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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의 옷차림에 나타난 소비감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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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guidance in more objective and proper clothing design and a
strategy of fashion marketing from consumer sensibilities about adult women's town wear in un-limited circumstance.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sensibility and consumer sensibility of Good and
Bad women's town wear, 2) to compare fashion sensibility with consumer sensibility of Good and Bad women's town wear,
and 3) to investigate a dimension of Good and Bad women's town wear in fashion sensibility. Because they can affect esti-
mators, the collected photos at shopping mall, department stores, and churches (S/S, F/W: April 28, 2004~May 1, 2005)
were prepared removing face and background and attached on gray board. To investigate consumer sensibilities, the stim-
ulus were 80 photos (40 for ‘good’, 40 for ‘Ba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bi-polar 25 pairs adjective scale of con-
sumer sensibility was distributed 600 female (20's~40's) living in Busan (June 28, 2005~July 11, 2005).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Regression analysis, and MDS. The results of practical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ashion
sensibility on the preference in Good and Bad women's town wear is closely related in ‘want to buy-do not want to buy’
and buying need is ‘like-dislike’. For the fashion sensibility dimension at Good women's town wear, X axis showed from
Young to Adult and Y axis showed from Hard to Comfortable following positioned design characters. For the fashion sen-
sibilities dimension at Bad women's town wear, X axis showed from Young to Adult, Y axis showed from Normal to
Unique, and Z axis showed from Heavy to Light following positioned design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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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력적인 옷차림은 다른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평가(Lennon,

1990)를 받게 되며, 다양한 연출에 의한 옷차림은 자신의 개성

표현과 함께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전달하는 편리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와 긍정

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좋은(Good) 옷차림을 하고자 많은 노

력을 기울이며 옷차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진다.

현대에는 모든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세분화 되며

특히 의복을 어떻게 연출하여 입는가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높

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감성 또한 복잡화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패션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각자

의 개성에 맞는 연출과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가려주

어 자신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창출

하여 사회생활에 활력을 주는 옷차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들이 원하는 효과적인 옷차림 연

출, 코디네이션, 이미지 메이킹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

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옷차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선행된 옷차림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의복이미지, 패션

감성, 미(美)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옷차림

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많은 소비감성 연

구들이 현재 소비자들의 패션감성 연구와 함께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의 생산에 적합한 효

과적인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평가 중 특히 ‘좋은-나쁜’, ‘좋은-싫은’,

‘좋아하는-싫어하는’, ‘좋은-안좋은’과 같은 평가항목들이 옷차

림이나 상대방에 대한 패션감성 평가로써의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사고싶은-사기싫은’과 같은 소비자들의 소비감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항

목(김윤경·이경희, 2000; 김유진, 2002; 은소영 외 2002; 이은

령·이경희, 2004)으로 나타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자극물이 서구 모

델들이 착용한 컬렉션 의복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국인 감성

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소비자 감성의 자료로 그대로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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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생활 적용에 한계성을 가진다. 그러

므로 한국적 특성과 감성이 담긴 대상에 대한 한국인의 패션감

성 파악과 같이 확대된 연구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자의 의도가 배제된 의도되지 않은 조건, 특히 실제 한국 여성

에게 착용된 옷차림을 통한 한국 여성의 특성에 맞는 옷차림

연구는 그 결과를 우리나라 의생활에 접목할 때 생기는 한계성

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제한된 조건에서 한국 여성들이 실제 착

용한 옷차림의 패션감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활동과 연

결된 소비감성을 연구함으로써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패션 업체

의 마케팅 전략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옷차림을 통하여 전달되는 많은 상징적 의미들 중에서 한국 여

성들의 실제 착용된 외출복을 통하여 각 연령별 여성 소비자들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외출복의 패션감성과 취향에 맞는 여성

외출복 디자인 기획 및 패션 마케팅 전략 수립 뿐 만 아니라

옷차림 연출에 따른 이미지 메이킹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Good)-나쁜(Bad)' 옷차림에서 형성되는 성인여

성의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이은령·이경희, 2007)과 소비

자들의 소비감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한국 성인여성 외출복

에 있어서 소비자 감성에 부합하는 디자인 기획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

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

타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둘째, 좋은

(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과 소비감

성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셋째, 패션감성에 대한 좋은

(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을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의복 평가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와 인상을

형성하는데,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

관된 성격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의복 평가에 의해 어떠한

인상과 이미지가 형성되며 의복의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작용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외 연구자들

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선, 형태, 소재, 색채와 같은 의복의 단서, 착용장소, 착

용자의 연령 및 신체적 특성들이 인상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특성들 중 특정의 어떤 것이

주요특질로 부각되고 평가시 이것을 중심으로 지각대상자에 대

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며, 주변 특질들은 중심 특질에 일

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상이 형성된

다는 것이다(이인자 외, 2001).

의류학 측면에서 소비감성은 소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성으로써 패션감성과 더불어 중요한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감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립적인 패션감성을 파악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감성을 읽어내어 이를 다시 디자인 요소로 구

체화하는 연구(오해순·이경희, 1999; 김유진·이경희, 2000;

김윤경·이경희, 2000; 은소영 외, 2002)와 브래지어나 노출과

같은 특정 의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수진·이경희,

1999; 김지연·이경희, 2001) 그리고 의복의 디자인의 총체적

이고 통합적인 패션감성과 감정에 대한 연구(김유진, 2002)가

있다. 또 새롭고 다양한 패션 경향을 나타내는 특정 트렌드에

대한 복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감성연구(김희정·이경희, 2000;

이은령·이경희, 2004)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해순·이경희(1999)는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연구에서 고

급감성과 복합적인 감성을 의복재질의 개발에 반영한다면 소비

자의 차별화고급화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구매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김유진·이경희(2000)는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는 많은 이미지의 복합감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디자인에 대한 선호와 고급감이 곧 구매

욕구로 연결되고 디자인을 통한 쾌감은 즐거움의 경험과 직접

관련된다고 하였다.

