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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ur culture, the term, "be like", is frequently used. There are expressions such as feminine-looking dress" 

and "manly style" relating to this term when we describe the styles of clothing.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on which type of garment would be selected under the description of the 

term, "be-like", in relation to gender. This term reveals the preconception of gender as being feminine or 

masculine according to the styles and colors of clothes. A group of 362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응응i 

area was surveyed for the stud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SPSS 10.0 was applied for analyzing the data, and 

the si응nificant variances were reviewed by the basic statistics, multi-variate and T-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tails of clothes imply the preconceived idea of gender. As a result, women's blouses and skirts 

were selected as the most feminine upper and bottom garments. The Y-shirt and T-shirt were selected as the most 

masc니ine upper garments. However, in contrast to the skirts being the most feminine bottom wear, the pants 

were not significantly recognized as the most masculine clothes.

Second, the variance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female students are more conscious of the sexual identity 

expressed in clothes than the male students.
Third, the styles of clothes reflec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what is considered to be "feminine or not 

feminine" and "masculine or not masculine".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discovered that the certain characteristics of gender are predominantly implicated 

in the style, length, and color of clothes.

Both men and women responded differently in deilning their idea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Nevertheless, there still exists strong preconception of what is considered to be feminine or masculine, and it 

affects the choices people make in selecting clothes.

Key words: be like（~ 답다）, 이예讪g（의복）, gender（성） feminine（여성）, masculine（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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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우리 나라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 

중,〈〜답다라는 말이 있다. 이〈〜답다라는 접미 

사가 체언에 붙으면,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체언에 

대해 그 문화 •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工정 관념화 되어 있는 기준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의복과 연결시키면〈〜다운 옷차림〉, 

〈〜 다운 스타일〉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性과 결부 

시키면,〈여자다운 옷차림〉,〈남자다운 스타일〉등으 

로 표현되어 성 역할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성에 따른 역할 분화는 사회적 행동의 가장 보편 

적인 결정적 요소이다. 모든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게 서로 다른 의무와 기대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들은 문화에 의해 결정된 

다. 성 역할의 차이는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데，의복에 대한 적절한 성 역할 행동에 대한 문화적 

제한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유연한 것처럼 보인 

다. 각기 다른 성에 대한 의복 기대가 위반되었을 때 

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부정적인 보상이 가해진다. 

남성에게 적절한 의복은 여성의 경우보다 허용의 폭 

이 좁은데, 이는 남성 역할이 좀 더 사회적이며, 엄격 

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성 역할의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양성（兩 

性）간의 의복 차이가 적어지고 있으나, 이런 의복의 

변화는 남성다움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성의 옷을 입는 사람은 

다른 성과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갖는 본성의 진실을 희석시킨다. 현 

대 사회는 이제 생득적 역할의 절대적 개념인 성（忤） 

조차노 개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성취될 수 있는 지 

위 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환 후에도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식에 대한 표현이다.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복에 대한 공통 관념 

이 존재하면 특정한 역할에 따른 행동적 기대를 배 

우는데 도움이 된다. 의복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 

성과 여성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남성 

과 여성 모두 스커트를 입는 나라의 경우도 스커트 

의 길이와 스타일 등에 의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의복 상징의 내용은 사회반응에 따라 변하지만,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문화에 속한 사 

람들은 어떤 특별한 고정관념에 거의 동조하지 않지 

만. 널리 인정한다. 한 문화에 속해 있는 의복 유형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는 더 세부적이고, 규범적인 스 

타일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경은 특정한 의복과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으며, 의복이 가지는 구조적인 사회성 

은 그 사회 •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언어적 습 

관 속에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 언어 

에 공통이 되는 보편적인 개념의 틀이 있다고 가정 

을 하지만, 일상적인 관찰을 해보면, 여러 언어는 경 

험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 관념의 틀도 사회 • 문화마다 다르게 작 

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 •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적 습관인답다〉라는 하나의 문화적 

부호 안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어떻게 범주화되어 

있는지 의복 단서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의복단서는 

의복 형태와 길이, 칼라（collar）, 의복 색상의 유형을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여자답다〉와〈남자답다〉라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세부적 측면이 존재하며, 어 

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둘째，의복의 세부적 측면에 나타난 고정관념이 

지각자의 싱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셋째,〈여자답다〉,〈여자답지 못하다〉와〈남자답 

다〉,〈남자답지 못하다〉에서 연상되는 어휘를 자유 

응답하게 한 후, 지각자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의 의미를 내용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성에 대한 의복의 본질적인 기 

능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할 것 

이다.

1) M. L. Rosencranz, Clothing Concepts A Social - Psychological Approach, (The Macmillan Company, 1972), 
pp. 165-183.

2)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Fairchild Publications, 
1997),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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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이론적 배경

1.〈〜답다〉의 언어적 의미

언어 자체는 행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언어는 

그 존재 사실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여 

건 아래에 쓰였을 때 궁극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준 

다는 사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언어는 의사 

소통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의미 분석도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지어야 한다. 언어 설명을 위해 인간의 

능력, 쓰이는 상황이나 현실세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와 역사 등을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 방법이며, 설명방법이다". 언어는 복잡한 사 

회 • 문화제도 안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이기 때 

문에 언어의 구조와 기능은 이러한 제도적 힘에 의 

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어사용을 배워놓 

기만 하면, 언어는 제자신의 힘을 휘두르게 되어, 어 

떤 특정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만, 다른 생각에 대한 생각은 방해를 하게 된다》.

