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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in 
dress and the behavior on clothing selections for a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found:
1.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freedom in dress and the behavior 

on clothing 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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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selection abilities and cloth

ing satisfaction determinants.
3.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ity and freedom in dress.
4. The revel of the freedom in dress among the Free dresser groups turnd out to have 

a profound relation with the fashion, while that among the Less free dresser groups 
had a correlation with the economic exhibitionism.

I.序論

사람이 의복에 흥미를 갖건 갖지 않건 간에 의복은 여전히 착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며, 사 

람들의 문화, 생활양식, 사회경제적인 진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이러한 의복에 대하여 

Horn은 의복이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주는 '기호언어'(sign language)이며 '제2의 피부' 

(second skin)으로써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두 의복이 한 개인의 특성과 그 개인을 둘 

러싼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적 기능은 개인 

적으로는 美的理想을, 사회적으로는 道德基準을 반영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면과도 밀접한 관 

계를 지니고 있다.

의복이 갖는 심리적인 역할에 대하여 Morton이나 Road는 인간은 의복으로 인하여 자신감, 

안정감, 자아의 확장 및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Roach와 Eicher 
는 대부분의 의복행동은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영 

향을 받으므로 명백하고 관찰 가능한 의복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내부의 심리적 과정에 

관한 여 러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심리적인 면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각도로부터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으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를 희구하고, 자연적인 자유적 존재하는 것을 내세우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것은 자유란 지극히 개인적인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Horn은 인간의 정신적인 사실들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나 사람들이 취하는 선택, 어떤 사물에는 주의하고 어떤 사물에는 주의하지 않 

는 것,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상, 인정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의 종류에 주 

목함으로써 인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owe와 Anspach는 의복자유는 그것과 관련 있 

는 다른 현상들, 예를 들면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제한과 같은 현상들을 조사함 

으로써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Lowe 와 Buckley는 선택이 의복자유의 가장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叫

1) Marilyn J. Hone, The Second Skin, 2nd edition, Boston : Hou아itonmiffl Co., 1975, p. 1.
2) Roach M. E. & Eicher, Dress,, Adorment and Social Order, N. Y. : John Willey & Sons Inc., 1965, p. 

6
3) Lowe E. D. and Anspach K. A., Freedom in Dress : A Search for related factors, Home Economics 

Rresarch Journal, Vol. 7/2, 1978, p. 121.
4) Lowe E. D. and Anspach K. A. op. cit., p. 122.
5) Lowe E. D. and Buckley H. M., Freedom and Conformity in dress : Atwo-demensial appaoa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3, 1982,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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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복행동은 개인 및 발달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청년기는 의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로써 사회적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형식 인습에 

서 탈피하려고 하며 이러한 점을 의복에 반영하고 있다a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집단과 조직의 의복기준과 개인의 자기 표현 욕구간의 차이를 찾아보는 작업의 

시도로써, 의복에 관심이 많은 청년기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의 관계 

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관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복 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의 관계를 분석한다.

① 여대생의 의복자유감과 의복자유의 하위변인（선택, 제한, 만족）의 관계를 파악한다.

② 의복자유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③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④ 의복선택행동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대상집단의 자유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Free dresser group와 Less free dresser 
group으로 나누어 집단별 의복선택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다.

① Free dresser group에서 자유감을 느끼는 정도 （아주 많이 느낌〜약간 느낌）와 의복선 

택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② Less free dresser group에서 자유감을 느끼는 정도（아주 느끼지 않음~약간 느끼지 

않음）와 의복선택행동의 관계를 파악한다.

n.理論的背景

1. 의복자유（Freedom in dress）의 개념

자유란 微妙하고 복잡하며, 多義的으로 개념규정이 되고 있으므로 一義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일이다. 개인적 자유의 存立 根據는 '人間存在의 어느 부분은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獨立性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 권위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성격이 아무리 主觀的이고 個人的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人間 

의 자유인 이상 어떤 형태로든 社會的 政治的 관계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이 자유란 곧, 인간의 별명과도 같이 인간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써 그 개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객관적 내지는 사회적인 자유 

이며, 또 하나는 능동적 자발적 자기자각으로 이것은 주관적, 개인적 자유라고 한다. 전자는 

정치적 경제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평등이라는 관념과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와 달리 후자는 형이상학적,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자유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체의 정신적 자주독립성의 거점으로써 요구되는 것이 

다叫

6) 김경희 . 임숙자,「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동기와의 관계」••한국의류학회지』, Vol. 7 /2, 1983. 
p. 1.

