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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visual image evaluation according to 

coloration of men's dress shirts and neckties, and perceiver's gender. Subjects were 336 males and females living 

in Seoul. Five dimensions of visual evaluation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elegance/intelligence, sociability, 

potency/attractiveness, individuality, and manliness. White shirts were evaluated highly in elegance/intelligence, and 

blue shirts were 아）。wn the manliest. Women evaluated the blue shirts manlier than men did. Dark blue neckties 

were evaluated highly in elegance/intelligence and sociability, and red ties were perceived to be very distinctive. 

Black shirts and white shirts with silvery gray ties were perceived to be the most elegant and intelligent. Blue 아lifts 

with dark blue ties was evaluated highly in sociability and potency/attractiveness, and black shirts with yellow ties 

were evaluated the highest in individuality. The evaluations of elegance/intelligence, potency/attractiveness, and 

manliness ha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color of shirts and neckties. White shirts and blue shirts 

with dark blue ties were perceived to be more elegant and intelligent, potent, attractive and manlier than with red 
ties.

Key words: dress 아lirt（와이셔츠, neckfie（넥타이）, perceiver's gender（지각자의 성）, c이아，（색）, image（이미지）.

I•서론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의복은 자신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심리적 

역할과 신분이나 집단 등을 나타내는 표현적 기능을 

지닌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의복은 사회적 지위나 성 

취의 중요한 지침이 되며,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 

용될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은 자신의 인상 관리의 한 

측면으로 성공을 위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활 

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의 의복 행동은 사회 적응 수단으로 

서의 사용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 

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사회생활에서 

비슷한 옷차림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다 

수의 의복 행동에 동조함으로써 남성 의복 행동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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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피 

함으로써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고, 그에 따른 긍정 

적인 인상을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다양한 직 

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상대 

방에게 주는 인상을 의식하면서 남성의 의복 행동에 

있어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도 외모 연출 

에 대한 관심과 개성 추구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남성 패션에서의 개성 추구 경향은 남성 착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같은 와이셔츠,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차림이라도 각 품목의 색상을 달리함으로써 착용자 

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즉, 남성 의복에서 와이 

셔츠와 넥타이 색의 배색이 중요한 대인지각의 단서 

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색채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의 요소로서, 

소비자의 의복 선택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 

며, 복식 디자인의 효과적 실현에 있어 큰 의미를 차 

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의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을 변화시켜 배색의 변화를 줌으로써 남성 

착용자의 이미지 평가에서 색채가 실제적으로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남성의 와이셔츠 색, 넥타 

이 색, 지 각자의 성별에 따른 시 각적 이 미지 평 가의 

차이를 조사하며, 둘째,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 지각 

자의 성별이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 

를 조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셔츠와 넥 

타이 배색을 지각 단서로 사용하여 색채가 남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남성의 의복 

선택 시 배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경

1. 남성복의 색 이미지 지각

의복을 통한 대인 지각은 학습되어온 의복 속성 

의 영향을 받으며, 관찰자의 과거 경험, 그리고 사회 

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즉, 지각의 대상이 되는 의 

복의 유형, 스타일, 재질, 색 등과 의복 착용자의 체 

형과 얼굴이 주는 인상 등에 의해 지각의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의복의 여러 속성 중에서 색은 가장 

두드러진 표현 요소이며,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색의 상징성 및 

색에 관련된 연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 

화나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 

타낸다2).

남미우3)는 남자 의복에서 색 이 인상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단일요소로 작용하며, 기본색 중 검은 

색은 엄격한 색(stark color)으로 가장 격식 차린 정도 

를 나타내며, 감색 (navy blue)은 덜 격식차린(formal) 

것이나 차가운 분위기를 주고, 어두운 회색은 권위 

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은미, 강혜원勺은 남성 정장 착용자의 연령과 의 

복단서에 따른 지각 연구에서 착용자의 연령에 관계 

없이 베이지색 착용자가 감색 착용자보다 더 보기 

좋고 세련되고 능력 있으며, 따뜻하고 부드럽고 덜 

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중년 착용자 

의 넥타이 색에 대하여 20대 관찰자는 정장의 색과 

유사색의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더 개성적이고 활 

동적 이라고 지각하였고, 40 • 50대 관찰자는 정장의 

색과 대비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을 때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고 지각하였다. 강경자, 임지영 

'은 감색 및 베이지색 양복과 넥타이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능력, 독특성 이미 

