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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패션 연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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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21th century, the age of image, people express and evaluate with images. Image is a symbol of a person
or a thing. It simulates people’s visual sense most quickly and precisely and is shared in the society. At the time, since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few books available and lack of theoretical system with regard to image making, the pur-
pose of this study was to get a theoretical access to image making by taking as an empirical case the case of Choi Byeong-
ryeol, a candidate running for the congress in June 4, 1998 and combining it with theories of costume. Research methods
employed here were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system of image making and fashion direction, and to analyze empirical
cases. The boundary of the empirical case was limited to the candidate's fashion direction during the election period for
50 days from April 1998 to the election date June 4, 199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rsonal image
making aims at the establishment of one’s own identity through building up an ideal image. Second, it is found that per-
sonal image making can make a complete image possible through fashion direction. Third, it is found that fashion direction
functions as a symbol and communicative means with a result that the effect can penetrate to the society accurately and
quickly. Fourth, it is found that fashion direction fit for a situation can enhance personal values and reinforce his or her
competitive power to carry out the ultimate goals in the society. This study proved that fashion styling for personal image
making expresses a person in a symbolic image, enhances his/her personal value in the society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ividual’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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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미지 시대를 맞아 21C는 이미지로 표현 하고 이미지로 평

가받는다. 이미지는 하나의 전략으로 문화, 경제, 정치, 개인 이

미지까지 사람들의 시 지각의 감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자

극하여 사회 속에서 공유한다. 개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퍼스

널 이미지 메이킹(Personal Image Making)은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패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단순히 입는 차원이 아닌 자기를 상징

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의미가 달리 해석되면

서 패션을 통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은 자기 정체성 확립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관련 서적의 절대적 부족과 이론적 체계가 미흡하다고 인정되

어 연구자가 직접 시도한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의 실증적 사례

를 의상학 분야의 이론과 접목시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에 관

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의상학 분야의 이론과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시도

한 현장의 전 과정을 연구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단행본 및

학회지, 잡지, 신문,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고찰하고, 실

증사례 분석을 위해 1998년 6.4 지방선거를 선정하여 한나라

당 최병렬 후보 출전 확정 후 선거 켐프가 구성된 4월부터 선

거일인 6월 4 일까지 약 50일간의 후보 이미지 메이킹 과정

중에서 패션 연출에 한정지어 연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

이미지는 상, 표상, 심상 등을 표현하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

이나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시각 상, 기억, 인상평가, 및 태도

등의 총체로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특정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포괄적인 영상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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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메이킹의 의미는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를 향상시키다,

이미지를 바꾸다 등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

이며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은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는 의미로써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향상시켜 자기 정

체성을 사회에 인지시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 심리학자인 James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기(social self)

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자기는 남들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싶어

하고 좋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뜻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나

타나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기는

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인상 또는 평가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nyder는 “사람은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처해있는 상태나 상황에 더 잘 적응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와 인상을 조작하여 표현하려하며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듯이 사람들은 사

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 한

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의 의미는 경쟁사회에서 개인의 이상적 이미지 구축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및 성격, 능력, 감정상태, 사

상, 취미 등을 추측하게 하고 빠르게 사회에 인정, 수용되는 방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완성시키

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패션은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기능과 활용도의 역

할이 크다. 

2.2.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패션 연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에서 패션 연출은 사람이 옷을 입고 있

는 상태인 착장자와 패션의 복식 조형으로 형식을 통한 내용의

전달과 같은 개념으로 착장자의 내, 외면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이미지화시켜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한다. 따라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패션 연출은 사회전반에 이미 인

식 되어진 미적 개념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사회적, 문

화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에서 패션 연출은 패션 스타일링으로

개인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패션으로서 개인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표현하여 완성된 이미지를 사회에 인지시키

는 도구적 기능과 한 개인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상

징성을 재강조하는 표현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한 합

당한 코디네이션의 구성방법은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 원리에

어떻게 활용하여 구성하는가가 패션 연출의 기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연출에서 착장자는 자기를 상징하는 패션의 형식을 구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도적인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패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착장자는 “형이 이루어진 형태”로 볼 수 있으

므로 착장자와 패션은 불가분의 관계로써 패션 연출의 두 핵이

됨을 알 수 있다. 

