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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ancient times, black has been the most valuable color. Also, it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a history of fashion than other colors. In general, black was regarded as a color of negative images. However, as 
people have recognized the aesthetic value of black color, they have expressed unique and various images of black 
through the medium of clothes.

This studies on images of black dress for woman was based on reference to literatures and valid investigations. 
The images toward black clothing are categorized by study participants' perception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The result was as followed.

Dignity and modernity were the most frequently cited image of black dress among women followed by feminine, 
sorrow, sensuality, and abstinence. Age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cognition of black dress images. Woma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zing dignity, modernity, sensuality, and sorrow in black dress according to their age. 
Woman more strongly recognize dignity and modernity in black dress when they are younger, while increasingly 
recognizing abstinence and sensuality in black dress as they become older. Marital status significantly affected 
womans recognition of black dress. They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in recognizing dignity, modernity, and 
abstinence in black color. In sum, single women recognized more easily dignity and modernity in black dress and 
less easily abstinence than married women. Women also showed the trend with relation to education level. In 
general, as women got higher education, they also increasingly recognized dignity and modernity in black dress.

Key words: dignity（위엄성）, feminine（여성성）, mod이ti（모던성）, 沖）/관능성）, abstiHence（금욕성）, s이"w（비애성）.

I. 서 론

의복에서 색채가 지니는 의미는 의복이 단순히 

실용적 가치뿐 아니라 의복의 조형성을 평가하는 중 

요한 조형 요소로서, 미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 연구 

대상임을 알게 해준다. 각 시대와 국가, 민족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검 

은색은 색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고대로부 

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상 이 

었고, 다른 어느 색상보다도 패션의 역사를 지배해 

온 주된 색상이었다. 바르테(Barthes)는 “패션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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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은 완전한 색상이다라고 하였으며, 흘렌더 

(Hollander)는 “검은색을 착용하는 습관은 다른 어떤 

색상의 착용보다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결같은 흐름이다9”라고 말함으로써 검은색이 독 

특한 힘과 개성을 지닌 색상임을 언급하고 있다. 옷 

과 관련지어 카스틸리온(Castilione)은 천박함이 없는 

개성을 확립한 검정색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함 

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3). 1926년 남 

성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단순한 여성복 

에 도입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 

ss)는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의 속성 속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여성에게 사랑받으며 패션의 고전"으로 자리 

매김을 한 패션 스타일이 되었다. 당시 리틀 블랙 드 

레스는 검정색을 가장 현대적인 색으로 해석한 아르 

데코 운동과 기능주의 추구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 

서 세련미와 우아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색채는 의 

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서 인간의 정신, 신체, 감정, 정치, 사회, 과학 경제와 

예술 등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색채의 상징적 사용은 각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 여러 대에 걸쳐 이어져 오기도 한다. 그러 

나 대부분 이러한 과정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어 

서 사람들이 개인 및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 

채의 영향과 힘뿐 아니라 색에 대한 그들 자신의 반 

응도 모르는 채 지낸다'. 그러나 사회의 문화적 규범 

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색채에 대한 반응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색채에 대한 이미지도 

개인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결혼 유무, 학력 등에 따 

라 각각의 특성 이 다르게 반영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색 

채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에 

게 의복색으로 다양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의복 이미지란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으 

로 이미지 지각이란 어떤 자극물에 대해 가지는 특 

별한 감정이나 영상으로 이를 조직화하고 평가하는 

시각적 특징을 말한다6). 그러므로 현대 여성의 연령, 

결혼 유무, 학력 등에 따라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 

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여성 

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지각 차이를 밝히고 

자 한다. 지금까지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문헌 연구만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실 

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 

증적 연구를 통해서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 

미지 지각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지각 차이 

를 밝혀냄으로써 의상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소비자 

특성에 따른 검은색 색채 기획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검은색 의상 디자인에 대한 심도있는 이 

해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D. 이론적 연구

1.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검은색 의상 이미지

1910년대 뽈 포와레(Paul Poiret)는〈그림 1〉과 같 

이 의상을 검은색으로 장식하고 모델의 눈 주위를 

검은색 콜(Kohl)로 분장시켰는데, 헐리우드 배우 사 

이에도 창백한 피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갈색머리 

주위를 어둡고 검게 하는 눈 화장이 유행하였다°

1920년대에 와서 여성의 삶과 의식에서 급격한 

효율성의 개념이 의복에 도입되었다. 1926년 샤넬은 

이러한 개념이 도입된〈그림 2〉와 같은 리틀 블랙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절제된 

시크를 표현했으며, 같은 블랙이라도 소재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낮에 입는 의상 

과 밤 시간을 위한 의상에 따라 소재를 구분하여 사 

용하였다".