김윤경·이경희(2000)는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에서 선

호도와 구매욕구는 조화성 요인과 쾌감은 다양한 시각적 감성

어휘들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급감은 의복무

늬 구성을 통해서 의복전체에 표현되어지는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은소영 외(2002)는 의복배색에 대한 선호도, 고급감, 구매욕

구에 관련된 시각적 감성에 있어서 각 지역별 감성차이를 접목

하여 표현함으로써 판매 제품의 색상 차별화를 추구하는데 활

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지연·이경희(2001)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 노출의 감

성연구에서 선호도는 의복 디자인의 측면과 관련이 있고 구매

욕구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

다. 20대의 노출 감성은 노출 디자인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 디

자인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구매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김희정·이경희(2000)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복식이

미지 연구(제2보)에서 동양적 복식디자인은 멋있는, 세련된 등

의 매력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패션상

품을 기획한다면 소비자의 구매와 연결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이라 하였다.

이은령·이경희(2004)는 20대 여성에게 있어서 Japanism 디

자인은 매력적인 감성을 나타낼 때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련되고 젊고 이국적이되 자연스러운

디자인에 대한 구매력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소비감성은 패션감성과 함께 일반인들에 의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평가에 의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기호화시

키고 객관화시켜 그 시기의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패션의 시대

감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여성의 옷차림에 나타난 소비감성에 관한 연구 13

따라서 연구들을 통하여 파악된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에 관

련된 소비감성을 실제 패션산업에 접목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

는 디자인 기획과 마케팅 전략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용어정의

외출복 및 패션감성에 대한 용어정의는 성인여성의 옷차림

에 나타난 패션감성에 관한 연구(이은령·이경희, 2007)에서

정의하였으므로, 소비감성에 대한 용어정의만 하도록 하겠다.

소비감성은 제품에 대한 다양한 감성 가운데 선호도, 구매욕

구, 고급감, 쾌감은 소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성

으로서 의복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 성별 등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이 높을 뿐 아니라 유행 경향과 개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김유진, 2002). 의복을 대상으로 소비감성에 관한 연

구들은 의복 형태, 색채, 재질, 무늬 등의 의복 조형요소와 관

련하여 이루어지거나 소비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성들

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오해순·이경희, 1999; 김유진·이경

희, 2000; 김윤경·이경희, 2000; 김지연·이경희, 2001; 김유

진, 2002; 이은령·이경희, 2004)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외모

에 대한 외형평가의 감성이 소비자들에게 여성 외출복에 있어

서 어떠한 패션감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다른 소비감성과 더불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현재 한

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루키즘(lookism) 경향을 반영하는 소

비자들의 소비행동이 외형과 어떠한 감성의 관련이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형평가(날씬해보이는-

뚱뚱해보이는)와 선호도(좋아하는-싫어하는), 구매욕구(사고싶은

-사기싫은), 고급감(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쾌감(유쾌한-불

쾌한)의 5가지를 소비감성이라 정의하였다.

3.2. 연구방법

옷차림의 소비감성과 패션감성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으며, 자극물 구성, 평가도구,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은 성

인여성의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에 관한 연구(이은령·이

경희, 2007)와 동일하므로 본보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는 한국 성인 여성 옷차림에 나타난 소비감성과

패션감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이

용한 회귀분석, 다차원척도의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

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

좋은(Goo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

좋은(Good) 옷차림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먼저 패션감성과 소비감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았다. 패션감성의 요인점수와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

외형평가의 점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좋은(Good) 옷차림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 관련성은 경연성

과 고급감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적인 상관을 나

타내었고, 특히 매력성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매

력성은 5개의 소비감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숙성은

고급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선호도, 구매욕구, 외형평

가, 쾌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시성은 구매욕구와 고

급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선호도, 외형평가, 쾌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경연성은 고급감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4개의 소비감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좋은

(Good) 옷차림에서 선호도는 자연스러운, 나이들어 보이지 않

는, 부드러운, 남의 시선을 너무 끌지 않는 옷차림을 의미한다.

구매욕구는 멋있는, 나이들어 보이지 않는, 화려한, 부드러운 옷

차림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옷차림

과 구매하는 옷차림에 대한 차이가 현시성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외형평가와 쾌감은 멋있는, 나이들어 보이지 않는, 부

드러운, 평범한 같은 남의 이목을 끌지 않는 옷차림으로 나타

났다. 고급감은 고급스러운, 세련된, 젊은, 화려한 옷차림과 관

련성이 높으며 경연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성숙성과 현시성에 있어서 좋은(Good) 옷차림의 소비감성

이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 따라서 패션 기업에서는 제품 디자인 개발과 옷차

림 정보 제공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 감성에 부합하

는 디자인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호도, 구매욕구, 외형평가, 고급감, 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감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선호도는 좋아하는-싫

어하는을, 구매욕구는 사고싶은-사기싫은을, 고급감은 고급스러

운-고급스럽지않은을, 쾌감은 유쾌한-불쾌한을, 외형평가는 날

씬해보이는-뚱뚱해보이는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투입에 의

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Table 2).

