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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dimensions of the visual evaluation of the costume details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and to research on the costume details and the visual evaluation by evaluators’ gender, age, 
and major, and on their preferences. Quantitative research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 pictures, 
10 costume detail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questions and data were collected. All 446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ere college students(males and females) residing in or near Seoul.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2008.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which included: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reliability analysis, three-way ANOVA, two-way ANOVA,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nd the t-test. The results of visual evaluation of retro romantic fashion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of the costume detail evaluation, five factors including attractiveness, decorativeness, cuteness, 
retro, and femininity surfaced. Secon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ed that women 
rated decorative, cute, retro, and feminine characteristics higher than men did.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in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depending on costume details and evaluators’ gender. Fourth, 
subjects majoring in fashion valued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of the stimulus over non-fashion majoring subjects.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s of costume details depending o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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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획일화된 사고와 인간

성의 부재라는 부정 인 이미지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 반 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환 을 맞게 되었다. 이에 과거에 한 향수

와 함께 감정과 정신을 우 에 두는 트로 로맨틱 

경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패션은 그 시 의 사회․문화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  가치 을 표 하는 수단이 되므로, 
 패션에서 트로 로맨틱의 등장은 인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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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  평가에 한 연구” (부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1).
2) 오 정, 이은 , “의복에서의 조형미와 유행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권 4호 (1990), pp. 234-251.
3) 이경희,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  평가” (부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4).
4) 오선아, “임부복의 의복범주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향” (충남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6).
5)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 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2보): 소재, 소매와 장식유

무를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8호 (2002), pp. 1216-1227.
6) 김미지자, “Texture와 Colour Coordination의 감성 공학  Technology에 한 연구” (한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6).
7) 추선형, 김 인, “패션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 (2002), pp. 193-204.
8) 박 옥,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  연구” ( 앙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6)

를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로 로맨틱 패

션은 과장된 조형성, 화려한 장식성, 다원  복고성

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미  특성을 토

로 의복의 장식 디테일에 따른 시각  평가를 실시

하여 트로 로맨틱 패션의 시각  이미지를 실증

으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트로 

로맨틱 패션 의복 디테일의 시각  평가에 한 차

원을 분류하며,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 
공에 따른 시각  평가와 의복 디테일의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한, 이러한 연구를 기 로 하여 

패션디자인 개발에 구체 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

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Ⅱ. 문헌 연구
의복에 한 시각  평가는 지각자가 주체가 되어 

객 인 매체인 의복에 해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

는 것으로 의복의 장식 디테일뿐만 아니라 소재, 실
루엣 등의 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한 선행 연구  장식 디테일, 소재, 실루

엣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식 디테

일에 한 연구로, 이경희1)는 의복 실루엣은 의복디

자인보다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의복디자인은 디테

일에 의해 시각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 디테일이 

의복이미지 형성에 큰 향을 다고 하 다. 그러

나 오 정, 이은 2)의 연구에서는 의복에 한 미  

가치 평가시 향력 있는 조형요소의 순 가 색채, 
선․스타일, 무늬, 세부 장식 순으로 나타나, 이경희

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한, 이경희3)는 의

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  평가

에 해 연구한 결과, 표면의 이미지는 디테일의 방

향보다 의복형태와 디테일의 종류에 의해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릴 디테일도 A-line과 

X-line에 사용된 경우는 매우 귀여운 이미지로 부각

되었고, V-line에서는 시 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V-line에 바이어스 테이 를 사용한 이미지는 

으로 나타났다. 오선아4)의 연구에서는 의복 범주, 
장식의 음양 수 , 장식 양의 수 과 지각자 변인이 

임산부의 인상과 직업 합성 지각에 어떠한 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선 무늬의 넥타

