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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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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sed on results using factor analysis, Women's definition of "Ideal beauty" can be materialize into four key
factors, "Confident beauty", "Graceful beauty", "Lively beauty", and "Genuine beaut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materialize Women's definition of "Ideal beauty"and the above four factors were representative of 56.31% of total variance.
"Ideal beauty" defined by age category was also found significant difference, indicating existence of different "Ideal beauty
"definition for age groups. Itemized age category's "Ideal beauty" definitions are as follows, 18-22 years, bright and lively,
23-27 years, cute and confident, 28-32 years, sensible and confident 33-37 years, hard-working, 38-42 years, ability and
composure , 43-47 years, casual and graceful, 48-52 years, refined and noble, 53 years and above, healthy and proper as
"Ideal beauty" definitions. The defined "ideal beauty" was steadily shifted with age group. Women 38 years and younger
were defined external attributes to "Ideal beauty", as women 38 years and older were defined inner attributes to "Ideal
beauty". Women's definition of "Ideal beauty" can materialize into four key factors, "Confident beauty", "Graceful beauty",
"Lively beauty", and "Genuine beauty". 

Key words: ideal beauty(이상적인 미), confident beauty(당당한 미), graceful beauty(우아한 미), lively beauty(발랄
한 미), genuine beauty(순수한 미)

1. 서 론

현대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지

만 그 중에서도 여성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특기할 만하다.

예전에 바람직하게 여기던 여성미와 요즘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미가 확실하게 달라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윤리관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여, 복종

과 인내가 여성의 덕목이자 행동규범이며 여성이 삶을 통해 추

구하여야 할 아름다움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서는 이러한 개념에 변화를 보여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주체

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美)의 관념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의 정신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그 시대 상황에서 인정되는 보

편성이 있어야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

화하여 왔으며 여성미는 그 시대가 이상시하는 여성성의 내용

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 미의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므로 시대마다 이상적 아름다움

은 다르게 나타난다. 

의류학 분야에서도 Chung and Kim(2001)의 연구에 의하면

대인관계에 있어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것이 좋다”

라는 신체적 고정관념이 실제로 존재하며 외모 향상을 위한 현

대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투자와 노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행동이라 하였다. Kim and Kim(2001)은 복식사적 관

점에서 여성성과 인체미 및 복식의 미적 특징과 이미지를 밝힘

으로서 현대복식이 추구하고 있는 여성성과 이에 따른 여성 신

체에 대한 이상미를 규명하였다. Kwon and Cho(2002)는 현대

예술에서의 신체의 의미와 표현된 양상이 패션디자인을 통해

사실적 혹은 왜곡 변형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신

체에 대한 미적, 조형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유형화하

고 연령별 이상적 여성미를 분석함으로서 21세기의 이상적 여

성미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 여성미를

알아보고 이상적 여성미를 측정하는 지표를 마련하는데 기여하

고자 하며, 디자인 상품기획과 뷰티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Kwan Yi Lee

Tel. +82-10-2522-2428, Fax. +82-51-629-2019

E-mail: leekwany@tu.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37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2년

2. 이론적 배경

여성미에 대한 외형적 측면의 형성은 각 개인의 내면의 미의

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내면적 의식 형성은 자신이 처한 시

대상황이나 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는 미

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시간과 공간,

작게는 성(性), 연령, 지위, 계급 등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여성미에서 ‘이상(理想: ideal)’의 사전적 의미

는 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Dictionary of Yonsei

Korean, 1998)이며 이상적(理想的)이라는 것은 사물의 가장 바

람직한 상태(Naver Encyclopedia)를 말한다. 여성에 대한, 그리

고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인식은 지속적인 학문의 대

상이 되어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미와 관련된 예술사조 또

는 디자인 양식에 의해 패션으로 표현된 여성미 연구와 복식사

적 측면에서 여성 신체의 미의식을 고찰한 연구 그리고 신체

이미지, 자기이미지를 중심으로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으로 고

찰한 연구 등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90년도 이후

에 와서는 사회학, 여성학적 측면에서도 여성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2001)은 디자이너 작품을 대상으로 20세기에 나타난 여