심리학자인 C .G. Jung은 미를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분류하

여 미의 인지 성향의 판단을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로 분류하

였고 내적인 미는 정신적, 관념적 측면으로 성격, 생각, 가치관

등으로 표현되는 미를 의미하고, 외적인 미는 외양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측면으로 외모와 패션에 의해 표현되는 미를 의미한

다고 하였다.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패션연출은 실루엣을 중심으

로 색채, 재질, 무늬 등이 함께 착장자에 입혀진 상태가 공간

개념인 환경에서 보여 지는 것으로서 착장자와 패션 그리고 주

변 환경에 까지 고려되어져야한다. 따라서 패션 연출은 착장자

의 특성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이미지를 어떻게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로 조화롭게 구성하는가가 패션 연출 방법이 되고 퍼스

널 이미지의 상징적 특성을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에 맞추

어 재구성하여 완전한 이미지로 상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1은 패션 연출을 위한 착장자 특성 구성 요소와 디자

인 특성 구성요소를 도표화 하였다.

3. 실증 연구사례(1998. 6. 4.지방선거 

최병렬 후보)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시도한 1998년 6. 4 지방선

거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후보의 패션 연출에 관한 퍼스널 이미

지 메이킹을 분석하였다.

최병렬 후보 이미지 메이킹은 후보의 이미지와 정당의 이미

지, 선거 시 등의 공략 이미지로 최병렬 후보의 홍보 전략에

목적을 두고 당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패션연출을 하였다.

3.1. 1998. 6. 4 지방선거 최병렬 서울시장 후보 이미지 메

이킹 전략

1998년 4월 지방선거 최병렬 한나라 당 의원의 서울시장 후

보 출전이 확정 되고 한나라 당은 선거대책 켐프가 구성되었다.

마케팅 홍보팀의 선거 전략은 최병렬 후보의 전체적인 이미지

를 비롯하여 TV 토론 및, 간담회, 영상매체, 선거전략 포스터,

로고, 유권자와의 만남, 경쟁후보와의 차별화 전략 등으로 나누

Table 1. 착장자 특성 구성요소와 디자인 특성 구성요소

내적특성 외적특성

착장자 특성 성별 첫인상

구성요소 나이 신체유형 

직업 얼굴 유형

성격 메이크업

상황 헤어스타일

디자인특성 패션 이미지

구성요소 선 선의 유형

규모 디테일, 장식, 액세서리, 무늬, 문양

비율 상, 하의, 색상, 무게감, 부피감

색상 무늬, 문양, 텍스쳐, 무게감, 부피감, 톤,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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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패션을 중심으로 최병렬 후보 이미지 메이킹이 진행되었다.

패션 뿐 아니라 최병렬 후보의 행동, 버릇, 제스쳐, 말버릇, 말

투, 패션과 헤어, 메이크업 등을 위한 전문가들인 스피치 담당

아나운서, 카피라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포토 그레퍼, 이미지

컨설턴트,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협찬사 등이 구성

되어 함께 진행하였다.

Table 2 는 선거당시 켐프에서 진행된 TV 토론 및 간담회,

영상매체, 선거전략 포스터, 로고, 유권자와의 만남, 경쟁후보와

의 차별화 전략 등으로 나누어 이미지 전략에 대한 기획안을

도표화 하였다.

 

3.2 최병렬 후보의 특성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이미지 분석

Table 3, Table 4는 Table 1을 기준으로 하여 최병렬 후보의

특성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이미지로 분류하여 도표화 하였다.

3.3 . 최병렬 후보의 패션 연출 사례

클래식 면 점퍼와 로고 CAP :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시장후

보의 덕수궁 앞 유세활동을 위하여 아이보리 면 클래식 점퍼와

면바지, 갈색 로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

다(Fig. 1, 2). 

