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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roles of sex related clothe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ffects of sex related clothes were vast and 

strong.

It appeared that sex related 시o나les affected the wearer's outside aspects and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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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ed the wearer's inside characteristics.

Subjects judged the wearer's sex by sex related clothes, and confidence in judgement 

about the wearer's sex also appeared stronger when cue of sex related clothes is more 

clear than being ambiguous.

Judging the model's impression when subjects evaluated other's appearance and per

sonality, clothes affected it and clothes also had a strong impact when subject infered 

other's characteristics such as ability and activity.

Among the three kinds of sex related cue like men's clothes, women's clothes and am

biguous clothes, when a model wore men's clothes, the model's impression judged by 

the subjects was most favorable and positive.

But respondents sex role identity appeared that it didn't affect the judgement of the 

wearer^ sex, evaluation and inference of wearer's characteristics.

But this result didn't match with the gender schema theory.

I.서 론

사회화 과정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Lonner, 1980)으로 각 사회마다 사 

회화되는 방법과 그 지향하는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되는 사회화의 기능 중의 하나가 적절한 

성역할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성 유형화(sex-typing)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정의(definition)를 배우고, 소속하고 있는 사회의 문 

화적 관점에 따라 성(gender)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에 따라 성 유형화가 진행된다. 사회화 과 

정에서 각 개인의 특질이나 성향, 행동 그 밖의 성격 등은 性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 

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취해야 할 性 성향이나 행동 방향을 정하게 

되고 동시에 타인을 지각할 때도 성 관련 단서(sex- linked cue)를 사용하여 대상의 性을 판 

단하고 인상을 평가하며 내적인 특성까지 추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시 중요한 정보의 역할을 하는 성관련 단서인 의복의 영향을 확인 

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Bem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성역할정체감 이론(gender schema theory)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타인을 지 

각할 때 지각자 자신의 性에 대한 성향에 따라 의복의 역할과 평가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타인을 성유형화시킬 때 성 역할정체감(gender schema) 의 역할에 대 한 이해 

를 제 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자가 착용자의 性을 판단할 때 성관련 의복단서를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둘째, 지각자가 착용자의 외모나 성격을 평가하거나, 능력이나 활동 등의 특성을 추론할 때 

성관련 의복단서를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셋째, 지각자 자신의 성 역할 정체감에 따라 착용자의 性판단이나 평가, 특성을 추론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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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이론적 배경

1. 성을 표츨하는 단서(Gender advertisement)
어떤 사회나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며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은 정형화된 

의복에 영향을 받아 (M. R. Delong & K. Lantz, 1983) 性에 따라 구별되는 의복을 사용하였 

다. 각 개인의 성(sex)을 나타내주는 단서에는 언어적 • 비언어적 단서가 있는데, 그 중 의복 

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는 착용자의 性을 타인에게 나타내주는 '성을 표출하는 단서(gender 

advertisement)'로서 작용한다. 즉 의복을 단서로 하여 지각대상의 性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Goffrmn, 1979).

예를 들어, 프릴(frill)이 달린 드레스나 핑크색 의복 품목은 여아(girls)를 나타내 주고, 자동 

차나 보우트 같은 남성스런 문양이나 파란색 의복 품목은 남아(boys)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性 

과 관련된 의복품목(sex-linked items)은 性을 구별하는 두드러진 단서가 되므로, 이러한 진단 

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착용자를 쉽게 남성 또는 여성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시킨다.

지각 대상자의 性을 범주화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성고정 관념(sex stereo-typing)을 구축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Hamilton, 1979). 그러므로 의복과 같은 '성을 표출하는 단서 

(gender advertisement)'< 관찰하기만 해도 지각 대상자의 性을 판단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외모나 성격 등을 평가(evaluation)중卜고, 능력이나 활동 등의 특성까지 추론(inference)해내 

는 등 性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Deaux & Lewis, 1984； McArthur, 1982).

2. 성 역할 정체감(Gender schema)
Bem에 의하면 성 유형화는 각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관점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의 

정의를 습득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 개인 자신이 어떻게 성 유형화되는가 하는 성 

역할 정체감(gend&r schema)에 따라 타인의 성 유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em, 

1974, 1981, 1984).