지에서는 의복색보다 넥타이색이 더 큰 영향을 주었 

고, 온유성에서는 의복색이 넥타이색보다 더 큰 영

1) 정삼호, 김재희, 이은진, 패션 Self 스타일링: Men's Wear, (서울: 교문사, 2001), p. 12.
2)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1995), p. 70.
3)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2), p. 17.
4) 이은미, 강혜원,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구의류학 

회지 18권 2호 (1994), pp. 197-210.
5) 강경자, 임지영,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권 5호 (1996), 

pp. 75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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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능력 있는 이미지를 연출 

하고 싶을 때는 감색 양복에 유사한 배색의 체크무 

늬, 줄무늬의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독특 

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베이지색 양복에 

대비된 색의 추상무늬나 꽃무늬 넥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사배색은 의복색에 관 

계없이 능력있는 이미지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향미, 김재숙©은 의복의 격식차림과 의복 색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인상 차원에 대한 영향력은 

의복 색, 지각자의 성별, 맥락, 의복 격식 차림 순으 

로 나타나 의복 색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감색 의복은 적벽돌색보다 긍정적인 평 

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 

로 평가되었고, 사교적 차원에서는 적벽돌색 의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강승희')의 연구에서도 남색 점퍼와 스웨터 

는 단정성 이 높게 보이 나 사교성 이 낮게 지각되 었으 

며, 빨강 점퍼와 스웨터는 개성적으로 보이면서 단 

정성은 낮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임지영, 강경자"는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 

색의 조화감에 관한 연구에서 비비드, 라이트, 덜 톤 

의 타이는 셔츠 톤에 따라 조화되는 정도의 차이가 

크며, 라이트 셔츠와 비비드 타이의 조합은 조화감 

이 높고, 비비드 톤의 셔츠와 라이트 톤의 타이의 조 

합은 부조화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셔츠가 밝 

은 톤일 때는 어두운 톤의 타이가 긍정적으로 지각 

되고, 셔츠가 중간 톤일 때는 셔츠보다 밝거나 어두 

운 톤의 타이가 긍정적으로 지각되며, 셔츠가 어두 

운 톤일 때는 밝은 톤의 타이가 더 긍정적으로 지각 

복식문화연구

되어 셔츠와 타이의 톤 차이가 있을 때 더 매력적으 

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의복 이미지 지각

의복 이미지의 평가는 같은 대상자라도 지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각자는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 요구, 기대가 다르고 또한 독특한 과거 경 

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며, 지각하는 방법과 수 

준이 다르기 때문이다顺 본 연구에서 지각자의 성별 

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long 

등id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사교복(social 

dress)과 직업적 역할을 나타내는 사무복(business dre- 

ss)에 대 하여 성 별 차이를 연구한 결과, 남자들은 여 

자보다 모든 의복을 비교적 성적 매력이 있고 우아 

하게 보았고, 또 평가적인 차원에서는 여성보다 사 

무복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사교복은 높게 평가하였 

다. 김인숙, 신소진'2)은 남성 청바지의 길이와 밀착 

정도에서 신체 노출이 큰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개 

성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신체 노출의 정도가 약할 때 

는 여성이 남성보다 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 노출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명희, 강승희'3)의 연구에서 

지각자 성별은 젊음 요인의 평가에 영향을 주어 남 

자는 여자보다 재킷을 착용한 동일한 대상자를 더 

젊게 지각하였다. 이현화, 박찬부”)의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성별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더】, 특히 여자가 의복 단서들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연, 이명희")의 연구에 

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실루엣

6) 이향미, 김재숙,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 • 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3호 (1998), pp. 312-320.
7) 강승희, “실물사진과 컴퓨터그림에 의한 남성 캐주얼웨어 이미지 지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5), pp. 71-72.
8) 임지영, 강경자,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연구,” 복식문화연구 13권 4호 (2005), pp. 

632-645.
9) 임지영, 강경자,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이 남성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톤 온 톤 배색을 중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권 7호 (2006), pp. 1012-1024.
10) 강혜원, Op. cit., p. 82.
11) K. R. Delong, C. Salusso-Deonier and K. Larntz,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5,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No. 4 (1983), pp. 327-336.
12) 김인숙, 신소진,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 • 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斉학회 

지 18권 4호 (1994), pp. 501-514.
13) 이명회, 강승희, “장신구와 재킷 색이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1998), pp. 

11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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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네크라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지각대상 

자를 더 매력적이며 귀엽게 판단하였으나, 여자는 

남자보다 더욱 단정하게 평가하였다. 문주영, 강경 

자'©는 팬츠와 스커트의 하의 형태와 상 • 하의 배색 

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 평가를 긍 

정적으로 하였고, 남자는 여자보다 대상자의 활동성 

을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지각자의 성별 

에 따라 지각대상자의 외모나 의복 이미지 지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皿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준실험 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between-subjects) 설계였다.

