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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meant to offer the data for predicting the product plan answering the diverse demands for 
consumer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mage and formative property by transforming the stripe patterns. 
The concrete study way is composed of the collected stimulus centering on the interval of the stripe pattern and 
value contrast coloration. Consequently 192 stimuli, changed by the pattern direction and pattern interval, clothing 
style, and contrast coloration, are selected. The experimental materials made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 The statistics way used in analysis was factor analysis, ANOVA, dispersion analysis,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ed as following. Firstly, In the value contrast, a pair 
of 27 adjectives were made of attractiveness, activeness, graceful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dimension. 
Secondly, the direction of the pattern, interval, clothing style, and contrast coloration were respectively transformed 
according to value contrast.

Key words: clothing style(의복 스타일), stipe direction(스트라이  방향), stripe width(스트라이  폭), value 
contrast(명도 콘트라스트), clothing coloration(의복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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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양은 인간의 생활과 한 계를 가지고 있어 

그 시 의 문화, 정서를 변함과 동시에 한 시 의 

양식을 표 해 왔다. 이는 시  변화에 따라 문양이 

갖는 의미와 그 문양이 들어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문양 에서도 스트라이 는 

반복과 변화에 의한 강렬한 시각  효과 때문에 의복

의 성격과 착용자의 이미지는 극단 으로만 인식되

었는데, 특히 세의 스트라이  문양은 무질서와 범

법을 상징하고, 확연히 에 띄는 문양으로 인해 이

러한 문양이 들어간 옷을 착용했던 자는 조롱과 경

멸의 상이 되었다. 하지만 근  이후 스트라이  

문양은 차 질서를 뜻하는 상징  기호로 사용되었

고, 산업 명 후, 직조 기술의 발달과 인 조

형감각의 추구로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모든 의상

에 진 으로 사용되어 재에는 구나 소유하고 

즐겨 착용하는 기본 인 패션 아이템으로 각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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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1)은 스트라이  문양은 문양이면서 바탕이

고, 유한이면서 무한이며, 부분이면서 체여서 스트

라이  문양은 좀처럼 통제가 어렵지만 스트라이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로 변화가 가능

하다고 하 다. 선행 연구에서는 스트라이 의 간격, 
넓이, 방향, 배열 방식 등에 변화를  경우, 복식의 미

가치와 기능을 다양하게 환시킬 수도 있고, 시각

 착시효과를 일으키거나 내면의식에 의해 표 된 

상징기호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 다2～7). 의복 이

미지는 복식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 색채, 재질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재질에 스트라이  문양이 있을 

경우 문양 자체보다는 문양의 방향, 폭, 문양에 사용된 

색상과 바탕색 등의 시각  특성들이 매개체로 작용하

여 스트라이  문양의 시각 인 강도나 그 효과는 확

연히 달라져 체 인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스트라이  의복 디자인에서 문양의 방향, 
폭, 문양과 바탕의 배색 등은 이들 요소가 사용되는 

구체 인 상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壁谷久代8), 上野靑一廊9)는 의복 디자인에서 색채

가 형태나 구성선, 패턴보다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일반 으로 비 조화

는 반 되는 느낌을 주거나 보색 계에 있는 색상들

을 비시켜 얻어지므로 특징이 없는 단조로운 유사

조화에 비해 조화되기가 어렵지만 조화가 잘 이루어

지면 미 으로 우수하고 강렬하며 감각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 할 수 있다10). 스트라이 와 색채와

의 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사

용된 변수들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배색 변화를 통

해 스트라이 의 강약이나 리듬감이 달라져 시각  

효과도 다양하게 변화된다고 하 다11～14). 특히 명도

차가 큰 배색은 다른 디자인 요소보다도 가장 큰 감

성을 유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서 콘트라스트 배색은 의복에서만

이 아니라 문양과 바탕의 배색에도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스트라이  문양의 방향, 폭을 달리하여 

문양과 바탕의 색을 명도 콘트라스트로 배색시켜

으로써 이들 요소들에 의한 의복의 이미지를 밝 보

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색의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 그 요인 구조를 밝히고, 이들 단서  어떤 단서

들이 상호 작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

는지를 검토하여 의복 배색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품 기획시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 소비

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색채를 보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자극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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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배색과 비배색을 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권 3호 (2005), pp. 17-26.

다. 이는 색이 양 으로 정확히 명시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원을 가진 시각  경험의 속성으로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생리 인 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

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 인 상이기 때문이다
15). 이러한 색채의 특성은 어떤 념의 상징, 심리

인 효과, 감성 인 효과 등을 이끌어 내기 한 수단

으로 사용되므로 상의 윤곽과 실체를 쉽게 악하

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미 인 효

과를 제공한다. Kobayashi16)는 색채의 배색 원리를 이

용하여 색채의 배색이 특정한 감성이미지와 상응한

다는 것을 보여주어 색채이미지를 형용사 언어를 

심으로 한 감성이미지로 표 함으로써 특정 제품의 

이미지를 표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색상과 명도와의 상호 계에서 색상 차가 을수