이, 견장, 직선의 커 스 소매와 셔츠 칼라 등 남성  

이미지의 장식인 경우 진보 으로 지각되었고, 물방

울무늬의 스카 , 릴 소매와 둥근 칼라 등의 여성

인 이미지의 장식인 경우에는 사교 으로 지각되

었다. 이미연, 이명희5)는 장식 유무와 지각자의 성별

에 따른 웨딩드 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

과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를 가장 귀엽게 지

각하 고, 허리에 장식이 없는 경우를 가장 귀엽지 

않게 지각하 다.
소재와 련된 연구를 보면, 김미지자6)는 소재의 

색채와 감성에 한 연구에서 실제 소재 20개를 사

용하여 자극물로 제시하고 소재의 시각  질감과 

각  질감에 의한 이미지를 각각 분석하 다. 그 결

과, 시각  질감의 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  질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더 다양하며 미세한

데 있다고 분석하 다. 추선형, 김 인7)은 우아한 이

미지를 나타내는 변인은 택, 두께, 도로 각각 

택이 있으며, 얇고 성근 소재는 우아하고 가벼운 이

미지이며 택이 없고 촘촘한 소재는 편안한 이미지

를 다고 하 다. 한 불규칙, 규칙 요철의 소재는 

개성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변인으로 지각되

었다. 한, 택이 있으며 성근 소재도 개성  이미

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문양과 련된 

연구를 보면, 박 옥8)은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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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유진, 이경희, “의복디자인의 조형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7호 (2000), p. 977.
10) 이주 ,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향” (연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990).
11) 이웅희, 강경자, “원피스드 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

21권 6호 (1997), pp. 1060-1071.
12)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 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2000), pp. 724-735

시각  이미지 연구에서 직물무늬 이미지는 품 성, 
경직성, 경량성, 단정성, 복합성의 요인으로 구성되

며, 무늬 간에는 품 성과 경직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꽃무늬가 가장 품

 있는 것으로 무늬 없는 것이 가장 경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 형, 형태의 조형요소에 한 연구는 주로 의복

의 외곽선을 형성하는 실루엣을 심으로 다른 요소

들과의 련성을 알아보거나, 패턴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  효과를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9). 이주 10)

은 슈트, 드 스, 블라우스와 바지의 의복유형이 착

용자에 한 인상에 요한 향을 미치는 단서임을 

밝혔다. 한, 하의에서 하의의 길이가 길 때보다 짧

을 때 더 능력 있고 활동 이며 더 어려보이고 깔끔

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웅희, 강경자11)의 연구에서 

소매, 스커트 폭, 스커트 길이는 원피스드 스 착용

자의 인상에 향을 미쳤는데, 스커트 폭은 성숙성, 
주의집 성 차원에서 가장 향력 있는 단서이며, 
스커트 길이는 부드러움, 품 , 성 인상 차원에

서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이미연, 이명희
12)의 연구를 보면, 실루엣은 매력성, 여성성, 귀염성 

요인에 유의 인 향을 주었고 단정성 요인에는 유

의 인 향을 주지 않았다. 실루엣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돔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 착용자가 매력

이고 여성 이면서도 귀엽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의복의 장식 디테

일, 소재, 실루엣에 따라 시각  평가가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조형요소의 기능 이며 구조 인 측면에 한 연

구가 부분으로 구체 인 의복 디테일에 한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트로 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의복 디테

일의 종류에 따른 시각  평가를 실시하여 그 장식

인 가치를 악하고 앞으로의 트 드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질문지와 자극물을 사용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 으며,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10×2×2 
(의복 디테일×지각자의 성별×연령)의 요인설계와 10×2 
(의복 디테일×지각자의 공)의 요인설계를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의복 디테일 자극물과 이에 한 지

각자의 평가를 측정하는 형용사 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을 택하기 하여 00 S/S