7) Benjamin Constant, ed. Par E. Labotdaye, (2ed.), Cours de Politique constitutionelle, ou Collection 
des ouvrages qublies sur le gouvernement repre sentatif, Paris, 1972, (盧明植編,『自由主義』, 종로서 

적, 1983, p. 10.)
8) 『세계대백과사전』, 학원사, 1971, pp. 3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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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자유를 liberty, freedom이라는 2개의 어휘로 구분하여 쓰는 것은 대체로 앞서 언급 

한 자유 개념의 2가지 뜻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liberty란 사회적 자유를, freedom이란 개체 

의 정신적 자유를 의미한다. Webster's Dictionary에는 자유에 대한 11가지의 설명이 나열되 

어 있는데, 이 중에서 freedom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 제약, 통제, 비난 받지 않으며 위축 없 

이 행동하고, 구속 당하지 않으며, 책임과 의무에 의해 억눌리 거나 방해받지 않는 것，으로 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자유는 심리적 차원에서 자유의 본질을 拘束의 缺如에서 찾으려 

고 하는 客體的 主觀的 個人的인 freedom의 개념이므로, 의복자유란 사람들이 스스로 정해 

놓은 마음의 상태로써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이 계획한 의복을 입는 즐거움이 

며 자신이 좋아하는 옷에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입는 것을 말한다叫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의복자유는 사회적 속박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개 

념이 다.

2. 의복자유와 의복행동

의복자유의 개념은 의복과 관련된 일상 경험의 일부인 제한과 만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Lowe 와 Anspach는 의복자유의 주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 연구를 하였는데, 사 

람들에게는 의복에 대해 이탈이나 동조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자 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였 

다. 이들은 1) 의복자유의 주관적 특성, 즉 개인적으로 정해진 마음의 상태, 2) '자유롭게 옷 

입는' 과정 속에 포함된 단겨I, 3) 의복자유에 관한 제한과 만족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 

에 초점을 맞추어 의복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자유로운” 의복착용 스타일의 구성과 관련 

된 개인지각과 중요성과 관계된다. 두번째 범주는 그 다음 단계를 다루는더］, 목적 있는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결과의 향유로 이어지는 과정에 포함된 단계와 관계되는 것으로 즉, 의복 

자유란 계획과 착용에서 오는 긍정적 느낌이며, 그것은 긍정적인 feed back에 근거를 두는 듯 

하였다叫 의복자유의 세번째 범주에는 의복과 관계된 제한과 만족이 포함된다. Lowe와 

Anspach는 의복제한에는 경제적 사회적 지각의 제한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대생 

들의 의복제한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제한에는 학생 역할과 동료와 사회로부터의 승인에 

대한 욕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美的知覺力의 결여가 여대생의 의 

복자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 Lowe와 Dunsing은 핵가족 주부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의복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는 주관적 물질적인 만족도, 인간으로 

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 현재 자신의 생활 방법에 대한 만족 여부, 가족의 연간 피복비 지출에 

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거리낌없이 의복을 선택해서 표현하는 정도와 의복 

의 질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의복 선택에 대한 만족은 실제의 수입정도와 같은 심리적 

측면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Kaiser는 의복자유에 대한 개인의 감각은 타인들

9) Lowe, E. D., Anspach K. A., Toward a Definition of Freedom in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3, p. 247.

10) Libid, pp. 246〜250.
11)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ment, McMillan Publi아ling Co., p. 