록 그 조화는 명도차에 향을 받기 쉬우나 색상 차

가 클 때는 명도차에 의한 향이 비교  다.  명

도와 채도와의 상호 계에서는 명도차가 지나치게 

을 때는 채도 차를 크게 하는 것이, 명도차가 클 때

는 채도차를 게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 쉬운 배

색이라고 하 다17).
색상, 명도, 채도의 차를 크게 한 배색은 비 상

에 의해서 강렬한 느낌을 다. 그  색상 콘트라스

트는 보색 계의 배색으로 화려하고 강한 느낌과 분

명하고 동 인 느낌을 다는 보색 배색의 색조차에 

따른 색채 균형에 해 연구하 는데, 선호하는 배색

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배색을 균형 이라고 지각

한다고 하 다18～20). 즉 색조차가 큰 비, 조 색조

끼리의 보색 배색, 명도가 낮은 색과 높은 색과의 조

합을 가장 균형 으로 지각한다고 하 다. 화가 Itten

은 “보색의 원리야 말로 조화된 디자인의 기본이다.”
라고 하 다. 그에 한 증거로 은 어떤 색에도 그 

보색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보색이 결여되

면 자발 으로 보색을 발생시켜  자체가 스스로 평

형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리학 인 사실을 통해 

색채 조화의 원리가 보색의 법칙 에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21,22).
색상 콘트라스트 에서도 빨강/청록 배색은 명도

는 비슷해서 두 색채의 비는 명도 비보다는 색상 

비를 이루지만 노랑/남색은 표  명도가 달라서 명

도 비 효과를 나타낸다
23). 명도 콘트라스트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사용하면 산만하고 비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명도 콘트라스트는 한 부분에 집 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하 다24).
임지 25)은 의복  남성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

색의 조화감에 해 연구하 는데 그 결과, 콘트라스

트 배색은 다른 배색 방법보다 독립 으로 는 상

호 작용하여 조화감 지각에 향을 미치는 단서의 

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 콘트라스트 배색은 배색

조화에 있어서 매우 요한 배색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배색과 비배색을 심으로 치마, 고리의 

색상 면 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 생의 조화감을 

비교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면 비와 톤 변화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26). 콘트라스트 배색을 

심으로 한복의 조화감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한국 여

생은 통 인 한복 배색 즉, 고리는 밝고 치마는 

어둡고 탁한 톤 배색에 익숙해 배색에 한 경험이 조

화감을 평가하는 요한 인자로 작용하 다27).



제 16 권 제 6 호 문주 ․강경자 17 

－ 995 －


27) 강경자, 정수진,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한 한․미 여 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4보): 콘트라스트 배색을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6호 (2005), pp. 825-836.
28) 조민정,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 학교 학원 박사

학 논문, 2004), pp. 162-164.
29) F. Birren, 색채의 향, 김진한 역 (서울: 시공사, 2003), p. 84.
30) 팽숙경, 강경자,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

지 29권 9/10호 (2005), pp. 1207-1218.
31) 정해선, 강경자,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2004), pp. 460-471.
32) 김혜수, 김 인, “자연물에 나타난 스트라이 의 선과 색채에 의한 리듬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권 1호 

(2004), pp. 45-56.
33)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Op. cit., pp. 1-15.
34)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Op. cit., pp. 314-323.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 조합에 따른 색채 조화 

유형화에 해 연구한 조민정
28)은 유사, 조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속성은 색상차, 색조 차 순이며, 명
도차는 색채 조화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기본 인 속

성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Goethe는 잘 조화된 색채 조화는 색상환과 반 되

는 색상과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하 고, Chevreul은 

빨강, 노랑, 랑의 삼원설을 기 로 독자 인 색체계

를 만들었다29). 이상에서도 콘트라스트 배색된 색상 

조합은 강렬하지만 명도 변화를 통해 조화로운 배색

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원색

과 반 되는 색상 즉 보색 배색을 심으로 색상, 명
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논문의 필요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

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그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향을 밝힌다. 
연구 문제 2: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콘트라

스트 배색과 명도톤 조합이 의복 착용자의 이

미지에 미치는 향을 밝힌다.

2. 실험 절차 및 방법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 착용자의 모델은 제 4차 한

국표 체 비조사(2003. 5) 자료와 팽숙경, 강경자
30)가 사용한 기 을 참고로 표 체형에 가깝다고 생

각되는 20  여성 3명을 선정하여 30명의 의류학 

공 학원생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표 체형에 가장 근 한 키 162cm, 
몸무게 52kg의 20  여성 1명을 최종 선정하 다. 얼
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낯’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기 인 머리 체 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 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 으로 하 으며, 얼굴 색상은 최 훈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로 나타

난 6.5YR 7/3으로 하 다31).
먼  의복 스타일은 평가집단에 의해 2가지 스타

일군(① 티셔츠/블루데님 팬츠, 자켓/블루데님 스커

트, ② 티셔츠/베이지색 면 팬츠, 자켓/베이지색 면 스

커트)이 선정되었는데, 2가지 스타일군으로 pre-test를 

한 결과, 스타일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20  여 생들의 소유 정도와 착용 빈도가 높고 스트

라이  문양을 표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티셔츠/
블루 데님 팬츠를 캐주얼 스타일로, 자켓/블루데님 스

커트를 포멀 스타일로 최종 선정하 다. 자켓의 칼라

는 테일러드 칼라로 통제하고,  스커트 길이는 무릎 

아래 길이로 통제하 다.
문양은 티셔츠와 자켓에 각각 스트라이  문양으

로 통제하고 문양의 폭과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스
트라이  문양의 방향은 사선을 제외하고 자켓이나 

티셔츠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구

분하여 수평선, 수직선 두 종류로 제한하 다. 폭은 

선행 연구
32～34)와 2005～2007년 패션컬 션, 2005～

2006년 서울, 구 지역의 원단시장에 시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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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川崎秀昭, 配色入門, (日本色硏事業株式会社, 2002).
36) 本明寛, Op. cit., p. 129.