1) John Harvey, Man in Bl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12.
2)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L.A.: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93), p. 22.
3) Augustine Hope and Margaret Walch, The Color Compendium, (N.Y.: Van No strand Reinhold, 1990), p. 119.
4) 베아테 슈미트, 일르리트 로쉑, 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역 (서울: 예경. 2001), p. 19.
5) Marable, Virginia Marie, ''Cross-cultural Symbolism of C이or" (Doctori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

tional University, 1991), pp. 229-230.
6) 정현주, 한유정, ''웨딩헤어 관련 코디네이션의 이미지 지각,'' 한국의류학회지 27권 7호 (2003), p. 736.
7) 임정향, “블랙 의상의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3.
8) Any de la Haye and Shelly Tobin, CHANEL: The Couturier at Work,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199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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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Paul Poiret, 
1913,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 2〉Chanel, Little 
Black Dress, 1926, 
CHANEL

〈그림 3) Lord and Taylor, 
'Minuit Sonne' evening 
dress, 1926, Dressd in
끼ack.

〈그림 4〉Schiaparelli, 
one-piece pyjamas, 
1931, Schiaparelli.

1926년 로드 앤드 테일러(Lord & Taylor) 또한〈그 

림 3〉과 같이 이브닝용 블랙 드레스를 선보였다. 샤 

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20년대를 지배한 기능주의 

의 영향을 받았다면 로드 앤드 테일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여 

성복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20세기에 리틀 블랙 드레 

스는 가정부의 유니폼에서 완벽하게 차려입은 상류 

사회의 여성들까지 모든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완벽한 의상이었다. 결국, 상복의 색으로 여겨 

졌던 검은색이 1920년대에 와서야 시대 흐름에 맞게 

기능적이면서 시크한 분위기의 리틀 블랙 드레스라 

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노동 계층의 저 

지 소재와 블랙을 사용한 리틀 블랙 드레스가 성별 

과 계층의 평준화를 이루어 상류 사회와 남성에 대 

한 저항 의식을 내포한 것으로 여성복에 새로운 미 

의 기준을 제시하였다顺 1930년대는 경제 대공황으 

로 인해 이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가 반영되어 사람 

들은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였다. 미국 보그지에 의 

하면 “지금은 부자로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단순한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를 가진 여성들은 

검소하게 보이는 단순한 블랙 드레스를 입는다”).” 

고 하였다. 이 당시, 침체된 경제 상황과 함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여 사물 

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가 탄생하였 

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스끼아빠렐리 

(Elisa Schiaparelli)는〈그림 4〉와 같이 캐주얼한 이 

미지의 블랙 의상을 선보였다.

2) 1940년대〜1970년대

194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넓고 각이 진 어깨, 짧은 스커트의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였다. 

40년대 말은 리틀 블랙 드레스와 블랙 수트의 전성기 

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점심 시 

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스마 

트하게 재단된 블랙 수트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의 발렌시아가 

(Balensiaga)는 검은색을 사랑하여 콜렉션에는 반드 

시 그가 만들어낸 검은 드레스가 발표되 었다吐 발렌 

시아가는 16세기 스페인의 그림, 특히 벨라스케즈의

9) Valerie Mendes, Dressed in Black, (New York: Harry N. Abrams Inc., 2000), pp. 11-13.
10)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2002), p. 44.
11) Amy Holman Edelman, The Little Black Dress, (London: Anrum, 1997), p. 46.
12) Valerie Mendes, Op cit., pp. 32-33.
13) 가재창, Fashion Designers 199, (서울: 정은도서),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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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검은 의상의 여인을 보며 영감을 받았다") 

고 한다. 195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제약과 궁핍 

에서 벗어나〈그림 5〉와 같이 여성미를 한껏 과시하 

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이 흐름에 가장 큰 공로 

를 한 디자이너는 크리스찬 디오르이다. 다양한 라인 

의 실루엣으로 패션계를 주도한 디오르에게 있어서 

검은색은 매우 의미 있는 색이었다. 그는 ''검은색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유용한 색으로 모든 색 중에서 

가장 엘레강스하다''고 말했다”) 이 당시 패션 잡지 

들은 바쁘지만 잘 차려입고 싶은 직장 여성들에게 완 

벽하게 변하기 위해서는 블랙 드레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조언하였다”). 리틀 블랙 드레 

스는 50년대를 지나면서 계속 널리 보급되었고 여성 

들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때면 늘 리틀 블랙 드레 

스를 선택하였다. “파티에 초대된 10명의 여성 중 9 
명이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7*''고 한다 컷팅과 드 

레이핑의 천재인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라인과 볼륨을

〈그림 5〉Christian Dior, 
Double-breasted 
two-piece suit, 1950.

