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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ith Tailored Jacket.
Sixteen slides were made from selected Jacket which were representatives of four types of 

Jackets. The slides were shown to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The students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responses to each slide in Korean adjectives.

In order to extract the representative and the frequency each adjective was calculated.
As a result, 35 adjectives -elegant, graceful, neat, mature, slim, formal, natural, brisk, 

comfortable, etc-were selected. Therefore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composed of 35 
pairs of adjectives were developed.

I.서 론

패션의 변화와 함께 재킷의 디자인은 스포티한 

것에서 드레시한 것, 딱딱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 

셔츠 분위기에서 블라우스 분위기의 것까지 다양 

한 종류의 소재, 색상, 무늬를 가진 재킷들이 많 

은 여성들에 의해 착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다 

양한 재킷의 착용은 착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연출을 위해 재킷은 코 

디네이트의 핵심 의복 품목으로 현대 여성이나 

남성의 옷장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존재가 되 

었다. 재킷 한 벌을 걸치는 것에 의해 착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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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한 상황에 적 

당한 의복으로 나이를 초월해 착용되고 있다."⑵ 

이러한 재킷의 의복 이미지는 재킷의 형태, 색 

채, 소재 등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성과 그들 

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의복의 이미 

지를 측정하기 위 해 많은 연구자들은 측정도구개 

발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중 실제 의복 

제작을 통해 의복 이미지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 

구들과3以＞,5"6),7).8＞ 슬라이드나 사진등을 사용하여 

의복 이미지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평 가하고자 하는 의복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의미 미분 척도를 개발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일러드 재킷의 의복 이미 

지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의미 미분 척도를 개발 

하여 재킷의 이미지 측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사용중인 의미 미분 척도 

의 특성을 분석 한다.

둘째, 테일러드 재킷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형 용사를 수집한다.

셋째, 수집된 형용사를 분석하여 의미 미분 척 

도를 구성한다.

u. 의미 미분 척도에 관한 문헌고찰

1.의미 미분 척도
이미지(image)란 "心像, 現像, 映像, 모습, 그 

림자”9＞라는 뜻으로 어원은 라틴어의 imago(닮아 

있는 것, 상)에서 온 단어로 인간의 마음속에 그 

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을 일컫는다飽戶 

에 의하면 이미지란 "행동의 준비 상태 변수 가 

운데 하나이며 '태도'와 다르고, 일관성이 부족하 

여 단기적인 것이며, '의식'과도 달라 지극히 애 

매하고 막연한 정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는 '평가', '선호', '욕망과 같이 단순하고 명쾌 

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지극히 복잡하고 미묘 

한 심적 특성의 복합체”라고 하였다. 즉 이미지 

란 다양한 뜻을 지니는 말로서 가시적 형태나 율 

동, 언어 등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시각적 구성 요 

소를 통합한 전체를 의미하며, 분위기, 감각, 연 

상 등의 의미로 재표현할 수 있다尸 이러한 일반 

적인 이미지 개념이 의복에 적용되어 사용되는 

의복 이미지는 의복이 전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 

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m, 시각적 디자인 요소 

즉, 선, 색채, 재질, 디테일이 통합되어 전달되는 

분위 기 또는 감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Osgood이 고안한 의 

미미분법을 사용하였다. Osgood에 의해서 발전 

되어 온 의미 미분 척도는 어떠한 하나의 단어나 

개념이 주고 있는 의미에 촛점을•맞추어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의미 미분 척도의 기본 가 

정은 한 미지수 차원의 의미적 공간상에 어떤 단 

어나 개념의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미분 척도에 

서 태도 측정 척도는 응답자로 하여금 몇 개의 척 

도 상에서 특정한 개념의 위치를 평가하도록 하 

고 있다.

본래 이 의미 미분 척도는 언어의 내연적, 감정 

적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태도 측 

정에도 사용되었다.腴 Osgood과 Suci"＞는 의미 

공간의 대표적인 차원을 찾아내기 위해 50쌍의 

형용사 척도를 구성하였다. 좋은-나쁜, 아름다운- 

보기 흉한, 깨끗한-더러운, 큰-작은, 강한-약한, 

무거운, 가벼운, 빠른-느린, 능동적-수동적 등의 

형 용사가 사용되 었다.