스트라이  문양의 폭을 참고로 하여 각각 1.6, 4.0, 
6.4, 10.0cm 4가지로 구분하고 문양의 바탕 즉, 폭과 

폭사이의 간격은 문양 폭과 동일하게 하 다.
다음으로 의복 색상  하의인 스커트와 바지는 

pre-test를 통해 데님 소재의 청색으로, 상의는 스트라

이  문양의 폭과 간격의 배색이 색상과 명도가 콘트

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통제하 다. 콘트라스트 배색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일 경우에는 색의 3원색인 

빨강, 노랑, 랑을 심으로 그와 180° 보색을 이루

는 빨강/청록(R/BG), 노랑/남색(Y/PB), 랑/주황(B/ 
YR)의 3가지 배색 조합으로 통제하 다. 유사, 조

에 한 범 는 유사명도의 경우 명도차가 1.5 이내, 
조명도는 명도차가 2.5 이상으로 제한한 이론35)과 

명도차가 크다는 것은 명도단계에서 5 이상의 차 이

상으로 제한한 이론36)에 근거하 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3가지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을 기 으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시 채도의 톤 차이는 최소화하고 

비되는 두 색상과의 명도차가 4 이상이 되도록 하여 

light/dark, dark/light, pale/grayish, grayish/pale의 4가지 

톤배색으로 선정하 다. 이상의 색상과 톤을 한국표

색표집(1991)에 근거하여 상의 스트라이  문양에 

사용된 3개의 색상 비 조합, 4개의 명도 비 톤 조

합을〈표 1〉에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먼  선정된 두 가지 수 의 의복 스타

일을 모델에게 착용시켜 디지털카메라 Nikon Coolpix 
8800VR로 촬 한 후, 스트라이  문양 방향(2: 수평, 
수직)과 문양 폭(4: 1.6, 4.0, 6.4, 10.0cm)이 각기 다르

게 조합되도록 Nedgraphics CAD system과 Adobe 
Photoshop CS program을 사용하여〈표 2〉와 같이 16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색상 조합

톤 조합
5R(빨강)-5BG(청록) 5Y(노랑)-5PB(남색) 5B( 랑)-5YR(주황)

색상 콘트라스트 Vivid-vivid 5R 4/14-5BG 5/10 5Y 8.5/14-5PB 4/12 5B 5/10-5YR 6/14

명도 콘트라스트

Light-dark 5R 8/4-5BG 2/4 5Y 9/6-5PB 2/4 5B 8/4-5YR 2/4

Dark-light 5R 2/4-5BG 8/4 5Y 3/4-5PB 8/4 5B 2/4-5YR 8/6

Pale-grayish 5R 9/2-5BG 5/2 5Y 9/2-5PB 5/2 5B 9/2-5YR 5/2

Grayish-pale 5R 5/2-5BG 9/2 5Y 5/2-5PB 9/2 5B 5/2-5YR 9/2

개의 자극물을 제작하 다.
이 게 제작된 의복 자극물은 색의 삼속성 즉 색

상과 명도가 콘트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구분, 조작한 

컬러를 상의인 티셔츠와 자켓에 각각 수직, 수평무늬

가 되도록 맵핑시켜 최종 자극물을 완성시켰다. 따라

서 자극물은 독립변인인 2개의 의복 스타일, 2개의 문

양 방향, 4개의 문양 폭, 3개의 색상 조합, 4개의 명도 

톤 조합을 조합하여 192개의 자극물이 가로 14.5cm, 
세로 21cm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때 자극물의 배경

과 피험자의 외모는 인상평가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배경색은 white로 처리하고 피험자의 헤어스타

일, 얼굴, 자세, 연령을 통제하여 Fuji Xerox Phaser 
8500N으로 출력하 다.

2) 실험 설계 및 자극물 평가
본 실험은 2개의 스트라이  문양 방향과 4개의 

폭, 2개의 의복 스타일, 3개의 색상 조합, 4개의 명도 

콘트라스트 톤 조합을 독립변인으로 한 5원 요인설계

로 이루어졌다. 
192개의 자극물을 96개의 실험 조합으로 구성하

고 하나의 실험 조합에 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하나의 실험 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

합이 복되지 않도록 하 으며, 순서 효과를 없애기 

하여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

하 다. 각 실험 조합별로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

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3) 의미 미분 척도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기 해 의복 착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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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해선, 강경자, Op. cit., pp. 460-471.
38) 최수경, 강경자, “원피스드 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향,” 복식

문화연구 11권 4호 (2003), pp. 459-473.
39)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2003), pp.395-406.
40) 문주 , 강경자,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11-122.
41)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Op. cit., pp. 1-15.
42)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Op. cit., pp. 314-323.