〈그림 6〉Balenciaga, black 
tissue taffeta with 
ballooning sash, 
1951, COUTURE. 

강조해 주는〈그림 6〉과 같은 블랙 의상들은 세련되 

고 입기 편해 사람들에게 많이 선호되었다. 발렌시아 

가의 블랙 의상에 대해 하퍼스 바자(Harper's Bazar)는 

''발렌시아가의 블랙 벨벳과 같은 진한 스패니시(Spa

nish) 블랙은 별이 없는 밤하늘의 짙은 블랙이다”라고 

말했다R). 발렌시아가의 무릎길이의 몸에 피트되는 

의상들은 모두 디자인 형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 

는 블랙이었다'» 50년대 비트족은 미국 사회 전체에 

만연된 순응주의, 정치의 무의미성, 진부한 대중 문화 

를 거부하고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 섹스, 동양의 신 

비주의 등을 통하여 현실을 잊고 도피하려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들을 현대의 보헤미안이라고 불렀고, 흘 

랜더는 이들의 복식에 나타난 블랙을 일컬어 '모던 보 

헤미안 블랙(modem bohemian black)이라고도 하였다. 

비트 스타일의 블랙 터틀넥 스웨터와 같은 아이템은 

일반 패션으로 수용되었다찌 I960년대는 옵아트, 팝 

아트, 미니멀리즘과 같은 새로운 예술 사조가 등장하 

였으며,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모즈 룩이 유행하였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라인이 인 

기를 얻었다. 60년대에 등장한 미니멀리즘의 유행은 

리틀 블랙 드레스의 '리틀'과 잘 부합되었다. 59년 샤 

넬의 컴백 이후 리틀 블랙 칵테일 드레스가 유럽에서 

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용적이며 편안한 것 

을 추구했던 미국에서는 인기를 얻었다.

또한 60년대 뉴욕의 댄스 마니아들의 댄스 복장에서 

도 과거의 크리놀린 형태의 드레스가 아닌〈그림 7〉과 

같은 직선형의 단순하고 짧은, 발랄한 느낌의 리틀 블 

랙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소비 지향적인 성격의 모즈 

(Mods)는 쾌락을 추구하여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록 뮤직과 트위스트 춤에 몰두하였으며, 유니섹스 모드 

의 등장에 이바지 하였다. 19세기 이래 상류 사회의 남 

성복을 중심으로 전승된 댄디 스타일을 장난스럽게 풍 

자한 모즈 스타일의 컬러 경향은 블랙과 화이트를 기조

14) Marie Andree Jouve, Balenciaga,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p. 303.
15) Francoise Giroud, Dior, (New York: Rizzoli, 1987), p. 72.
16) Valerie Mendes, Op. cit., pp. 65-67.
17) Amy H이man Edelman, Op. cit., pp. 66-68.
18) Valerie Mendes, Op. cit., pp. 102-107.
19) Amy Holman Edelman, Op. cit., pp. 66-68.
20) 송명희, Op. cit., p. 33.
21) Joel Lobenthal, Radical Rags: Fashion of the Sixties, (New York: Abbeville Press, 1990), p. 96.
22) 송명희, Op. cit., pp.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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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Courreges, Black〈그림 8〉Yves Saint 
Dress, 60년대 후반, Laurent, Bermudas

Fashion of Decade and a transparent
The 1960's. blouse, 1966, YVES

SAINT LAURENT.

