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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self-image and the preference 

and the wearing frequency of knit-wears,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elements that influence 

the prefened knit-wear images. The subjects were 277 female college students and working women living in metro

politan area 쟎f Seoul. The data were a효alyzed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ronbach's a -reliability 

coefficient, Pearson's inf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시ysis.
Four dimensions of womens self-images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elegance, conservativeness, individua

lity, and maturity. Women with conservative self-image preferred simple knit-wears and women with high rate for 

individuality preferred splendid and sporty knit-wears. Women with deg쵾批 self-image disliked sporty knit- wears. 
Women with conservative self-image preferred white, and those who rated their self-image to be individuaiity 

preferred various colors including yellow, blue, green, purple, pink, and sky-blue. Women with mature self-image 

preferred black and bei흥巳 Women with individuality as their self-image prefene셔 jacquard pattern and abstract 

pattern. There was a higher wearing frequency for all four seasons for women with eonservafWe self-image, and 

there was higher wearing frequency in the winter for those with elegant self-images. Women who preferred simple 

knit-wears showed pre免r教ce for single color with no prints and low chroma color, and those who preferred sporty 
knit-wears showed preference for elastic materials. Women who prefened neat and elegant knit-wears showed 

preference for argyle check pattern.

Key words: se归mage（자기이미지）, I하詳s（니트웨어）, preference（wearing .什eq胞ncy（착용빈도）.

I•서 론

니트웨어는 의류의 캐주얼화 경향으로 인해 기능 

성과 패션성을 갖춘 의류로서 고부가가치의 패션제 

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니트웨어가 스웨터 

나 조끼 등의 단품, 내의, 양말 등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스포츠웨어, 타운웨어, 포멀웨어로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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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확산되면서 우리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니트는 색상, 무늬, 소재, 디자인 

면에서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으 

며, 독창적인 니트웨어 디자인의 개발은 니트웨어의 

착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소비자들의 니트웨어에 대 한 관심 이 증대 됨에 따 

라 니트웨어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 

금까지 니트웨어에 대한 연구로는 니트웨어 구매 행 

동2)과 소비자 불만족鈴 등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니트 소재의 평가1 니트기법 

의 특성为 등에 관한 연구가 다소 수행되었는데, 니트 

웨어 디자인 선호도에 중점을 둔 연구는 그다지 이루 

어지지 않은 편이다. 신상무와 이종림°은 성인 남녀 

를 대상으로 골프니트웨어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김 

경희와 이순홍1 홍병숙 등，), 이영민 등9)은 니트웨어 

소비자 행동 연구 속에서 선호도에 관한 내용을 단편 

적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개인은 의복 착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실 

제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를 충족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스 

타일을 선호하기도 하고 특정 상표에 충성하기도 한 

다. 개인의 자기이미지는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상으 

로서 가시적이고 묘사적이며, 신체적 측면과 사회심 

리적 측면을 내포한다对 자기이미지는 형용사에 의 

하여 측정되는데, 염인경과 김미숙⑴은 자기이미지 

를 사교적, 화려한, 지적, 소녀적，대담한, 어른스런 

이미지로, 양수현⑵은 귀여운, 성숙한, 청순한 이미지 

등으로 분류하여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나 의복스타일 

선호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니트웨어 선호도에 관한 내용을 니트웨어의 

선호이미지, 색, 무늬, 소재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자기이미지가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빈도와 어떠 

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니트웨어 선호도(선호이 

미지, 색, 무늬, 소재)와 착용빈도를 파악하고, 자기이 

미지와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빈도와의 관계를 규 

명하며,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요소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니트 패션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되며, 니트웨 

어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니트 산업의 경쟁력을 향 

상시키 기 위 한 기 초 자료를 제 시 하는데 본 연구의 의 

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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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미지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상이 

며, 동시에 남들이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으리라 생 

각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이미지는 독 

특한 개인의 배경과 경험의 산물이며, 개인이 타인이 

나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는 하 

나의 심상으로 자기이미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 고양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⑶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신체적 특징, 습관 가 

치관, 능력 등을 가졌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독 

특한 개념 혹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상징적인 

제품인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향 

상시키고자 한다⑷ 그러므로 자기이미지는 의복 착 

용 및 상호 작용에 관련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 

한 중요한 변수이며, 의복은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지 

각된 자기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되어, 

자기이미지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成 이러한 자 

기 이미지 는 이 미지 자체 를 여 러 가지 특성으로 분류 

하여 의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왔다.

Landon顿은 외출복 상의를 대상으로 자기이미지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남자들은 현실적 

자기이미지와의 일치도가, 여성들은 이상적 자기이 

미지와의 일치가 구매의도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 

였다. 나영은⑺은 선호 의복스타일 이미지와 실제 

적 - 이상적 자아이미지와의 일치도를 비교하면서 대 

체로 이상적 자이•모+의 유사성이 의복스타일 선호에 

더 관련이 높다고 하였으나, 의복 스타일 종류에 따 

라 실제적 자아와 관련성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신은정과 권혜숙的은 이상적 자아이미지가 실제적 

자아이미지보다 웨딩드레스 이미지 선호도에 더 많 

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기이미지와 의복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이명희 