부터 08 F/W까지의 여성복 컬 션(Collections), WWD, 
패션쇼(Fashion Show), 보그(Vogue) 등의 잡지와 

련 인터넷 사이트(www.style.com)를 참고하여 총 10
개의 의복 디테일을 선정하 다. 의복 디테일은 

트로 로맨틱 패션의 과장된 조형성, 화려한 장식성, 
다원  복고성의 특징을 잘 반 하는 릴, 리본, 퍼

 슬리 , 단추, 끈 장식, 모피 장식, 라운스, 비즈, 
러 , 자수로 하 다. 수집된 자료들은 객 인 평

가를 하여 포토샵 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분 으

로 수정하 다.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정도로 하 으

며, 노출이 심한 것은 디자인을 변경하 고, 인상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얼굴을 통일하 다. 한, 
의복 이미지 측정시 의복 색의 향을 받지 않도록 

그림을 무채색으로 하 으며, 배경색은 연한 회색이

었다. 자극물의 크기는 6.5×12.5cm이었으며, 완성된 

자극물은 d1-d10의 번호를 부여하 다.
자극물은〈그림 1〉과 같으며 의복 디테일 1은 

릴, 2는 리본, 3은 퍼  슬리 , 4는 단추, 5는 끈 장

식, 6은 모피 장식, 7은 라운스, 8은 비즈, 9는 러

, 10은 자수 장식이었다.
시각  평가에 사용 된 의미미분척도는 련 선

행 연구
13～17) 등에서 사용한 형용사  에서 의복 

디테일을 표 하는데 하다고 단되는 20개의 

형용사 을 택하 다. 의복 디테일의 선호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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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주 , 조 호,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향을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 pp. 747-764. 
14) 김일분, 유태순, “의복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계,” 복식 45권 7호 (1999), pp. 103-119.
15) 김유진, 이경희, op. cit., pp. 976-986. 
16) 이미연, 이명희, op. cit., pp. 1216-1227.
17)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호 (2003), pp.

395-406.

d1 릴
(참조: Valentino

02 S/S
www.style.com)

d2 리본
(참조: Chanel

07 S/S 
www.style.com)

d3 퍼  슬리
(참조: Malandrino

07 S/S
www.style.com)

d4 단추
(참조: Aquascutum

06/07 F/W
www.style.com)

d5 끈 장식
(참조: Jil Sander

05 S/S
www.style.com)

d6 모피 장식
(참조: Christian Dior 

07/08 F/W
www.style.com)

d7 라운스
(참조: Emmanuel Ungro

06 S/S
www.style.com)

d8 비즈
(참조: Chanel 

07 S/S
www.style.com)

d9 러
(참조: Valentino

05/06 F/W
www.style.com)

d10 자수
(참조: Aquascutum

06/07 F/W
www.style.com)

<그림 1> 자극물.

사하기 하여 ‘내가 좋아 하는-내가 싫어하는’의 1
문항을 7  척도로 사용하여 각 의복 디테일의 좋아

하는 정도를 조사하 다. 자극물의 의복 디테일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형용사 의 간 4 을 

기 으로 하여 왼쪽에 정  형용사를 두어 7 으

로, 오른쪽에 부정  형용사를 두어 1 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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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척도를 사용하 다. 인구 통계  변인으로 피험

자의 성별, 연령, 공 여부를 조사하 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학생 446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자가 

166명, 여자가 280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9월 6일부터 24일까지이었다. 질문지는 각각 5개의 

의복 디테일을 1조로 조합하여 총 2조가 되게 하

으며, 1명의 피험자가 5개의 자극물 1조에 응답하도

록 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처리

하 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

분석, Duncan의 다 범 검증을 실시하 다.

Ⅳ. 결과분석 및 논의
1. 의복 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

<표 1> 의복 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

요인 1. 매력성 요인부하량 요인 3. 귀염성 요인부하량

 세련된 - 스러운 0.80  발랄한 - 발랄하지 않은 0.80

 매력 있는 - 매력 없는 0.78  귀여운 - 귀엽지 않은 0.77

 아름다운 - 아름답지 못한 0.66  활동 인 - 비활동 인 0.66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0.65 변량 = 11.33%      변량 = 46.57% 
고유치 = 2.27       α신뢰도 = 0.53 에 띄는 - 에 띄지 않는 0.63