성 역할 정체감은 性과 관련된 차이를 나타내는 인지적 구조로 특정사회에서 남성이나 여 

성의 전형적인 유형을 결정짓는 어떤 속성이나 행동 등을 명시해준다. 즉, 성과 관련된 정보 

를 처리하는데 조직적 • 추론적이며 해석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Martin & Harverson, 

1981).

개인의 성 역할 정체감에 따라 gender schematic한 집단과 gender aschematic한 집단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남성적인 남성 혹은 여성적인 여성들은 gener schematic한 집단에 속 

하며 그들의 자아개념(self-concept)에 전통적인 성 역할(sex-roles)을 결합하게 되며, 이들 

에게 性이란 사희에서 중요한 차원이 된다. 반면, 性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양성적인 특 

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gender aschematic한 집단에 속하며, 그들의 자아개념에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결합시키지 않으며, 性을 二렇게 중요한 차원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성 

과 관련된 의복이 gender aschematic한 사람보다 gender schematic한 사람에게 더욱 큰 영 

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Bem, 1981).

그러나 모든 대인지각 연구가 이러한 '성 역할 정체감 이론(gender schema 나ieory)'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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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Larsen & Seidman, 1986； Mills, 1983； Myers & Conda, 1982)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 

을 지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타인을 지각할 때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자신의 성 

역할 정체감이 타인의 성 유형화와 대인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Leone & Robertson, 1988： Mills & Tyrrel, 1983: More, Graziano, & Millar, 1987； 

Taylor & Falcone, 1982； Wolff & Taylor, 1979).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성 역할 정체감에 따 

라, 의복을 단서로 사용하여 타인의 性을 판단하거나 그의 외모나 성격을 평가하고, 활동이나 

능력 등의 특성을 추론하는 차원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대인지각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자기 자신의 신체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며(고영흐］, 1987), 정보를 집단화(grouping)하고 의미를 결정하며 대상을 인식하는 일련 

의 정신과정이다.

대인지각은 타인의 특성, 본질, 내적 상태 등에 대해 생각하고 알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지각자 자신의 특성이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대인지각은 개인이 가지는 생김 

새, 표정, 옷차림, 동작 등을 단서로 삼아서 타인을 지각, 판단하는 것이다.

대인지각시 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의복①outy, 1963； Manhannah, 1968； Ryan, 1966)은 

지각 대상자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성격, 능 

력, 지적 정도의 지각(percep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ears(1985)는 의복이 타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이며, 타인을 판단할 때 평가(evaluation), 능력(potency), 활동(ac

tivity 의 세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amhorst (1990)는 대인지각시 의복 단 

서에 의해 판단되는 차원을 평가, 역능, 역동성, 사고적 차원으로 되 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 평가적 차원에는 착용자의 성격, 사회성 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 

며, 역능적 차원에는 힘, 능력, 지능 등의 지각이 포함되고 역동적 차원은 신념체계, 사고방식 

을 의 미 한다고 하였다.

in.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270명으로 편의 추출법에 의해 선정 

되었으며, 조사시기는 1996년 6월 11일부터 15일에 걸쳐 총 27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252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 었다.

2. 측정 도구 및 측정 절차

본 연구는 사진자극물을 이용한 실험연구로, 피험자 총 270명을 90명씩 세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세 가지 사진자극물 중 한 가지를 보여주고, 선행 연구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에 응 

답하게 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형용사쌍을 이용한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 

thod)과 7단계 리 커트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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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자극물 제작

한 명의 여성 모델에게 남성적인 의복으로는 신사복정장에 넥타이, 신사화를 작용시켰고,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으로는 반바지, 티셔츠에 운동화차림, 그리고 여성적인 의복으로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와 하이힐을 번갈아 착용시킨 뒤 세 타입의 외모를 각각 사진으로 찍었 

다. 또한 착용자에 대한 性판단과 평가, 그리고 특성추론에 대한 의복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델의 얼굴은 가려서 통제시켰다.