와 김현주⑺의 연구에서는 자기이미지를 성숙한-비 

성숙한, 개성적-평범한, 보수적-개방적, 지배적-순종 

적 등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개성적인 이미 

지가 높을수록 의복의 유행과 심미성을 중요시 하였 

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 

요시한다고 하였다. G的nan과 Mills的는 유행선도자 

가 추종자에 비해 자기이미지를 보다 더 세련된, 현 

대적인, 창조적, 개성적 이미지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류숙희와 김보연逍은 자기이미지와 의복스타일 

선호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자기이미지를 소극 

남성형, 적극남성형, 소극여성형, 적극여성형의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의복스타일 이미지를 대담 

성, 활동성, 매력성, 평가성의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극남성형과 적극남성형은 

매니쉬 하면서 활동적인 의복스타일을 선호하였으 

며, 소극여성형과 적극여성형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염인경과 김미숙21은 자기이 

미지를 사교적, 화려한, 지적, 소녀적, 대담한, 어른스 

런 이미지의 요인으로 분류한 후 이 요인에 의해 여 

성을 평범형, 사교적 화려형, 미성숙한 대담형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의복이미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 

다. 평범형은 귀엽고, 단정하고, 보수적인 이미지의 

의복을, 사교적 화려형은 대담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의복을 추구하였으며，미성숙한 대담형은 보수적인 

이미지와 귀여운 이미지를 싫어하였다. 양수현23）은

13) R. Ivan. ''Self-Concept and Brand Preference,Journal of Business Vol. 44 (1971), pp. 38-50.
14) J. E. Engel, R. D. Blackwell, and P. W. Miniard, Consumer Behavior 8th ed, (Chicago: Dryden Press, 1995), 

pp.314-326.
15) 정인희，이은영, Op. cit., pp. 210-217.
16) E. L. Landon, (<Self Concept, Ideal Self Concept, and Consumer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 '.No, 2 (1974), pp. 44-51.
17) 나영은，“위복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사성과 친숙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 59.
18) 신은정, 권혜숙, “여대생들의 웨딩드레스 이미지 선호도와 자아이미지,” 복식 52권 5호 (2002), pp. 31-45.
19) 이명희, 김현주, “남자대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 38권 (1998), pp. 323-336.
20) J. Gutman and M. K. Mills, “Fashion Life Style, Self-concept,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Vol. 58 No. 2 (1982), pp. 64-86.
21) 류숙희, 김보연, “자기이미지zf 의복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9권 5호 

(2001), pp. 734-746.
22) 염인경, 김미숙, Op. cit., pp. 야0-103.
23) 양수현., Op. cit.,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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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미지를 귀여우 여성적, 성숙한, 대담한, 청순 

한 이미지의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귀여운 

이미지가 높은 여성은 발랄한 의복이미지를 선호하 

였고, 성숙한 이미지가 높은 여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순한 이미지가 높은 여 

성은 여성적이고, 얌전한 의복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명희와 김현주的는 여성적이며 보수적인 이미지를 

지닌 여성은 의복에서도 여성적이며 보수적인 샤넬 

수트를 선호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여성은 화려한 프 

린트가 있는 수트를 선호하며, 개방적이며 개성적인 

이미지가 높은 여성은 캐주얼하며 활동적인 청색 수 

트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은애25)는 의복이미지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포말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꽃무늬 등의 사실적인 무늬를 선호하였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바둑판 무쓰L 줄무늬 등 기하학 

적인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 

할수록 꽃무늬 등 사실적인 무늬와 점, 글자, 물방울 

무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로 지각된 

자기이미지는 의복선택에 영향을 주고, 자기이미지 

는 선호하는 의복디자인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활동적, 단정한, 화려한, 여성적 이미지 

등 선호 의복이미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니트웨어 선호도

니트웨어는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 신축성, 드레이프성이 우수하여 개성적인 표 

현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기호에 적합하므로2하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니트웨어는 스웨터, 조 

끼, 코트 등의 상의에서부터 수트, 팬츠 등에 이르기 

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며, 중요한 유행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니트웨어의 중요성에 

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니트웨 어 디자인 특성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상무와 이종림a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골프 

니트웨어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파스텔색이며, 그 다음에 감색, 검 

정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옷의 색상 배합 

은 유사색 의 배 합이 나 순수한 단색을 선호하는 경우 

가 가장 높았고, 보색 배합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선호하는 디자인의 경우 단순한 디자인의 선 

호도가 가장 높았고, 독특한 디자인이나 유행하는 디 

자인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다. 선호하는 소재는 순 

면, 모 혼방 순이었으며, 40, 50대는 순면을, 30대는 

면 혼방을 더욱 선호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무늬는 

전체적으로 무늬가 없는 것을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아가일 무늬, 체크 무늬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박길순題은 일반 의복의 문양 연구에서 내향성” 

외 향성 과 문양 기호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외향 

성이 높은 여성은 추상 문양과 문자 문양을 좋아하였 

고, 내향성이 높은 여성은 전통 문양과 무문을 좋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포티한 스타일 

일 경우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드레시한 스타일일 경 

우에는 전통적인 문양과 자연적인 문양을 선호한다 

고 하였다.