다중공선성(多重共線性, multicolinearity)이 존재하면 정상적인

회귀 계수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며 추정효율이 감소하게 되므

Table 1. 좋은(Good) 옷차림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상관관계

패션감성

 소비감성
매력성 성숙성 현시성 경연성

선 호 도  0.682**  0.251**  -0.043*  0.265**

구매욕구  0.668**  0.224**  0.041*  0.255**

외형평가  0.482**  0.156**  -0.230**  0.159**

고 급 감  0.663**  -0.230**  0.111**  0.027 

쾌 감  0.610**  0.188**  -0.120**  0.106**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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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귀 분석에 사용될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먼저 검토하

였다. 대체로 분산팽창(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이

상이거나 공차한계가 0.1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데(김호정·허전, 2004), 5가지 소비감성의 하위 차원

들 간의 다공선성 검증에서 VIF가 2.722~1.233으로 10보다 훨

씬 작고, 공차한계는 .367~.818로 .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

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9개의 독립변수가 선호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싶은-사기싫은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

고 우아한-천박한, 매력있는-매력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자연

스러운-어색한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어 선호도와 구매욕구

가 관련성이 매우 높아, 사람들은 좋아하는 감성과 함께 사고

싶은 감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도는 매력성과 관련

성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매욕구에는 11개의 독립변수

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싫어하는,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세련된-

촌스러운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어 구매욕구가 높은 것은

선호하는 것과 크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욕구는

매력성, 성숙성, 현시성, 경연성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제품에

대한 차별된 감성을 만족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쾌감에는 11

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좋

은-보기싫은, 산뜻한-칙칙한, 사고싶은-사기싫은, 자연스러운-어

색한, 우아한-천박한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쾌감

은 매력성, 경연성, 현시성 어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고급감에는 14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있는-매력없는, 화려한-수수한, 세련된

-촌스러운, 우아한-천박한, 단정한-단정하지않은의 순으로 관련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매욕구와 크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숙성과 관련된 어휘들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통하여 고급감을 고려할 때 성숙하고 점잖은 옷차

림으로 제품의 연령감과 활동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외형평가에는 14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원한-답답한, 단순한-복잡한, 단정한-단정하지않

은, 젊은-나이든, 개성있는-개성없는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

어 외형평가는 특히 경연성을 나타내는 어휘들과 밀접한 관련

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좋은(Good) 옷차림에서의 패션감

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에서 보기좋고 우아한 감성이 쾌감과

연결되고 외형평가가 고급감과 관련되어 선호도 및 구매욕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좋은(Good) 옷차림의 소비감성과 패션감성 어휘의 관계

                    소비감성

패션감성

선호도 구매욕구 쾌감 고급감 외형평가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매

력

성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072  4.458
***

매력있는-매력없는         .082  4.668
***

 .066  2.849
**

 .203  8.766
***

보기좋은-보기싫은        .083  4.561
***

 .149  6.288
***

 .050  2.072
*

 .066  2.594
*

세련된-촌스러운          .075  3.956
***

 .083  4.207
***

 .072  2.878
**

 .134  5.369
***

 .071  2.688
**

우아한-천박한             .087  5.832
***

 .064  3.252
**

 .090  4.511
***

자연스러운-어색한         .072  4.340
***

 .084  3.864
***

 .085  3.666
***

좋아하는-싫어하는         .521 27.896
***

사고싶은-사기싫은        .474 27.896
***

 .106  4.153
***

 .115  4.458
***

유쾌한-불쾌한             .068  4.153
***

산뜻한-칙칙한            .125  5.732
***

 .063  2.846
**

멋있는-멋없는            .058  3.125
**

 .057  2.441
*

 .074  3.122
**

 .065  2.614
**

개성있는-개성없는        .052  3.279
**

 .073  3.634
***

 .077  3.639
***

날씬해보이는-뚱뚱해보이는

성

숙

귀여운-성숙한              .066  4.082
***

 .040  2.366
*

-.096 -4.456
***

-.066 -2.919
**

발랄한-점잖은             .034  2.158
*

-.055 -2.579
*

젊은-나이든               .091  3.888
***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070  4.525
***

-.075 -3.842
***

현

시

성

특이한-평범한            .042  2.724
**

-.044 -2.264
*

-.040 -1.970
*

강렬한-무난한           

화려한-수수한            -.063 -4.434
***

 .030  2.021
*

 .114  6.054
***

단순한-복잡한            .093  4.868
***

경

연

성

부드러운-딱딱한         -.039 -2.043
*

-.048 -2.354
*

시원한-답답한            .052  3.165
**

 .131  6.051
***

가벼운-무거운            .056  2.745
**

-.113 -5.560
***

 .080  3.744
***

단정한-단정하지않은      .078  4.138
***

 .087  4.370
***

R
2

0.633 0.597 0.367 0.354 0.28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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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

나쁜(Bad) 옷차림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먼저 패션감성과 소비감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

는데, 패션감성의 요인점수와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

외형평가의 점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Table 3).