 품  있는 - 품  없는 0.59 요인 4. 복고성 요인부하량

 자연스러운 - 어색한 0.57  복고 인 - 복고 이지 않은 0.72

변량 = 19.71%       변량 = 19.71%
고유치 = 3.94        α신뢰도 = 0.85

 고상한 - 천박한 0.65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0.59

요인 2. 장식성 요인부하량 변량 = 14.22%      변량 = 62.67%
고유치 = 3.13       α신뢰도 = 0.76  장식 인 - 단순한 0.74

 과장된 - 과장되지 않은 0.74 요인 5. 여성성 요인부하량

 돋보이는 - 돋보이지 않는 0.72  여성 인 - 남성 인 0.79

 화려한 - 수수한 0.72  낭만 인 -낭만 이지 않은 0.59

 개성 인 - 평범한   0.64

변량 = 15.53%       변량 = 35.24%
고유치 = 3.11        α신뢰도 = 0.79

변량 = 8.02%        변량 = 63.83%
고유치 = 1.60        α신뢰도 = 0.55

트로 로맨틱 패션의 의복 디테일을 시각 으로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0문항에 하여 주

성분분석과 Varimax 회 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5
개 요인을 채택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는〈표 1〉과 

같다.
요인 1은 세련된 - 스러운, 매력 있는 - 매력 없

는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이라 명명하 다. 요인 

2는 장식 인 - 단순한, 과장된 - 과장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장식성 요인이라 명명하 고, 요인 3은 발

랄한 - 발랄하지 않은, 귀여운 - 귀엽지 않은 등이 포

함되어 귀염성 요인이라고 하 다. 요인 4는 복고 인

- 복고 이지 않은, 고상한 - 천박한 등이 포함되어 복

고성 요인이라고 하 고, 요인 5는 여성 인 - 남성

인, 낭만 인 - 낭만 이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여성

성 요인이라고 명명하 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

은 0.57 이상이고, 요인 5까지의 변량은 63.83%
이었다.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한 Cronbach's 
α값을 조사하 으며, 각각의 신뢰도는 0.85,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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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0.76, 0.55로 나타났다.

2.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각적 평가

트로 로맨틱 패션에 한 시각  평가가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조사하기 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 요인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볼 때 여자는 남자보다 

의복 디테일의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을 모

두 더 높게 평가하 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극물에 하여 섬세하게 반응하여 의복 디테일이 

<표 2>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시각  평가의 차이

변량원
매력성

F
장식성

F
귀염성

F
복고성

F
여성성

F

주효과

디테일(A)
성별(B)
연령(C)

7.32***
1.02
4.44*

45.95***
 8.63**
 0.16

20.46***
11.16**
 2.09

42.94***
 4.00*
 0.01

 4.42***
20.46***
 0.05

2원 상호

작용효과

A×B
A×C
B×C

4.49***  
0.49
0.74

 1.54
 0.54
 0.21

 0.83
 0.10
 5.59*

 1.38
 0.67  
 1.41

 1.94*
 1.11
 1.17

3원 상호

작용효과
A×B×C 1.09  0.99  1.22  0.83  0.96

변인 속성 M M M M M

디테일

릴

리본

퍼

단추

끈 장식

모피 장식

라운스

비즈

러

자수

4.19
3.78
3.98
4.25
4.16
4.06
4.55
4.19
4.38
3.85

 4.92
 4.13
 4.77
 3.58
 5.13
 5.14
 4.86
 4.87
 5.58
 5.12

 3.92
 4.04
 3.72
 3.83
 4.04
 2.66
 3.70
 3.59
 4.01
 2.81

 3.90
 4.64
 4.15
 5.21
 3.76
 3.81
 4.00
 4.10
 3.88
 4.96

 5.19
 4.73
 5.00
 4.62
 4.82
 4.63
 5.13
 4.81
 5.11
 4.73

성별
남자

여자

4.06
4.19

 4.68
 4.89

 3.51
 3.70

 4.19
 4.27

 4.70
 4.98

연령
21세 미만

21세 이상

4.22
4.06

 4.82
 4.80

 3.75
 3.51 

 4.28
 4.20

 4.95
 4.81

*p<0.05, **p<0.01, ***p<0.001.