김경희와 이순홍约은 니트웨어 소비자성향 조사 

에서 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장식이 없고 단순한 디 

자인을 선호하며, 소재는 모 100%를 가장 선호하고, 

합성섬유의 선호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홍병숙 등 

知의 연구에서는 무늬가 없는 니트웨어가 가장 선호 

되었고, 무늬 중에는 줄무늬가 선호되었으며, 색채는 

무채색, 파스텔색의 순이며, 디자인은 심플하고 활동 

적인 디자인이 가장 선호된다고 하였다. 또한, 니트 

웨어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디자인 빛 색이 가장 

중요시 되었다. 이영민 등瀉의 연구에서도 무지, 줄무

24) 이명희, 김현주,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이미지와의 관계 연구,” 복식 33권 (1997), pp. 41-53.
25) 김은애,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47-48.
26) 최경희, 이순홍, “현대 니트 패션의 디자인 개발 방향,” 패션정보와 기술 3권 (2006), pp, 48-54.
27) 신상무, 이종림, Op. 前., pp. 97-112.
28) 박길순, “직물 문양의 기호와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여대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81), pp. 39-40.
29) 김경호L 이순홍, Op. cit., pp. 131-150.
30) 홍병숙, 이은진, 김계연, Op. cit.. pp. 1055-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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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의 순으로 선호되었고, 소재는 면 100%, 모 100%의 

순이며, 색은 회색, 베이지색, 브라운색의 순으로 선 

호되었다. 정삼호와 강혜원列은 원피스와 스웨터 차 

림에 대한 성인 여성의 색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두 가지 품목 모두에서 검정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 흰색, 분홍색 순으로 선호되었다.

김선희와 도월희尚는 스포츠 캐주얼웨어 디자인 

선호를 연구하였는데, 선호하는 색상 계열은 무채색 

계열, 파스텔계열 순이었고, 원색 계열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목둘레는 하이넥, 셔츠 칼라, 친칼 

라 중에서 친칼라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이넥은 선호하지 않았고, 진동둘레는 레글런형보 

다 셑인슬리브형을 더 선호하였다.

皿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의 자기이미지 차원을 분석한다.

둘째, 니트웨어 선호도(선호이미지, 색, 무늬, 소 

재)와 착용빈도를 파악한다.

셋째,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빈도 

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니트웨어 선호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요소 

의 영향을 파악한다.

2. 측정 도구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실시 

하였다. 측정 도구는 니트웨어 선호이미지, 디자인 

선호도, 착용빈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질문지 

에서 니트웨어는 티셔츠류를 제외한 편물의복으로

복식문화연구

한정시켰다. 자기이미지 평가는 선행 연구翊에서 16 

문항을 택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니트웨 

어의 선호이미지는 선행 연구均를 참고하여 6가지 이 

미지의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디자인 선호도는 니트 

웨어의 색, 무늬, 네크라인, 소재의 선호도를 조사하 

였다. 색 선호는 14가지 니트웨어의 색에 대하여 조 

사하였고, 무늬는 8종류, 네크라인은 4종류, 소재는 6 

종류에 대하여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니트웨어 선호 

이미지와 디자인 선호도는 5점 평정척도법으로 측정 

하였다. 니트웨어 착용빈도는 봄 • 가을, 겨울, 여름 

철에 니트웨어를 착용하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 피험자의 연령과 직업을 조사하였 

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여대생 및 직 

장 여성 277명으로서 여대생이 128명, 직장 여성이 

149명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24세가 

56.7%, 25〜29세가 20.2%, 30〜34세가 10.8%, 35〜39 

세 가 4.7%, 40〜44세가 4.0%, 45〜49세가 3.6%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 

리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은 기술 통계, 요인 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관 

계, 일원 변 량 분석, Duncan의 다중 범 위 검증,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자기이미지의 요인 분석

자기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이미지 16개 

문항에 대하여 주요인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표 1〉과 같으

31) 이영민, 김연희, 김미진, 이윤경, 윤송이, 이규혜, Op. cit., pp. 284-298.
32) 정삼호, 강혜원, “성인 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H): 색채 및 직물 문양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꿘 3호 (1991), pp. 297-307.
33) 김선희, 도월희, “국내 스포츠 캐주얼웨어의 구매 및 착용현황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전국의 만 19〜 

3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8호 (2002), pp. 1286-1297.
34) 류현주, 홍금희, “성인 여성의 자기이미지와 상표이미지 및 쇼핑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异학회지 25권 8호 

(2001), pp. 1367-1377; 염인경, 김미숙, Op. cit., pp. 90-103; 양수현, Op. cit., p. 23.; N. K. Malhotra, “A Scale 
to Measure Self Concept, Person Concept and Product Concep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1981), pp. 456-464.

35) 염인경, 김미숙, Op. cit., pp. 90-103; 정인희, “여자 대학생의 의복추구 이미지와 소재 선호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2001), pp. 62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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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자기이미지의 요인 분석

요인 L 우아한 요인부하량 요인 2. 보수적 요인부하량

우아한 .81 단정한 .75

고급스러운 .77
수수한 .69

여성적인 .77
보수적인 .65

지적인 .62
단순한 .55

세련된 .59
화려한 (R) -.45

얌전한 .55

변량(%)=15.66, 누적변량(%戶36.0£ 고유치 =2.51변량(%戶20.39, 누적변량(%片20.39, 고유치 =3.25

요인 3. 개성적 요인부하량 요인 4. 성숙한 요인부하량

발랄한 .88
현대적인 .73

귀여운 .85

성숙한 .65
개성적인 .65

변량(%户13.45, 누적변량(%)=&49, 고유치二2」5 변량(%)=12.34, 누적변량(%戶61・83, 고유치=1.97

R: 거꾸로 채점함, a 신뢰도 : F. 1= .81, F. 2= .62, F. 乒 .75, F. 4= .52.