장동환噸은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를 외국어 

와 비교함으로서 의미론적 특질을 밝히기 위해 

착하다-악하다, 깨끗하다-더럽다, 아름답다-추하 

다, 적극적-소극적, 넓다-좁다, 정신적-육체적, 복 

잡하다-간단하다, 빠르다-느리다, 날카롭다-무디 

다등의 형용사쌍을 이용하였다.

Delong과 Larntz©는 50쌍의 의미 미분 척도 

를 사용하여 의복에 대한 시각적 반응을 측정하 

였다. 그 의미 미분 척도의 주요 형용사쌍은 좋아 

하는-싫어하는, 아름다운-보기 흉한, 유행하는-유 

행하고 있지 않은, 동적인-정적인, 몸에 꼭끼는- 

헐렁한, 복잡한-단순한, 옅은뱰扌은; 화려한-중간 

색조인 등이 사용되었다.

2. 의복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사용된 의 
미 미분 척도
의류학에서 이미지에 관해 수행되고 있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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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의복, 상표, 점포 등에 따른 이미지로 

응용되어 의류학내에서의 연구 분야와 연구의 목 

적 및 연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이미지 관련 연구를 비교해 보면 복식심리 

및 복식의장학적 측면과 의류상품학적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복식심리 및 복식의장학적 측면에서의 이미지 

는 의복 및 외모를 통한 인상 형성이나 의복의 디 

자인 평가 및 시각적 효과로서 그림 이나 사진, 실 

제 자극물을 보고 평가하는 시지각적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시각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척도가 Osgood에 의 해 개 발된 의 미 미분 

척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복 디 

자인 평가 및 시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연 

구에서 자극물의 특성에 맞게 고안된 의미 미분 

척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박혜선m은 의복에 대한 의미 미분 척도 개발 

을 위한 연구를 위해 대표적인 의복 슬라이드 39 
개를 제시하여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척도를 개 

발하였다. 그 결과, 우아한-천박한, 지저분한-깨 

끗한, 멋있는-멋없는, 어색한-어울리는, 세련된- 

촌스러운, 남성적-여성적, 발랄한-점잖은, 편안한 

-불편한, 복잡한-단순한, 긴-짧은, 활동적인-비활 

동적인, 강렬한-무난한, 소박한-사치한, 야한-고 

상한, 무거운-가벼운, 딱딱한-부드러운,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진 등이 형용사쌍이 나타났다.

Yo Masuda国의 연구는 남성들이 부인복에 대 

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행의 쇠퇴기, 성숙기, 성장기, 발생기에 

있는 의복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행 

의 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는 의복의 이미지 평가 

에서 유행의 진행 단계가 동일한 의복 이미지의 

유사도는 높게, 진행 단계가 다른 복장에서는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쇠퇴기, 성숙기의 의복에서는 

좋은 평가의 경향이 나타났으나, 성장기, 발생기 

의 의복에서는 나쁜 평가의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미지는 전체 의복을 통해 여뽀다-예쁘지 않다, 

좋다-나쁘다 등의 형용사쌍이 의복 이미지를 표 

현하는데 주로 사용되 었다.

한복과 양장의 이미지를 측정한 홍병숙의 연 

구에서는 안정감이 있다-불안정하다, 우아하다

존스럽다, 밝다-어둡다, 고급스럽다-대중적이다. 

단정 하다-단정 치 못하다, 활동적 이 다-비 활동적 이 

다, 아름답다-추하다, 품위 있다-품위없다 둥의 19 
개의 형용사쌍이 사용되었다.

Delong과 MinshalF。,은 15개의 여성 평상복을 

사진 자극물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력적인 

-매력적이지 않은, 유행하는-유행하지 않은, 좋아 

하는-좋아하지 않은, 단순한-복잡한, 비슷한-대조 

적인, 납작한-표면감 있는, 수직적인-수평적인, 

밝은-어두운, 대담한-예민한, 몸에 꼭끼는-몸에 

꼭끼지 않는 둥의 어휘가 사진자극물의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 었다.

이경희2。는 H-line, A-line, V-line, X-line의 4 
종류의 실루엣에 대해서 이미지를 측정한 결과 

마음에 드는-마음에 들지 않은, 보기좋은-보기싫 

은, 사고싶은-사고싶지 않은, 멋있는-멋없는, 평 

범한-특이한, 실용적인-심미적인, 어려보이는-나 

이들어보이는 등 37개의 형 용사쌍을 이용하여 실 

루엣을 평가하였다.