언어의 본질은 언어사회와 언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언어 형식의 의미는 그 사회에서 그것 

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의미 전달을 위 

하여 언어체계를 고안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의미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언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니고 있으므로, '사전의미'만으로 설명 하기 에 는 부 

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한 차원 높은 '문맥 의미도 

고려하여야 한다6). 이는 이들 형식이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여자답다'라는 하나의 어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여, '〜답다'에 초점 

을 두고 풀이하면, '〜답다'는 접미사로 형용사를 만 

드는데 쓰이며, '사람명사' 뒤에 붙어 '〜의 자격이 

있다, 〜의 신분이나 특성에 잘 어울린다.'의 뜻을 나 

타낸다. ［예문］ 어른답다/여자답다/남자답다.

'정, 참' 등의 말에 뒤에 붙어 '〜성질을 지니고 있 

다'의 뜻을 나타낸다. ［예문］ 정답다/참답다. 활용형 

은 '〜다우니, 〜다와'이며, '〜답다'의 반대 의미는 

'〜답지 못하다'이다

2) 문맥적 의미

언어 형식이 어떤 문맥에 놓이느냐에 따라 또 다 

른 의미를 지니거나 인지하게 된다'".

1. 그 여자 참 여자답다. : 여성 성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2. 그 남자 정말 여자답다. : 남자이지만 여성 성향 

의 성질을 보인다.

2. 의복에서의 성의 상징

눈에 보이는 복식의 표면 구조는 물질로 이루어 

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 내면 구조는 인간의 정신이 작용한 것이다"). 

고정관념의 형성은 흔히 첫인상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는 반대로 첫인상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기도 한 

다. 의복이 이러한 고정관념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왔다.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복에서 

의 상징이 있다.

Kaiser는 상징적 상호 작용에 있어 의미는 다른 사 

람과 함께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는 해석적 과정을 통해 변경되고 처리된다 

고 하였다. 또한 의복 상징으로 묶여진 사회의 의미 

는, 다른 의미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분배하

3) 주신자, 신현숙 역, 언어 개념 (한국문화사, 1994), p.16.
4) 신현숙,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1986). p.70.
5) 이기동 편저, 上揭書, P-47.
6) 신현숙, 한국어 현상-의미 분석 (상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pp.19-27.
7)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 사전, 상권 (198&. p.795.
8) 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 연구원, 연세 한국어전자사전. 2002.
9) 이숭녕, 김석주 감수, 동아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1981), p.222.

10) 신현숙, 上揭書, pp. 19-27.
11)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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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변경된다고 하였다").

사회적인 인식과 상징적인 상호작용 영역에서의 

연구를 통해 비언어적 전달 형태로서 의복 상징은 

일반적인 특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의복 상징은 

배경이나 상황 등에 종속적이고, 어느 정도 사회 상 

황 안에서 의미를 얻으며, 시각적인 매체로서 자신 

의 실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顷

의복에서의 성의 상징은 여성이 획득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로 인해 점점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규정된 전통적 성구별의 상징 

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의 상징은 존재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남자는 아무리 춥고, 젖었더라 

도 여자 옷은 입지 않는다"). 문화권 안에서 특별히 

여성적인 것이라고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Mery Ellen Roach는 "성에 따른 의복의 차이는 관 

습에 의해 지속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의 

복잡한 상황은 각 성의 전통적인 의복에 애착을 가 

지는데, 예를 들면 여성들이 스커트를 오래 입었었 

던 사회에 있어 스커트는 적당한 여성의 역할로 상 

징되었고, 그 행동들은 여성에게 적당한 것으로 간 

주되었다”라고 하였다听

'역할'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가지는 특정한 

지위나 범주,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모든 행동으로 

성의된다"). 하나의 역할 지위는 문화에 의해 결정되 

고 사회로부터 강화를 받는 일련의 행동 기대가 수 

반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고유 의상인 한복에 

서 상의인 저고리를 보면, 남 • 여의 모양이 별도로 

되어 있고, 언제나 그 구성이 일정하며, 색상의 조화, 

재진의 조화로 변화를 가져온다. 하의의 경우도 남 

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그 모양이 정해져 있으며, 

한복차림에 있어 여자는 절대로 바지를 입지 않고 

있다岡.

공산국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입는다. 모 

든 계층이 성별의 차별 없이 갈색이나 회색 면으로 

된 재킷과 바지를 입는다. 그들의 간소한 복장은 계 

층의 평등화를 나타낸다. 서양에서는 작업용 의복과 

스포츠용, 일상생활용의 의복 등 많은 유형의 의복 

들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은 거의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 바지나 셔츠와 같은 남성적인 의복을 여성이 

입기 시작한 것이 보편화된 것은 상대방 성의 복장 

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강요되지 않으면서부터 

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공공연히 여성 복장을 입는 

것은, 가장무도회는 예외로 하고, 동성애자로 의심받 

거나 성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Laver는 남성의 의복을 여성이 채택한 것은 부권 

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며, 가부장 시스템 

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 

이 자신의 의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름 

다움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的라고 하였다.

Conn과 Kanner는 4살에서 12살까지의 남아와 여 

아 2백 명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이 이들 어린이들이 

서로의 성을 구별시키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였다. 