며, 모두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우아한, 고급스러운, 여성적인, 지적인 

등이 포함되어 우아한 이미지라고 명명하였으며, 요 

인 2는 단정 한, 수수한, 보수적 인 등이 포함되어 보수 

적 이미지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발랄한, 귀여운, 

개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개성적 이미지라고 명명하 

였으며, 요인 4는 현대적인, 성숙한 등이 포함되어 성 

숙한 이미지라고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5 이상이었고 요인 5 

까지의 누적변량은 6L83%였다. 각 요인의 Cronbac心 

a 신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4까지 각각 .81, 

.62, .75, .52였다. 요인 4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 

었으나 전체적인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수적, 개성적, 성숙한 이미지의 도 

출은 이명희, 김현주詢의 연구와 유사하며, 우아한 이 

미지는 신은정, 권혜숙制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36) 이명희, 김현주, Op. cit. (1998), pp. 323-336.
37) 신은정, 권혜숙, Op. cit., pp. 31-45.
38) 신상무, 이종림, Op. cit., pp. 97-112.
39) 홍병숙, 이은진, 김계연, Op. cit., pp. 10554065.

이상에서 결정된 요인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빈도 경향

여성들의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와 디자인 선호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의 평권", 표준편차, 순위 

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니트웨어 선호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은 심플한 이 

미지이며, 그 다음 지적인, 단정한, 품위 있는 이미지 

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스포티한 이미지는 가장 선호 

도가 낮았고, 화려한 이미지도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 

다. 즉, 여성들이 니트웨어를 선호함에 있어서 심플 

하며 지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하며 스포티한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던 선행 연구瑚分와 일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니트웨어가 캐주얼한 의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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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니트웨어 선호이미지 및 디자인 선호도의 평균과 순위

선호도 M SD 순위 선호도 M SD 순위

선호

이 미지

지적인 4,(X) 1.04 2

무늬

무늬 없는 단섁 4.14 .74 1

화려한 2.64 1.21 5
즈口니岂 J 그 3.06 .97 2

단정한 3.79 1.14 3
글자무늬 2.12 .89 8

심플한 4.18 1.15 I
자카드무늬 2.77 1.10 3

스포티한 2.19 1.32 6
추상무늬 2.66 1,09 6

품위 있는 3.71 .98 4

꽃무늬 2.32 1.01 7

색

흰색 3.46 1.11 3

단독무늬 2.76 .99 4
회색 3.36 1.06 4

아가일무늬 2.71 1.14 5검정 4.02 .91 1

빨강 2.75 1.06 11

네 크 

라인

라운드네 크 3.42 .90 3

노랑 2.27 1.02 14
하이네 크 3.00 1.01 4

파랑 2.66 1.11 12
브이네크 3.54 1.07 2

초록 2.56 1.14 13
터 틀네 크 3.55 1.08 1

올리브그린 3.14 1.04 6

소재

모 100% 3.58 .89 3
나 새 3.30 1.07 5

모 혼방 3.60 .78 1

보라 2.91 1.16 10
합성섬유 2.66 .95 6

분홍 2.93 1.19 9
편 100% 3.60 .91 1

하늘색 2.96 1.11 8

면 혼방 3.53 .68 4
베이지색 3.57 1.10 2

신축성 소재 2.95 1.11 5갈색 3.01 1.15 7

주로 사용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므로 심플한 이 

미지를 선호하되, 스포티한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스포티한 이미지는 표준편차가 가장 커서 

개인에 따라 선호도가 다양하게 분포된 편이었고, 품 

위 있는 이미지는 표준편차가 적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니트웨어의 색 선호도에서는 검정색이 가장 선호 

되었고, 그 다음 베이지색, 흰색, 회색, 남색, 올리브 

그린, 갈색의 순으로 선호되었으며, 낮은 선호도를 

보인 색상으로는 노랑, 초록색, 파랑, 빨강이었다. 즉, 

여성들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니트웨어를 원색이나 

고채도 색보다 더 선호하였다. 검정색 선호도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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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적어 모든 여성들이 유사하게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스웨터 색채 중에 

서 검정색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的와 일치하였 

으며, 무채색이 가장 선호되고 원색 계열의 선호도가 

낮았던 연구 결과汕를 지지하였다.