문삼련22）은 의복 형태와 물방울무늬 공간 변화 

에 따른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단순한-복잡한, 

강렬한-무난한, 깨끗한-지저분한, 화려한-수수한, 

편안한-불편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감성적인- 

이성적인, 매력있는-매력없는 등의 21개의 형용 

사쌍을 이용하여 의복의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이경희&는 의복 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 

이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의복 형태와 디테 

일에 의한 표면 이미지는 매력성 요인, 귀여움 요 

인, 현시성 요인, 현대적 요인, 젊음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디테일에 의한 표면 표현에 상관없이 

A-line, X-line에서 귀여운 이미지가 두드러졌고 

또한, 의복에 있어서 귀여운 이미지와 현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프릴을 사용하는 것 

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X-line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루엣 이미 지를 조 

사하기 위해 이은령却은 부드러운-딱딱한, 우아 

한-천박한, 화려한-수수한, 과장된-과장되지 않 

은, 어린-성숙한, 발랄한-점잖은, 섹시한-세시하 

지 않은, 세련된-촌스러운 등의 형용사쌍이 실루 

엣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대상자극물의 이미지 

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척도들은 자극물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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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척도를 구성하는 형용사쌍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시 사용될 의미 미분 척도 개발에 중 

점을 두고자 한다.

皿. 의미 미분 척도 개발

먼저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의 변화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국내외 패션잡지（1995년〜1996년） 

및 국내 여성 기성복 카탈로그 등에서 나타난 테 

일러드 재킷 사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재나 

칼라, 디자인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 

히 단추의 수가 증가하면서 테일러드 칼라길이에 

변화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미분 척도를 추출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일러드 재킷의 형태에 칼라 

길이와 단추 수의 변화에 의해 테일러드 재킷의 

디자인이 변화된 자극물을 1995년에서 1996년사 

이 국내에서 발간된 Elie, She's, CeCi, Working 
Women 등의 여성 잡지와 우리나라 여성 기성복 

카탈로그 등에서 재킷사진 자극물 16개를 추출하 

였다. 이것은 과거에 착용되었고, 현재에도 착용 

되고 있는 재킷을 사용하여 재킷을 평가할 수 있 

는 모든 어휘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사진 

자극물은 테일러드 재킷의 형태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는 

테일러드 재킷 사진을 스타일 당 2장씩 슬라이드 

로 제작하였다（그림 1）. 그리고 각 자극물의 슬 

라이드 제작시 사진의 배경에 의해 평가시 나타 

나게될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바탕을 

회새용지로 하였다.

제작된 테일러드 재킷 슬라이드는 계명 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59명과 대학원생 

13명에게 제시하여 의미 미분 척도 구성을 위한 

자유언어 연상법 을 실시 하였다. 이 때 피 험 자들에 

게 자유언어연상에 의해 연상된 형용사의 반의어 

를 같이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자극물과 피험자 

와의 거리는 3〜4m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6 
년 6월 20일에서 1996년 6월 30일이 었다.

그 결과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서 나타난 어휘 

중 출현의 빈도 수가 높게 나타난 형용사를 우선 

으로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중복

〈표1> 의미 미분척도

척 도

고상한 천박한

도시적인 + - + - + - + - + T— + 소박한

매력있는 + __ + 一 十 一 + 一 + 一 + 一 + 매력없는

멋있는 +-+—+—+—+-+—+ 멋없는

세련된 + - + - + -4— + - + - + 촌스러운

섹시한 섹시하지 않은

우아한 추한

유행하는 + T— + 一+ 一 + 一 + 一 + 유행하지 않은

지적인 지적이지 않은

품위 있는 +-+一+-+-+—+一+ 품위없는

경쾌한 장중한

대중적인 +—+-+-+—+—+—+ 고급스러운

귀여운 +-+-+-+—+—+—+ 노숙한

짧아보이는 +一+-+一+-+一+一+ 길어보이는

어려보이는 나이들어보이는

발랄한 점잖은

비사무적인 +-+—+-+-+-+-十 사무적인

밋숙한 + - + - + - + - + -4-- + 성숙한

캐주얼한 포멀한

현대적인 +-+一+-+一+一+一+ 고전적인

활동적인 비활동적인

깔끔한 지저분한

깨끗한 T---- 1---- 1---- 1---- 1---- 1---- F 더러운

단정한 +-4— + - + - + - + - + 단정하지 않은

평범한 특이한

단순한 복잡한

가벼운 +-+-+—+一+-+-+ 무거운

부드러운 딱딱한

편안한 불편한

시원한 + T— + - + T— +— + ,、답답한

자연스러운 平색한

날씬해보이는
토뚱해 보이는

여성적인 남성적인

좁아보이는 넓어보이는

예리한

1 2 3 4 5 6 7

둔한

사용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 35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반의어는 의미 미분 척도 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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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형 용사쌍 추출시 사용한 재 킷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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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에서 추출된 형용사에 대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의어나 반대말 사전2"Z5>, 동의어 

• 반의어 • 동음어 사전项 또는 선행 연구에서 사 

용한 적당한 반의어를 추출하였다.