더 장식 이고 귀여우면서 복고성과 여성성이 높다

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매력성 요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1세 

미만은 21세 이상보다 자극물의 매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 다. 즉, 매력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평가

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력성 이외의 장

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은 성별에 따라 그 평가

가 달라지고, 연령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각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웨딩드 스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다양한 실루

엣  네크라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지각

상자를 더 매력 으로 단한 이미연, 이명희18)의 연

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의복 디테일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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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미연, 이명희, op. cit., pp. 724-735.

강하여 성별에 계없이 매력성이 유사하게 느껴지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3〉에 따르면 디테일에 따른 지각은 매력성,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의 모든 평가에서 유

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테일

<표 3> 자극물에 따른 시각  평가의 차이

자극물

매력성

d2 d10 d3 d6 d5 d8 d1 d4 d9 d7

3.78 3.85 3.98 4.06 4.16 4.19 4.19 4.25 4.38 4.55

F=9.74***

------------------------------------->f
------------------------------------->e

-------------------------------------------------->d
---------------------------------------------------------------->c

---------------------------------------------------------------->b
----------------------->a

자극물

장식성

d4 d2 d3 d7 d8 d1 d10 d5 d6 d9

3.58 4.13 4.77 4.86 4.86 4.92 5.12 5.13 5.14 5.58

F=64.95***

---------->e
---------->d

-------------------------------------------------->c
------------------------------------->b

---------->a

자극물

귀염성

d6 d10 d8 d7 d3 d4 d1 d9 d5 d2

2.66 2.81 3.59 3.69 3.72 3.83 3.92 4.01 4.04 4.04

F=38.40***

----------------------->d
--------------------------------------------------->c

-------------------------------------------------->b
---------------------------------------------------------------->a

자극물

복고성

d5 d6 d9 d1 d7 d8 d3 d2 d10 d4

3.76 3.81 3.88 3.90 3.99 4.10 4.15 4.64 4.96 5.21

F=57.38***

-------------------------------------------------->f
-------------------------------------------------->e

------------------------------------->d
---------->c

---------->b
---------->a

자극물

여성성

d4 d6 d10 d2 d8 d5 d3 d9 d7 d1

4.62 4.63 4.73 4.73 4.81 4.82 4.99 5.11 5.13 5.19

F=8.01***
----------------------------------------------------------------------------->c

------------------------------------->b
--------------------------------------------------->a

***p<0.001, a～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1: 릴, d2: 리본, d3: 퍼 , d4: 단추, d5: 끈 장식, d6: 모피 장식, d7: 라운스, d8: 비즈, d9: 러 , d10: 자수.

에 따라서 지각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의복 디테일에 따른 시각  평가의 차이를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하여 10개 자극물의 평균치에 하

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 범 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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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유진, 이경희, op. cit., pp. 976-986. 

하 으며, 그 결과는〈표 3〉과 같다. 
〈표 3〉에서 매력성 요인은 6개 집단으로 각각 

분류되었는데, 매력성에 있어서 라운스와 러 은 

a집단에 속하여 가장 매력 으로 나타난 반면 퍼 , 
자수, 리본은 f집단에 속하여 덜 매력 인 것으로 나

타났다. 러 은 부드러운 소재로 주름잡아 수평선이 

에 띄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유진, 이경희
19)의 연구에서 디자인의 선의 특성이 매력 이고 부

드러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

이었다. 장식성 요인은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러 은 장식성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디테

일이었다. 반면에 단추는 장식성이 낮은 것으로 지

각되었다. 이는 단추는 장식보다 기능을 해 필요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귀염성 요인은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모피 장

식과 자수는 귀염성이 낮게 지각된 반면 리본은 귀

염성이 높았다. 귀염성은 리본 이외에도 끈 장식, 러
 등의 디테일과 련성이 높았다. 복고성 요인은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단추 디테일이 가장 복