전형적으로, 어린 소녀는 드레스와 관계가 있으며, 

어린 소년은 슈트, 바지를 연상시켰다. 전체적으로 

는, 내의, 셔츠, 넥타이는 소년들에 적합한 것으로 여 

겨지며, 반면에 페티코트, 슬립, 블라우스, 스커트, 

리본은 소녀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졌다气

Vener는 30개월부터 60개월까지 된 120명의 아이 

들에 대해서 성과 연관된 항목 리스트를 가지고 연

12)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184T 88.

13) George B. Sproles and L. D. Bums, Changing Appearances Understanding Dress in Contemporary Society 
(Fairchild Publications, 1994), pp.217-218, p.232.

14) Marilyn J. Hom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p. 196-197.

15) Alison Lurie, The Language of Clothes (Vintage Books, 1983), pp.230-232.
16) Marry Ellen Roa아!, The Social Symbolism of Woman's Dress": World Anthropology (New York : Mouton 

Publishers, 1979), pp.415-416.
17) Marilyn J. Hom and Lois M. Gurel, op.cit., p.210.
18) 한명숙, 上揭宵 p.118.
19) Alpha Latzke and H히en P. Hostetter, The Wide World of Clothing (The Ronald Press Company, 1968), pp.14-16
20) Laver, James. "What Will Fashion Uncover Next?", Reader's Digest (September, 1965),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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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 일반적으로, 여성 아이템이 자신의 샘플리스 

트들과 동일시 하기 가 훨씬 쉽 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에 의하면, 그 당시 미국 문화는 여성과 관련된 신 

문이나 잡지의 기사가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것만큼 

남성다움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남성 관련 기사는 드 

물게 존재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는 립스틱, 

브래이저, 아주 긴 양말 등을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트렁크 스타일의 내의를 입을 수도 있으며, 

행커치프나 면도칼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남성 

용 Y-셔츠를 입을 수도 있다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에 있어 성구별은 존재하고 있으 

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i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표본은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 • 경기 소재 대학 

교의 남 •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2년 5월〜6월에 걸쳐 실시되었 

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2부가 회수 

되었고, 그 중 불충분한 자료 47부를 제외한 31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분포는 

남학생 164명(52.1%), 여학생 151명(47.9%), 학년별 

로 살펴보면, 1학년 22명(7.0%), 2학년 158명(50.2%), 

3학년 102명(32.4%), 4학년 33명(10.5%)을 이루고 있 

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자극물은 의복 단서의 세부적 측면으로서 상의는

복식문화연구

디자인과 소매길이, 칼라 유형에 대해서, 하의는 스 

커트와 팬츠를 분리하여 디자인과 길이에 따른 유형 

을 제시하였다. 손으로 그린 선이나 붓으로 그린 선 

은 한층 불균정하고, 개성적이며, 변화가 있으므로切, 

디자인에 대한 감정적인 선을 배제하기 위해 Cad 시 

스템을 이용하여 흑백 도식화를 그려 제시하였다.

의복 색상은 디자인에 따라 색상의 느낌도 달라 

지므로, 디자인을 배제한 색상만을 제시하였고, 색상 

의 유형은 Berlin과 Key의 11가지 기본 색채어에 해 

당하는 black, white, red, yellow, green, blue, brown, 
purple, pink, orange, gray저)를 명도와 채도에 의해 변 

화시켜 제 시 하였다. 색채 표기는 Albert H. Munsell의 

색채표기법에 의해 기입하였고, 인쇄(옵셋)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1.7cmx3.5cm의 Color chart를 

붙여 제시하였다.

11가지 기본 색채를 선정한 이유는 이 색채들을 

초점 색채라 하는데, spectrum에 있는 모든 색 중에 

시 각적으로 가장 잘 눈에 띄고, 비초점 색채보다 초 

점 색채들이 기억하기 쉽고, 좀 더 빨리 명명되어, 지 

각적으로 현저함을 보여주므로”) 연구자가 제시한 

색상을 관찰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또한 명도와 채도가 색채 선택의 주요 

요소")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상용하고 있는 의복 색 

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의복색 선호도 연구")에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색상들을 선택하여 포함시 

켰으며, 인접 색상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색 

상 계열별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상 • 하의 에 대한 도식화와 Color chart는〈그림 1〉 

에 나타내었다.

21) Mary Lou Rosencranz, op.cit., pp. 165-183.
22) Arthur M. Vener and Audrey Weese, "The Preschool Child's Perception of Adult Sex-Linked Cultural Objec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7, No. 1, (1965). p.49.
23) Maitland Graves 원저/배만실 편저, 디자인과 색차! (이대출판부, 1982), p.109.
24) 이 기동 편저,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1986), p.60.
25) 이기동 편저, 上揭書, p.61.
26) D. J. Radeloff^ "Psych이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9, No. 3. (19이). pp.59-67.
27)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 “의복 이미지 선호에 다른 2()대 여성 정장 시장 세분화와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류 

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0), pp.3-14.
김영인, 문명애, 한소원, “한국 성인 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제7호 (2000), pp.964-975. 
류숙희, 김보연, “성인 남녀의 의복 색채 선호와 색채 관심에 관한 연구-연령, 성격, 피부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2호 (2000), pp.308-318.
김미영, “일반색 • 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제26권 8호 (2002), 
pp.116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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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상의와 하의 유형의 도식화와 color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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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변인들.