무늬 션호도를 볼 때 무늬 없는 단색 이 무늬 있는 

니트웨어보다 더 선호되었으며, 줄무늬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전반적으 

로 무문이 가장 선호되면서 줄무늬의 선호도가 높았 

고% 골프니트웨어 선호 연구에서 단색이 가장 선호 

되었던 결과物와 일치하였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인 것은 글자무늬였으며, 그 다음 꽃무늬, 추상무늬 

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선호이 

미지에 있어서 심플한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의 선 

호도가 높았으므로 이 와 같은 맥 락에 따라 무늬 없는 

단색과 줄무늬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아 

가일 무늬는 표준편차가 가장 커서 개인에 따라 선호 

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었고, 단색 선호도는 표준편차 

가 적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네크라인 선호에서는 터틀네크，브이네크, 라운드 

네크의 선호도가 골고루 높게 나타났고, 하이네크는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즉, 네크라인의 경우 특정 

네크라인을 두드러지게 좋아한다고 볼 수 없고, 모든 

네크라인을 굘고루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재 선호도에서는 모 혼방, 면 100%, 모 100%, 면 

혼방 등이 유사하게 선호되었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 

를 보인 소재는 합성섬유였다, 이는 소재 선호에 있 

어 흡습성과 보온성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천연섬유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신축성 소재는 

표준편차가 가장 커서 개 인에 따라 선호도가 다양하 

게 분포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的에서 합 

성섬유의 선호도가 낮았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모 

100%를 가장 선호하였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

니트웨어의 계절별 착용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겨울철에는 1주일에 2〜3회와 ［주일에 4회 이상이 

각각 42.2%와 35.7%를 나타내어 78%의 여성 이 1주일 

에 2회 이상 니트웨어를 착용한다고 할 수 있다. 봄, 

가을철에는 1주일에 2〜3회가 40.8% 착용도를 나타 

내어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1주일에 4회 이상인 경우 

와 합해서 보았을 때 과반수의 여성이 !주일에 2회 

이상 니트웨어를 착용하였다, 여름철에는 1달에 2회 

미만 착용하는 경우가 57.4%로 가장 높았으나, ［주일 

에 ［회가 14.8%, 2회 이상이 103%로서 25% 정도가 

여름철에도 1주일에 ［회 이상 니트웨어를 착용함을 

알 수 있다. 즉, 니트웨어가 과거에는 보온용으로 많 

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착용하는 경 

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니트웨어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착용되고 있으나, 봄, 가을에도 착용빈도가 높 

으며, 여름철에도 적지 않은 착용도를 나타냈다.

3.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빈도의 

관계

자기 이미지 와 니트웨 어 선호이미지 및 디 자인

(N(%))〈표 3> 니트웨어의 계절별 착용빈도

추용빈도 

계절

1달에 2회 

미만

1 달에

2 〜3회
1 주일에

1 회

1주일에

2 〜 3회
［주일에

4회 이상
계

봄, 가을 41(14.8) 38(13.7) 61(22.0) 113(40.8) 24( 8.7) 277( 1(X))

여름 159(57.4) 49(17.7) 41(14.8) 26( 9.4) 2( .7) 277(100)

겨울 19( 6.9) 17( 6.1) 25( 9.0) 117(42.2) 99(35.7) 277(100)

40) 정삼•호, 강혜원, Op. cit., pp. 297-307.
41) 김선희, 도월희, Op. cit., pp. 1286-1297; 홍병숙, 이은진, 김계연, Op. cit., pp. 10554065.
42) 이영민, 김연희, 김미진, 이윤경, 윤송이, 이규혜, Op. cit, pp. 284-298.
43) 신상무, 이종림, Op. cit., pp. 97-112.
44) 김경희, 이순홍, Op. cit., pp.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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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선호이미지 및 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자기이 미지 우아한 보수적 개성적 성숙한 자기이 미지 우아한 보수적 개성적 성숙한

선호 

이미지

지적인 .2려坪 .03 -.07 .16**

무늬

무늬 없는 단색 .12* -.00 -.02 .12*

화려한 .11 -30** .25** .03
줄무늬 .03 .11 .06 .09

단정한 .11 .42** -.13* -.00
글자무늬 -.02 .04 .09 -.04

심플한 .03 .28** .06 .02
자카드무늬 -.03 .08 .23** -.05

스포티한 -.17** .09 .14* -.07
추상무늬 -.00 19** -.03

품위 있는 33** .05 .06 12*

꽃무늬 .09 .02 .10 -.07

색

흰색 .11 16** -.00 ,08

단독무늬 .08 .12* .09 -.03
회색 .04 .03 .05 .07

아가일무늬 -.03 .15* .06 -.05검정 .07 -.06 -.05 .17**

빨강 .01 -.08 .05 ~,05

네 크 

라인

라운뜨네 .11 -.09 -.05

노랑 .04 -.01 .24** -.08
하이네 크 .1 여係 .0 응 .03 .14*

파랑 -.05 -.10 21** .04
브이네 크 相 .01 -.05 .04

초록 .03 .03 .24** .10
터 틀네 크 .05 -.04 -.02 .03

올리브그린 .06 .16都 .22** .05

소재

모 10（加 .13* -.05 -.00 .08

남색 .11 .06 .08 .11
모 혼방 .07 -.06 -.01 .02

보라 -.00 -.08 幻** .11
합성섬유 -.03 -.03 .14* .03

분홍 16** .02 34** ,06
면 100% .09 -.03 23** —,03

하늘색 .15* .10 .14* .04

면 혼방 .11 -.02 .10 —,03
볘이지색 .23** .11 .09 .13*

신축성 소재 .05 .02 .14* .10갈색 .08 .01 .02 .11

* pv.O5, ** /X.01.