측정 도구는 남성 정장 착용자의 인상을 제시하 

는 그림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 

하는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 자극물은 와이셔츠를 착용한 남성의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에 의해 변화 

시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종류의 요인설계를 사용하 

였다. 실험설계 A는 5x2x2의 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와이셔츠 색 5종류, 넥타이 색 2종류와 지각자의 성 

별이었다. 실험설계 B는 2x2x2의 설계로서 독립변 

인은 와이셔츠 2종류, 넥타이 색 2종류와 지각자의 

성별이었다. 실험설계 A의 와이셔츠 색은 흰색, 파 

랑, 분홍, 회색과 줄무늬를 사용하였다. 줄무늬는 남 

성들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흰색과 하늘색의 가는 

줄무늬를 택하였다. 넥타이는 대표적인 남성적 • 여 

성적 색인 빨강과 남색을 사용하였다. 실험설계 B의 

와이셔츠 색은 흰색과 검정이었으며, 넥타이는 은회 

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였다. 넥타이는 무늬에 의한 효 

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늬가 없는 단색의 넥타이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의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부터 허리 

둘레 아래 15cm 정도까지의 상반신 사진을 제작하 

였으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 목적에 

맞게 색을 조작하였다. 배경색은 다른 색에 의한 영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은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10시5cm의 크기로 

줄력 하였다.

자극물의 수는 실험설계 A의 10개 자극물과 실험 

설계 B의 4개 자극물로서 총 14개였으며, C1 번에서 

C14번까지 기호를 붙였다. C1 〜CIO은 실험설계 A 

의 자극물이었다. C1 은 흰색 셔츠에 빨강 넥타이, 

C2는 흰색 셔츠에 남색 넥타이, C3은 파란색 셔츠에 

빨강 넥타이, C4는 파란색 셔츠에 남색 넥타이 C5 

는 줄무늬 셔츠에 빨강 넥타이, C6은 줄무늬 셔츠에 

남색 넥타이, C7은 분홍 셔츠에 빨강 넥타이, C8은 

분홍셔츠에 남색 넥타이, C9는 회색 셔츠에 빨강 넥 

타이, C10은 회색 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 

이었다. C11 〜C14는 실험설계 B에 속하는 자극물로 

서 C11 은 흰색 셔츠에 은회색 넥타이, C12는 검정 

셔츠에 은회색 넥타이, C13은 흰색 셔츠에 노란색 

넥타이, C14는 검정 셔츠에 노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자극물이었다.〈그림 1〉은 자극물 C6의 모습이다

〈그림 1〉자극물 C6.

14) 이현화, 박찬부,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H): 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권 (1998), pp. 119-132.
15)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 

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2000), pp.724-735.
16) 문주영, 강경자, “상 • 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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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미분 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의미 미분 척도에 사용된 형용사는 자유기술식 응 

답법과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남녀 대학생 각각 

28명씩 56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를 하 

였다. 1명의 피험자가 각각 다르게 조합된 2개의 자 

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선행 연구卩)에서 

사용된 것과 사전 조사에서 피험자가 응답한 용어를 

참조하여 25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측정 척도는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의미 미분 척도였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지각자로서의 피험자는 서울 시내의 남녀로서 20, 

30대를 중심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남 

자가 168명, 여자가 168명으로서 총336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자극물에 남녀 각각 12명씩 총 24명이 

반응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18〜19세가 11.0%(37명), 20〜24세가 58.6%(197명), 

25〜36세가 30.4%(102명)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 

계분석방법으로는 요인 분석, Cronbach's a 신뢰도 

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이미지 지각의 요인 분석

남성의 와이셔츠 색과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의미 미분 척도 형용사 25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5 

개 요인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1〉과 같다.