독립변인

의복의 세부적 측면들

1) 상의 유형 2) 하，유형 3) 의복 색상의 유형

상의 6 種
소매 길이 6 種
칼라 8 種

스커트 7 種
스커트 길이 7 種
팬츠 7 種
팬츠 길이 7 律

11가지 기본 색채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복 색상 6 種

r

통제변인 1) 신체 (얼굴, 머리형태, 체형)

2) 배경

종속변인 의복이 관찰자에게 주는 여자답다'와 '남자답다'에 대한 고정관념

의미 미분 척도는 관찰자가 의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측정을 위해 5점 척도(가장 

여자답다와 가장 남자답다 5점, 가장 여자답지 못하 

다와 가장 남자답지 못하다 1점)로 평가하였다.

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복의 세부적 측 

면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후, 의복관찰자가 가지고 

있는〈여자답다〉와〈남자답다〉의 고정관념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일련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 

과 통제변인,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모형을〈그림 2> 

에 나타내었다.

자유응답 문항은〈〜답다〉어】 대한 지각자의 어휘 

인지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찰자에게 '여자 

답다', '남자답다', '여자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 

다'에서 연상되는 어휘들을 자유 서술하게 하는 내용 

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기초 통계 외에 집단간의 표본 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의 세부적 측면과 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1) 상의 유형에 따른 남 • 여 대학생의 성역할 고 

정관념

상의와 소매길이 유형에 따라 남 • 여 대학생의 

〈여자답다〉와〈남자답다〉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 

였으며, 그 결과를〈표 1〉에 나타내었다. 상의에서는 

점퍼와 가디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05 수준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소매길이에서는 short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001 수준의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상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 

면, 재킷은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부정의 응답 

을, 남자 대학생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답 

다에 여자 대학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을, 남 

자 대학생은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Y-셔츠는，여자 

답다에 남 • 여 대 학생 모두 부정 의 응답을 하였으 

나, 여자 대 학생 이 남자 대 학생보다 부정 적 이 었으며, 

'남자답다'에는 남•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나,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긍정적이 

었다. 블라우스는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나,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 

생보다 긍정 적 이었다. 블라우스는 '남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응답을 하였으나, 여자 대학 

생이 남자 대 학생보다 부정 적이었다.「셔츠는 '남자 

답다'에 남 • 여 대 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 

나,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긍정적이었다. 

상의 디자인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점퍼는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응답을, '남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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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의와 소매길이 유형에 나다난 남 • 여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상의 유형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소매길 이 

유형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Mean S.D Mean S.DMean S.D Mean S.D

재킷
여자답다 2.63 .95 3.57 1.05 .962***

Sieeveless
여자답다 3.60 1.07 3.45 1.14 .765

남자답다 3.01 1.30 2.36 1.28 .153*^ 남자답다 2.79 1.08 3.25 1.기 3.860***

점퍼
여자답다 1.87 .89 1.99 1.07 2.698

Cap
여자답다 3.80 1.16 3.19 1.19 .234***

남자답다 3.93 .91 3.79 1.04 2.728 남자답다 2.42 1.18 3.29 1.22 .226***

Y-셔츠
여자답다 2.15 .86 2.58 1.12 13.367***

Short
여자답다 2.91 .92 2.81 1.12 14.216

남자답다 4.09 .85 3.77 .91 3487** 남자답다 3.62 .85 3.54 .91 1.334

블라우스
여자답다 4.18 .87 3.67 1.07 11.088"*

Elbow
여자 답다 3.27 1.07 2.81 1.07 114***

남자답다 1.74 .91 2.33 1.23 23.775*** 남자답다 2.81 1.15 3.27 1.08 .955***

「셔츠
여자답다 3.07 .91 2.99 1.16 10.998 Three- 

quarter

여자답다 3.73 .98 3.25 1.09 1.403***

남자답다 3.40 .93 3.63 .95 .419* 남자답다 2.46 1.03 2.99 1.08 .075***

가디건
여자답다 3.11 1.09 3.20 3.35 1.696

Long
여자답다 3.31 .93 3.28 1.19 9.099

남자답다 3.33 .92 3.59 3.19 1.556 남자답다 3.27 .92 2.97 1.03 .506*

*P<.05, **P<.01, ***P<.001.
t-test, p<.05 수준

정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상의에서 남• 여 대학생 모두 븐라우스가 

가장 여자답고, 점퍼가 가장 남자다우며，Y-셔츠 T- 

셔츠는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여사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성직 상징을 나타 

내는 의복에 보다 민감하다고 표현한 수 있다.

소매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살 

펴보면, sleeveless는 '남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7- 

성의 응답을-, 남자 대학생은 긍정의 응답은 하있다. 

cap은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긍정의 응답은. 

'남자답다에는 남자 대학생이 보다 긍정의 응답은 

하였다. elbow는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보다 긍 

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답다에는 남자 대학생 

이 보다 긍정 의 응답을 하였다. three-quarter는 남 • 

여 대학생 모두 '여자답다'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 

나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긍정적이었다.

'남자답다에는 모두 부정의 응답을 하였으나 여 

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부정적이었다. long-?： 

'남사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긍정의 응답을, 남학생 

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길이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short는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 

정의 응답을、'남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 

의 응답을 하였다.