Table 2. 6. 4 지방 선거 서울시장 후보 이미지 전략

전체적인 이미지 이미지 전략 ‘일하는 시장’, ‘위기관리 능력’의 강력한 리더쉽. 

믿음과 희망을 주는 강력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로 포용력 강조. 

성실과 신뢰로 자신감 있는 리더쉽 이미지.

패션 이미지 전략 야당 이미지의 강인한 이미지를 현대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세련미와 밝은 이미지로 연출하여 

여성층과 젊은 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패션 연출.

친근감과 자상함이 표현되는 패션 연출.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 ‘일하는 시장’으로의 활동적인 패션연출.

젊은 스피디함과 리더쉽을 강조하는 패션 연출.

TV 토론 및 간담회, 영상매체 이미지 전략 협상과 토론에서 프로페셔널한 자신감 있는 이미지.

신뢰할 수 있는 멘트와 핵심을 주장하는 이미지.

국제적인 마인드로 세련된 이미지 연출.

패션 이미지 전략 한나라 당 색상인 불루 계열 강조 : 수트, 셔츠, 타이 등의 색상과 천연 소재로 격을 살리는 연출. 

V죤을 강조하는 패션 연출 : 강인함과 신뢰, 믿음 강조.

클래식 아메리칸 스타일 수트 : 중후함과 편하고 활동적 인면강조.

강한 이미지를 주는 타이 : 신뢰 ,믿음, 진취성 강조

커프스 링, 헹커치프 등 남성용 액세서리 활용 :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이미지강조

유권자와의 만남 이미지 전략 ‘일하는 시장’을 부각시키고 서울 시민의 상징적 이미지. 

개방적이고 포용력과 진취적인 이미지 연출.

현대감각과 친근감, 자상한 이미지 연출.

여성층과 젊은층에게 어필되는 이미지 연출.

패션 이미지 전략 밝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친근감과 편안한 패션 연출.

세미 케쥬얼 또는 클래식 케쥬얼 연출 

천연소재와 자연 색상으로 격과 자연스러운 패션 연출 

경쟁후보와의 차별화 전략 이미지 전략 경쟁후보자인 고건 전 총리의 관료적인 이미지와 대조되는 카리스마 강조

강인한 추진력과 활동성이 강한 이미지 연출.

친근감 있는, 포용력 있는 이미지 연출 

패션 이미지 전략 부드러운, 세련된 현대적인 이미지 강조.

진부한, 권위적인 패션 탈피.

한나라 당 색상인 블루 계열 강조 

강한 이미지와 세련미를 강조하는 액세서리 활용 

선거전략 포스터, 로고 이미지 전략 포스터, 로고는 젊은 층을 공략하여 젊은이들에게 어필 되는 이미지 연출.

신뢰와 굳건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미지 연출.

패션 이미지 전략 강한 색상대비로 시각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패션 연출.

활동적으로 보이는 패션 연출.

한나라 당 색상인 블루 색상 강조. 

Table 3. 최병렬 후보의 내적, 외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분석

성별 남

나이 59세

성격
외향적인, 강한, 신중한, 냉정한, 과감한, 긍정적인, 개방

적인, 단호한

직업 정치인

현재 상황 서울시장 후보 

첫인상 강한, 야당의, 품위 있는, 지적인, 고귀한, 차분한, 자신

감 있는, 믿음직한, 위엄 있는, 당당한, 권위 있는, 신뢰

감 있는, 카리스마

신체유형 신장 : 171 cm, 몸무게 : 69 kg, 부드럽게 각이진, 건강한,

균형 잡힌

얼굴유형 Medium Size, 각이진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짧은, 단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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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인 최병렬 후보의 선거전략 로고는 한나라당을 대

표하는 블루 색을 중심으로 활동성과 젊은 층을 겨냥했다. Cap

을 쓴 최병렬 후보의 이미지는 젊은 층과의 유대감을 주고 권

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 ‘일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연출로 유권자들에게 신선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상

징화시키고 유세현장을 고려한 활동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블루 색상은 믿음과 신뢰, 성실, 넓