로 한 색상이었다®. 60년대 중반에는 젊은 감각이 사 

회에 만연되고 미니멀리즘이 부각되면서 패션계에 

도 이를 반영한 미니 스커트가 선보였는더), 메리 퀸 

트(Mary Quant)의 블랙 미니 드레스는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의상들은 엘리트적이지 

않고 대중적 인 것을 표방하고 있다. 메 리 퀸트는 '모 

든 도발적인 색들 중에서 블랙이 섹스어필에 가장 

적합하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모두 해당되며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서 극대화된다. 블랙 레이 

스는 로맨틱하고 블랙 벨벳은 육욕에 빠지게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2”. 60년대의 성 해방 물결과 함께 

비닐과 같은 비치는 소재의 사용으로 시스루 룩 

(see-through look)이 유행되었는더), 1960년 이브 생 

로랑이 선보인〈그림 8〉과 같은 블랙 쉬폰 블라우스 

도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의상으로 새로운 형태와 

섹시한 관능적 이미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브 생 로랑은 성별에 대한 복식의 전환을 염두에 두 

고 남성 패션을 여성의 패션으로 명백히 바꾸어 놓 

았다. 상하 모두 검은색으로 된 팬츠와 재킷의 정장 

이 바로 그것이다. 7세기 동안 결정적으로 남자의 특 

권이었던 바지를 여성 정장에 사용한 것이다”). 판탈 

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 

브 생 로랑은 검은색을 특히 애용한 디자이너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검은색에 대하여 '나는 검은색이 

개성이 강하고 윤곽을 나타내며 도안화하기 때문에 

좋아 한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는 연필로 그린 선 

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진주와 밍크 목도리와 함 

께 입는 귀여운 드레스가 아니라 현대적인 검은색을 

말한다'고 하였다的 60년대의 검은색 의상은 '보그' 

(Vogu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리틀 블랙 드레스, 블 

랙 가죽 스타일, 블랙 판타롱 수트, 블랙 시스루 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는 73년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매우 

침체되었다.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졌다. 이 시기의 

영 패션은 펑크와 팝의 영향으로 비구조적이고 일상 

적이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었다. 영국에 

나타난 펑크들은〈그림 9〉와 같이 검은 가죽옷에 빨 

강, 노랑으로 염색한 머리, 검은 눈, 검은 입술 화장, 

검은 글씨의 깃발 등 검은색을 사용해 죽음, 절망 공 

포, 공허를 표현하여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 그리 

고 성 혼용(bisexual)의 모습(Androgynous Look)등을 

극단적으로 나타냈다"). 미국에서 시작된 디스코 댄 

스의 열풍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그림 10〉과 같 

이 바디 컨셔스 블랙 의상이 인기를 끌었고 몸에 붙 

는 섹시한 블랙 이브닝 드레스는 댄스 무대에 서기 

위한 최고의 의상이었다. 격렬한 몸동작인 디스코 

댄스에 어울리는 의상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편안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second skin，이 라 불리던 

신축성이 좋은 라이크라는 인기 있는 소재였다勁.

23) Amy Holman Edelman, Op. cit., pp. 66-68.
24) Marguerite Duras, Yves Saint Laurent (New York: Alfred A. Knopf Inc.,1988), p. 64-65.
25) Anne Hollander, Op. cit., p. 380.
26) 로망스 브나임, 이브 생 로랑 상권, 민혜련, 우종길 역 (서울: (주)포텍스), p. 302.
27) 정혜선, Op. cit., p. 55.
28)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人h 2003), p. 396.
29) 김기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 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pp.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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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street style.
〈그림 10〉Swanky Modes, Disco

Dress, 1978, Dressed in Black.
〈그림 11〉Yves Saint Laurent, 

Suit, 1975, Kves Saint Laurent.

1970년대에는 여성복에 팬츠 수트가 유행하였고, 1970 

년대 말에는 남성복적 요소를 지닌 몇몇 아이템의 

유행이 아니라〈그림 11〉과 같이 남성 취향의 여성 

패션인 매니시 룩이 유행했다3。)

3) 1980년대〜2000년대

1980년대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대와 생활 영 

역의 확대로 생활 수준과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여 

가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국제 사회에 

떠오르면서 일본풍의 의상과 문화가 패션에 크게 영 

향을 주었고,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지점을 내어 

교두보로 삼았다. 80년대 초에 레이 가와쿠보(Rei ka- 

wakubo)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남성 

을 위해 옷을 입지 않고 오로지 여성 자신만을 위해 

서 입는 새로운 형태의 패션을 선보였고〈그림 12〉와 

같이 기하학적이고 비대칭적 형태로 신체를 뒤덮었 

다. 그들이 가장 선호한 색상은 검은색이었고 장식 

적이지 않고 심각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 

게 확산되었다叫 또한〈그림 13〉과 같이 검은색이 

다른 색과 배색되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포스트 모 

더니즘의 영향이었다. 즉, 과거의 모드를 현대 패션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아르데코의 블랙, 남성복적 요 