선호도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적률 상관관계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표 4〉와 같으며,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우아한 자기이미지는 니트웨어의 선호이미지 중 

지적인, 품위 있는 이미지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스포티한 이미지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이미지가 우아하다고 평가하는 여성은 지적이며 

품위 있게 보이는 니트웨어를 선호하였으나, 스포티 

한 니트웨어는 선호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자기이미지는 단정한, 심플한 니트웨어 

이미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화려한 이미 

지와는 부정적 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보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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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하며 심플한 니트를 선호하 

며, 화려한 니트웨어는 싫어함을 뜻한다. 이러한 결 

과는 보수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결과와" 평범형의 여성이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던 선행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 

었다.

개성 적 인 자기 이미 지는 화려 한, 스포티 한 니트웨 

어 이미지와 정적인 관계, 단정한 이미지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개성적 인 성향이 높은 여성은 화려 

하면서 스포티한 니트웨어를 선호하며, 단정한 느낌 

의 니트웨어를 싫어하였다. 이것은 개성적인 이미지 

가 높은 여성이 활동적인 청색 수트를 선호하였던 선 

행 연구切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숙한 자기 이미 지는 지 적 인, 품위 있는 니트웨 어 

이미지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 

일수록 지적이며 품위 있는 니트웨어를 선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아하며，성숙한 자기 이 미지를 

지닌 여성은 지적이며, 품위 있는 느낌을 주는 니트 

웨어 디자인을 선호하였고, 보수적인 여성은 단정하 

며 심플한 니트웨어를 선호하였으며, 화려한 니트웨 

어는 싫어하였고, 개성적인 여성은 화려한 니트웨어 

를 선호하면서 단정한 니트웨어를 싫어함으로써 보 

수적인 여성과 개성적인 여성의 선호도가 상반된 특 

성을 나타냈다.

자기 이미지 와 니 트웨 어 색 선호도와의 관계를 볼 

때 우아한 이미지는 분홍색, 하늘색, 베이지색 선호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이미지가 우아하다 

고 평가하는 여성은 분홍색, 하늘색, 베이지색과 같 

은 파스텔 색조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다, 보수적 이 

미지는 흰색 및 올리브그린색과 정적 관계를 보여, 

보수적 이미지의 여성일수록 흰색과 올리旦그린색을 

선호하였다. 개성적 이미지는 노랑, 파랑, 초록, 올리 

브그린, 보라, 분홍, 하늘색 선호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개성적인 여성은 고채도의 색과 다양한 

색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개성을 중요시 

할수록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하거나 쉽게 조화 

시키기 어려운 색을 골고루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성숙한 이미지는 검정색, 베이지색과 정적인 상 

관관계를 나타내어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은 검정색, 

베이지색을 선호하였다.〈표 4〉에서 성숙한 이미지 

의 여성이 품위 있는 니트웨어를 선호하면서 검정색 

을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绪에서 검 

정색 티셔츠가 품위 있는 색으로 평가되었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검정색은 모든 옷에 잘 조화 

되게 착용할 수 있는 색이므로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 

이 실용적이며 품위 있는 이미지의 색을 선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자기이미지와 무늬 선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 

아한 이미지, 성숙한 이미지는 무늬 없는 단색 선 

호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우아하며 성숙한 이미지 

가 높을수록 무늬 없는 단색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 

다, 보수적인 이미지는 단독무늬, 아가일무늬 선호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성적 이미지는 자카 

드무늬, 추상무늬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보수적 

인 여성들은 단독무늬, 아가일무늬를 선호하였고, 개 

성적인 여성들은 자카드무늬, 추상무늬를 선호하였 

다,

자기이미지와 네크라인 선호도와의 관계에 있어 

서 우아한 이미지와 성숙한 이미지는 하이네크 선호 

와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보수적 이미지는 라운드네 

크 선호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우아하며, 성숙 

한 여성은 하이네크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고, 보수 

적인 여성은 라운드 네크라인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라운드네크가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되는 실용적이 

며, 평범한 디자인이므로 보수적인 이미지의 여성들 

이 선호한 것이라고 본다.

자기이미지와 소재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아 

한 이미지는 모 100%의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개성적 이미지는 합성섬유, 면 100%, 신축성 

소재 등 비교적 많은 소재 선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개성적인 여성들이 여러 가지 소재 

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호함을 의

45) 이명희, 김현주，Op. cit. (1998) pp. 323-336.
46) 염인경, 김미숙, Op. cit., pp. 90-103.
47) 이명희, 김현주, Op. cit. (1997), pp. 41-53.
48) 이명희, 홍선옥,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의복색 이미지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권 3호 (2094), pp.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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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착용빈도와의 관계

자기

미지

착용빈도

우아한 보수적 개성적 성숙한

봄, 가을 .10 .13* — .14* .03

겨울 .16** .15* -.12 .03

여름 .07 .18** -.12 .07

전체 .15* 18** -.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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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다.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의 착용빈도와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우아한 이미지는 겨울철의 니트웨어 착용빈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보수적 이미지는 모든 

계절의 착용빈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개성적 이 

미지는 봄, 가을의 니트웨어 착용빈도와 부정 적 관계 

를 나타냈다. 전체 적 인 니트웨 어 착용빈도는 우아한, 

보수적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개성적 이미 

지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성숙한 이미지는 니트 

웨어의 착용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우 

아한 이미지의 여성은 겨울에 특히 니트웨어 착용도 

가 높았고, 보수적 인 여성들은 사계절 모두 착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니트웨어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 

닌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적 

인 이미지의 여성은 사계절 모두 착용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개성적인 여성들은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 

므로 캐주얼하면서 실용적인 의복인 니트웨어의 착 

용도가 낮다고 해석된다.