306.
12) Lowe, E. D., Dunsing, M.f Clothing Satisfaction Determina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4, 1981, pp. 36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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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好意的인 피이드백을 끌어내는 계획적인 의복선택의 결과로써 생긴 만족감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는 정리 하였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 연구는 '선택'이 의복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청 

소년 後期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의복자유 

와 관련된 요인의 파악 및 의복자유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의복 선택 행동

개인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데 있어 의복이 어떤 면이 중시하는가에 개인에 따라 다 

른데, 의복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변인에 따 

른 다양한 선택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叫 Engel 등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과거로부터의 소 

비자의 경험과 정보, 여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價値 등이 구 

체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미영은 의복구매를 통해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이점은 그들 각 

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다르며 선택기준은 소비자의 내재적 가치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15).
그런데 의복의 평가기준은 연구자마다 관점 및 대상상품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 다른 차원 

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Dickey는 평가기준에 근거한 의복관련 요인을 질 유행 사회적 승 

인, 관리의 용이성, 상표의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Cassill과 Drake는 직업여성의 의 

복에 대해 적합성, 경제성, 타자지향성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⑹. 박은주는 의복선택에 관 

한 요인구조분석으로부터 의복 선택기준에 자기 위주의 구매요인, 상표위주, 경제성 위주，편 

안함 위주, 동조성 위주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실용성，착용 

성, 편안함, 상표 및 가격, 충동구매, 유행, 개성, 정숙성, 서비스의 8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김미영은 추구 이점의 수준에 따라 의복선택 기준차원을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 

제성의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或, 본 연구에서는 김미영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의 

복선택행동을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년기의 개인은 특징적 

으로 동조성을 중요시 여겨 동료집단과 비슷하게 보일 때 소속감과 자심감을 얻는다고 하므 

로 의복선택 의 기준에 동조성의 항목을 첨가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동조성

동조란 집단압력의 한 형태로써 강요나 보상이 없더라도 집단이 제공하는 압력에 호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동조행위는 개인의 인성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조건(상황적 요인)간의 

상호작용 결과이 다也 Horn에 의 하면 일반적 으로 동조성 이 높은 사람은 사회 적 으로 불안정 하

13) 김동기, 현대마켓팅원론, 박영사, 1979, p. 155.
14) Engel J. F., Kolat D. T. and Blackwell R. D.f Consummer Behavior, 2nd ed., New York : Holt 

Renehart & Wimston Inc., 1973.
15) 김미 영, 생활양식 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 12.
16) 장윤희, 소비자 자기 현실욕구와 의복선택행동과의 상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p. 11.
17) 박은주,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요인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 제22권 1호 PP. 14〜 15.
18) 김미영, op, cit.,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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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연령층으로는 청소년기에 절정을 이룬다고 한다2。＞. 신옥순의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안정성이 낮을수록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며，독립성 

및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외모상의 개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2) 유행성

유행이란 일정한 시기에 인기 있고 수용되는 지배적인 스타일을 말한다. 더 나아가 주기적 

인 성격, 즉 한 스타일의 대중수용에서의 점진적 성장, 최고점, 쇠퇴를 일으키는 힘은 동조성 

과 개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같다. 또한 사람들은 동일감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동조를 

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성을 중요시한다. 유 

행은 바로 이 두가지 사회 경향, 즉 동조와 개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Hurlock은 청년 

기에는 집단과 동일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행되는 의복에 동조하는 반면 그들은 다른 사람 

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의복이 상징화하여 주기를 바라며, 어른들은 항상 보수적인 의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양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율을 상징화한다如 

고 하였다.

3) 신분 상징성

의복의 신분상징성이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부를 과시하려는 행동 

인데, Blumberg는 개인의 지위나 권위와 관련된 상징에 대해 그것은 '희속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으로 인지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匸+. Blumberg의 기준에서 보면 지위상 

징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함은 일반적인 가치관을 지닌 특별한 상황과 결속된 맥락이다心. 

Hurlock은 의복은 사희적 지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성공의 여부도 나타내며, 특히 사회적 대 

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평가는 그가 착용한 의복유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더〕,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한다. 첫째, 유명제조업자가 만든 의복은 착용함으로써, 둘째, 여러 종류의 의복을 소유함으로 

써, 셋째 유행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며, 가정의 사회계층 수준이 불 

만족하여 자신의 지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상류층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노력한 

다23＞고 하였다.