요인 1은 품위 있는一품위 없는, 지성적인一지성 

적이지 못한, 이성적인-감성적인 등의 항목이 포함 

되어 품위/지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시원 

한-답답한,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자연스러운-어

〈표 1〉이미지 지각의 요인 분석 (N=336)

요인 1. 품위/지성 요인부하량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76
단정한 - 단정하지 못한 .71
지성적인-지성적이지 못한 .71
신중한-경박한 .68
권위적인-권위적이지 않은 .65
이성적인-감성적인 .62
깔끔한 - 깔끔하지 못한 .60

변량=18.01% 누적 변량니8.01%
고유치 =L50 。신뢰도=.845

요인 2. 사교성 요인부하량

시원한-답답한 .79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66
활동적인-비활동적인 .65
산뜻한-우중충한 .64
자연스러운-어색한 .53

변량=13.75% 누적 변량=31.76%
고유치 =3.44 Q 신뢰도=.776

요인 3. 능력/매력성 요인부하량

세련된 - 촌스러운 .75
적극적인-소극적인 .67
능력 있는 - 능력 없는 .66
매력 있는 - 매력 없는 .59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52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52

변량니2.82% 누적 변량=와4.58%
고유치 =3.20 a 신뢰도=.874

요인 4. 개성 요인부하량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83
개성적인-평범한 .75
화려한 - 수수한 .74

변량=11.56% 누적 변량W6.14%
고유치 =2.89 Q 신뢰도=.824

요인 5. 남성성 요인부하량

남성적인-여성적인 .79
강한 - 약한 .61
지배적인-복종적인 .60
전문적인-비전문적인 .58

변량=9.03% 누적 변량=65.17%
고유치 =2.26 a 신뢰도=.75。

17) 강경자, 임지영, Op. cit., pp, 753-768; 이은미, 강혜원, Op. cit., pp. 197-210; 남미우, Op. cit., p. 55; 이주현, 

조긍호,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 

로,” 한국의류학희지 19권 5호 (1995), pp. 747-764; 이선경, 고애란,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의복 유형과 얼굴 
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I): 직업 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구의异학회지 19권 2호 

(1995), pp. 230-241; 이명희, “노년 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 

향,'' 복식 43권 (1999), pp. 187-202; 이향미, 김재숙, Op. cit., pp. 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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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 등이 포함되어 사교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 

인 3은 세 련된一촌스러운, 능력 있는一능력 없는, 매 

력 있는一매력 없는 등이 포함되어 능력/매력성 요 

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 

는, 개성적인一평범한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이라 

고 하였다. 요인 5는 남성적인一여성적인, 지배적인 

-복종적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남성성 요인이라 

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2 이상이고 요인 5까 

지의 누적변량은 65.17%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a 신뢰도계수는 .75 이상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능력/매력성, 사교성 요인의 도출은 

이향미, 김재숙"), 이은미, 강혜원切의 연구와, 품위/ 

지성 및 남성성 요인의 도출은 이명희的의 연구와 유 

사하였으며, 개성 요인의 도출은 이선경, 고애란"), 

강경자, 임지영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요인은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 

항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와이셔츠 색, 넥타이 색 및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와이셔츠 색, 넥타이 색 및 지각자의 성별에 따 

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설 

계 A에 대한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와이셔츠 색에 따른 

차이는 품위/지성, 사교성, 능력/매력성, 개성, 남성성 

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 

를 비교해 보면 횐색과 회색 셔츠가 품우'!/지성이 높 

게 평가되었고, 회색 셔츠는 다른 색에 비해 개성과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파란색과 환색 셔츠는 

능력/매력성이 높게 평가되 었고 파란색 셔츠는 개성 

이 높으면서 남성적인 색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파 

란색을 남자의 색으로 인식하는 색채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의복색 지각에 적용된 것이라고 해 

석된다. 따라서 남성적이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연출 

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와이셔츠를 적절히 활용해 보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분홍색과 하늘색 줄무늬 

셔츠는 능력/매력성이 낮았으며, 가장 남성적이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분홍은 여성스러운 

색이라는 전통적인 색 관념과 파스텔 색조가 주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평가에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분홍 와이셔츠 착용자가 능력/매력성이 낮게 

지각된 것은 선행 연구招)에서 분홍색이 능력이 낮게 

평가된 결과와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넥타이 색은 품위/지성, 사교성, 개성 차원의 평가 

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능력/매력성과 남성성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품위/지성, 사교성 차원에서는 남색 넥 

타이가 더 높게 평가되었고, 개성 차원에서는 빨강 

넥타이가 눈에 띄고 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빨강 

과 남색이 지닌 고유한 색 상징성이 남성의 넥타이 

색 지각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색과 같은 저명도, 저채도의 넥타 

이가 품위 있고 지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효과 

적이라 할 수 있으며, 눈에 띄고 개성적이며 화려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빨강 넥타이를 사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각자의 성별은 남성성 평가에만 유의걱인 영향 

을 주었으며, 다른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동 

일한 대상자를 더 남성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2〉에서 볼 때 모든 이미지 지각 차원은 3개 

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없었으나, 변 

인에 따라 두 개 차원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 

다.