4.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요소

여성의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디자 

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표 6〉과 같다. 회귀분석 변인의 

종속변인은 6가지 선호이미지이며, 독립변인은 색 

선호도 14개, 무늬 8개, 네크라인 4개, 소재 6개를 사 

용하였다.

지적인 이미지 선호에는 흰색이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검정과 남색이 유의한 영향을 주 

었으며, 이 3개 변인의 설명력은 8.0%였다. 따라서 흰 

색, 검정, 남색을 선호할수록 지적인 이미지를 선호 

하였다.

화려한 이미지 선호에는 노랑색 선호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흰색(-), 빨강, 올리브그린 

(-), 꽃무늬, 합성섬유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 

6개 변인의 설명력은 12.4%였다. 즉, 노랑과 빨강을 

좋아하며, 흰색과 올리브그린을 싫어하고, 꽃무늬와 

합성섬유를 선호할수록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였 

다.

단정한 이미지 선호에는 아가일 무늬 선호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분홍, 파랑(-), 추상 

무늬(-)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이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3.0%였다. 즉, 아가일 무늬와 분홍색을 선 

호하고, 파랑과 추상무늬를 선호하지 않을수록 단정 

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심플한 이미지는 무늬 없는 단색 선호가 가장 높 

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올리브그린, 회색, 빨강 

(-)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이 4개 변인의 설명 

력은 15.8%였다. 즉, 무늬 없는 단색, 회색, 올리브그 

린을 선호하며, 빨강색을 선호하지 않을수록 심플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스포티한 이미지는 신축성 소재의 선호가 가장 높 

은 영 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줄무늬, 글자무늬, 추상 

무늬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 4개 변인의 설명 

력은 12.1%였다. 따라서 신축성 소재를 선호하며, 줄 

무늬, 글자무늬, 추상무늬를 선호할수록 스포티한 이 

미지를 선호하였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캐주얼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줄무늬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 

를 선호하였고49), 스포티한 스타일일 경우는 기하학 

적인 문양을 선호하였던 결과玛와 일치하였다.

품위 있는 이미지는 남색 선호가 가장 높은 영향 

을 주었고, 그 다음에 흰색, 아가일무늬, 브이네크, 합 

성섬 유(-) 선호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 5 개 

변인의 설명력은 9.8%였다. 따라서 남색과 흰색, 아 

가일무늬와 브이네크를 선호하며, 합성섬유를 선호

49) 김은애, Op. cit., pp. 47-48.
50) 박길순, Op. cit.,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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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요소

지적인 화려한 단정한 심플한 스포티한 품위 있는

종속변인 이미지 이 미 지 이 미 지 이 미지 이미지 이미지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흰색 .18 3.02** -.15 -2.6 严 ■ - - - .12 L97*
회색 ■ - - - ■ - 2.50* ■ - -

검정 .14 237* - - ■ - - - ■ * - -

빨강 ■ - .12 2.(俨 - - -.14 …2.47* - -

노랑 - - .16 -

파랑 - - - - -.15 -2.46* - - - - -

올리브그린 - - -.13 -2.2拿 - - .18 3.22 喙호 - - -

남색 .14 2.28* - - - - - - - - .20 3.30**
曰 호 o - - - - .18 3.00** - - - -

단색 - - .26 4.59** - -
즈L口니 話> f —-H - - ■ - - - - ,14 9 94* ■

글자무늬 ■ - - - - - - .14 2.12* -

추상무늬 - - - - -.13 -2.21* - .12 2.04* -

꽃무늬 - - .13 2街

아가일무늬 - - - - .29 5.02** - - - - .14 2.43*

브이 네크 - .12 1.99*

합성섬유 - - .14 2,34* - - - - - - -.15 -2.53*

신축성 소재 - - - - - - .15 으.5辭* - -

^-080, 已 124, 知30, 知5& 7?=121,

F=7.89** 戶636** 7^10.13^ F=12.78** E9.33** FW9)**

* pg ** p<.Ot

하지 않을수록 품위 있는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흰색, 검정과 같은 무채색 

은 지적인 이미지와 관련되고, 노랑, 빨강과 꽃무늬 

는 화려한 이미지, 아가일 무늬는 단정하며 품위 있 

는 이미지, 회색은 심플한 이미지와 관련되며, 신축 

성 소재와 줄무늬는 스포티한 이미지, 남색과 흰색은 

품위 있는 이미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니트웨어 선호도와 착용 

빈도를 파악하고,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선호도 및 

착용빈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며, 니트웨어 선호 이미 

지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요소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및 서울근교의 여대생 

및 직장여성 277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자기이미지는 우아한, 보수적인, 개 

성적, 성숙한 이미지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여성들은 심플한 이미지의 니트웨어를 선호 

하였으며, 스포티한 것은 선호하지 않았다. 검정, 베 

이지색, 흰색, 회색, 남색 등의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는데, 특히 검정색 니트웨어를 

가장 선호하였다. 무늬 없는 단색이 무늬 있는 니트 

웨어보다 더 선호되었고, 터틀네크, 브이네크, 라운 

드네크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하이네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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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소재는 모 혼방, 순면, 순모, 

면 혼방이 유사하게 선호되었으며, 합성섬유는 선호 

도가 낮았다.