소매 길이에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thrce-quarter/]- 

여자납고. short은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자 대학생은 cap이 여자답고, long이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남자 대학생은 소매가 없거나 길 

이가 짧은 것을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칼라｛collar） 유형에 따라〈여 자답다〉와〈남자답다〉 

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표 2〉에 나 

타내 었다. round, shirt, stand, bow, ruffled 항목에 서 .05 

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칼라（collar）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round, bow, ruffled가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 

이 남자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남 

자답다'에 는 남 • 여 대 학생 모두 부정 의 응답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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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칼라（collar） 유형에 나타난 남 - 여 대학생의 성 역할 고정관념

Collar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Collar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Round
여자답다 4.57 .65 3.93 1.00 8.133***

Stand
여자답다 2.71 ,95 2.75 1.18 10.963

남자답다 1.59 .77 2.21 1.18 29.222*** 남자답다 3.85 .97 3.51 1.17 10.813*

Shirt
여자답다 2.99 .83 3.15 1.09 17.478

Bow
여자답다 4.50 .84 4.12 1.02 6.376***

남자답다 4.00 .99 3.56 1.19 8.288** 남자답다 1.47 .80 1.83 1.04 11.100**

Tailored
여자답다 3.51 .95 3.37 1.이 .499

Sailor
여자답다 4.29 .89 4.02 1.18 3.395

남자답다 3.25 1.16 3.17 1.15 .074 남자답다 1.71 .95 1.61 .98 .007

Henley
여자답다 2.90 .94 2.99 1.10 2.487

Ruffled
여자답다 4.40 .97 3.82 1.29 15.797***

남자답다 3.39 .94 3.21 1.15 4.250 남자답다 1.67 1.08 2.07 1.31 13.694**

* P<.05, **P<0I, ***P<.001.
t-test, p<.05 수준.

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응답 

을 하였다. shirt, stand가 '남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학 

생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칼라（collar）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Henley는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응답을 하였고, '남자답다에는 모두 긍 

정의 응답을 하였다. sailor는 '여자답다'에 남 • 여 대 

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남자답다에는 모 

두 강한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느 

낌을 갖고 있는 round, bow, sailor, ruffled 칼라를 여 

자답다고 생각하고, 보다 직선적인 느낌을 갖고 있 

는 shirt, stand, Henley 칼라를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자 대학생이 보다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 

고 보여진다.

2） 하의 유형에 대한 남 • 여 대학생의 성역할 고 

정관념

스커트와 팬츠를 입은 모습에 대한〈여자답다〉와 

〈남자답다〉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모든 항목에서 p<.01 수준 이 

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 

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 

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을 하였다. '남자답다'에는 

모두 부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 

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 

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남자답 

다'에는 모두 부정의 응답을 하였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표 3> 스커트와 팬츠를 입은 모습에 나타난 남 • 여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스커트 

입은 모습

여자답다 4.62 .61 4.36 1.04 19.847** 슬랙스 

입은 모습

여자답다 3.33 .94 3.80 1.15 10.437***

남자답다 1.11 .37 1.39 .96 50.681** 남자답다 2.97 1.35 2.23 1.44 6.539***

*P<.05, **P<.01, ***P<.001.
t-test, p<.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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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 여 대학생 모두 스커트를 입었을 때가 

가장 여자답다고 생각하고 있고, 슬랙스를 입었을 

때 특별히 남자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 • 여 대학생의 경우, 스커트는 여 

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반면, 팬츠가 꼭 남성만 

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스커트와 스커트 길이 유형에 따라

〈여자답다〉와〈남자답다〉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커트 유형에서 A-line, gored, flared 항목에서 

P<-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스커트 

길이 유형에서 micro, mini, floor 항목에서 p<.05 수 

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스커트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 

보면, A-line, gored, flared가 '여자답다'에 남 • 여 대 

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이 

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스커트 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micro, 

mini, floor가 '여 자답다'에 남 . 여 대 학생 모두 긍정 

의 응답을 하였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은 스커트의 실루엣에 따라 

'여자답다'에 더 영향을 받고, 남자 대학생은 스커트 

길이에 따라 여자답다，를 더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그 외 모든 스커트 디자인과 길이에서 남 • 여 

대 학생 모두 '여자답다'라고 긍정 의 응답을 하였으므 

로, '스커트는 여자답다'라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표 5〉에서 팬츠와 팬츠 길이 유형에 따라〈여자 

답다〉와〈남자답다〉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팬 

츠에서는 tailored, string 항목이 p<.01 수준의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고, 팬츠의 길이에서는 above knee, 

7부, 9부 항목이 p<.05 수준 이상의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 스커트와 스커트 길이 유형에 나타난 남 • 여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스커트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스커트 

길이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ight
여자답다 4.52 .71 4.42 .87 3.268