<표 2> 자극물에 사용된 스트라이  문양

문양 폭

방향

의복 스타일

1.6cm 4.0cm 6.4cm 10.0cm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캐주얼 웨어:
티셔츠/
팬츠

포멀 웨어:
자켓/
스커트

인상 형성에 한 선행 연구37～42)에서 사용된 형용사

과 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하다고 생각되

는 형용사  10개를 추가하여 총 41 의 형용사 이 

선정되었다. 그 결과, 27개의 형용사 이 최종 선정

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는 각 형용사  간을 기 으로 좌측의 

정  형용사에 7 , 우측의 부정  형용사에 1 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 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여 생 1,20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 

1,180부를 회수하 으나, 이  미비한 자료는 제외하

고 최종 으로 1,15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으며, 
자료 수집은 2006년 5～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 다. 스트라이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

타일, 색상과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이미지 차

원을 밝히기 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

회 을 이용하 다. 각 이미지 차원별로 용어의 신뢰

도 검증을 해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 다. 다음

으로 5가지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해 5원변량 분석과 다 분류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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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주 , 강경자, Op. cit., pp. 1-15.

Ⅳ. 연구 결과
1.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스트라이  문양과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  문양

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해 의복 스타일, 문양 방향

과 폭, 색상 조합, 명도가 비되도록 톤 조합에 변화

를 주어 192개의 자극물을 제작하 다. 자극물은 41
개의 형용사 을 의미 미분 척도로 평가하게 하 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

인분석한 결과 27개의 형용사 이 도출되었고, 아이

겐값이 1.0 이상인 형용사 들이 5개의 요인으로 묶

이었다. 구체 인 분석결과는〈표 3〉에 제시하 다. 
도출된 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활동성, 품 성, 시

성, 온유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92, 
.88, .79, .73, .59로 타당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요인 1은 체변량에 한 설명력이 19.4%로 5개
의 요인  가장 비 있는 요인으로, 이에 포함된 형

용사 은 구매하고 싶은-구매하고 싶지 않은, 세련된

- 스러운, 보기 좋은-보기 싫은, 매력 있는-매력 없

는,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감각 있는-감각 없는,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떨어진, 자연스러운-어색한의 

8개 형용사 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

하 다. 매력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세련되고, 보기 좋

고, 감각이 있으며, 유행에 앞선 스타일을 보면 ‘매력

이다’라고 단하는 20  은 여성들의 매력성에 

한 단 기 이 잘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요인 2
는 외향 인-내향 인, 시원한-답답한, 동 인-정 인, 
진보 인-보수 인, 사교 인-비사교 인, 자신감 있

는-자신감 없는, 발랄한- 잖은의 7개 형용사 으로 

구성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 다. 이 요인은 

체변량에 한 설명력이 15.9%로 나타나 매력성 

요인 다음으로 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요인 3
은 단정한-단정치 못한, 깔끔함-깔끔하지 않은, 정숙

한-정숙하지 않은, 안정된-불안정한, 신 한-신 하지 

않은, 품  있는-품  없는의 6개 형용사 으로 품

에 련된 형용사 이 많이 포함되어 ‘품 성’이라 

하 다. 이 요인은 체 변량에 한 설명력이 12.0%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 

담한-소심한의 3개의 형용사 만이 포함되어 ‘ 시

성’ 요인으로 명명하 고, 체변량에 한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감성 인-
이성 인, 부드러운-딱딱한의 3개의 형용사 으로 부

드러움과 따뜻함이 잘 반 되어 ‘온유성’이라 하 고, 
체 변량에 한 설명력은 6.2%로 나타났다.
도출된 5개의 이미지 차원이 체 변량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61.7%로 나타났다. 특히 매력성과 활동

성 요인의 설명력은 47.3%로 산출되어 색상 콘트라

스트 배색 연구43)와 마찬가지로 명도 콘트라스트 배

색에서도 요한 차원임이 규명되었다.

2.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

응답자를 상으로 단서인 의복 스타일, 스트라이

 문양의 방향과 폭, 색상  명도 톤 조합이 이미지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5원 변량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표 4〉에 제시하 다. 분석결

과 5가지 단서 모두 착용자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에 미치는 향력은 이

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이미지 차원별로 스

트라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을 향을 주는 

단서간의 유의 인 상호 작용 효과를〈그림 1～12〉에 

제시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 다.