나쁜(Bad) 옷차림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은 현시성 및 경연

성의 일부 소비감성과의 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계에서 유

의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매력성과의 관계에서 유의적

인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매력성은 모든 소비감성과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 성숙성은 고급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선호도, 구매욕구, 외형평가, 쾌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현시성은 고급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쾌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경연성은 선호도, 구매욕구, 외형

평가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품위성은 선호도, 구매욕

구, 고급감, 쾌감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외형평

가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나쁜(Bad) 옷차림

에서 선호도는 자연스러운, 나이들어 보이지 않으며, 부드러

운, 단정하지만 너무 단조롭고 평범한 옷차림을 의미한다. 구

매욕구는 매력있는, 젊은, 부드러운, 단정한 옷차림을 통하여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좋은(Good) 옷차림과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옷차림과 구매하는 옷차림에 있어 현시성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외형평가는 매력있는, 나이들어 보이지 않

는, 부드러운,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과 크게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급감은 매력있는, 나이든, 단정한, 특이한 옷

차림과 관련성이 높으며 경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쾌감은 매력있는, 발랄한, 부드러운, 단정한, 특이한 옷차

림과 많은 상관성을 가지므로 옷차림시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연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시성, 경연성, 품위성에 있어서 나

쁜(Bad) 옷차림의 소비감성이 많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으로 이를 고려하여 옷차림 연출과 마케팅에 신중한 주의가 필

요할 것이다.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선호도, 구매욕구, 외형평가, 고

급감, 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호도

는 좋아하는-싫어하는을, 구매욕구는 사고싶은-사기싫은을, 외

형평가는 날씬해보이는-뚱뚱해보이는을, 고급감은 고급스러운-

고급스럽지않은을, 쾌감은 유쾌한-불쾌한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

계적 투입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Table 4). 5가지 소비감성의 하위 차원들 간의 다공선성

검증에서 VIF가 2.691~1.300으로 10보다 훨씬 작고, 공차한계

는 .372~.771로 .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독립변수가 선호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싶은-사기싫은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

고 자연스러운-어색한, 세련된-촌스러운,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

은, 우아한-천박한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어 좋아하는-싫어

하는 감성이 생길 때 구매욕구의 사고싶은-사기싫은 감성이 함

께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도는 매력성, 성숙성, 경연성,

품위성 요인의 어휘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욕구에는 9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싫어하는, 세련된-촌스러운, 시원한

-답답한, 매력있는-매력없는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어 구매

욕구가 높은 것은 선호하는 것과 크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매욕구는 매력성과 경연성 어휘들과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감에는 12개의 독립변수

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좋은-보기싫은,

산뜻한-칙칙한, 멋있는-멋없는, 발랄한-점잖은, 활동적인-활동적

이지않은, 단순한-복잡한, 자연스러운-어색한의 순으로 관련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쾌감은 매력성, 경연성 어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형평가에는 10개의 독립변수

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멋있는-멋없는, 젊은

-나이든, 가벼운-무거운, 매력있는-매력없는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어 외형평가는 특히 성숙성과 경연성을 나타내는 어휘들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형적 측면을

고려한 나쁜(Bad) 옷차림의 연출시 성숙성과 경연성 측면에 대

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고급감에는 13개의

독립변수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있는-매

력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보기좋은-보기싫은, 강렬한-무난한, 화

려한-수수한, 유쾌한-불쾌한, 젊은-나이든, 사고싶은-사기싫은의

순으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성숙성과 관련된 어휘들

과는 대체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나쁜(Bad)

옷차림의 고급감을 고려할 때 제품의 연령감과 활동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쁜(Bad) 옷차림에서의 패

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에서 옷차림에 대한 쾌감과 고급감

이 외형평가와 연결되며 최종적으로 선호도와 구매욕구로 이어

짐을 알 수 있다.

4.2.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

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 차이 비교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

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좋은(Good) 옷차림과 나

쁜(Bad) 옷차림의 패션감성은 5개의 소비감성 중 선호도와 구

매욕구에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소비감성은 패션감성 및

패션감성 어휘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매력성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나쁜(Bad) 옷차림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상관관계

 패션감성

소비감성
매력성 성숙성 현시성 경연성 품위성

선 호 도  0.511** 0.402**  -0.024  0.126**  0.482**

구매욕구  0.513** 0.338**  0.019  0.056**  0.470**

외형평가  0.644** 0.136**  -0.036  0.211**  -0.099**

고 급 감  0.639** -0.079**  0.118**  -0.033  0.277**

쾌 감  0.556** 0.132**  -0.049*  0.344  0.104**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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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와 구매욕구에 있어서, 좋은(Good) 옷차림은 선호도에

서는 현시성의 수수한 옷차림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반

면 구매욕구에서는 화려한 옷차림과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좋아하는 감성은 매우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을 동반하지

만 구매는 타인을 의식하는 측면이 함께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좋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

감성으로 연결되나 제품의 디자인과 제시 방법에 있어서 상대

방에서 전달되어지는 측면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복합적인 소비

감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좋은(Good) 옷차림

과 나쁜(Bad) 옷차림의 패션감성은 선호도와 구매욕구에서 좋

아하는-싫어하는과 사고싶은-사기싫은이 제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감성과 사

고싶은 감성이 동시에 형성되고 싫어하는 감성과 사기싫은 감

성이 동시에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좋아한다와 싫어한다

는 것이 의복의 평가와 소비감성에 매우 중요한 평가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쾌감에서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은 모두 단

순한 평범한에서 쾌감과 불쾌감을 함께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단순하지만 조화롭고 규칙있는 강조가 있는 옷차림은

좋은(Good) 옷차림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적절한 강조점이 없

이 평범하고 단순한 옷차림은 과장된 강조나 특이하여 튀는 옷

차림이 조화의 불균형과 시선의 분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좋

은 옷차림으로 평가 받지 못함과 같이 나쁘게 평가되며 구매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급감의 경우 패션감성 중 성숙성 즉 연령의 표현이 옷차