은, 포용력 등의 이미지로 상징되고 있어 최병렬 후보의 패션

연출에 기본 색상으로 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면 클래식 점퍼와 카키 베이직 면바

지, 그리고 간편한 로퍼는 평범하지만 멋스러움과 권위를 떨어

뜨리지 않는 최병렬 후보의 내적 특성과 조화를 이룬다. 점퍼

안의 셔츠와 타이는 아이비리그 룩으로 지적이고 젊은 이미지

를 심어주고 로얄 크레스트 레드 스트라이프 타이는 최병렬 후

보의 자신감을 상징한다. 레드와 스트라이프는 색상과 선에서

의 강렬한 이미지가 최병렬 후보의 강하고 위엄 있는 내, 외적

인 특성과 일치되는 조화로 편안함속에 강한 카리스마를 상징

한다.

클래식 아메리칸 스타일 수트 :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

송3사 주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최병렬 후보는 청회색

모헤어 아메리칸 수트로 부드러운 이미지와 클래식한 중후함을

연출 하여 서울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Fig. 3). 

공중파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위해 서

울시를 상징하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이미지, 강력하면서도 친

근감 있고 대중적인 이미지, 그리고 포용력 있는 이미지를 강

조하고 성실과 신뢰로 자신감 있는 리더쉽과 미래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공중파 토론 시에 시선이 집중 되는 곳은 남성복의 하이라

이트인 V죤으로 최병렬 후보의 V죤의 라펠과 셔츠, 타이의 매

치가 최병렬 후보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청회색 수트에 대비가

강하게 어울리는 화이트 린넨 셔츠와 황금색과 짙은 청색의 로

얄 크레스트 스트라이프 타이의 강한 색상대비는 최병렬 후보

의 신념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출로 소 신과 자신감을

표현했다. 

로얄 크레스트 스트라이프 타이는 전통문양의 대표적인 클

래식 타이로 사람들에게 신중 한 이미지를 주고 친근감을 주는

문양으로 시선을 끌 수 있다. 사선의 강한 스트라이프와 강한

색상 대비는 최병렬 후보의 강인한 의지력과 혁신을 상징하고

커프스 링을 착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미를 높여 미래 지향적

인 이미지로 젊은 층과 여성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게 한다.

라이트 블루 셔츠와 클래식 아메리칸 수트 : SBS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최병렬 후보는 라이트 청색 아메리칸 스

타일 수트에 라이트 블루 린넨 셔츠, 로얄 크레스트 핫레드 스

트라이프 타이로 연출하였다(Fig. 4(a)). 공중파 토론장에서의

패션 연출 역시 V죤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색상의 대비와

단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에 주력하였다. 

Table 4. 최병렬 후보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이미지 분석

디자인 특성 이미지 분석

패션 이미지 클래식, 엘레강스, 모던, 심플리시티, 노블, 

선 직선, 사선, 비대칭, 타원형의, 부드럽게 각이진 

규모 액세서리 - 타이, 벨트, 커프스링, 타이핀(Midium 

Size) 

비례 황금비율

소재 텍스쳐

무늬, 문양

면, 치노, 홉색, 모헤어, 린넨, 실크, 천연섬유

플레인, 클래식 무늬, 기하학 무늬, 스트라이프, 크

레스트

색상 색상

톤

배색

화이트, 아이보리, 카키, 청회색, 레드, 라이트 베이

지, 청색, 겨자색, 실버, 감청색, 블루, 라이트 블루, 

코발트 블루, 브라운, 검정

라이트 톤, 딥톤, 덜톤, 브라이트톤, 스트롱톤, 그레

이 톤

동일색상, 유사색상, 대비가 강한 

Fig. 1. 클래식 면 점퍼와 로고 CAP. 

Fig. 2. 기호 1번 최병렬 서울시장후보의 유세현장. Fig. 3. 클래식 아메리칸 스타일 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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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상징하는 라이트 블루 수트와 라이트 불루 린넨

셔츠는 최병렬 후보의 신중하고 중후한 특성을 강조함과 동시

에 신사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로얄 크레스트 핫 레드 스트라이프 타이는 시선을 V죤에 집

중시켜 최병렬 후보의 열정과 열의, 자신감, 미래 지향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였다. 린넨 셔츠는 품위와 지적인 이미지를 강조

하고 더블 커프스의 커프스 링은 현대적인 중후한 세련미를 연

출한다.