소의 블랙, 동양적 요소로서의 블랙이 나타났다. 80 

년대 중반에 나타난 페티시 패션(fetish fashion)은 

〈그림 14〉와 같이 의복을 매개체로 하여 성도착적 

인 욕구를 표출하는 패션을 말하며, 레이스 장식의 

코르셋, 스타킹 가터밸트, 스틸레토 힐 등 신체를 조 

이고 압박하는 형태의 의복에 검은색의 가죽, 고무, 

PVC, 플라스틱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페티시 패션 

의 검은색은 타고난 성으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성을 상징하였다辺 1990년대는 노출을 통한 여성들

〈그림 12〉Rei Kawaku- 
bo, Ensemble-sweaters 
and skirt, 1982, Dress-

I L
i

-“1 I
〈그림 13〉Yohji Yamamo

to, Summer Dress, 1988- 
89, Dressed in Black.

ed in Black.

30) 송명 희, Op. cit., pp. 54-57.
31) Camegy Vicky, Fusion of Decade: The 1980's, (London: B.T. Batsford, 199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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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fetish fashion, 〈그림 15〉Yohji
1982, street style. Yamamoto, Collec

tion 93-94 F/W.

의 페미니즘적 표현과 복고적 경향이 지배적인 테마 

가 되 었다. 90년대 초반에는 요지 야마모토, 레 이 가 

와쿠보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이〈그림 15〉와 같이 

수녀복처럼 목까지 올라오는 단순한 자루 형태의 블 

랙 드레스를 선보였다. 이에 대해 패션 저널리스트 

인 수지 맨켄스는 블랙 드레스로만 구성되었던 레이 

가와쿠보의 컬렉션이 확실히 '페미니스트적'인 무언 

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0년대 초반에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 톰 포드(Tom Ford)는〈그림 

16〉과 같이 광택있는 검은색 새틴을 사용하여 초미 

니라인과 가슴을 노출시켜 단순하면서도 여성미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2005년에 와서 블랙 드 

레스의 유행이 다시 부활하였는데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그림 17〉과 같이 검은색 드레스에 꽃과 블 

루 새틴 리본을 장식한 로맨틱한 감성을 표현하였고 

요지 야마모토는〈그림 18〉과 같이 테일러링과 캐쥬 

얼 감성이 믹스된 디자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디자이너 

들이 다양한 감성의 블랙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2.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범주화에 관한 선행 연구 

이미지란 상, 영상, 심상, 표상, 개념, 관념 등의 다 

양한 뜻을 지니는 말로서 가시적 형태나 율동, 언어 

등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시각적 구성의 모든 요소 

를 통합한 통일된 전체를 의미하며 분위기, 감각, 연 

상 등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 의복 이미지란 의복 

을 통해 나타나는 분위기 또는 연상으로서 복식 디 

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 색채, 재질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的 다른 색상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색상인 검은색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이미지들 

을 전달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그 이미지가 더욱

〈그림 16〉Tom Ford, Collec
tion 2003 S/S.

〈그림 18〉Yohji Yamamoto, 
Collection 2005 S/S.

32) 송명 희, Op. cit., p. 67.
33) 베아테 슈미트, 잉그리트 로쉑, 패션 클래식, 황형숙 역 (서울: 예경, 2001), pp. 19-21.
34) M. J. Hom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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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고 방대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오래되 

고 근원적인 이미지들을 유지하고 있는 색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검은색의 이미지를 범주화하 

기 위하여〈표 1〉과 같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문혜정”)은 검은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부 

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눈 후에 긍정 

적인 이미지는 엄격하고 숭고한 위엄성, 화려하고 아 

름다운 우아성, 관능성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복에서 나타나는 비애성과 금 

욕, 검소, 절약, 비천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금욕성의 

두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김기례”)는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블랙 드레스를 고찰하여 문혜정이 

제시한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의 5 

가지 이미지에서 우아성은 드레스라는 여성적 의복 

코드에 블랙을 사용하여 강한 여성성을 통한 우아함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블랙 드레스는 

정신 세계와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능성을 지니 

지만 위엄성은 여성복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 

지는 블랙이 남성의 색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남 

성적 측면의 색이라 생각하였다.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상복에서 유래되었다 할지라도 비애의 이 

미지보다는 여성복에 블랙이 사용된 것은 현대화라 

는 의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 

서 블랙 드레스에 표현되는 이미지를 관능성, 단순 

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의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표 1>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범주화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문혜 정 (1998)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금욕성, 