품위/지성, 능력/매력성 남성성 차원은 넥타이 색

18) 이향미, 김재숙, Op. cit., pp. 312-320.
19) 이은미, 강혜원, Op、cit, pp. 197-210.
20) 이명회, Op. cit, pp. 187-202.
21) 이선경, 고애란, Op. cit, pp. 230-241.
22) 강경 자, 임지영, Op. cit, pp. 753-768.
23) 이명희. Op. cit, pp. 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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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40)〈표 2> 와이셔츠 색, 넥타이 색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설계 A

변량원 df
품위/지성

F
사교성

F
능력/매력성

F
개성

F
남성성

F

와이셔츠 색(A) 4 416** 4.02** 2.72* 2.87* 4.08**

넥타이 색 (B) 1 1449** 6.21* 1.58 1998** .76

성。 1 2.64 .00 2.08 .15 4.20*

AxB 4 4.59** 2.30 3.80** 1.29 6.12**

AxC 4 .78 .44 .42 1.90 2.76*

BxC 1 .23 .01 .76 .94 1.16

AxBxC 4 .68 .81 1.13 .44 .10

집단 내 오차 220

변인 속성 N M M M M M

와이셔츠 색

흰색 48 4.31a 4.83a 4.33a 3.97b 4.17ab

파란색 48 3.98ab 4.78a 4.43a 4.67a 4.51a

회색 48 4.27a 4.12b 4.15ab 3.95b 4.24ab

분홍 48 3.96ab 4.81a 3.97b 4,04b 3,84b

줄무늬 48 3.63b 4.80a 3.74b 4.53ab 3.86b

넥타이 색
빨강 120 3.80 4.50 4.03 4.64 4.18

남색 120 4.26 4.84 4,22 3.83 4.07

성
남 120 4.13 4.67 4.23 4.27 4.25

여 120 3.93 4.67 4.01 4.20 4.00

*p<.05, **p〈01.

및 와이셔츠 색에 따른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그림 2〜4〉와 같다.

〈그림 2〉에서 횐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배색한 경우, 가장 품위/지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즉,

5

4

o--..
''' -o -.

F

3

、

흰색， 표란색 s 회색S 연분흠 s 줄무늬 S
―■—빨강N 3.88 3.41 4.32 4.04 3.35

- 남색N 4.74 4.54 4.21 3.88 3.92

N: 넥타이, S:와이셔츠

〈그림 2〉품위/지성 평가에 대한 와이셔츠 색과 넥타 

이 색에 따른 상호 작용 형태. 

전통적인 흰색 와이셔츠와 저채도의 넥타이 색 배색 

이 남성에게 더욱 품위 있고 지성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와이셔츠와 넥타이라는 정장스 

타일의 범주에 든 의복이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착용되어지는 흰색 

셔츠가 와이셔츠의 기본 색으로 지각되어, 이것이 

품위 있는 색으로 평가되는 남색 넥타이와 함께 보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해 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파란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배색한 

경우도 품위/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보면 흰색과 파란색 와이셔츠는 빨강보다 남색 

넥타이가 훨씬 더 품위/지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회색과 분홍색 와이셔츠에서는 넥타이 색에 의한 

품위 지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파란색과 하 

늘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배색하는 경 

우는 품위/지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즉, 남성에 

게 있어 대비가 높은 색의 배색은 품위와 지성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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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능력/매력성에 대한 와이셔츠와 넥 

타이 색의 상호 작용형태를 보면 파란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배색한 경우, 능력 및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흰색 와이셔츠는 남색 넥타이와 

함께 착용했을 때, 회색 와이셔츠는 빨강 넥타이와 

함께 착용했을 때 능력 및 매력성이 더 높게 지각되 

었다. 분홍색과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는 넥타이 

색 배색에 따른 능력/매력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 

었다. 본 연구에서 파란색 와이셔츠와 남색 넥타이 

의 배색이 능력 및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결과 

는 유사배색이 대비배색보다 더 능력 있게 평가되었 

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회색 셔츠 

에는 남색 넥타이보다 빨강 넥타이가 능력 있고 매 

력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회색과 같은 저채도의 셔 

츠에는 고채도의 넥타이를 배색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회색 셔츠는 개성, 사교 

성 측면에서 부정적이었고, 능력/매력성 평가가 낮은 

편이었는데, 넥타이와의 배색에서 색상과 채도의 차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 매력 

성을 증진시킨다고 해석된다.