1) 매력성 차원
〈표 4〉에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한 매력성 

차원을 보면, 스트라이  문양의 방향, 문양 폭, 의복 

스타일이 독립 으로 유의 인 향을 미치고 있으

며, 특히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은 매력성 차원에 

서 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MCA 평균값의 차를 

살펴보면, 스트라이  문양의 방향은 수평일 때 매력

인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문양 방향이 수직일 때 부

정 으로 인식되었다. 폭은 문양과 바탕의 간격이 

10.0cm로 가장 넓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 으

로 지각되었는데, 특히 문양 폭이 가장 좁은 1.6cm일 

때 구매하고 싶고,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의복 

스타일은 자켓/스커트로 포멀 웨어를 착용했을 때 

정 으로 지각하여 매력 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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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2)

요인 1. 매력성 요인

구매하고 싶은-구매하고 싶지 않은 .82 .13 .04 .00 .05 .70

세련된- 스러운 .80 .21 .15 .05 .08 .71

보기 좋은-보기 싫은 .76 .14 .26 －.14 .08 .69

매력 있는-매력 없는 .74 .28 .07 .19 .15 .69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74 .29 .14 .03 .09 .66

감각 있는-감각 없는 .73 .35 .11 .11 .09 .70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떨어진 .72 .26 －.01 .25 .13 .67

자연스러운-어색한 .64 .09 .34 －.26 .09 .61

요인 2. 활동성 요인

외향 인-내향 인 .20 .75 .02 .26 .08 .68

시원한-답답한 .27 .74 .13 .03 －.03 .65

동 인-정 인 .11 .70 .01 .14 .18 .55

진보 인-보수 인 .30 .70 －.02 .17 .10 .62

사교 인-비사교 인 .24 .68 .29 .04 .11 .62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25 .67 .20 .29 .00 .63

발랄한- 잖은 .29 .58 －.20 .13 .27 .55

요인 3. 품 성 요인

단정한-단정치 못한 .05 .04 .75 －.06 .01 .57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09 .24 .73 －.07 .05 .61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00 －.19 .69 －.09 .15 .54

안정된-불안정한 .19 .26 .67 －.16 .10 .59

신 한-신 하지 않은 .25 －.03 .60 .31 －.01 .53

품  있는-품  없는 .36 .08 .54 .17 .04 .45

요인 4. 시성 요인

강한-약한 .06 .16 .07 .80 －.04 .68

강렬한-은은한 －.04 .26 －.13 .69 .02 .56

담한-소심한 .11 .42 －.05 .65 .10 .62

요인 5. 온유성 요인

따뜻한-차가운 .09 .12 .19 －.04 .76 .63

감성 인-이성 인 .13 .16 －.06 .19 .73 .62

부드러운-딱딱한 .30 .11 .29 －.26 .55 .55

고유치 5.24 4.30 3.24 2.21 1.67 16.66

총 변량의 % 19.40 15.91 12.00 8.20 6.19 61.71

설명된 변량의 % 31.44 25.79 19.45 13.28 10.04 100.00

이와 같이 매력성 차원에서 문양 방향과 의복 스

타일은 각각 독립 인 향을 미친 것은 물론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 문양 폭

과 색상 조합은 상호 작용하여 유의 인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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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의 스트라이  문양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향

요인

 변량원

매력성 요인 활동성 요인 품 성 요인 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주효과

문양 방향(A) 13.22 14.00***  3.78  4.23*   .50   .52 48.26 56.38*** 19.49 21.08***
문양폭(B)  3.47  3.67*  6.14  6.86***  2.62  2.75*   .57   .66   .56   .61
의복 스타일(C) 11.89 12.60*** 42.07 47.02*** 15.32 16.13*** 40.51 47.32***  5.53  5.98*
색상 조합(D)  1.39  1.47  6.17  6.90**  4.94  5.20**   .34   .39  6.31  6.83**
명도톤 조합(E)  2.24  2.38 13.60 15.20*** 12.38 13.03*** 54.92 64.15***  6.72 7.27***

2원 

상호

작용

효과

A×B  1.90  2.02  1.85  2.07  2.84  2.99*  1.82  2.12   .08   .08
A×C  5.40  5.72***  8.99 10.05***  2.56  2.70*  3.28  3.83**  8.92 9.65***
A×D  2.28  2.42   .10   .11   .59   .62   .64   .75   .19   .21
A×E   .82   .87  1.87  2.09   .15   .16  1.25  1.46  1.34  1.45
B×C 23.57 24.97***   .69   .77 18.55 19.53***  8.06  9.42**   .25   .27
B×D  5.41   5.73**   .09   .10   .42   .45  1.22  1.43  1.42  1.53
B×E  1.13  1.20   .47   .52   .48   .51   .63   .74  1.32  1.43
C×D   .49   .52   .07   .08   .93   .98   .62   .72   .19   .21
C×E   .75   .79  6.13  6.85***   .28   .30   .06   .07  2.50  2.70*
D×E  1.11  1.18  1.44  1.60   .75   .79  1.22  1.42  2.53  2.74

MCA 분석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문양 방향

(A)
수평 .08 -.04 －.02 －.16 .10

수직 －.08 .08 .04 .04 .02 .02 .16 .16 －.10 .10

문양폭

(B)

1.6cm .05 .00 －.10 .04 －.02
4.0cm .04 .15 .00 .01 .01
6.4cm .04 －.03 .07 .00 .04
10.0cm －.13 .07 －.12 .10 .04 .06 －.05 .03 －.03 .03

의복

스타일(C)
캐주얼 －.08 －.15 .09 －.15 －.05

포멀 .08 .08 .15 .15 －.09 .09 .15 .15 .05 .05

색상 조합

(D)

빨강/청록 －.01 －.09 .08 .02 －.03
노랑/남색 －.04 －.01 －.10 －.02 .11

랑/주황 .05 .04 .10 .08 .02 .07 .00 .02 －.08 .08

명도

톤 조합

(E)