Fig. 4(b)는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 시장후보 공명선

거 서약식에서 최병렬 후보의 짙은 감청색 아메리칸 수트와 한

나라당의 색상과 세련미를 강조하는 블루칼라의 셔츠와 올오버

블루 타이로 연출하였다. 이 연출은 블루 계열로 통일 시켜 최

병렬 후보가 한나라당의 상징임을 강하게 표현했다. 올오버 블

루 타이는 전통적인 클래식과 엘리건트한 타이로 최병렬 후보

의 중후한 이미지를 주는 타이로써 서약식에 적합한 디자인이다.

클래식 블록 스트라이프 타이 : Fig. 5는 영등포역 앞에서의

유세현장에서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신뢰와 경기 회복에 대한 믿

음을 주기위해 한나라당의 색상인 블루 계열의 기본적인 브로

드 파스텔 블루 면 셔츠와 겨자 색과 네이비 클래식 블록 스

트라이프 타이로 강직함과 자신감을 표현 하였다.

브로드 파스텔 블루면 셔츠는 반팔로 활동성과 적극성을 표

현하고, 겨자 색과 네이비 클래식 스트라이프 타이는 최병렬 후

보의 강직한 이미지를 더욱더 강한 이미지로 인식 하게 한다.

최병렬 후보의 패션 연출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패션 연 출로 무난하면서도 튀지 않고 격이

살아 있는 클래식 이미지로 통일 시켰고 셔츠의 색상과 타이의

변화로 유세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패션 연출을 하였다. 

수트는 가장 대중적인 짙은 청색 아메리칸 스타일로 사람들

에게 거부감 없이 친근감을 주는 수트다. 청색 아메리칸 스타

일 수트는 허리선이 없는 실용적인 수트로 유세현장과 최병렬

후보의 소탈한 이면을 반영한다.

코발트 블루 셔츠와 클래식 아메리칸 스타일 수트 : Fig. 6

은 선거 투표를 마치고 후보자 내외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밝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다. 최병렬 후

보의 패션 연출은 청회색 아메리칸 수트에 강렬한 라이트 코발

트 블루와 은색과 블루의 스트라이프 타이로 연출하여 강렬하

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최병렬 후보의 강렬한 코발트 블루 셔츠와 은색과 블루의 스

트라이프 타이는 한나라 당을 강하게 상징하고 최병렬 후보의

강한 카리스마와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패션 연출은 최병렬 후

보를 패셔너블한 현대적인 이미지로 인식시켜 젊은 층과 여성

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으로 최병렬 후보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패션 연출 사

례를 살펴보았다.

4. 결론 및 제언 

이미지의 중요성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

구는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해 부족하나마 퍼스널 이미지 메이

킹을 위한 패션 연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 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은 이상적인 이미지 구축에 의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은 패션 연출을 통해 완성된 이

미지를 연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패션 연출은 상징의 기능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갖

고 그 효과는 사회에 서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됨을 알 수 있

었다. 

넷째, 상황에 적합한 패션 연출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경
Fig. 4. 라이트 블루 셔츠와 클래식 아메리칸 수트. 

Fig. 5. 클래식 블록 스트라이프 타이. 

Fig. 6. 코발트 블루 셔츠와 클래식 아메리칸 스타일 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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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높여 사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패션 연출은

개인의 이상적인 이미지 구축에 의해 사회에서 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의 절대

적 부족과 이미지라는 3차원적인 개념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내용으로 분석, 정리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

다. 이로인해 본 연구는 퍼스널 이미지와 패션 연출에 국한시켜

연구하였으나, 이미지 메이킹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공간개념인 상황과 그에 따른 퍼스널 이미지와 패션 연

출의 관계에 관한 더욱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후속 연구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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