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해 연구하면서 그 시대의 신체

형과 연관시켜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구현된 의미와 그 시대의

맥락을 고찰하였는데,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구현된 의미를 계

급, 지위, 이미지 도덕성과 신체에 대한 미적 인식의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Kim and Kim(2001)은 현대패션의 근저를 이루는

빅토리아 시대, 즉 가부장제도 에서의 복식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 및 복식의 미적 특징과 미적 이미지를 밝히고 현대복식

이 추구하고 있는 여성성과 이에 따른 여성 신체에 대한 이상

미를 규명하였다. Kwon(2000)은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을 철학

적 관점과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한 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보

여 지는 신체 이미지를 성, 인종, 자연, 기술의 범주에서 패션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각 시대별 인체의 표현방법과 이미

지, 디자인 요소로서 고찰하여 조형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

따라서 이상적 여성미는 절대성의 가치에서 벗어나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적극 수용하는 패션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연령층에 어필할 수 있는 디자

인 세분화 및 마케팅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의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21세기의 이상적

인 여성미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21세기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인 여성미의 특성

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21세기의 이상적인 여성미에 따른 패션 디자인

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3.2. 평가도구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Lee

and Lee(2002, 2003)의 선행연구에서 제작된 평가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사진자극물은 이상적 여성미를 나타내는 22개의 어

휘에 대하여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패션경향을 반영

하고 있는 패션사진을 http://www.samsungdesign.net(2002~

2004)에서 총 786개 수집하여, 전공자 5명(의류학전공 교수, 박

사과정)의 검증을 통해 22개의 어휘에 대한 대표사진인 110개

의 자극물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사진자극물의 타당성을 평

가하기 위해 2004년 2월 4일~8일 사이에 부산시내 거주 여성

240명을 대상으로 110개의 사진에 대한 타당성을 판별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79.1%의 높은 적중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될 사진자극물은 올바르게 판정된 자극물을 우

선적으로 선정하고 각 사진에 해당하는 이상적 여성미의 평균

값을 고려하여 22개의 어휘에 대해 각각 3개씩, 총 66장의 패

션사진 자극물이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부산시내 거주하는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편

이표본추출에 의한 일대일 대인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청

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해온 연령별 이상적 여성미의

차이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미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사회

인으로 새 출발하는 연령인 만 18세 이상에서 60세까지의 여

성을 18~22세, 23~27세, 28~32, 33~32세, 38~42세, 43~47세,

48~52세, 53세 이상의 8그룹으로 이루어 졌다. 이 중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1,03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4년 2월 20일~29일이며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비교, 다

차원척도법, z-score 분석, MDS 등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의 유형화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유형화하기 위해 여성미를 나타

내는 22개의 어휘에 대하여 주성분법을 사용하여 Varimax 직

교회전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변량 기

법 중의 하나로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보다 적은 수의 가설적

변수, 즉 요인으로 바꾸기 위한 통계기법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고유값 1이상에서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56.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은 각

요인을 구성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당당한 여성미, 우

아한 여성미, 발랄한 여성미, 순수한 여성미로 명명하였다. 이

상적 여성미의 요인분석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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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당당한 여성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구성하는 제1요인은 최선을 다함,

건강함, 당당함, 능력있음, 여유로움, 밝음, 지혜로움, 단정함 등

의 8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당당한 여성미라 명명하였다. 당당

함 요인은 전체변량에서 31.85%를 나타내어 이상적 여성미에

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당함의 사전

적 의미는 모습이 거리낌 없이 떳떳한 것(Dong-A Prime

Korean Dictionary, 1990)을 말한다. 