4) 실용성

의복선택행동에서 실용성이란 의복을 선택할 때 몸에 잘 맞으며 편안하며 가격조건을 고려 

하여 의복을 선택하는 행동이다. Caroltn Kundle은 blue-color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게 의복 

의 사용도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옷을 선택할 때에는 몸에 잘 맞는 것, 편안한 것, 가격 등 

을 첫째로 생각한다고刎＞ 하였다. 장윤희는 소비자가 자기실현 욕구와 의복선택과의 상관관계

19) 고영복, 현대사회심리학, 법문사, 1981, p. 140.
20) Horn, op., p. 127.
21) E. D. Hurlock, Adolescent Development(4th ed), Tokyo :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Mc

Graw-Hill Kogakusha, Ltd., 1973, p. 169.
22)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366-367.
23) Hurlock, op. cit.,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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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한 결과 자기 실현 욕구가 높은 집단은 구매관여가 높고, 실용성 기준을 중요한 의복 

선택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찌

5) 경제적 과시성

경제적 과시성은 의복이나 장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나타내려는 것으로써 부의 상징성을 

뜻하는데, 이는 흔히 심미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경제적 과시가 심미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 

니는 이유는 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장식은 진귀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그 착용이 부를 상징할 

수 있으며 그것은 둘다 우월에의 욕구를 나타내는 공통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叫 박선영은 

자아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경제적 과시 

성은 높아졌다고 하였다“I

4. 용어 정의

1) 의복자유 (Freedom in dress)
의복자유는 개인적으로 규정된 마음의 상태로써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 

신이 계획한 대로 옷을 입는 즐거움이며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 

고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의복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주관적 특성의 정도를 의미한 

다. 여기에 선택능력, 제한감, 만족감의 3변인이 포함된다.

(1) 선택능력 : 의복의 착용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하는 선택하는 능력

(2) 제 한 감 : 자유로운 의복의 행동을 방해하고 구속, 제약하는 요인으로부터 받는 

제한감.

(3) 만 족 감 : 자유로운 의복의 행동으로부터 오는 만족함.

2) 의복 선택 행동

본 연구에서 의복 선택행동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하위 변인을 포함한다.

(1) 신분상징성 : 의복에 의해 신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로써 의복의 형태, 

가격, 품질을 신분 평가의 기준으로 여김을 의미한다.

(2) 유 행 성 : 유행하는 있는 의복에 관심을 갖고 의복 선택시 유행을 고려하여 유행 의복 

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 한다.

(3) 실 용 성 : 의복을 선택할 때 몸에 잘 맞으며 편안하며 가격조건을 생각하여 의복을 선 

택하는 것을 말한다.

(4) 경제적 과시성 : 값 비싸고 사치스런 의복이나 장식을 사용하여 자기 과시를 하고자 하

24) 정하신, 이인자, 의복선택요인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7/1, p. 29. 재인용

25) 장윤희, op. cit., p. 49.
26)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학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30.
27) 박선영, 자아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상명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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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 한다.

(5) 동조 성 : 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려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DI. 研究方法 및 節次

1.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설문은 의복자유에 관한 것 9문항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것 38분항 총 47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의복자유

의복자유에 관한 조사는 Lowe와 Anspach에 의한 연구를 참고하고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으며, 자유감에 대한 평가는 선택능력 3문항, 제한감 3문항, 만족감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감 측정 점수는 선택능력, 제한감, 만족감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로서 5점 

Likert-type 검사이다. 선택능력과 만족감에 대한 점수는 '아주 그렇지 않다.〜아주 그렇다.' 

의 순으로 1〜5점의 점수가 주어졌고, 제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꾸로 계산되었다.

합계 된 점 수가 높을수록 자유로움을 의 미 한다.

2)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조사는 Creekmore, 김광경, 이금실, 박선영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선택한 후에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신분상징성에 관한 7문항, 유행성에 관한 8문항, 실용성 

에 관한 8문항, 경제적 과시성에 관한 8문항, 동조성에 관한 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type의 5단계 평정법으로 응답하여 1~5 점을 주었고,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단, * 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꾸로 계산되었다).