Micro
여자답다 3.95 1.25 4.49 .94 2.428***

남자답다 1.12 .41 1.27 .78 19.672 남자답다 1.16 .49 1.39 .97 28.787*

A-line
여자답다 4.70 .55 4.47 .86 21.948**

Mini
여자답다 4.14 .94 4.49 .89 .626**

남자답다 I.I5 .47 1.20 .70 2.561 남자답다 1.09 .41 1.23 .77 14.821

Gored
여자담다 4.59 .65 4.31 1.00 24.831** Above 

knee

여자답다 4.52 .66 4.50 .76 1.592

남자답다 1.12 .38 1.17 .65 4.016 남자답다 1.10 .42 1.22 .75 11.309

Mermaid
여자답다 4.45 .92 4.35 .94 .018 Below 

knee

여자답다 4.36 .82 4.40 .76 .765

남자답다 1.10 .42 1.22 .72 13.072 남자답다 1.15 .51 1.22 .70 4.368

Pleated
여자답다 4.50 .70 4.31 .91 5.628

Midi
여자답다 4.19 .92 4.41 1.15 .003

남자답다 1.12 .52 1.20 .71 5.221 남자답다 1.22 .64 1.22 .77 .047

Flared
여자답다 4.71 .56 4.40 .97 31.512**

Maxi
여자답다 4.19 .98 4.25 .94 2.581

남자답다 1.12 .44 1.18 .68 3.229 남자답다 1.22 .70 1.33 1.32 3.669

Wrap
여자답다 4.66 .70 4.55 .83 3.874

Floor
여자답다 3.93 1.17 4.25 .95 11.617*

남자답다 1.19 .59 1.25 .82 2.530 남자답다 1.17 .59 1.19 .70 .451

*P<.05, **P<.01, ***P<.00L 
t-test, p<.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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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팬츠와 팬츠 길이 유형에 나타난 남 • 여 내학생으 성역할 고정관념

팬츠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팬츠길이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ailored
여자답다 2.85 .97 3.34 1.23 16.198***

Bikini
여자답다 3.88 1.08 3.85 1.09 .358

남자답다 3.73 1.04 2.88 1.34 14.341*** 남자답다 1.88 1.02 1.99 1.10 1.788

Slim
여자답다 3.80 .93 3.59 1.19 16.805

Short
여자답다 3.35 .97 3.56 1.12 4.314

남자답다 2.44 1.02 2.49 1.29 14.893 남자답다 2.72 1.13 2.73 1.17 .235

Wide
여자답다 3.86 .95 3.62 1.09 6.402 Above 

knee

여자답다 3.03 .90 3.37 1.07 12.471**

남자답다 2.08 .90 2.20 1.32 31.944 남자답다 3.12 1.03 3.00 1.06 .000

Trumpet
여자답다 4.27 .84 4.04 1.10 2.691 Below 

knee

여자답다 3.02 .93 3.24 1.03 4.600

남자답다 1.69 .80 1.82 1.08 13.947 남자답다 2.79 1.02 2.78 1.17 3.176

String
여자답다 2.65 1.04 3.09 1.22 2.125**

7 부
여자답다 3.75 .94 3.42 1.13 9.297*

남자답다 2.74 1.05 2.80 1.27 9.874 남자답다 2.36 1.02 2.53 1.14 1.209

Jean
여자답다 3.50 .90 3.60 1.02 2.450

9 부
여자답다 3.89 .91 3.43 1.16 18.592***

남자답다 3.40 1.01 3.28 1.24 8343 남자답다 2.33 .99 2.46 1.20 9.602

Overalls
여자답다 3.46 1.05 3.71 1.09 .259

Floor
여자답다 3.44 .96 3.41 1.19 8.824

남자답다 2.58 1.08 2.49 1.13 1.441 남자답다 330 1.18 2.93 1.34 2.384

*P<.05, **PV01, ***P<.OOL 
t-test, p<05 수주

팬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 

면, tailored가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부정의 응 

답을, 남학생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남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남학생은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stringo] 여자답다에 여자 대 

학생이 부정의 응답을, 남자 대학생은 긍정의 응답 

을 하였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남 , 여 대힉■생 모두 slim, wide, trumpet이 여자 

답다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답다에는 부 

정의 응답을 하였다.

팬츠 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above knee가 '여자답다'에 여학생은 긍정 

도 부정도 아닌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은 긍 

정의 응답을 하였다. 7부, 9부가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나, 여자 대학생 

이 남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집 

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bildni가 

'여 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 

였으며, '남자답다'에는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팬츠에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slim, wide, 

trumpet을 여자답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팬츠 길이에서는 남자 대학생은 무릎 위가 여자답다 

고 생각하고, 여자 대학생은 팬츠 길이가 길 때를 여 

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 • 여 대학생 모두 

팬츠 길이가 매우 짧을 대, 가장 여자다우면서 가장 

남자답지 못하다고 인지 한다고 할 수 있다.

3） 의복 색상에 대한 남 • 여 대학생의 성 역할 고 

정관념

의복 색상에 따라〈여자답다〉와〈남자답다〉의 평 

균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표 6〉에 나타냈 

다. grey N5, 5Y 7/14, 5P 3/10, 5PB 1/4, 5PB 7/14, 5B 

3/8, 5G 3/8, 5GY 3/6 항목에서 p<01 수준 이상의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_ 98



제 H 권제 1 호 한 명 숙 99

〈표 6> 의복의 색상 유형에 나타난 남、여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비교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유형
고정관념