비애성

김기 례(2002)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

정혜선(1997)
죽음, 엄격함, 간소함, 절대성, 

저항성

이정미•조진숙

(2006)
비애성,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 관능성

정혜 선‘分은 회화와 디자인, 그리고 의상에 나타난 흑 

색의 상징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표 

현된 흑색의 상징성은 죽음, 엄격한, 간소함, 현대성, 

저항, 성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되 

었다고 하였다. 이정미功는 대학생 326명을 대상으 

로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 용어를 수집 

하여 분석한 결과,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는 비 

애성,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 관능성의 6가 

지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성성에 속하는 평가 용어 

는 단아, 우아, 세련, 화려한, 드레스 파티, 날씬, 기 

타(품위, 시크, 샤넬 등)이며, 위엄성에 속하는 평가 

용어는 경건한, 엄숙한, 중후한, 강한 의지, 권위, 무 

거운, 정장, 결혼식, 기타(능력 있는, 행사, 예복 등) 

이다. 모던성에 속하는 평가 용어는 심플, 단순, 모 

던, 도회적, 지적 등이며, 금욕성에 속하는 평가 용어 

는 수녀, 신부, 사제, 절저】, 조폭, 킬러, 기타(정숙, 답 

답, 보디가드 등)이다. 관능성에 속하는 평가 용어는 

섹시, 캣 우먼, 매혹, 가죽재킷 등이며, 비애성에 속 

하는 평가 용어는 장례, 상복, 저승사자, 마녀, 악마 

드라큘라, 어둡다. 암흑, 밤, 기타(침묵, 우울, 비 등) 

이라고 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참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검은색 의상 이미지 

연구의 일부로서 앞선 연구 결과인 이정미, 조진숙 

의 비애성,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 관능성 

의 6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 이미지별 용어 해설 

은 다음과 같다.

•여성성 : 여성성은 우아하고 세련되며 기품이 

있고, 화려함과 아름다움, 고상한 미가 느껴지 

는 이미지이다.

• 위엄성 : 위엄성은 대상이 엄숙하고 장중하며 

고귀한 기품이 있고, 엄격하며 숭고한 존엄을 

가질 때 전달되는 느낌이다.

•모던성 : 모던성이란 장식을 최소화 하여 군더 

더기 없이 단순하고 간결하며 깨끗한 느낌을 

표현하는 이미지이다.

35) John Harvey, Op. cit., p. 156.
36) 문혜정,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5-67.
37) 김기례, Op. cit., pp. 57-67.
38) 정혜선, Op. cit., pp. 83-93.
39) 이정미, 조진숙,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4권 2호 (2006),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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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성 : 금욕은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검소, 헌신, 억압, 죄 

악, 수치, 절약, 비천함 등의 이미지를 포함한 

다.

• 관능성 : 관:능성은 성적인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서 에로 

티시즘과 유사한 개념의 이미지이다.

• 비애성 :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사실에 대해 고 

뇌와 슬픔에 머무르게 되는 감정으로 죽음, 애 

도 슬픔, 질병, 밤 음울, 불행, 허무, 절망 암흑, 

저주, 공포 등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in. 실증적 연구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 내용을 조 

사하였다. 설문지는 범주화된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즉,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 관능성, 비애성 

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에 대한 느낌 

을 묻는 문항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05년 5월 20일에 

서 7월 25일까지 2개월에 걸쳐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현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600부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응답 내용 

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최종 578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표 2〉와 같이 연 

령은 25〜34세가 202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35〜44세가 137명(23.7%), 20〜24세가 127명 

(21.9%), 45세 이후가 112명(19.5%)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298명(51.6%), 기혼이 280명 

(48.4%)으로 미혼이 기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 이하가 258명(44.6%)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고졸 이하가 141명(24.4%), 대학원 재 

학 이상이 112명(19.4%), 전문대 졸업 이하가 67명 

(11.6%)순으로 나타났다.