림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젊으며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의 페

미닌하고 답답하지 않은 옷차림을 좋은(Good) 옷차림으로 생

각하고 나이 들어 보이며 강렬한 옷차림은 나쁜(Bad) 옷차림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옷차림시 착용자의 연령

보다 지나치게 나이 들어 보이거나 어려보이는 것은 삼가는 것

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외형평가는 현시성에서 단순한 평범한 무난한 옷차림이 좋

은(Good) 옷차림으로 평가된 반면, 개성있는 단순한 강렬한 옷

차림은 나쁜(Bad) 옷차림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복잡하지 않아도 과장된 독특한 디자인이나 부담스러운 부

피감의 레이어드 연출과 같은 개성있는 옷차림은 외형을 더욱

부각시켜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옷차림시 연령과 더불

어 체형이 부각되지 않도록 강렬한 강조와 변화가 아닌 규칙적

Table 4. 나쁜(Bad) 옷차림의 소비감성과 패션감성 어휘의 관계

 소비감성

 패션감성

선호도 구매욕구 쾌감 외형평가 고급감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매력성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036  2.226*  .048  2.453*

매력있는-매력없는  .059  3.184**  .050  2.241*  .076  3.288**  .187  8.050***

보기좋은-보기싫은  .181  7.914***  .047  1.966*  .134  5.528***

세련된-촌스러운  .093  4.972***  .105  5.243***  .072  2.908**  .153  6.066***

자연스러운-어색한  .091  5.582*** -.045 -2.550*  .063  3.002**

좋아하는-싫어하는  .570 30.778***

사고싶은-사기싫은  .500 30.778***  .057  2.226*

유쾌한-불쾌한  .053  2.453*

산뜻한-칙칙한  .052  2.760**  .170  7.654***

멋있는-멋없는  .102  4.495***  .254 10.991***

날씬해보이는-뚱뚱해보이는

성숙성

귀여운-성숙한  .044  2.535*  .038  2.044* -.054 -2.375* -.125 -5.404***

젊은-나이든  .161  6.813***  .057  2.348*

발랄한-점잖은  .045  2.667**  .091  4.269*** -.057 -2.536*

활동적인-활동적이지않은  .057  3.884***  .077  4.118*** -.047 -2.414*

현시성

특이한-평범한 -.083 -4.115***

화려한-수수한  .041  2.061*  .071  3.384**

강렬한-무난한  .074  3.763***

단순한-복잡한  .060  3.321**  .047  2.508*

개성있는-개성없는  .083  4.120***  .044  2.089*

경연성

시원한-답답한  .061  3.582***

가벼운-무거운  .039  2.464* -.048 -2.851**  .128  6.158***

부드러운-딱딱한  .035  2.388* -.046 -2.368*

품위성
우아한-천박한  .043  2.924**  .043  2.181*

단정한-단정하지않은  .042  2.860**  .068  3.471**

R2 0.629 0.577 0.396 0.353 0.33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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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조화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은 옷차림의 연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

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의 결과를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용한다면 원하는 옷차림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패션감성에 대한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

림의 포지셔닝

패션감성에 대한 좋은(Good) 옷차림의 포지셔닝: 패션감성

에 대한 옷차림의 유사성과 패션감성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

여 좋은(Good) 옷차림 40개의 의복 자극물에 대한 다차원척도

법을 실시하였다. 각 옷차림의 거리는 패션감성에 대한 유클리

드 거리(Euclidean Distance)로 나타냈으며, 분석 결과의 적합성

을 알아보기 위해 Kruskal의 stress값과 결정계수(RSQ)를 조사

한 결과 좋은(Good) 옷차림은 2차원에서 stress 0.115와

94.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3차원에서의 적합도 및 설명변

량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Kruskal의 판별기준으

로 보아 부적합도를 나타내는 stress값이 0.1에 가까우면 보통

수준 이상으로 해석가능 하므로(최용석, 1995) 분석의 용이성

을 고려하여 2차원에서 해석하였다. 패션감성에 대한 옷차림의

포지셔닝을 나타내면 Fig. 1과 같고 포지셔닝된 위치에 따른

옷차림은 다음과 같다.

제 1사분면은 형태에 있어서 박시라인을 중심으로 밝고 부

드러운 벽돌색, 분홍색, 베이지색이 유사배색과 단색 위주로 나

타나고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있고 성숙하고 단순한 느낌을 주

고 있다. 제 2사분면은 포멀한 디자인과 무채색의 사용이 두드

러지며 형태적으로는 자연스러운 H, X 실루엣이 나타나고 단

정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제 3사분면은 단순

하고 귀엽고 젊은 감각의 활동적인 캐쥬얼 스타일로써 부드러

운 주름과 러플 등의 장식적인 디테일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

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제 4사분면은 H, X, A 실루

엣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우면서 편안한 옷차림을 보

여주는 성숙한 캐쥬얼 스타일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부피감 있는 실루엣에

성숙한 디자인의 옷차림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편안해 보이고

색채는 밝고 화려하고 경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의 방향으

로 갈수록 발랄하고 귀엽고 젊은 감각의 아이템과 디자인 연출

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색채는 무채색이나 단색위주의 유채

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옷차림의 디자인 특성과 유

사성에 따라 X축을「Adult-Young」으로 명명하였다. Y축은 양

의 방향으로 갈수록 포멀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색채와 무채색

의 사용이 많으며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옷차림들이 나타나

고,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캐쥬얼하고 자유로운 옷차림에 장식

적인 디테일이 가미된 편안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디자인 특성과 유사성에 따라「Hard- Comfortable」의 축

