Obesity stress  .163 -  .163

Self-enhancement narcissism  .261 .029  .290

Self-initiative narcissism  .158 −.030  .128

Other-dependent narcissism -  .05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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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외모관여도와 의복과시

소비성향, 의복소비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Kim(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시에 자기애 성향의 하위차원별 외모 관련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규명하면서 비만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를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과거 비만 여성은 부정적 자아인식에 따라 의복행동

에 있어서 은폐욕구의 기능이 강화되어 신체윤곽이 드

러나지 않는 풍성한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플러

스 사이즈 마켓의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는 젊은

비만 여성들은 긍정적 자기애를 발현시키는 도구로 의

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모를 보완하고 신체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자기를 표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행지향적 의복행동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가지

는 데서 오는 이기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특성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긍정적 성격 성향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니치 마켓으로 부상되고 있는 플러스

사이즈 마켓의 젊은 비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체인지

특성과 자기애 성향의 차원을 규명하고 각 차원별로 외

모 관련 의복행동이 발현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BMI 값은 과체중과 경도비만의 비중

이 컸으며, 젊은 비만 여성들은 허리의 굴곡이 드러나는

A-type과 X-type의 비중이 높았다. 비만 스트레스와 신체

만족도와의 관계는 부적상관이었으며, 응답자들은 객관

적 비만도보다 주관적 비만인지에 따라 비만에 대한 스

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의복구매행동에 비만도뿐

아니라 비만 체형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자기애 성향에 대

한 요인분석 결과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적 자기애’

와 ‘자기주도적 자기애’로 분리되었고,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의존적 자기애’로 요인화되었다. 이를 통해 플러스

사이즈 여성 소비자들이 비만 외모로 인해 다른 사람들

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지만 동시에 자기표현에 당당

할 뿐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긍정

적인 자기애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기애

성향의 구성차원별로 보면 자기과시와 자기표현이 강한

‘자기고양적 자기애’는 ‘유행지향성’에 더 큰 영향을 주

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지배적 성향이 강한 ‘자기주도

적 자기애’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타인의존적 자기애’

는 ‘의복의존성’에 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자기애 성향과 외모 관련 의복행동의 관계에

서 비만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기고

양적 자기애’는 비만 스트레스를 통해 의복의존성에만

부분매개되며,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의복의존성과 유

행지향성 모두에 부분매개되었다. 특히, ‘자기주도적 자

기애’ 성향은 비만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으로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할수록 비만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의복

의존성과 유행지향성에 대한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의복의존성에 대해서

는 비만 스트레스에 의해 부분매개되고, 유행지향성에 대

해서는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자

기애에 해당하는 자기고양적 자기애와 자기주도적 자기

애뿐 아니라 자기평가에 대한 불안정성과 연결되는 내

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더라도 외부반응에의 통제인

비만에 대한 의복 관련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심리적 안

정과 자기과시를 통한 자존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즉,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젊은 플

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에게 비만 스트레스는 의복을 통

한 방어적 기제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복행동의 동인이

될 수 있다.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는 의류산업에서 소외된 집단

이며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외모 관련 스트레스가 상당

히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심리적 변수인 자기애

성향에 따라 비만 스트레스에의 취약성이 다르고 사회

심리적 변수로 비만 스트레스가 자기애를 긍정적 행동

동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매개변수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실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국내 플러스 사이

즈 마켓에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무적으로는 플러스 사

이즈 소비자의 자기애 성향이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를

세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세분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플러스 사이즈 마켓 실무자들은 의모

관련 의복행동을 야기하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의

심리적 기제에 객관적 비만 정도보다 주관적 인식이 중

요함을 인지하고, 비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긍정적으

로 변함에 따라 이들이 좀 더 당당히 자신을 표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복행동을 하게 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에 대한 조작

적 정의에 따라 편의적으로 추출된 표본으로 일반적인

비만 소비자 행동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

– 627 –



38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4, 2016

다. 또한, 비만 소비자에 대한 사회심리적 연구의 부족

으로 비만 인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문항으로 측

정된 변수들과 편의적으로 추출된 문항들로 인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매개변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가설적 경로모형으로 회

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

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플러스 사이즈 소비

자에 대한 정교한 측정도구와 분석방법을 이용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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