집단 1（여） 집단 2（남）
F-value

색상 Munsell Mean S.D Mean S.D 색상 Munsell Mean S.D Mean S.D

N

black N1
여자답다 3.29 1.03 3.03 1.23 1.931

P

5P 3/10
여자답다 4.29 .81 3.88 1.02 .535***

남자답다 3.89 .96 3.기 1.12 8.812 남자답다 2.13 1.07 2.29 1.03 .161

white N
여자답다 4.30 .80 4.10 .98 .001

5P 6/6
여자답다 4.38 .72 4.14 .93 3.198

남자답다 3.39 1.08 3.20 1.14 .039 남자답다 1.97 .95 2.26 1.82 4.854

grey N
여자답다 2.82 .86 3.27 1.05 9.029***

PB

5PB 1/4
여자답다 2.86 .96 2.97 .98 .103

남자답다 3.82 .79 3.72 .87 5.446 남자답다 4.07 .82 3.75 1.09 20.360* **

Y

5Y 7/14
여자답다 4.35 .69 4.15 .84 .102

5PB 7/4
여자답다 3.51 .91 3.68 .86 1.659

남자답다 1.98 .79 2.41 .98 14.146** 남자답다 3.62 .92 3.20 1.04 .737***

5Y 이6
여자답다 3.68 .88 3.기 .93 .385

B 5B 3/8
여자답다 3.27 .91 3.40 .91 1.066

남자답다 2.86 .99 2.94 1.00 .112 남자답다 3.73 .85 3.22 1.02 2.399***

YR

5YR 4/12
여자답다 3.79 .88 3.91 .90 .017

G 5G 3/8
여자답다 3.05 .84 3.22 .92 4.261

남자답다 2.27 .89 2.35 .87 .002 남자답다 3.30 .88 2.99 .94 1.884**

5 YR 1/4
여자답다 2.94 .99 3.14 1.02 .380

GY

5GY 7/6
여자답다 3.66 .87 3.82 .92 .001

남자답다 3.43 1,04 324 1.00 .822 남자답다 2.51 .86 2.42 .91 1.227

R 5R 3/14
여자답다 4.15 .82 4.06 .90 .067

5GY &6
여 자답다 2.71 .95 3.21 1.00 .058***

남자답다 2.30 1.15 2.59 1.20 .619 남자답다 3.42 .90 3.06 1.04 .000**

RP 5RP 3/8
여자답다 4.19 .76 3.95 .93 .250

남자답다 2.11 .98 2.32 1.03 3.090

*P<05, **P<01, ***P<.OOI.
t-test, p<〔.05 수준.

색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 

면, grey N5는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부정의 응 

답을, 남자 대학생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5Y 7/14 

는 '남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5P 3/10이 '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여자 대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5PB 1/4, 5PB 7/14, 5B 

3/8이 '남자답다에는 남 • 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응 

답을 하였고, 여자 대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한 긍정 

의 응답을 하였다. 5G 3/8은 '남자답다에 여자 대학 

생이 보다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남자 대학생은 부 

정의 응답을 하였다. 5GY 3/6는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이 부정의 응답을. 남자 대학생은 긍정의 응 

답을 하였으며. '남자답다에는 여자 대학생이 긍정 

의 응답을 남자 대학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 

을 하였다.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black Nl. grey N5는 '남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 

두 긍정 의 응답을 하였으며, white N9, 5Y 7/14는 여 

자답다에 남 • 여 대 학생 모두 강한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5YR 4/12, 5R 3/14, 5RP 3/8, 5P 6/6, 5GY 7/6 

은 남 • 여 대학생 모두，여자답다'에 긍정의 응답을 

하였으며, '남자답다에 부정의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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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white N9, 5Y 7/14, 

5YR 4/12, 5R 3/14, 5RP 3/8, 5P 3/10, 5P 6/6을 여 자다 

운 색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black Nl, grey N5, 

5PB 1/4, 5PB 7/14, 5B 3/8, 5GY 3/6을 보다 남자다운 

색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자 대학생이 여자다 

운 색상과 남자다운 색상을 남학생보다 더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여자답다〉와〈남자답다〉어휘에서 연상되어 

지는 의미 분석

〈〜답다〉의 의미 미분 척도에 대한 어휘의 인지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여자답다', '남 

자답다', 여자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의 4가 

지 어휘에서 연상되는 단어들을 자유 서술하게 하도 

록 하였으며 응답된 내용 중 대표적인 것만을 요약 

하여〈표 7〉에 나타내었다.

'여자답다'에서 연상되는 어휘에 대해서 남• 여 

대학생 모두 예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여자 대학생이 '깔끔하다', '차분하다', '단정 

하다' 등 주로 단정함에 관련된 응답을 많이 한 반면, 

남자 대학생은 '섹시하다', '매력적이다' 등 주로 여성 

성을 강조한 응답이 많았다. '남자답다'에서 연상되 

는 어휘에 대해서 남 • 여 대학생 모두，터프하다와 

'멋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여자 대 

학생 이 '단정 하다에 대 한 응답이 많은 반면, 남자 대 

학생은 '강하다'로 남성성을 강조한 응답이 많았다.

'여자답지 못하다'에서 연상되는 어휘에 대해서 

여자 대학생이 '지저분하다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 

면, 남자 대학생은 '남자같다'라는 여성성에 반대되 

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은 남 • 여 대학생 모두 '터 

프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자답지 못하다' 

에서 연상되는 어휘에 대해서 남 • 여학생 모두 '여자 

같다', '소심하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여자 대학생이 '화려하다'에 대한 여성성에 

관련된 응답이 많은 반면, 남자 대학생은 '약하다' 등 

주로 남성성에 위배됨을 강조한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여자답다'에는 여성 

성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고, '남자답다에는 남성성 

을 강조하는 어휘가 지배적이었으므로, 자신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가 가장 여자답고, 가장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 