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1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은 박시 실루엣의 부피감이 주

는 무거움은 있으나 벽돌색과 같은 깔끔하고 선명한 색채와 전

체적으로 잔잔한 꽃무늬 및 러플과 같은 디테일로 인하여 딱딱

하지만 여성스럽고 성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나타내는 그룹이

다. 군집 2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은 여성스러운 X 실루엣과 자

연스러운 H 실루엣의 포멀한 디자인의 아이템들이 무채색과

딥톤의 와인, 겨자색, 연보라와 함께 나타나는 세련되고 포멀한

옷차림 그룹이다. 군집 3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은 무채색의 단

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옷차림들로 젊은 감각의 차

분한 느낌을 주는 모던하고 세련된 옷차림이 중심이 되고 있으

며, 이 그룹의 이미지가 확장되어 인접한 페미닌 캐쥬얼 옷차

림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집 4에 포지셔닝된 옷차

림은 편안하고 활동성을 보이며 밝고 차분하고 경쾌한 색채의

여성스러운 캐쥬얼 옷차림 그룹이다. 군집 5에 포지셔닝된 옷

차림은 색상 배색이 화려하고 활동적인 옷차림으로 박시 실루

엣의 부피감이 있으나 무늬와 색상이 포인트로 나타나 경쾌함

을 보이는 성숙한 캐쥬얼 옷차림 그룹이다. 군집 6에 포지셔닝

된 옷차림은 실루엣에서 딱딱하고 절제된 디자인 선과 각긴 어

깨선의 X, H 실루엣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의의 밝은 색

상이나 단추 등이 시선을 위로 유도하는 단정하고 성숙하고 세

련된 옷차림 그룹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좋은(Good) 옷차림은 연령과 격식이 어

우러진 포멀과 캐쥬얼 옷차림의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Fig. 1. 패션감성에 대한 좋은(Good) 옷차림의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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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하고 산뜻하고 가벼운 이미지를 보

여주고 있다. 무채색인 블랙과 다크 브라운 같은 색채의 무게

감도 다른 아이템의 색채와 면적대비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시

각적으로 안정된 무게감을 주며 깔끔하고 밝은 이미지를 전달

하고 있다. 실루엣에 있어서 자극물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체형

의 변화로 부피감이 커지고 있지만, 디자인 원리의 활용으로 시

선을 위로 유도하고 활동적이며 밝고 젊은 이미지를 연출함

으로써 좋은(Good) 옷차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감성에 대한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 패션감성에

대한 옷차림의 유사성과 패션감성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쁜(Bad) 옷차림 40개의 의복 자극물에 대한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각 옷차림의 거리는 패션감성에 대한 유클리드 거

리(Euclidean Distance)로 나타냈으며, 분석 결과의 적합성을 알

아보기 위해 Kruskal의 stress값과 결정계수(RSQ)를 조사 한

결과 3차원에서 0.072의 stress값과 97.23%의 설명변량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차원보다도 나쁜(Bad) 옷차림

의 자료를 해석하기에 좋은 차원수로 생각되어 3차원에서 결

과를 해석하기로 하였다. 3차원으로의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는

1차원:2차원(공간1), 1차원:3차원(공간2), 2차원:3차원(공간3)의

3가지 공간배열로 얻어졌으며, 그 결과를 Fig. 2, 3, 4에 각각

제시하였고 포지셔닝된 위치에 따른 옷차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원1과 차원2의 관계(공간1)에서, 제 1사분면은 형태

에 있어서는 박시 실루엣과 회색기가 많은 색채와 딥 톤의 유

채색으로 형태의 부피감과 색채의 무게감이 더해지며 더욱 무

거우며 무늬 및 디테일의 크기와 밀도로 인하여 답답해 보이는

옷차림들이 분포하는 전체적으로 나이들어 보이는 옷차림 그룹

이다. 제 2사분면은 H 실루엣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고 화려한

색채와 무늬 사용의 크기와 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강한 포

인트를 주는 대비효과와 강조가 많아 복잡한 연출을 보이는 캐

쥬얼한 옷차림 그룹이다. 제 3사분면은 젊고 발랄하며 개성있

는 디자인과 활동적인 캐쥬얼한 옷차림 그룹이다. 제 4사분면

은 H, X, 박시 실루엣이 개성적인 연출과 레이어드 착용으로

부피감이 증가된 성숙한 옷차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성숙한 디자인의 부피감 있는 실

루엣에 다양한 색채로 무게감이 함께 나타나고,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젊은 감각의 개성있는 옷차림과 활동적인 옷차림이 많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특성과 유사성에 따라

「Adult-Young」으로 명명하였다. Y축은 전체적으로 색채의 사

용이 강하고 복잡하고 산만한 경향을 보여주는 축이지만,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큰 무늬와 강한 색상 대비 및 디테일의 사용

이 빈번하여 복잡하나 재킷, 팬츠, 점퍼와 같은 아이템들이 함

께 착용된 연출보다는 단독 착용이 많으며, 음의 방향으로 갈

수록 캐쥬얼하고 강렬한 색채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면적과 색

채의 조화가 개성있는 레이어드 착용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

러한 디자인 특성과 유사성에 따라「Normal-Unique」의 축으

로 명명하였다. 군집 1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은 박시 실루엣이 회

Fig. 2. 패션감성에 대한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 (공간1) Fig. 3. 패션감성에 대한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 (공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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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무게감과 함께 전체적으로 굵고 큰 무늬나 큰 패딩과 함께