2. 표집대상 및 자료모집

본 연구는 어느 정도 행동의 체계가 확립되고 의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 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1992년 

6월 1일 부터 13일에 걸쳐 총 12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 한 총 110 
부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에 대 한 통계처리는 SPSS/PC+에 의해 분석되 었다.

자료분석은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 각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Speaman 순위 상관분석)과 유사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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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結果 및 論議

1.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과의 상관관계

1) 의복자유와 의복자유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의복자유는 의복자유 하위변인인 선택, 제한감, 만족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에서와 같이 의복자유와 각 하위변인들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자유는 선택능력, 제한감의 순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만족감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맺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택능력이 높을수록 의복자유감은 높아지며, 의복자유를 

형성함에 있어서 선택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Lqwe와 Buckley의 

연구보고2"와도 일치한다.

2) 의복자유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의복자유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선택능력과 만족감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며, 선택능력과 제한감은 약한 상관관계, 제한감과 만족감은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택능력이 높을수록 선택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은 증가하며, 제한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선택능력은 향상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대안 중 입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 

간은 자유롭게 옷을 입게 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만족스럽게 된다는 Bettelheim의 연구결과 

也와 관계 있으며, 이전에 긍정적인 feed back을 유도해 내었던 스타일의 의도적인 계획, 그

〈표 1〉 의복자유와 의복자유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

28) Lowe E. D., Buckley H. M., op. cit., p. 197.
29) 장윤희, op. cit, p. 20. 재 인용.

상 관 도 유 의 도

선택 능력 

제 한 감

만 족 감

0.4986
0.4152
0.2849

0.0004***
0.0002***
0.024笋

*p<0.05, **p<0.01( ***p< 0.001

〈표 2〉의복자유 하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선택 능력 제 한 감 만족감

선 택 능 력

제 한 감

만 족 감

1.0000

0.3145**
0.5510***

1.0000
0.190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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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착용과 연관된 즐거움은 의복 자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Lowe의 연구보고를 지지한다 
30)

〈표 3〉에 의하면 의복자유는 실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동조성과는 負의 상관관 

겨】, 신분상징성과 경제적 과시성은 약한 負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용성이란 몸에 잘 맞고 조화되며, 편안한 의복의 선택을 말하는데 의복자유 

는 이러한 의복과 관련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집단에의 동조나 신분상징성, 그리고 경 

제적 요인은 의복의 자유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대생이 학생신분이라든가 

동료난 사회로부터의 승인에 대한 욕구, 사회적 경제적 제한으로부터 의복의 자유감을 방해 

받았다는 Lowe와 Anspach의 연구와도 일치 한다叫

3) 의복선택행동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

〈표 4〉에 의하면 의복선택행동의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분 상징성과 동 

조성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행성과 싱분상징성은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성과 신분상징성의 요인은 여대생들의 의복을 선택할 때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으나, 여대생들은 자기가 학생신분이 

라는 점을 확실히 갖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며, 어느 정도 상황이나 집단 규범에 동조하고자 

할 때는 값싼 옷보다는 가격 및 품질면에서 우수한 옷을 선택하여 은근히 자신의 신분을 부각

〈표 3> 의복자유와 의복선택 행동과의 상관관계

상 관 도 유 의 도

동 조 성 -0.4022 0.0023***
유 행 성 0.1410 0.1696
신분 상징성 -0.2565 0.0392*
실 용 성 0.3930 0,0029***
경제적 과시성 -0.2045 0.0017***

〈표 4> 의복선택행동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적과시성 동조 성

신 분 상징 성

유 행 성

실 용 성

경제적 과시성 

동 조 성

一 0.4086***

0.0929
— 0.0889

0.5584***

-0.0271
0.0548

-0.1747
0.3419나*

0.1929* 0.1891*

29) 장윤희, op. cit, p. 20. 재 인용.

30) Lowe E. D., K. A. Anspach, op. cit., p. 121.
31) Libid, pp. 121 〜127.