셋째, 니트웨어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착용되고 

있으나 봄, 가을에도 과반수의 여성이 1주일에 2회 

이상 니트웨어를 착용하였으며, 여름철에도 25% 정 

도가 1주일에 1회 이상 니트웨어를 착용하였다.

넷째, 자기이 미지와 니트웨어의 선호이미지와의 

관계를 볼 때, 우아한 이미지가 높은 여성은 지적이 

며 품위 있는 이미지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으며, 스 

포티한 이미지의 니트웨어를 싫어하였다. 보수적인 

여성은 단정한 이미지와 심플한 이미지를 선호하였 

고, 화려한 이미지는 싫어하였다. 개성적인 여성은 

화려한 이미지와 스포티한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단정한 이미지의 니트웨어는 싫어하였다. 성숙한 이 

미지가 높은 여성은 지적인 이미지와 품위 있는 이미 

지의 니트웨어를 선호하였다.

다섯째,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디자인 선호와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우아한 이 

미지의 여성은 분홍색, 하늘색, 베이지색과 같은 파 

스텔 색조의 니트웨어를 선호하면서 무늬 없는 단색, 

하이네크, 모 100%의 소재를 선호하였다. 보수적 이 

미지의 여성은 흰색, 단독무늬, 아가일무늬를 선호하 

였으며, 라운드 네크라인을 선호하였다. 개성적 이미 

지의 여성은 노랑, 파랑, 초록, 보라, 분홍 등 고채도 

의 다양한 색과 다양한 소재의 니트웨 어를 선호하면 

서 자카드무늬, 추상무늬를 선호하였다. 성숙한 이미 

지의 여성은 검정, 베이지색과 무늬 없는 단색을 선 

호하였다.

여섯째 ,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의 착용빈도와의 

관계를 볼 때, 보수적인 이미지가 높은 여성은 니트 

웨어 착용빈도가 높았고, 개성적인 여성은 니트웨어 

착용빈도가 낮았다. 계절별로 볼 때 우아한 이미지의 

여성은 특히 겨울철에 니트웨어 착용도가 높았고, 보 

수적인 여성들은 사계절 모두 니트웨어 착용빈도가 

높았다.

일곱째,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디자 

인 요소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지적인 이 

미지의 니트웨어 선호에는 검정, 흰색, 남색 선호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화려한 이미지 선호에는 노 

랑, 빨강과 꽃무늬가 영향을 주었다. 심플한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의 선호에는 무늬 없는 단색과 회색 선호가 긍정적인 

영향을, 빨강색 선호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 

한, 아가일 무늬는 단정하며 품위 있는 이미지 선호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신축성 소재와 줄무늬 

는 스포티한 이미지, 남색과 흰색은 품위 있는 이미 

지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성의 자기이미지와 니트웨어 

선호이미지가 색, 무늬, 소재 등의 디자인 요소와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여성들은 무채색 계통의 무늬 

없는 심플한 이미지의 니트웨어를 선호하면서 스포 

티하거나 화려한 이미지는 선호하지 않았으므로 니 

트웨어를 제작할 때 화려한 배색을 사용하거나 무늬 

를 넣을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원색을 바탕색 이나 배색으로 사용한다면 심플한 느 

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들은 화려한 이미지나 스포티한 이미 

지를 선호하면서, 니트웨어 착용도가 낮은 편이었는 

데 개성적인 여성들을 위한 독특한 니트웨어 디자인 

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니트웨어 수요 증진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이 네크라인과 합성섬유는 선호도가 낮았 

는데, 합성섬유의 니트웨어는 목 부분의 촉감을 고려 

할 때 하이네크보다 라운드나 브이 네크라인 등 일반 

적 인 스타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셋째, 니트웨어는 겨울철에 많이 착용되었으나 

봄 • 가을의 착용빈도가 적지 않았으며, 여름철에도 

어느 정도 착용되고 있었으므로 사계절을 위한 니트 

웨어 디자인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디자인 요소가 니트웨어 선호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볼 때, 검정은 지적인 이미지, 흰색은 품위 있 

는 이미지, 회색은 심플한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 

었으므로 이 같은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을 위해 

서는 무채색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티한 이미지와 화려한 이미지에 영향을 준 디자 

인 요소를 고려할 때 스포티한 니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신축성 소재와 줄무늬를 사용하며, 화려한 

이미지의 니트웨어를 위해서는 원색과 꽃무늬를 이 

용하거나 합성섬유를 장식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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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제 사용되는 니트웨어의 색 

은 같은 색이라도 소재나 조직에 따라 다르게 평 가되 

고, 무늬 선호에 대한 내용도 실제 의복과 차이가 있 

다는 것이며, 무늬의 배색, 크기나 간격 등에 따라 다 

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니트웨어의 조직이나 형태 등을 

고려 한 실물에 가까운 그림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니트웨어를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며, 니트웨 어 선호 디자 

인을 소비자의 체형, 연령, 성별에 따라 세분화시키 

는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선호하는 디자인과 실제로 

소유한 니트웨 어 디자인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시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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