나타나 무겁고 답답하게 보이는 옷차림 그룹이다. 군집 2에 포

지셔닝된 옷차림은 무늬와 디테일이 많이 나타나서 복잡하고 성

숙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연출된 이지 캐쥬얼 그룹이라 할 수

있다. 군집 3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은 편안하고 활동적인 셔츠와

팬츠의 활동적인 아이템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나 구김이나 깔

끔하고 선명하지 않은 색채로 단정하지 않게 보이는 옷차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룹이다. 군집 4는 플린징, 화려한 패턴, 레이어

드를 통한 개성연출 및 실루엣의 형태적인 부피감과 색채의 무

게감으로 답답해 보이는 성숙한 옷차림 그룹이다.

차원1과 차원3의 관계(공간 2)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을 살펴

보면, 제 1사분면은 박시 실루엣, 두께감 있는 소재, 복잡하고

큰 무늬, 강한 색채가 많이 나타나는 무겁고 평범한 디자인의

옷차림 그룹이다. 제 2사분면은 무늬가 크고 밀도가 높으며 화

려한 색채가 함께 나타나 복잡한 느낌을 주지만, 성숙한 디자

인의 단정한 옷차림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사분면은 개

성있고 활동적인 디자인이 가벼운 색채와 소재가 함께 나타나

는 젊고 캐쥬얼한 옷차림들이 분포하고 있다. 제 4사분면은 H,

X, 박시 실루엣에 이질 소재의 믹스 앤 매치와 개성있는 레이

어드 연출이 나타나며 화려한 색채와 함께 부피감이 큰 옷차림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수

록 실루엣의 부피감, 색채의 무게감, 소재의 두께감이 크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가벼운 소재에 젊은 감

각의 활동적인 캐쥬얼한 옷차림이 경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디자인 특성과 유사성에 따라「Heavy-Light」로 명명하

였다. Y축은 공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Normal-

Unique」의 축으로 명명하였다. 공간 2에 포지셔닝된 옷차림 그

룹 1은 강한 색상대비가 크고 복잡한 패턴과 함께 나타나고 있

으나 재킷, 팬츠, 원피스와 같은 단정하고 성숙한 아이템들로

구성된 옷차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룹 2는 밝고 가벼운 색채

와 두껍지 않은 소재가 활발하고 찢어진 청바지와 같은 개성적

인 장식이 있는 아이템과 함께 젊고 캐쥬얼한 옷차림들이 나타

나고 있다. 그룹 3은 포켓과 같은 디테일의 사용이 많고 여유

있는 플레어 스커트와 개성있는 레이어드 착용으로 실루엣의

부피감이 증가하고 두꺼운 소재와 함께 목까지 닫혀진 아이템

들의 구성이 시각적으로 무겁고 답답해 보이는 옷차림들이 나

타나고 있다.

차원2와 차원3의 관계(공간 3)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을 살펴

보면, 제 1사분면은 박시 실루엣과 어두운 색채의 무겁고 성숙

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는 옷차림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제

2사분면은 자연스러운 H 실루엣에 화려한 색채와 패턴의 사용

이 두드러져 복잡한 느낌을 주지만 성숙하고 단정한 옷차림들

이 분포되어 있다. 제 3사분면은 밝은 색채의 활동적인 아이템

으로 편안하고 젊고 개성있는 연출이 많은 캐쥬얼한 옷차림들

이 분포하고 있다. 제 4사분면은 H, 박시 실루엣의 다양한 부

피감이 나타나며 크거나 밀도 높은 무늬가 함께 연출되는 복잡

하고 산만한 옷차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X축의 양의 방

향으로 갈수록 실루엣의 부피감과 색채의 무게감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젊은 감각의 활동적이고

캐쥬얼한 옷차림이 경쾌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사성에 따라

「Heavy-Light」의 축으로 명명하였다. Y축의 특성은 1공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Adult-Young」의 축으로 명명하였다. 공

간 3에 나타난 그룹 1에 포지셔닝된 옷차림은 조화롭지 않은

이질 색상 배색과 소재의 두께감으로 다소 무거워 보이며 겉옷

의 착용으로 부피감 있는 H라인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성숙한

캐쥬얼 옷차림 그룹이다. 그룹 2는 자연스러운 H 실루엣에 강

하고 산만한 패턴이 밝고 화려한 색채와 함께 나타나며 여성적

인 스타일의 옷차림들이 분포하는 그룹이다. 그룹 3은 가볍고

밝은 색채의 캐쥬얼하고 개성있는 연출의 젊고 활동적인 옷차

림들의 그룹이며, 그룹 4는 박시 실루엣과 전체적으로 밀도 높

은 무늬가 전체 면적으로 나타나며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무겁

고 답답해 보이는 옷차림 그룹이다.