L/Dk －.05 .25 －.18 .37 .09
Dk/L －.03 －.08 －.09 .21 －.16
P/G .10 －.12 .15 －.25 .09
G/P －.02 .06 －.05 .15 .12 .14 －.32 .29 －.02 .10

Multiple R2

Multiple R
.15
.39

.20

.44
.15
38

.23

.48
.17
.41

* p<.05, ** p<.01, ***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방향

의 상호 작용 효과를〈그림 1〉에서 보면, 문양 방향

이 수평인 경우는 의복 스타일이 캐주얼이든 포멀이

든 상 없이 매력 으로 평가되었고, 문양 방향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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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력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직인 경우, 포멀 스타일은 매력 인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매력 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의복 스

타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의복 스타일

이 캐주얼인 경우 문양 방향에 따라 착용자의 매력성

이미지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 스타일과 문양 폭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그림 2〉에서 보면, 문양 폭이 1.6cm, 4.0cm의 

경우 포멀 스타일이 문양 폭이 6.4cm인 경우는 캐주

얼 스타일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져 문양 폭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하 다. 그러나 문양 폭이 10.0cm
로 넓어지면 의복 스타일에 상 없이 매력없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체로 캐주얼보다 포멀 스타일이 매

력 인 이미지로 평가되어 동일한 문양 폭이라도 스

타일간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력성 이미지 평가는 의복 스타일에 따라 

는 같은 의복 스타일도 스트라이  문양 폭에 따라 다

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매력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

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매력성 이미지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색

상 조합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그림 3〉과 같다. 문양 

폭에 따라 색상 조합 간에는 일 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 폭이 1.6cm일 때

는 색상 조합에 상 없이 멋있고 세련되고 매력 있는 

이미지로, 10.0cm일 때는 매력 없는 이미지로 평가되

어 문양 폭이 무 커지면 색상 조합에 상 없이 매력

성 이미지에 한 평가는 부정 으로 작용하 다. 특
히, 랑/주황 배색은 문양 폭이 10.0cm일 때를 제외

한 모든 폭에서 매력 으로 나타났다. 
노랑/남색으로 배색할 때는 문양 폭을 1.6cm, 빨강

/청록일 때는 6.4cm로 하는 것이 매력성 이미지 연출

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 배색 조합에 따라 문양 

폭에 의한 이미지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활동성 차원
〈표 4〉에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 조합에 한 활

동성 차원을 보면, 5가지 의복 단서인 스트라이  문

양 방향, 문양 폭,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 명도 콘트

라스트 조합 모두 주효과로 유의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문양의 폭,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이 활

동성 차원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 이들 단서  의복 스타일은 문양 방향, 명도 톤 

조합과 각각 상호 작용하여 유의 인 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에 향을 주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

타일간의 상호 작용 효과는〈그림 4〉와 같다.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보면, 의
복 스타일이 문양 방향보다 더 두드러진 단서로 부각

<그림 3> 매력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색

상 콘트라스트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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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활동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되어 문양 방향에 계없이 의복 스타일에 따라 활동

성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 다. 의복 스타일이 포멀 

웨어인 경우에 문양 방향에 계없이 정 으로 지

각된 반면에 캐주얼 웨어인 경우에는 문양 방향이 수

평이든 수직이든 부정 인 이미지로 지각되어 포멀 

웨어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문양 방

향이 수직인 포멀 스타일의 의복 착용자가 가장 외향

이고, 시원하고, 동 이고, 진보 이며 사교 인 이

미지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요인에 향을 주는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은〈그림 5〉와 같다. 명도 톤 조합 

L/Dk는 의복 스타일에 계없이 활동성이 높은 것으

로 지각되었지만 Dk/L 톤 조합은 의복 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 지각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포멀한 스타일의 의복은 G/P 톤을 제외하고 정 으

로 지각된 반면에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은 L/DK를 

제외한 나머지 명도 톤 조합에서 부정 으로 지각되

<그림 5> 활동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

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

었다. 따라서 같은 의복 스타일이라도 명도 톤 조합

에 따라 활동 인 이미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문양과 배경의 색채 비 정도가 문양의 성격과 착용

자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며 동일한 색상의 명도 콘

트라스트도 의복 스타일에 따라 활동성 이미지가 다

르게 지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품위성 차원
품 성 차원을〈표 4〉에서 살펴보면, 문양 방향을 

제외한 4가지 요인 즉, 문양 폭, 의복 스타일, 색상 조

합, 명도 톤 조합이 독립 으로 유의 인 향을 미치

고, 특히 의복 스타일과 색상 조합이 품 성 차원에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MCA 평균값의 차를 살

펴보면, 품 성 차원에서 문양 폭이 6.4cm, 10.0cm로 

클 때 정 으로, 문양 폭이 좁은 경우에는 부정 으

로 평가되었다. , 캐주얼 웨어가 포멀 웨어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하고, 안정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색
상 조합에서는 노랑/남색을 제외한 두 가지 배색 빨강