고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극물의 단추가 크고 

두 로 달려 있어서 단정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성은 3개 집

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릴과 라운스, 러  등이 

여성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들은 옷감의 주름으로 

표 되는 비슷한 형태의 디테일로 셔링의 효과 때

문에 낭만 이면서도 여성 인 취향을 잘 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고 본다. 비즈의 경우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

이지 않았으나, 장식성과 여성성이 각각 4.86, 4.81
의 수치를 나타내어 다소 장식 이며 여성 인 특

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 으로 볼 때 

릴과 라운스, 퍼 는 여성성이 강한 디테일로 지

각되었으며, 특히 라운스는 가장 매력 인 디테일

이었다. 러 은 여성성과 장식성이 강한 디테일로, 
모피 장식과 자수는 장식성이 강한 반면 귀염성은 

떨어지는 디테일로, 단추는 복고성이 강한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한 리본과 끈 장식은 귀염성이 강한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표 3〉에서 볼 때 매력성과 여성성은 디테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이었고, 귀염성

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이었

다. 한, 장식성과 복고성은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

의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성별, 연령

에 따른 3원 상호작용효과는 각 요인에서 모두 유의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성별에 따른 여성성과 매력성의 상호

작용형태는〈그림 2〉,〈그림 3〉과 같다.〈그림 2〉를 

보면 디테일의 여성성에 하여 여자들이 남자들보

다 체로 더 높은 수를 주었는데, 특히 릴, 리
본, 퍼  슬리 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여성 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평가하 다. 이는 릴, 리본, 
퍼 는 통 으로 여성의 옷에만 사용되어온 디테

일이므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정확하게 지각한 결

과라고 풀이된다. 
다음으로〈그림 3〉에서 성별  의복에 따른 매

력성의 상호작용형태를 볼 때 여자들은 리본, 퍼  

슬리 , 모피 장식, 비즈를 남자보다 더 매력 으로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들이 실제 그와 같

은 의복의 착용 경험이 있고  그 의복 디테일에 

한 착용 욕구가 있으므로 매력 으로 평가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러 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월등히 매

력 이라고 평가하 는데 이는 부드러운 소재로 주

름잡은 것이 에 띄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기 때문

이라고 해석된다.

d1: 릴, d2: 리본, d3: 퍼 , d4: 단추, d5: 끈 장식, 
d6: 모피 장식, d7: 라운스, d8: 비즈, d9: 러 , d10: 자수

<그림 2> 여성성 평가에 한 성별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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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릴, d2: 리본, d3: 퍼 , d4: 단추, d5: 끈 장식, 
d6: 모피 장식, d7: 라운스, d8: 비즈, d9: 러 , d10: 자수

<그림 3> 매력성 평가에 한 성별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4> 귀염성 평가에 한 성별, 연령에 따른 상호

작용형태.

〈그림 4〉에서 귀염성에 한 성별  연령에 따

른 상호작용형태를 볼 때 21세 이상에서는 남녀 차

이가 없었던 반면 21세 이하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자들은 연령이 변화하여도 

의복에 한 지각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지만, 여자

들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의복 디테일을 정 으

로 지각하여 자극물의 귀염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3. 자극물의 2차원상의 위치 
5개 요인  요인 재량이 높은 처음 2가지 요인

인 매력성과 장식성을 택하여 2차원의 인식도를 작

성하 다. 인식도 상에서 각 의복 디테일의 치는

〈표 4〉에서 제시된 평균치에 의해 결정되며, X축을 

매력성 요인, Y축을 장식성 요인으로 하여,〈그림 5〉

<그림 5> 매력성과 장식성을 기 으로 한 의복 디테

일의 치.

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라운스와 러 은 매

력성과 장식성이 비교  높은 디테일이었다. 자수는 

다른 디테일에 비하여 매력성은 낮으나 장식성이 높

게 평가되었으며 단추는 장식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리본은 매력성과 장식성이 모두 낮았는데, 
이것은 리본이 어린이 의복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므

로 성인 의복에서 부정 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해석

된다. 