〈그림 4〉에서 남성성 평가에 대한 와이셔츠와 넥 

타이 색의 상호 작용형태를 볼 때, 회색과 분홍색 와 

이셔츠에는 빨강 넥타이 배색이 남색 넥타이에 비해 

더 남성적 이 라고 지 각되 었고, 흰색과 파란색 와이셔 

츠에서는 남색 넥타이 배색이 빨강 넥타이보다 더

〈그림 4> 남성성 평가에 대한 와이셔츠 색과 넥타이 

색에 따른 상호 작용형태.

남성적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분홍색 와이셔츠 

에 남색 넥타이를 배색한 경우는 남색이 지닌 고유 

한 이미지와 관계없이 남성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넥타이 색은 단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와이셔츠 색과 상호 작용하여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 남성성에 대한 와이셔츠 색과 지 

각자의 성별에 의한 상호 작용형태를 볼 때 흰색, 회 

색, 하늘색 줄무늬 셔츠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남성 

성이 높다고 보았고, 파란색 와이셔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남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자는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가장 남성성이 낮은 것으 

로 지각하였다.

N: 넥타이, S: 와이셔츠

〈그림 3> 능력/매력성 평가에 대한 와이셔츠 색과 넥 

타이 색에 따른 상호 작용형태.

〈그림 5> 남성성 평가에 대한 와이셔츠 색과 지각자 

의 성별에 따른 상호 작용형태.

24) 강경자, 임지영, Op. cit., pp. 75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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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 B에서 흰색 및 검정색의 와이셔츠, 은회 

색 및 노란색의 넥타이 색,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 

미지 지각의 상호 작용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 

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 

다.

〈표 3〉에서 볼 때 2개의 독립변인과 3개의 독립 

변인에 의한 이미지 지각의 상호 작용 효과는 없었 

다. 주효과를 보면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 

각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와이셔츠 

색은 능력/매력성, 개성, 남성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 

향을 주었고, 품위/지성, 사교성 차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이미 

지 지각 차원 모두에서 흰색 와이셔츠에 비해 검정 

색 와이셔츠가 능력 있고 매력적이며, 개성과 남성 

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검정이 권위 

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功고 한 색채 이론과 검정 

색의 심미적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선행 연구”) 결과 

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검정은 능력 없게 평가되었 

다고 한 연구")와 검정색 착용자는 깔끔하지 않고 어 

두운 사람으로 평가된 선행 연구2" 결과와는 일치하 

지 않았다. 이 것은 같은 검정색 이 라도 착용자의 성 

별과 의복유형이 다름으로 인하여 나타난 차이라고 

추측된다.

넥타이 색은 품위/지성, 개성, 남성성 차원에서 유 

의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은 

회색 넥타이는 품위 있고 지성적이며 남성적인 것으 

로 평가되었고, 노란색 넥타이는 개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채색이 유채색 의 

복보다 호의적 인 평가가 높다고 한 선행 연구地결과 

를 지지하였다.

〈표 3> 와이셔츠 색, 넥타이 색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설계 B (N=96)

변량원 df
품위/지성

F
사교성

F
능력애력 성

F
개성

F
남성성

F

와이셔츠 색(A) 1 .03 .04 7.95** 13.06** 32.11**

넥타이 색(B) 1 68.19** 2.68 3.46 10.20** 4.96*

성 (C) 1 .50 1.32 .10 .01 .43

AxB 1 .14 .01 .62 .34 .02

AxC 1 1.23 .62 .87 .12 1.24

BxC 1 .20 1.24 2.20 1.89 .26

AxBxC 1 .31 .01 2.11 1.20 .02

집단내 오차 88

변인 속성 N M M M M M

와이셔츠 색
흰색 48 4.49 4.46 4.00 3.50 3.76

검정 48 4.46 4.41 4.68 4.58 4.92

넥타이 색
은회색 48 5.14 423 4,56 3.56 4.57

노란색 48 3,81 4.65 4.12 4.51 4.11

성
남 48 4,42 4.29 4.30 4,05 4.41

여 48 4.53 4.58 4.38 4.03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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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p. 145.
26) 이혜숙, 김재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 1보): 여자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1998), pp. 597-606.
27) 이명희, 깅•승희, Op. cit., pp. 1111-1121.
28) 이주현, 강혜원,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1995), pp. 98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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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극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와이셔츠 색과 넥타이 색의 배색에 의해 나타나 

는 전체적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 A, B의 14종류의 자극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4〉와 같다.