/청록, 랑/주황 모두를 정 인 품 성 요인으로 

인식하 다. 명도 톤 조합에서는 L/Dk 톤 조합과 반

 톤 배색 조합인 Dk/L는 품 성 차원에서 부정 인 

톤 배색으로 지각된 반면에, P/G와 폭과 간격이 반

로 조합된 배색인 G/P는 품 성 차원에서 정 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G, G/P 톤 조합은 Dk/L
와 L/Dk 톤 조합에 비해 체로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톤 배색으로 색상이 더 밝고 차분해 보이는 색상 

조합으로 지각되어 착용자의 이미지를 더 깔끔하고 안

정된 이미지로 평가한 것으로 단된다.
품 성 차원에서는 의복단서들이 독립 으로 유

의 인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상호 작용하여 유의

인 향을 나타내었다. 문양 방향과 문양 폭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그림 6〉에서 보면 문양 방향에 상

없이 문양 폭이 1.6cm이고 방향이 수평일 가장 부

정 으로 지각되었다. 문양 폭이 4.0cm일 경우는 문

양 방향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데 반하여 문양 폭

이 6.4cm나 10.0cm인 경우는 문양 방향에 따라 차이

를 보 다. 즉, 문양 폭이 6.4cm인 경우에는 수평보다 

수직 방향이, 문양 폭이 10.0cm인 경우에는 수평 방

향이 품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수직 방향은 품

 없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는 문양 방향에 따

라 품 성 이미지가 다르게 인식됨을 의미하며,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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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품 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문양 폭의 상호 작용 효과.

폭이 클수록 품 성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문양 방향

의 역할이 더 요해짐을 나타낸 결과이다.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그림 7〉에

서 살펴보면, 캐주얼 스타일은 문양 방향에 계없이 

정 인 품 성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에서도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보다 더 품  있는 이미지로 평

가되었다. 반면에 포멀한 스타일은 문양 방향이 수직

일 경우, 품  있는 이미지를 주지만 수평일 경우는 

품  없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캐주얼 스타

일 즉 티셔츠/팬츠를 착용할 때는 수평 방향의 스트라

이 를, 포멀 스타일 즉 자켓/스커트를 착용할 때는 

수직 방향의 스트라이 를 선택하는 것이 품 성 이

미지를 표 하는데 효과 으로 나타났다.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 간의 상호 작용을〈그림 

8〉에서 보면, 스트라이  문양의 폭에 따라 의복 스

타일간에는 품 성에 한 이미지가 비교  일 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폭

<그림 7> 품 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8> 품 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

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에서 모두 의복 스타일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즉 모든 폭에서 캐주얼 스타일은 정

인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에 포멀한 스타일은 부정

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특히 폭이 1.6cm일 때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4) 현시성 차원
시성 차원을〈표 4〉에서 보면,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 색상 조합이 주효과로 유의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평균값의 차를 통해 주

효과를 살펴보면, 문양 방향이 수직일 때 강하고, 
담하게 지각되었고, 문양 방향이 수평일 때는 약하

고, 은은하며 소심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의복 스

타일은 캐주얼 웨어보다 포멀 웨어, 색상 조합은 빨

강/청록일 때 가장 시 으로, 노랑/남색일 때는 가

장 시 이지 못한 배색으로 평가하 다. 색상 조합

은 시성 차원에서 주효과로 유의 인 향력이 미

쳤지만 다른 단서와 상호 작용하여서는 유의 인 

향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에서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의복 스타일이 포멀 웨어인 

경우에는 문양의 방향에 따라 시성 이미지는 차이

가 크지 않지만, 캐주얼인 경우에는 문양 방향에 따라 

시성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교  상반된 경

향을 보 다. 포멀 스타일은 문양의 방향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방향에 상 없이 정 인 이미지로 지각

된 반면에 캐주얼 스타일은 스트라이  문양 방향을 

수직으로 할 경우 시 인 이미지를, 수평일 경우에

는 보다 약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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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의복 스타일에 상 없이 문양의 방향이 수직일 때 

시 인 이미지 연출에 효과 이었다.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간의 상호 작용을〈그림 10〉

에서 보면, 문양 폭에 상 없이 의복 스타일이 포멀

일 경우 정 으로 지각되었고, 특히 폭이 가장 넓

은 10.0cm가 가장 담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의복 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 문양 폭

에 계없이 부정 으로 특히 문양의 폭이 10.0cm일 

때 가장 약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체

으로 문양의 폭이 좁을 때는 의복 스타일 간의 차이

가 크지 않지만 문양의 폭이 넓어질수록 의복 스타일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성 

이미지는 문양의 폭보다 의복 스타일의 향력이 크

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표 4〉에서 살펴보면, 의복 스타일

<그림 10> 시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과 문양 방향, 명도 톤 조합은 독립 으로도 문양 방

향과 의복 스타일,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은 상

호 작용하여서도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MCA 평균값의 차를 보면, 문양 방향이 수평

일 때 따뜻하고, 감성 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

된 반면에, 수직일 때는 차갑고 이성 이며 딱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명도 톤 조합에서는 의복 스타일

이 캐주얼보다는 포멀 웨어일 때 정 으로 지각되

어 의복 스타일에 따라 온유성 이미지가 다르게 평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색상 조합에서는 빨강/청록, 랑/
주황은 부정 으로, 명도 톤 조합에서는 L/Dk, P/G일 