2. 결과 분석 및 논의

〈표 2〉현대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 누적비율 (%)

연령

20 〜 24세 127 21.9 21.9

25 〜34세 202 34.9 56.8

35 〜44세 137 23.7 80.5

45세 이후 112 19.5 100.0

합 계 578 100.0

결혼 여부

미혼 298 51.6 51.6

기혼 280 48.4 100.0

합 계 578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1 24.4 24.4

전문대 졸업 이하 67 11.6 36.0

대학교 졸업 이하 258 44.6 80.6

대학원 재학 이상 112 19.4 100.0

합 계 578 100.0

거주 지역

서울. 경기 392 67.8 67.8

기타 186 32.2 100.0

합 계 578 100.0

*학력에서 전문대 졸업 이하는 전문대 재학, 중퇴 및 졸업을, 대학교 졸업 이하는 대학교 재학, 중퇴 및 졸업을 의미한다

121



122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현대 사회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은색 의 

상에 대한 이미지 지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결혼 여부,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지각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밝히기 위하여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은 모던성, 여성성, 비애성, 관능성, 금욕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에서 위엄성과 모던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반면 

관능성과 금욕성은 가장 낮게 지 각하였다. 검은색 의 

상에 대한 이미지에서 위엄성과 모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오늘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인하여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기회가 많고, 서양의 

영향을 받아 검은색 의상을 모던하다고 생각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여성들은 직장에서 남성 

못지않게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성이 검은색 

의상을 매우 위엄 있고 모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 

업적 역할에서 검은색 의상을 좋은 소도구로 사용하 

고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문혜 

정40)의 검은색 의상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이라고 한 연구 결과 

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여성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를 

긍정적 측면을 부정적 측면보다 더 높게 지각하여 적 

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능성과 

금욕성은 위엄성, 모던성에 비해 결과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서 권 

위와 관련된 이미지가 성이나 절제와 관련된 이미지 

보다는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현대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1)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현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 

지 지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ANOVA test와 Dun

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4〉와 같 

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 관능 

성, 비애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엄 

성은 20〜2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던 

성은 20〜2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5〜34세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관능성은 

45세 이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44 

세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애성은 20〜 

24세, 35〜44세, 45세 이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현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 

의 이미지는 위엄성과 모던성에서 연령이 적어질수 

록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능 

성과 비애성은 높게 지각하였다. 위엄성과 모던성은 

의복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인데, 

연령이 적어질수록 높게 지각하였으며, 본능과 슬픔 

에 관련된 관능성과 비애성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 

게 지각하였다. 즉 외적인 면과 관련된 이미지에서 

는 연령이 적을수록, 내적인 면과 관련된 이미지에 

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정미“)의 20대 여성 상의의 착용 색채 변화 

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1998년에는 검은색 착용 빈도 

가 흰색보다 훨씬 많았으나 2004년에는 흰색이 검은

〈표 3>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이미지 위엄성 모던성 여성성 비애성 관능성 금욕성

평균 3.82 3.73 3.38 3.22 2.89 2.72

/-test A A B C D E

알파벳은 W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평균점수 순으로 표시함.

40) 문혜정, Op. cit., p. 69.
41) 조정미, “20대 여성 상의의 착용색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의류학희지 29권 5호 (2005) p. 105.

-122 -



제 15 권 제 1 호 이정미•조진숙 123

〈표 4> 현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이미지

연령 20 〜24세 

(护 127)
25 〜 34 세 

3=202)
35~44 세 

(*=137)
45 세 이후 

(护 112)
兄value

여성성 평균 3.42 3.37 3.36 3.41 0.128

위엄성
평균 시为 3.68 3.78 3.79

6.260***
Duncan te 니 A B B B

모던성
평균 3.91 3.78 3.66 3.54

3.955**
Duncan test A AB BC C

금욕성 평균 2.75 2.59 2.76 2.86 1.962

관능성
평균 2.79 2.74 2.96 3.18

5.289**
Duncan test B B AB A

비애성
평균 3.33 3.04 3.34 3.3()

3.406*
Duncan test A B A A

*p<0.05, **p<0.01, ***p<0.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색보다 착용 빈도가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검은 

색에서 흰색으로 무채색의 색상 선호의 변화가 뚜렷 

이 변화되었음이 보여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을수록 외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미지를 높 

게 지각하는 결과와 관련된다. 즉, 연령이 많아질수 

록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 가기 때문에 내적인 측면 

과 관련된 이미지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금욕성은 모든 연령 

집단의 평균 점수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층이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로 금욕성을 낮 

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그림 19〉와 같다.