〈표 4〉에서 품위/지성 차원의 평가는 다섯개 집 

단으로 나뉘었다. 검정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 

(C12), 흰색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C11),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2)는 a집단 

에 속함으로써 가장 품위 있고 지성적으로 지각되었 

다.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 (C5), 파 

란색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11)는 

e집단에만 속하여 가장 품위와 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색이 가진 속성상 무채 

색이 유채색보다 평가성과 조화성이 높다고 한 선행 

연구3°)와 유사한 맥락으로, 흰색과 회색, 검정과 회 

색 그리고 흰색과 남색 등 비교적 채도가 낮고 안정 

적인 색들이 배색되면서 차분하고 조화된 이미지를 

연출하여 품위 및 지성이 높게 지각된 것으로 보인 

다. 반면, 파란색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가 배색된 

경우에 품위가 낮게 지각된 것은 남성복에 있어 뚜 

렷한 색의 대비가 눈에 띄고 화려한 것을 품위 없고 

지성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려 하는 사람들의 고 

정관념 이 작용하여 품위가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해 

석 된다.

사교성 차원은 다섯 개 집단으로 나뉘었다. 파란 

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4)는 a 

집단에 만 속함으로써 가장 사교적으로 평 가되고, 흰 

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2)도 비 

교적 사교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흰색 와이 

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9)는 e집단에만 

속함으로써 가장 사교성이 낮았고, 검정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C12)도 사교성이 낮은 편이었다. 사 

교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자극물이 파란색 셔 

츠와 남색 넥타이었는데, 이것은 파란색이나 남색이 

남성복으로서 많이 착용되는 일반적인 색이므로 친 

근감을 주어 사교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능력/매력성 차원은 세 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파란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C4) 

와 검정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C12)는 a집단에만 속함으로써 가장 능력 및 매력성 

이 높게 보였으며, 그 다음에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2)도 능력/매력성이 높게 지 

각되었다. 이것은 파란색이 보수적인 특성을 지닌 

색이며均, 검정, 은회색, 흰색, 남색은 무채색과 저채 

도의 색으로 침착한 이미지를 지니므로 이들의 색 

배합이 남성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고 풀이된다. 반면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6)와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 

츠에 빨강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5)는。집단에만 

속함으로써 능력 및 매력성이 가장 낮게 보였다. 이 

는 줄무늬 와이셔츠가 캐주얼한 느낌을 주므로 넥타 

이와 함께 착용할 때 능력/매력성 이 낮게 평가된 것 

으로 생각된다.

개성 차원은 여섯 개 집단으로 나뉘었다. 검정색 

와이셔츠에 노란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14)는 a 

집단에만 속하여 가장 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파란색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C3)도 비교적 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흰색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11)와 회 

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IO)는 f 

집단에만 속함으로써 가장 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 

되었다. 이것은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의 대비가 큰 

경우에 쉽게 눈에 띄므로 개성적으로 보이며, 각 색 

의 채도가 낮고 배색에 있어서도 색 대비가 크지 않 

은 경우에 주목성이 낮으므로 개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본다.

남성성 차원은 다섯 개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검 

정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12)는 

a집단에 만 속함으로써 가장 남성적으로 평가되 었다. 

분홍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C8)

29)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한국 도시 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 

회지 33권 2호 (1995), pp. 167-180.
30)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Op. cit., pp. 167-180.
31) H.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2nd ed.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1973),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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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흰색 셔츠와 빨강 넥타이, C2: 흰색 셔츠와 남색 넥타이, C3: 파란색 셔츠와 빨강 넥타이, C4: 파란색 셔츠와 남색 

넥타이, C5: 줄무늬 셔츠와 빨강 넥타이, C6: 줄무늬 셔츠와 남색 넥타이, C7: 분홍색 셔츠와 빨강 넥타이, C8: 분홍색 

셔츠와 남색 넥타이, C9: 회색 셔츠와 빨강 넥타이, CIO: 회색 셔츠와 남색 넥타이, C11: 흰색 셔츠와 은회색 넥타이, 

C12: 검정 셔츠와 은회색 넥타이, C13: 흰색 셔츠와 노란색 넥타이, C14: 검정 셔츠와 노란색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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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흰색 와이셔츠에 노란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C13）는 e집단에만 속함으로써 가장 남성적이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검정과 회색이 가진 

무채색의 속성이 남성적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분홍색이 가진 부드럽고 여성적인 

색 이미지32）와 노란색이 지닌 미숙한 느낌33）이 남성 

착용자의 남성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 착용자에 대한 남성성 차원의 

이미지 지각에 있어서,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의 배 

색에 의한 효과보다는 와이셔츠 또는 넥타이 색 중 

에서 보다 색상 효과가 두드러지는 쪽의 색이 남성 

성 지각에 더 의미 있게 작용한다고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검정 와이셔츠에 은회색 넥타 