때 정 으로, Dk/L, G/P일 때는 부정 으로 평가되

었다. 즉, 같은 명도 톤 조합이라도 빨강, 노랑, 랑

이 고명도이고, 청록, 남색, 주황이 명도일 때가 더 

온유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같은 명도톤의 조합이라

도 어떤 색상을 더 고명도로 배색하느냐에 따라 이미

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의복 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명도 톤 조합이 Dk/L, G/P 
톤일 때는 의복 스타일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L/Dk, P/G 톤일 때는 의복 스타일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k/L, G/P의 명도 톤 조합은 의

복 스타일에 계없이 온유하지 못한 이미지로 지각

되었다. 그러나 명도톤이 반 로 조합된 L/Dk, P/G 톤
배색은 의복 스타일간에 차이를 보여 포멀 스타일은 

정 으로 지각된 반면스타일과 명도 톤 조합은 상

호 작용하여 동일한 스타일이라도 배색되는 명도의 

톤 조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방향의 상호 작용 

<그림 11> 온유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의복 스타일

과 명도 톤 조합의 상호 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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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유성 차원에 향을 미치는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의 상호 작용 효과.

효과를〈그림 12〉에서 나타내었다. 의복 스타일에 

계없이 수평 스트라이 는 온유한 이미지로, 수직

인 경우에는 부정 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포멀한 스타일에서 강하게 나타나 온유성 이미지에

는 의복 스타일보다는 문양 방향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양  가장 기본 인 유형으로 다

양한 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트라이  문양을 문

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배색되는 두 색상 간에도 

콘트라스트 차이가 있음을 제로 하고 있는 명도 콘

트라스트 배색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자극물을 상

으로 스트라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하여 27개의 형용사

을 요인분석하여 인상 차원을 밝혔다. , 이들 단서

들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를 알아보기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명도 콘트라스

트 배색 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활동성, 품 성, 시성, 온유성 

요인으로 5개의 이미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각각 도

출된 요인  매력성 요인이 가장 요한 차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의복 단서의 향력은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별로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 지만 부

분의 이미지 차원에서 의복 스타일, 명도 콘트라스트 

톤 조합, 문양 방향이 요한 단서로 나타났다.
둘째, 5개의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

여 스트라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본 결과,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었다.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을 통해 스트라이  의복 

착용자의 ‘매력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해서는 우

선 으로 문양 방향과 의복 스타일이 고려되어야 하

며, 동일한 색상의 배색도 문양 폭에 따라 매력성 정

도가 다르게 지각되므로 색상 배색과 문양 폭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해서는 캐주얼보다는 포멀 스타일이 

이미지 연출에 가장 효과 인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수직 방향의 문양이나 L/Dk 톤 조합의 명도 콘트라스

트가 문양의 성격과 착용자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된 스트라

이  의복으로 ‘품 성’ 이미지를 연출하기 해서는 

‘활동성’ 이미지 차원과 마찬가지로 우선 의복 스타

일의 선택이 요하며, 다음으로 문양 방향과 문양 폭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해서는 캐주얼 스타일

에 문양 폭은 6.4cm, 문양 방향은 캐주얼 스타일인 경

우 수평 방향의 문양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 이었다.
‘ 시성’ 이미지 차원에서도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향을 주었

다. 특히, 의복 스타일을 포멀 웨어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양 방향은 의

복 스타일에 계없이 수직으로, 문양 폭은 의복 스타

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포멀 스타일은 문양 

폭이 가장 큰 10.0cm, 캐주얼 스타일은 문양 폭이 가

장 작은 1.6cm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연출

방법이었다. ‘온유성’ 이미지를 연출하기 해서는 문

양 방향, 의복 스타일, 명도 톤 조합이 고려되어야 하

며, 그 에서도 의복 스타일을 포멀 웨어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요하며, 다음으로 의복 스타일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명도 톤 조합은 L/Dk, P/G 톤 조합으

로, 문양 방향은 수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을 확인하 다.
이상에서 문양 방향과 폭, 의복 스타일, 콘트라스

트 색상과 톤 조합이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각기 독

립된 정보로 향을 주었다. 한, 각 이미지 차원에 

독립된 단서들이 지각단계에서 상호 작용으로 통합

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정보들은 지각단계

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므로 인상 형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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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의복 스타일과 문양 배색, 방향, 폭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는 Asch(1946)의 형태  근

이론을 지지해 다. 
일반 으로 콘트라스트 배색은 무 강렬해서 일

상생활 속에서 연출하기 힘든 배색으로만 인식되어 

있어 톤 변화를 고려한 실증 인 연구가 미흡하 으

나, 본 연구에서는 문양  가장 기본 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스트라이  의복을 심으로 문양 방향

과 폭, 색의 3속성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시켜 다양

한 이미지와 조형성을 규명함으로써 문양과 패션 디

자인 개발  선택에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는 물

론 일상생활 속에서 의복을 비롯한 제품 선택  연출

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 변화나 디자인 요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콘트라스트 배

색에 의한 스트라이  의복디자인 기획시, 사회․문

화․정치․경제 등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요소와 자

극물을 지각하는 상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활용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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