4.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공에 따른 시각  평

가의 차이는〈표 4〉와 같다.〈표 4〉의 주효과에서 

공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매력성과 여성성은  공

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있었으나, 장식성과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매력성

과 여성성 모두 의류 공자들이 비 공자들보다 더 

높은 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

공자들은 아름다우며 세련된 의상의 미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부분의 의복 디테일을 더 매

력 이며 여성 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
호작용 효과를 보면 매력성과 귀염성에서 디테일과 

의류 공 여부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6〉에서 귀염성에 한 상호작용형태를 보

면 의류 공자들이 비 공자들보다 릴이나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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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공에 따른 시각  평가의 차이

변량원
매력성

F
장식성

F
귀염성

F
복고성

F
여성성

F

주효과
디테일(A)

공(B)
 4.43***
27.03***

41.35***
 0.67

29.15***
 0.01

35.87***
 0.81

 7.05***
12.48***

2원 상호

작용효과
A×B  2.47**  1.66  2.07*  1.39  1.83

변인 속성 M M M M M

의류

공 여부

의류 공

비 공

 4.36
 4.08

 4.81
 4.81

 3.67
 3.62

 4.29
 4.23

 5.03
 4.83

*p<0.05, **p<0.01, ***p<0.001.

d1: 릴, d2: 리본, d3: 퍼 , d4: 단추, d5: 끈 장식, 
d6: 모피 장식, d7: 라운스, d8: 비즈, d9: 러 , d10: 자수

<그림 6> 귀염성 평가에 한 공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d1: 릴, d2: 리본, d3: 퍼 , d4: 단추, d5: 끈 장식, 
d6: 모피 장식, d7: 라운스, d8: 비즈, d9: 러 , d10: 자수

<그림 7> 매력성 평가에 한 공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와 같은 디테일에 해 귀염성을 더 높게 평가하

으며, 모피, 라운스, 비즈는 귀염성을 낮게 평가하

다.〈그림 7〉에서 매력성에 한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의류 공자들이 비 공자들보다 리본, 퍼 , 비
즈, 자수를 더 매력 인 것으로 평가하 다. 즉, 의류

공자들은 의복에 심이 많기 때문에 부분의 의

복 디테일에 더욱 정 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

다.

5. 의복 디테일의 선호도 비교
지각자의 성별, 연령, 공에 따른 의복 디테일 각

각에 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과 공에 따라 의복 디테일

의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성별에 따른 의복 디테일 선호도

가 라운스(t=4.21, p<0.001), 끈 장식(t=2.54, p<0.05), 
퍼 (t=2.47,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라운스, 끈 장식, 퍼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선호

하 으며, 특히 라운스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선호하는 디테일이었다.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으나, 의복 디테일에 한 남자의 선호도 평균값

이 체 으로 여자의 평균값보다 높았다. 이는 남

자들이 단순한 것보다 장식 인 디테일이 있는 옷에 

더 호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공에 따른 의복 디테일 선호도

의 차이는 모피 장식(t=－3.15, p<0.01), 퍼 (t=－3.11, 
p<0.01), 라운스(t=－1.96, p<0.05)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모피 장식, 퍼 , 라운스 모두 비 공자들

이 의류 공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퍼
 슬리 에 해 의류 공자들이 비 공자보다 매

력성은 낮게 평가하 으나 선호도는 높았으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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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 공에 따른 의복 디테일에 한 선호도의 차이

문항
성별

t
공

t
남자(n=94) 여자(n=127) 의류 공 비 공

릴 5.47 5.24   1.42 5.24 5.37 －0.70

리본 4.93 5.16 －1.18 5.07 5.05   0.08

퍼 5.80 5.35   2.47* 5.05 5.70 －3.11**

단추 4.30 4.39 －0.42 4.55 4.28   1.10

끈 장식 5.88 5.46   2.54* 5.40 5.72 －1.70

모피 장식 5.64 5.44   1.04 4.93 5.64 －3.15**

라운스 5.78 4.97   4.21*** 4.86 5.32 －1.96*

비즈 5.18 5.35 －0.81 5.40 5.27   0.48

러 6.17 6.00   0.94 5.95 6.08 －0.59

자수 5.86 5.58   1.49 5.81 5.63   0.80

*p<0.05, **p<0.01, ***p<0.001.