2) 설문지 구성

타인의 性을 판단하는데 性과 관련된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 판단된 성에 대 

해 자신감을 갖는 정도에는 성관련 의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Leone과 Roberton(1988)이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성과 관련된 의복이 지각 대상을 

평가하고 특성을 추론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용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박성은(1993)의 

의미미분척도의 양극형용사쌍으로 평가, 능력, 활동의 세차원을 측정하였으며, 평가는 다시 

외모와 성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성 역할 정체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현 

미 (1987)가 사용한 34개 성 역할 정체감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자를 남성형(masculine), 여성 

형 (feminine), 양성형 (androgynous), 미분화(undifferentiated)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문항 각각은 7단계 리커트법으로 측정되었다.

IV. 연구결과

1. 성의 판단

사진 자극물에 나타난 모델의 性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표1〉성의판단에 대한 분산분석표

변 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 값

성 관련 의복 2 755.8429 377.9215 271.34*

성 역할 정체감 1 1.6146 1.6146 1.16

성 관련 의복X성 역할 정체감 2 5.2256 2.6128 1.88

*P<0.05

〈표 2〉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성 

관련 의복의 던컨 그룹핑

성관련의복단서
던 컨

그룹핑
평 균

남성적인 의복 A 6.1154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A 2.6375

여성적인 의복 B 2.0263

로는 성 관련 의복만이 性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 역할 정체감이나 성 관련 의복 

과 성 역할 정체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표 1).

모델의 性을 판단하는데 있어 성 관련 의복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적인 의복,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여성적인 의복의 

세 가지 의복단서에 따라 모델의 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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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 판단에 대한 자신감의 분산분석표

변 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 F 값

성 관련 의복 2 17.2330 8.6165 4.38*

성 역할 정체감 1 0.0315 0.0315 0.02

성 관련 의복X성 역할 정체감 2 1.4610 0.7305 0.37

*P<0.05

〈표 4> 성 판단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 

을 미치는 성관련 의복의 던컨 

그룹 핑

성 관련 의복 단서
던 컨 

그룹핑
평균

남성적인 의복 A 5.8974

여성적인 의복 A 5.7763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B 5.2750

하는데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즉, 남성적인 

의복을 입은 사진 속의 모델은 남성으로 지각 

하였고, 여성적인 옷을 입은 모델은 여성으로 

지각하였으나,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 

은 모델의 性을 판단할 때는 확실하게 성을 

나타내주는 의복을 입은 경우보다는 性의 판 

단이 불분명하였다.

2. 性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

사진 자극물에 나타난 모델의 性을 먼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판단하게 한 후, 이러한 판단 

에 대한 응답자의 자신감 정도를 측정 한 결과, 성 관련 의복만이 응답자가 모델의 性을 판단 

한 데 대한 자신감 정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 역할 정체감이나 성 관련 의복과 성 역할 정체 

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3）. 던컨의 다중 비교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남성 

적인 의복과 여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의 性을 판단할 때, 性이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은 

모델의 性을 판단할 때 보다 사진 자극물 모델의 性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판단한데 대해 더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즉, 성관련 단서가 명확할 때 모델의 性을 판단한데 대한 자신감 

이 강해진다.

3. 타인에 대한 인상판단

1） 외모 평가

사진 자극물에 나타난 모델의 외모를 평가하는데는 성 관련 의복, 성 역할 정체감이 모두

〈표5> 외모평가에 대한분산분석표

변 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 값

성 관련 의복 2 61.5215 30.7607 43.46*

성 역할 정체감 1 5.3883 5.3883 7.61*

성 관련 의복X성 역할 정체감 2 6.7439 3.3720 4.76*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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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외모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관 

련 의복의 던컨 立룹핑 . ：

성 관련 의복 단서
던 커

그룹핑
，평균

남성적인 의복 A 4.8041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B 4.3217

여성적인 의복 C 3.5584

〈표 7> 외모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

■ 역할정체감의던컨그룹핑

성 역할 정체감
던 컨

평균
그룹핑

Gender Aschematic

（양성형 & 미분화）
A 4.3355

Gender Schematic

（남성형 & 여성형）
B 4.0964

영향을 미쳤으며, 성관련 의복과 성역할정체 

감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표 5）. 여성 

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에 대해서는 성 역할 

정체감이 양성형과 미분화로 분류된 응답자 

가 가장 긍정적인 외모 평가를 하였고,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은 모델에 대해서는 

성 역할 정체감이 양성형인 응답자가 가장 긍 

정적인 외모평가를 하였으며, 남성적인 의복 

을 입은 모델은 성 역할 정체감이 양성형과 

미분화로 분류된 응답자가 높은 외모 평가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성 역할 정체감이 양성형 

인 응답자는 3가지 의복 단서 모두에서 가장 

긍정적인 외모평가를 하였다.