따라서, 나쁜(Bad) 옷차림의 패션감성 포지셔닝은 좋은

(Good) 옷차림의 포지셔닝과 같이 연령이 매우 중요한 차원이

며 또 좋은(Good) 옷차림의 포지셔닝보다 복잡한 차원으로 구

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Bad) 옷차림은 실루엣과 함께 조

화되는 색채, 무늬, 디테일, 착용이 디자인 원리의 균형 있는

연출이 되지 않고 너무 부피감 있고 복잡하고 크고 무겁고 강

하게 나타날 때 상대방에게 나쁘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패션감성에 대한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 (공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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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여성 옷차림에 따른 패션감성과 소

비감성과의 관련성과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기업에서 소비자들

의 감성을 만족 시켜줄 수 있는 상품 디자인 기획과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패션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

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둘째, 좋은(Good) 옷차

림과 나쁜(Ba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

성 차이 비교하여 살펴본다. 셋째, 패션감성에 대한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

지를 이용한 회귀분석, 다차원척도의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좋은(Good) 옷차림에 나타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

에서 선호도는 ‘사고싶은-사기싫은’, 구매욕구는 ‘좋아하는-싫어

하는’, 쾌감은 ‘보기좋은-보기싫은’, 고급감은 ‘매력있는-매력없

는’, 외형평가는 ‘시원한-답답한’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좋은

(Good) 옷차림에서의 패션감성과 소비감성의 관련성을 살펴보

면 보기좋고 우아한 감성이 쾌감과 연결되고 외형평가가 고급

감과 관련되어 선호도 및 구매욕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나쁜(Bad) 옷차림은 선호도는 ‘사고싶은-사기싫은’, 구매욕

구는 ‘좋아하는-싫어하는’, 쾌감은 ‘보기좋은-보기싫은’, 외형평

가는 ‘멋있는-멋없는’, 고급감은 ‘매력있는-매력없는’과 밀접하

게 관련 있음이 나타났다. 나쁜(Bad) 옷차림은 쾌감과 고급감

이 외형평가와 연결되며 최종적으로 선호도와 구매욕구로 이어

짐을 알 수 있다. 이에 옷차림의 선호도에서 사람들은 좋아하

는 감성과 사고싶은 감성이 동시에 형성되고 싫어하는 감성과

사기싫은 감성이 동시에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고, 좋아한다와

싫어한다는 것이 의복의 평가와 소비감성에 무척 중요한 평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옷차림 패션감성

과 소비감성의 관련성 결과를 패션업체에서 활용한다면 표적

시장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의 포지셔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좋은(Good) 옷차림의 경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부

피감 있는 실루엣과 성숙한 디자인의 옷차림들이 많고 편안해

보이고,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발랄하고 귀여운 젊은 감각의 옷

차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옷차림의 디자인 특성과 유사

성에 따라 X축을「Adult-Young」으로 명명했다. Y축은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포멀한 디자인의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옷

차림이,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캐쥬얼하고 자유로운 옷차림의

편안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Hard- Comfortable」의 축으로

명명하였다.

나쁜(Bad) 옷차림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성숙한 디

자인의 부피감 있는 실루엣과 다양한 색채로 시각적인 무게감

이 나타나고,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젊은 감각의 개성있는 옷

차림과 활동적인 옷차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디자인 특

성과 유사성에 따라「Adult-Young」으로 명명하였다. Y축은

전체적으로 색채의 사용이 강하고 복잡해 산만한 경향을 보여

주는 축이지만,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큰 무늬와 강한 색상 대

비 및 디테일의 사용이 빈번하여 복잡하고 아이템의 단독 착용

이 많으며,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캐쥬얼하고 강렬한 색채가 단

독으로 사용되고 면적과 색채의 조화와 개성있는 레이어드 착

용이 부각됨에 따라「Normal-Unique」의 축으로 명명했다. Z

축은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실루엣의 부피감, 색채의 무게감,

소재의 두께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가벼운 소재와 젊은 감각의 활동적인 캐쥬얼한 옷차림이 경쾌

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이와 같은 디자인 특성과 유사성에 따

라「Heavy-Light」의 축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Adult-Young은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

의 중요한 패션감성 축으로 나타나 옷차림 평가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옷차림의 패션 디자

인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연령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하는 특성이다. 좋은(Good) 옷차림은 조화로운 연출로 시

각적 부담감을 주지 않는 연출로 나타났으나, 나쁜(Bad) 옷차

림은 디자인 요소의 부조화로운 연출로 시각적으로 부담스럽게

시선을 끄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옷차림에서서

개성과 시각적 강조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지만 시각적인 부담

감이 없는 원 포인트의 조화로운 옷차림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패션잡지 등을 통한 서양 디자이너들의 의복 자

극물이 아닌 한국 여성들이 실제 착용한 각 연령대별 의복자극

물을 한국 여성들이 평가한 것으로 한국 여성들의 특성이 바탕

이 된 패션감성과 소비감성 연구이다. ‘무엇을 입는가’보다 ‘어

떻게 입는가’의 웨어링(wearing)이 중시되는 현대 패션생활에

매우 요구되어지는 실용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옷

차림 평가의 객관성에 한 단계 근접하는 연구가 되었음에 분명

하다.

하지만, 부산에 거주하는 20대~60대의 성인여성의 2004년 S/

S, F/W와 2005년 S/S에 착용된 외출복을 대상으로 이루어짐과

제한된 연구기간 및 조사지역으로 인하여 결과의 확대 해석에

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확대된 연구범위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패션 트렌드 변화에 속에서도 한

국 여성들이 추구하는 좋은(Good) 옷차림과 나쁜(Bad) 옷차림

에 대한 옷차림 패션감성 지표가 좀 더 명확하게 형성될 수 있

을 것이다. 옷차림에 있어서 지역색을 객관화하여 자료화하는

것을 통하여 지역별 착용자 연령에 맞는 적합한 디자인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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