이,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가 품위/지성, 능력/ 

매 력성 이 높게 평가되 어 긍정적 인 효과가 높았는데, 

이것은 셔츠와 타이의 톤 차이가 있을 때 매력적으 

로 지각된다고 한 선행 연구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의 와이셔츠와 넥타이 배 

색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었다. 피험자는 서울 시내의 20, 

30대 남녀 각각 168명씩 총 336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와이셔츠 색과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 

의 차원은 요인 분석에 의하여 5개 요인이 도출되어 

품위/지성, 사교성, 능력/매력성, 개성, 남성성 요인 

으로 분류되었다.

실험설계 A에서 와이셔츠 색, 넥타이 색과 지각 

자의 성별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 

사한 결과, 와이셔츠 색은 모든 차원의 평가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흰색과 회색 셔츠가 품위/지 

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회색 셔츠는 사교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 었다. 파란색과 흰색 셔츠는 능력/매 력성 

이 높게 평가되었고, 파란색 셔츠는 개성이 높으면 

서 남성적인 색으로 지각되었다. 분홍색과 하늘색 

줄무늬 셔츠는 능력/매력성이 낮았으며, 남성성이 낮 

게 평가되었다. 넥타이 색은 품위/지성, 사교성, 개성 

차원의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 

색 넥타이는 품위/지성,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빨강 넥타이는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지각자의 

성별은 남성성 평가에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욱 남성 

적으로 평가하였다.

와이셔츠 색과 넥타이 색의 상호 작용 효과는 품 

위/지성, 능력/매력성, 남성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효 

과를 나타냈다. 흰색이나 파란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를 배색 하는 경우는 품위/지성, 능력/매 력성 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회색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배색하는 경우는 남색 넥 

타이를 배색하는 것보다 능력/매력성, 남성성이 증진 

되었다. 즉, 회색과 같은 저채도의 셔츠에는 고채도 

의 넥타이를 배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파란색과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빨강 넥타이를 배색하는 

경우는 품위/지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남성에게 있어 대비색 배색은 품위와 지성을 떨어뜨 

리며, 흰색과 파란색 와이셔츠는 빨강보다 남색 넥 

타이가 훨씬 더 품위와 지성이 증진됨을 의미한다. 

회색과 분홍색 셔츠에는 빨강보다 남색 넥타이가 훨 

씬 더 남성성이 낮았으므로 넥타이 색은 단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와이셔츠 색과 상호 작용하여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각자의 성별과 와이셔츠 색의 상호 작용 효과 

는 남성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흰색, 

회색, 하늘색 줄무늬 셔츠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남 

성성이 높게 보았고, 파란색 와이셔츠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남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자는 

하늘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가장 남성성 이 낮은 것으 

로 지각하였다.

실험설계 B에서 검정색 와이셔츠는 흰색보다 능 

력/매력성, 개성,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은회색 넥타이는 품위 있고 지성적이며 남성적인 것 

으로 평가되었고, 노란색 넥타이는 개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32） 박필제, 백숙자, 컬러코디네이터를 위한 색채학 입문, （서울: 형설출판사, 1999）, pp. 67, 71-73.
33） 유관호, 색채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우, 1984）, p. 108.
34） 임지영, 강경자, Op. cit., pp. 167-180.

-993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에 대한 시각적 평가 연구78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배색한 자극물 14개에 대한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 차원 모두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검정색 와이셔츠에 은 

회색 넥타이, 흰색에 은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품위/지성이 가장 높았고, 파란색 와이셔츠에 남색 

넥타이는 사교성과 능력/매력성이 높았으며, 검정색 

셔츠에 노란색 넥타이, 파란색 셔츠에 빨강 넥타이 

등 대비되는 배색을 통해 화려하고 개성적이며 눈에 

띄는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와이셔츠와 넥타이 색의 배색 

에 의한 시각적 평가에 있어서 검정과 은회색, 흰색 

과 은회색, 파란색과 남색, 흰색과 남색 등 무채색간 

의 배색, 또는 파란색 계통의 배색인 경우 품위/지성, 

사교성, 능력/매력성 등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를 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유사색 배색은 대비가 높 

은 색의 배색보다 품위와 지성이 높게 보였으며, 각 

옷차림에서 품위/지성과 개성 차원은 거의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두 차원은 상반되는 시각적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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