위의 실험결과에서 추출한 35개의 형용사쌍을 

의미 미분 척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용사들의 

좌우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긍정과 부정의 어휘가 

섞이도록 하였다. 자극물의 평가는 자료를 수량 

화 하기 위하여 7단계 평정법으로 각 형용사 쌍 

에 1~7점을 부여하였다. 왼쪽 극단에 위치한 형 

용사에 1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 

가 커져 오른쪽 극단에 표시된 형용사에 7점을 

주는 방식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에서 추출된 형용사쌍 중 고상한-천박한, 

도시적인-소박한, 매력있는-매력없는, 멋있는-멋 

없는,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우아한-주한, 유행 

하는-유행하지 않은, 품위있는-품위없는, 경쾌한- 

장중한, 대중적인-고급스러운, 귀여운-노숙한 짧 

아보이는-길어보이는, 어려 보이는-나이 들어보이 

는, 발랄한-점잖은, 비사무적인-사무적인, 미숙한 

성숙한, 캐주얼한-포멀한, 현대적인-고전적인, 

활동적인-비활동적인, 깨끗한-더러운, 단정한-단 

정하지 않은,-평범한-특이한, 단순한-복잡한, 가 

벼운-무거운, 부드러운-딱딱한, 편안한-불편한 

시원한-답답한, 자연스러운-어색한, 날씬해 보이 

는-뚱뚱해 보이는, 여성적인-남성적인, 좁아보이 

는-넓어보이는, 예리한-둔한의 32개의 형용사쌍 

은 홍병숙也 이경희泌, 문삼련22〉, 차미승。, 이은 

령23>, 이경희叫 박혜선⑺의 연구에서 사용된 의미 

미분 척도에서도 유사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련된-촌스러운의 형 용사쌍은 대 부분의 

선행연구의 의미 미분 척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 

므로 의복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형용사 

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쌍 중 지적 

인-지적이지 않은과 사무적인-비사무적인 형용사 

쌍은 여성 수트이미지에 관해 연구한 정미경의 

연구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사무적인-비사무적인과 

같은 형용사쌍은 다른 의복 품목보다 재킷 이미 

지를 잘 나타내는 용어라 할 수 있다.

W.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테일러드 자켓의 이미지 측정시 사 

용할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고상한-천박한, 도시적인-소박한, 매력 

있는-매력없는, 멋있는-멋없는, 세련된-촌스러운,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우아한-추한, 유행하는一유 

행하지 않은,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품위있는-품 

위없는, 경쾌한-장중한, 대중적인-고급스러운, 귀 

여운-노숙한, 짧아보이는-길어보이는, 어려보이 

는-나이들어 보이는, 발랄한-점잖은, 비사무적인- 

사무적인, 미숙한-성숙한, 캐주얼한-포멀한, 현대 

적인-고전적인, 활동적인-비활동적인, 깔끔한-지 

저분한, 깨끗한-더러운, 단정한-성숙한, 캐주얼한 

-포멀한, 현대적인-고전적인, 활동적인-비활동적 

인, 깔끔한-지저분한, 깨끗한-더러운, 단정한-단 

정하지 않은, 평범한-특이한, 단순한-복잡한, 가 

벼운-무거운, 부드러운-딱딱한, 편안한-불편한, 

시원한-답답한, 자연스러운-어색한, 날씬해 보이 

는-뚱뚱해보이는, 여성적인-남성적인, 좁아보이 

는-넓어보이는, 예리한-둔한의 35개의 형용사쌍 

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여러가지 의복자극물 중 테일러 재킷 

의 사진 자극물을 이용하여 테일러드 재킷의 의복 

이미지 평가시 필요한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으 

며, 자극물의 형태, 종류, 피험자의 상황 및 현재의 

패션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의복의 이미지를 측정 

할 수 있는 의미미분척도 개발에 관한 후속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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