자답지 못하다^서 여자 대학생은 단정함에 위배되 

는 어휘를 많이 선택한 반면, 남자 대학생은 여성성 

에 위배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남자답 

지 못하다'에서는 남 • 여 대학생 모두 여성성을 나타 

내는 어휘가 지배적이었으므로, 남자가 여성 성향을

( ): 응답수〈표 7＞〈여자답다〉,〈남자답다〉에서 연상되는 의미

여자답다 남자답다 여자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어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예쁘다(32) 예쁘다(19) 터프하다(26) 터프하다(23) 지저분하다(23) 남자같다(H) 여자같다(29) 여자같다(19)

깔끔하다(27) 섹시하다(17) 멋 있다(18) 멋 있다(19) 터프하다(18) 터프하다(11) 소심하다U3) 소심하다(9)

차분하다(20) 매력적이다(14) 단정하다(13) 강하다(6) 남자같다(16) 지저분하다(8) 화려하다(12) 약하다(6)

자
단정하다(19) 단정하다(11) 듬직하다(11) 단정하다(6) 거칠다(16) 칠칠맞다(5) 귀엽다(9) 예职다(3)

유 매력적이다(17) 청순하다(10) 씩씩하다(8) 활동적이다(5) 덜렁거린다(9) 예쁘다(8) 쪼잔하다(3)

여성스럽다(16) 깔끔하다(9) 강하다(9) 듬직하다(5) 칠칠맞다(8) 조용하다(6)

내 얌전하다(15) 아름답다(8) 활발하다(7) 방정맞다(7) 소극적이다(6)
용

우아하다(15) 차분하다(7) 매력 있다(7) 시끄럽다(7) 여리다(5)

귀엽다(14) 과묵하다(6) 털털하다(6) 수다스럽다(4)

청순하다(14) 깔끔하다(6) 부드럽다(4)

다소곳하다(H) 남성미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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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때를 가장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인지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남 •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 단서에 표현된 성역할을 중심으로〈〜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 • 경기에 소재하는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설 

문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 0 통계프로그 

램으로 기초 통계 외에 집단간의 표본 평균과의 차 

이를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과 T-test를 실시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 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세부적 측면으로 남 • 여 대학생 모두 상의에서는 블 

라우스가 가장 여자답고, 점퍼가 가장 남자다우며, Y 

셔츠와 T-셔츠는 남자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매 

길이에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three-quarter7|- 가장 여 

자답고, short는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칼라 

(collar)에서는 남 • 여 대학생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갖고 있는 round, bow, sailor, ruffled 칼라를 

여자답고, 보다 직선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shirt, 

stand, Henley 칼라를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의에서는 스커트 디자인과 길 

이 전체에서 남 • 여 대학생 모두 '여자답다'라고 긍 

정의 응답을 하였으므로, '스커트는 여자답다'라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팬츠는 특별히 남자 

답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스커트는 여성의 전 

유물이라고 생각한 반면, 팬츠가 꼭 남성만의 전유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팬츠 

에서 남 • 여 대 학생 모두 slim, wide, trumpet-g- 여자 

답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 여 대학생 모두 팬 

츠 길이가 매우 짧을 때, 가장 여자다우면서 가장 남 

자답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색상은 남• • 여 대학생 모두 white N9, 5Y 7/14, 

5YR 4/12, 5R 3/14, 5RP 3/8, 5P 3/10, 5P 6/6을 여 자다 

운 색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black Nl, grey N5, 

5PB 1/4, 5PB 7/14, 5B 3/8, 5GY 3/6을 보다 남자다운 

색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의복의 세부적 측면에 나타난 관찰자 성별 

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성 상징을 나타내는 의복에 보다 민감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의 소매길이에서 여자 대 

학생은 c叩 소매가 여자답고, long이 남자다우며, 남 

자 대학생은 소매가 없거나 길이가 짧은 것을 남자 

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스커트의 경우, 여자 대학 

생은 실루엣에 따라 '여자답다에 더 영향을 받고, 남 

자 대학생은 길이에 따라 '여자답다'를 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팬츠에서 남자 대학생은 

팬츠 길이가 무릎 위일 때 보다 여자답다고 인지하 

고, 여자 대학생은 팬츠 길이가 길 때를 더 여자답다 

고 인지하고 있었다. 칼라(collar)와 의복 색상에서는 

남 • 여 대학생 모두 여자다운 칼라(collar), 남자다운 

칼라(collar)에 일치하였다. 또한 여자다운 색상과 남 

자다운 색상도 서로 일치하지만, 여자 대학생이 여 

자다운 색상과 남자다운 색상을 남학생보다 더 뚜렷 

하게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여자답다〉,〈남자답다〉와,〈여자답지 못하 

다〉,〈남자답지 못하다〉에서 연상되는 의미의 자유 

응답을 통해 나타난 관찰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은〈여자답다〉에 남 • 여 대학생 모두 예쁘 

다'라는 표현이 1순위였으며,〈남자답다〉에 '터프하 

다'는 표현이 1순위였으므로, 자신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를 가장 여자답고, 가장 남자답다 

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여자답지 

못하다〉에서 여자 대학생은 '지저분하다'가 1순위였 

고, 남자대학생은 '남자같다가 1순위였으며,〈남자 

답지 못하다〉에서는 남 • 여 대학생 모두 '여자같다' 

가 1순위였으므로, 남자가 여성 성향을 보일 때를 가 

장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여자 대학생이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과 단정함을 

여성성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남자 대학생은 성적 

매력을 나타낼 때를 여성성으로 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의복에 대한 전통 

적 성 역할 고정 관념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아직도 의복 유 

형과 길이, 색상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의복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을 보는 관점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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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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