던컨의 다중 비교분석 결과는 남성적인 의 

복을 입은 모델의 외모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고, 다음은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여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의 순이었다. 즉, 

남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은 여성적인 의복 

이나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은 모델보

다 단정하고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예의바르고 책임감이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성역할정체감이 남성형이나 여성형의 경우보다 양성형이나 미분화인 경우 

에 모델의 외모를 평가함에 있어서 더 단정하고 지적이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인상이 좋 

다는 평가를 함으로서 더 긍정적 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2） 성격 평가

모델의 성격을 평가하는데는 성 관련 의복만이 영향을 미쳤으며 성 역할 정체감이나 성 관 

련 의복과 성 역할 정체감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8）. 던컨의 다중 비교분석 

결과,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이나 남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은 개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대 

담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평가한 반면, 여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의 성격은 소극적이고 소 

심하며 내향적 이고 보수적 인 성격으로 평가하였다.

〈표8> 성격평가에 대한 분산분석표

변 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 값

성 관련 의복 2 13.8473 6.9237 8.01*

성 역할 정체감 1 0.1062 0.1062 0.12

성 관련 의복X성 역할 정체감 2 0.2596 0.1298 0.1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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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 

관련 의복의 던컨 그룹핑

성 관련 의복 단서
던 컨

그룹핑
평균

남성적인 의복 A 3.0882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A 3.0689

여성적인 의복 B 2.5583

4. 특성추론

1） 능력추론

모델의 능력을 추론할 때도 성관련 의복만 

이 영향을 미쳤다（표 10）. 즉, 남성적인 의복 

을 입은 모델을 결단력 있고 노련하며 성공적 

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론한

〈표 10> 능력추론에 대한 분석분산표

변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 값

성 관련 의복 2 107.1381 53.5691 51.74*

성 역할 정체감 1 1.5551 1.5551 1.50

성 관련 의복 X 성 역할 정체감 2 0.8438 0.4219 0.41

*P<0.05

〈표 11〉 능력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성 

관련 의복의 턴건 그룹핑

성 관련 의복 단서
던 컨

그룹핑
평균

남성적인 의복 A 4.2008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B 2.9211

여성적인 의복 B 2.6331

반면, 여성적 인 의복이나 性의 구분이 애매 한 

의복을 입은 모델은 우유부단하고 미숙하며 

성공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추론 

하였다.

2） 활동 추론

모델의 활동 요인을 추론하는 데도 역시 성 

관련 의복만이 영향을 미쳐서（표 12）, 여성적 

인 의복을 입은 모델보다는 남성적이거나 性

의 구분이 애매한 옷을 입은 모델을 더 활동적이고 주도적이며 강건하고 실천적인 것으로 추 

론한 반면, 여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은 비활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연약하고 실천적이지 않 

은 것으로 추론하였다.

〈표12〉활동추론에 대 한분산분석표

변 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합 F 값

성 관련 의복 2 51.3691 25.6846 26.59*

성 역할 정체감 1 0.0176 0.0176 0.02

성 관련 의복X성 역할 정체감 2 4.2460 2.1230 2.2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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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활동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성 

관련 의복의 던컨 그룹핑

성 관련 의복 단서
던 컨

그룹핑
평균

남성적인 의복 A 3.9639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A 3.7599

여성적인 의복 B 2.873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목적은 性과 관련된 의복의 역 

할을 밝혀내는 것이었는데, 연구 결과는 성관 

련 단서인 의복의 효과는 광범위하고 강력하 

여 착용자의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특성 

까지 추론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개인은 사람의 특질이나 성향, 행동 등이 性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강력한 성관련 단서로 작용하는 의복에 의해 다른 사람의 性을 

판단하게 되고, 이차적으로는 의복을 단서로 하여 판단된 性의 견지에서 타인을 평가하고 특 

성을 추론하는 등 대 인지각에 영 향을 미친다.