력성 평가와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극물에 따른 의복 선호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

과 Duncan의 다 범 검증으로 조사하 으며, 그 결

과는〈표 6〉과 같다.〈표 6〉의 F값이 24.50(p<0.001)
이므로 의복 디테일의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러 이 a집단으로 가

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디테일이며, 단추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다. 러 에 이어 자수, 끈 장식, 
퍼 , 모피 장식이 b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c집단에

는 퍼 , 모피 장식, 릴, 비즈가 포함된다. 모피 장

식, 릴, 비즈, 라운스는 d집단이며, 상 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e집단에는 리본, 라운스, 비즈

가 속해 있다.

<표 6> 자극물에 따른 의복선호도의 차이

자극물

선호도

d4 d2 d7 d8 d1 d6 d3 d5 d10 d9

4.35 5.06 5.23 5.30 5.33 5.50 5.54 5.64 5.67 6.05

F=24.50***

---------->f

------------------------------------->e

-------------------------------------------------->d

-------------------------------------------------->c

-------------------------------------------------->b

---------->a

***p<0.001, a～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1: 릴, d2: 리본, d3: 퍼 , d4: 단추, d5: 끈 장식, d6: 모피 장식, d7: 라운스, d8: 비즈, d9: 러 , d10: 자수.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매력성,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의 5개 요

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시각  평가의 차이

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의복 디테일의 장식성, 귀염

성, 복고성, 여성성을 모두 더 높게 평가하 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극물에 하여 섬세하게 반

응하여 트로 로맨틱 패션의 디테일이 더 장식 이

면서 여성성이 높다고 지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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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디테일에 따른 지각은 5개 요인의 모든 평가

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릴과 라운스, 퍼
는 여성성이 강한 디테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라운스는 가장 매력 인 디테일이었다. 러 은 여

성성과 장식성이 강한 디테일로, 단추는 복고성이 높

은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한 리본과 끈 장식은 귀

염성이 높은 디테일이었다.
셋째, 의복 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매력

성과 여성성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리본

과 퍼  슬리 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매력 이며 

여성성이 높다고 평가하 다.
넷째, 공에 따른 의복 디테일 선호도의 차이는 

모피 장식, 퍼 , 라운스 모두 비 공자들이 의류

공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퍼  슬

리 에 해 의류 공자들이 비 공자보다 매력성

은 낮게 평가하 으나, 선호도는 높았으므로 매력성 

평가와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의복 디테일 선호도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라운스, 끈 장식, 퍼 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선호하 으며, 특히 라운스는 에 띄

는 디테일이었다. 공에 따른 차이에서 모피 장식, 
퍼 , 라운스 모두 비 공자들이 의류 공자들보

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비 공자들은 

공자에 비해 퍼  슬리 의 매력성은 낮게 평가하

으나 선호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 으로 볼 때, 릴과 라운스, 퍼 는 여성

스러운 디테일로 특히 라운스는 가장 매력 으로 

지각되었다. 러 은 장식 인 특성이 강하 으며, 단
추는 복고 인 디테일로 지각되었고 리본과 끈 장식

은 귀여운 디테일로 나타났다. 모피와 자수는 장식

성이 높았으나 귀염성은 낮은 편이었다. 남자는 여

자보다 퍼 , 라운스를 선호하 으며, 여자는 리본

과 비즈를 선호하 다.
이와 같이 시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트로 로

맨틱 패션의 이론  고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인 근거와 구체 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러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디자인 개발을 해

서 시각  평가가 매우 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결

과를 디자인 발상에 활용하면 유행으로써의 심미성 

뿐만 아니라 상품성까지 갖추게 되어 트로 로맨틱 

패션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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