-------------------* Ducoant 熨t 검과 AB 로유의한:！｝이가나은 컴과름 표시긴

〈그림 19〉현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2)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현대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 

미지 지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f-test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여성의 결혼 여부 

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 금 

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엄성에서는 미 

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 

또한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욕성에서는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결혼 유무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과 모던성에서 미혼이

〈표 5〉현대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 

의 이미지 지각 차이

*,<0.05, **p<0.01, ***p<0.00L

、^혼 여부 

이미지

미혼 

(〃=298)
기혼 

3=280)
/-value

여성성 3.42 3.34 0.984

위엄성 3.K9 3.74 2.019*

모던성 3.85 3.61 3.291*

금욕성 2.62 T VI ・.C 1 -2.194*

관능성 2.82 2.95 -1.477

비애성 3.15 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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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금욕성에서는 기혼 

이 미혼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의복의 아름다움 

과 관련된 위엄성, 모던성에서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절제와 관련된 금욕성 

에서는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 

였다. 검은색은 역사적으로 절제, 금욕, 수수함의 이 

미지로 인하여 금욕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색채로 인식되어 왔다0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많은 삶을 경험한다. 따라서 결혼 여부가 외적인 아 

름다움이나 내적인 절제와 관련된 이미지 지각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 

시하면〈그림 20〉과 같다.

〈그림 20〉현대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 

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참고로 연령과 결혼 여부의 경우 서로 공유되는 부 

분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연령과 결혼 여부 

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독립 

적으로 분석하였다.

(3)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여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ANOVA test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과 모던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엄성은 대학교 졸업 이하 집 

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은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현대 여성의 학 

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에 

서 학력이 증가할수록 높게 지각하였다. 카이저는 고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미국 여성들은 유행 경향을 

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혔다") 학력의 증가는 

정보나 유행, 개념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기 

때문에 학력이 증가할수록 의복의 아름다움이나 유행 

등과 관련된 이미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금욕성은

〈표 6> 현대 여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

이미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41)
전문대학 졸업 

이하 (»=67)
대학교 졸업 

이하 (护258)
대학원 재학 

이상 (护112)
F-value

여성성 평균 3.26 3.32 3.44 3.48 1.719

위엄성
평균 3.63 3.72 患—둰覺 3.84

4.516**
Duncan test B AB A AB

모던성
평균 3.39 3.63 3.84 菖^露—■

12.780***
Duncan test C B AB A

금욕성 평균 2.75 2.55 2.71 2.81 0.926

관능성 평균 2.89 2.70 2.87 3.05 1.637

비애성 평균 3.25 3.20 3.20 3.26 0.146

*p<0.05, **p<0.01, **"<0.001.
A, B,。는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함.

42) 문혜정, Op. cit., p. 56.
43) Susan B. Kaiser, 복식사회심리학, 김순심 외 3인 역 (서울: 경춘사, 1990), p.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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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test 결과 A로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결과를 径시함

-♦ Duncan test 글과 AB로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결과를 표시항

〈그림 21> 현대 여성의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이미지 지각 차이.

의상의

모든 학력의 집단에서 평균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여성의 모든 학력 집단에서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로 금욕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그림 21〉과 

같다.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서 문헌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지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 

령, 결혼 여부,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 

각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도,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578 

명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에 대한 이미지 지 

각은 위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모던 

성, 여성성, 비애성, 관능성, 금욕성 순으로 나타났 

다. 즉, 현대 여성은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서 위엄 

성이나 모던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반면 관능 

성과 금욕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둘째, 현대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이 

미지 지각 차이에서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 

지 지각 차이는 위엄성, 모던성, 관능성, 비애성에 있 

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 엄성은 20〜24세 집 

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은 20~24세 집단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34세 집단에서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관능성은 45세 이후 집단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35〜44세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현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검은색 의상 

의 이미지는 위엄성과 모던성에서 연령이 적어질수 

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능성과 비애 

성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이는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위엄성에서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 또한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금욕성에서는 기 

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현대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 

엄성과 모던성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게 지각하 

였으며, 금욕성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게 지각 

하였다. 학력에 따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 차 

이는 위엄성과 모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엄성은 대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 

대학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모던성은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이하 집 

단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현대 여성의 학 

력에 따는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는 위엄성, 모던성에 

서 학력이 증가할수록 높게 지각하였다.

이상과 같이 검은색 의상은 독특한 미적 특성으 

로 인하여 현대 여성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반영하 

고 있으며, 연령, 결혼 여부, 학력 등에 따라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는 의상을 통해 자아와 아름다움을 표현하 

고자 하는 현대 여성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패 

션업계의 의상 디자인 기획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 대상자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서울 • 경기 지역에 다소 

많이 치중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 

서 후속 연구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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