성판단에 대한 性관련 의복의 영향력은 일정한 육체적 조건을 갖춘 동일한 여자 모델을 남 

성적인 옷을 입었을 때는 남성으로 지각하였으나, 여성적인 옷을 입었을 때는 여성으로 지각 

하여 육체적인 특성보다는 의복이 타인의 性을 지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모델의 性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판단한데 대한 응답자의 자신감 역시 성관련 의복 

단서가 애매할 때보다는 명확할 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인상 판단에서도 비언어적 단서인 의복이 영향을 미쳐서 남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을 여성적인 의복이나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은 모델보다 단정하고 지적이라는 긍 

정적인 외모평가를 하였으며, 응답자의 성 역할 정체감도 외모 평가에 영향을 미쳐, 응답자의 

성 역할 정체감이 남성형이나 여성형인 경우보다 양성형이나 미분화인 경우에 모델의 외모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성 역할 정체감이 양성형인 응답자는 3가지 의복 

단서를 입은 모델 모두의 외모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성 관련 의복은 외모뿐 아니라 성격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性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남성적 

인 의복을 착용한 모델은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여 

성적인 의복을 입은 모델은 소극적이며 내향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으로 평가하였다.

성 관련 의복은 착용자의 능력이나 활동 추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성적인 의복을 입 

었을 때의 모델을 여성적인 의복이나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능력이 있 

는 것으로 추론하였으며, 활동 추론에서도 여성적인 의복을 입었을 때보다 남성적이거나 性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입었을 때 착용자가 더 활동적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가지 의복 단서중 남성적인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인상 판단이 가장 호의적이고 긍정 

적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 역할 정체감은 외모 평가를 제외하고는 착용자의 性 판단이나 평가, 특 

성 추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역할 정체감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지 

각하는 방법에 영 향을 미친다는 gender schema theory (Larsen & Seidman, 1986； Mills, 

1983； Myers & Conda, 1982)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 역할 정체감과 관련된 모든 

대 인지각 연구가 gender schema theory를 지지하지는 않는다(Mills & Tyrill, 1982；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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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ziano & Millar, 1987； Taylor & Falcone, 1982； Wolff & Taylor, 1979). 'gender 

schema theory'와 상반된 연구들은 자신과 관련된 차원을 타인에게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으 

며, 자아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성 역할 정체감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도 

록 자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Christopher Leon과 kevin Robertson(1988)이 10개월된 유아(infant)를 대상 

으로, 유아의 性을 남아 또는 여아로 판단하거나, 유아를 평가하고 특성을 추론하는데 성관련 

의복이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성관련 의 

복의 중요성을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확인하여 보았다.

Leon과 Robertson의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착용자의 평가차원을 단 

순히 긍정 또는 부정의 단일차원을 사용하였고, 특성추론에서도 착용자의 외적인 능력을 추 

론하는 단일차원만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차원은 외모와 성격으로 구분하여 알 

아보았고, 특성추론 차원도 내적인 능력과 활동차원으로 확대하여 다차원화시킴으로써 의복 

이 착용자의 내적인 면의 평가나 추론에도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지각자의 성역 

할정체감이 착용자의 성판단이나 평가, 특성추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Leon & Robertson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본 연구는 타인의 性을 지각하는 단서로서 외적인 신체모양(Thompson & Bentler, 1971) 

이나 이름(Condry & Condry, 1976)이 사용된다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의복도 착용자의 性을 

표출하는 비언어적 단서로 작용하며, 착용자의 외모나 성격을 평가하거나 능력이나 활동 등 

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인지각시 성 역할 정체감의 영향력 여부만을 검증해 보는데 그치고, 영향력이 나 

타나지 않는 이유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후속 

연구로서는 성 역할 정체감의 역할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 역할 정체감 

이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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