시키고자 하기도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집단별 의복선택행동의 차이

연구대상을 의복자유감의 수준에 따라 두 group, 즉 의복자유를 더 느끼는 집단인 Free 
dresser group과 의복자유를 덜 느끼는 집단인 Less dresser group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의 

복자유의 수준은 의복선택 행동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관계있는지 알아보았다.

의복자유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Free dresser group에 속한 사람은 55명이었으며, Less 
dresser group에 속한 사람은 41명 이었다. 연구 대상 중에서 14명은 group으로 분리 하기 곤 

란한 점수를 얻었으므로（그저 그렇다의 수준） 집단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1） Free dresser group에서 의복자유를 느끼는 정도 （아주 많이 느낌~약간 느낌）와 의복 

선택행동의 상관관계

〈표 5〉에 의하면 Free dresser group에서 의복자유를 느끼는 정도（많이 느낌 ~약간 느낌 ） 

의 차이는 유행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ree dresser group에 속하는 여대생 중 

에서도 의복자유를 더 느끼는 여대생들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의상에 관한 정보에 관 

심을 기울이며, 다소 자신의 신분과 부합되지 않거나 옷을 입어 불편하더라도 유행중인 옷을 

선택하여 개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적극적 이며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해석이 곤란하다.

2） Le昭 free dresser group에서 의복자유를 느끼는 정도（아주 느끼지 않음〜약간 느끼지

〈표 5〉Free dresser group에서 의복자유를 느끼는 정도와 의복선택행동의 상관관계

상관도 유의도

신분상 징정 -0.0052 0.4883
유 행 성 0.3642 0.0199*
실 용 성 0.2224 0.4500
경제적 과시성 -0.1973 0.1317
동 조 성 -0.0125 0.4721

〈표 6> Free dresser group에서 의복자유를 느끼는 정도와 의복선택행동의 상관관계

상관도 유의도

신분 상징성 -0.1585 0.2942
유 행 성 — 0.0394 0.4469
실 용 성 0.2026 0.2441
경제적 과시성 0.8626 0.0008* 뉴
동 조 성 -0.0710 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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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와 의복선택행동의 상관관계

〈표 6〉은 Less free dresser group 에서 의복자유를 덜 느끼는 정도（아주 느끼지 않음~약 

간 느끼지 않음）의 차이는 의복선택 행동시 경제적 과시성과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 

고 있다. Low와 Anspach는 의복선택시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경제적 여건의 결핍으로 인해 

의복 선택시 자유감을 제한 받은 경험이 있다抄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의복 자유를 덜 느끼는 여대생들 중에서도 더욱 의복 자유를 덜 느끼게 하는 요인은 경제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결핍은 의복자유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으로 분석된 

다.

V.結論

여대생을 중심으로 의복 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의복자유와 의복자유의 하위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복자유는 선택능력과 가 

장 관계가 깊었으며, 제 한감, 만족감의 순서로 상관관계가 적 었다.

2. 의복자유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선택능력과 만족감은 상관관계가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변인들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선택능력이 

높을수록 선택 결과에 대한 만족감은 증가하며, 제한을 덜 받을수록 선택능력은 향상되 

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3.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실용성은 의복자유와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집단에의 동조나 신분상징, 경제적 요인은 의복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 

으로 파악되 었다.

4. 의복선택 하위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대생들은 동료 집단에 동조할 때 값 

싼 옷보다는 가격 및 품질면에서 우수한 옷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Free dresser group의 의복자유수준（의복 자유감을 더 느끼는）은 유행성에 대 한 의복선 

택행동과 상관이 있었으며, Less free dresser group의 의복자유수준（의복자유를 덜 느 

끼는）은 경제적 과시성과 관계 깊었다. 이로써 경제적 결핍은 의복자유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의복자유와 의복선택행동은 연구 대상 범위를 연령, 지역, 계층, 직업 

등의 다각적인 측면으로 넓혀 이들 요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 

이 이루어져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강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복자유란 개인적으로 규정 

해 놓은 마음의 상태라서 일반화하기에 많은 문제가 따르므로 좀 더 합리 적 인 연구도구 및 분 

석방법과 개발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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