Lee and Lee(2003)의 연구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들

의 사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전문직에서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발휘하는 여성들이 이상적 아름다운 여성상으

로 인식 되면서, 프로인, 적극적인, 완벽한, 당당한 등의 어휘

가 2000년대까지 강하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당한 여성미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최선을 다함,

건강함, 당당함으로 구성된 바와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

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실력있

고 당당한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Lee(1991)의 인상형성 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적, 자신

감있는 등의 능력·활동성 요인, Go(1990)의 정숙성 인상 연

구에서의 개방적인, 외향적인, 대담한 등의 외향성요인과 Ryu

and Ryu(2001)의 독립적인, 적극적인, 능력있는 등으로 구성된

활동적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존 사회가 부여한 여성미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세분화

된 사회관계와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다양한 미적 측면을 고려한 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신감과 생활전반

의 긍정적이고 진취적 태도를 의미하며, 특히 현대의 젊은 여

성들은 자기주장이 뚜렷한 당당한 여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으로는 변화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낙후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당한 여성미는 이

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미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업직 여성은 대인관계가 중요한 만큼 외모와 말씨, 태도 등

에서, 전문직 여성은 각 해당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자신감에

서 당당함이 보다 이상적으로 생각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

혼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정주

부로서 출산과 가사, 자녀 양육 등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

므로 이에 따른 사회 참여 의욕의 저하와 과중한 역할 부담이

당당한 여성미를 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4.1.2. 우아한 여성미 

제2요인은 우아함, 고상함, 품위있음, 부드러움, 세련됨, 지적

임 등의 6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우아한 여성미라 명명

하였다. 우아함은 아름다운 품위와 부드럽고 고운 자태를 말한

다(Dong-A PKD, 1990).

Lee and Lee(2003)의 연구에서 아름다움, 우아함, 고움 등의

잠재적이며 보편적인 여성미를 묘사한 어휘는 전 시대를 통하

여 표현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부드러운, 지적인, 자신

감 있는, 매력적인 등과 같은 내면적·외형적인 아름다움의 어

휘가 이상적 여성미로 강하게 표현되고 있어 우아한 여성미는

모든 연령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미 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 여성미는 Oh(1996)의 상황적 자기이미지 연구와

Kim(1999)의 자기외모이미지 연구에서의 지성미를 가진 품위

있고 세련된 외모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세련·지성 요인과

유사하며, 패션이미지와 감성 연구에 있어서 Hashimoto and

Kato(1994)의 평가요인, Lee(1997, 2001), Kim and Lee(2000)

등의 우아성, 심미성 요인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이상적 여성미

의 심미성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1.3. 발랄한 여성미

제3요인은 귀여움, 상큼함, 발랄함, 날씬함, 개성있음 등의 5

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발랄한 여성미라 명명하였다. 발랄함

은 표정이나 행동이 밝고 활기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젊은 이상

적 여성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Lee and Lee(2003)의 연구에서 1960년대 이후 이상적 여성

미로 표현된 어휘로 젊은, 귀여운, 아름다운, 참된, 즐거운 등의

발랄한 젊음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상위의 빈도로 나타났다. 이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젊은 세대가 경

제적으로 독립하여 부상하여 이들 문화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21st century Female's Ideal Beauty

Factor Female's beauty
Factor 

loading

Eigen

value

Rotated factor 

matrix (%)

1st. Factor 

Confident

beauty

hard-working

healthy

confident

ability

composure

bright

wisdom

neat

0.694

0.670

0.664

0.661

0.620

0.578

0.569

0.486

7.006 31.846

2nd. Factor

Graceful 

beauty

graceful

high-toned

noble

tender

sensible

intelligent

0.780

0.709

0.669

0.624

0.613

0.512

2.061 9.368

3rd. Factor

Lively

beauty

cute

refreshing

lively

slender

individuality

0.771

0.691

0.678

0.594

0.521

2.006 9.117

4th. Factor

Genuine 

beauty

genuine

purity

feminine

0.717

0.648

0.604

1.315 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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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 여성미는 Oh(1996)의 자기이미지 연구에서의 활동

적·귀여움 요인, Chung and Kim(2001)의 젊음 요인, Lee

(1991)의 경쾌함 요인과 유사하며, 패션이미지와 감성연구에 있

어서의 귀여움(Kim & Lee, 2000), 성숙성(Kim, 1999; Lee,

2001), 율동성(Kim & Lee, 2000)등의 요인과 유사하게 구성되

었으므로 평가자들의 연령적 측면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4.1.4. 순수한 여성미

제4요인은 순수함, 청순함, 여성스러움 등의 3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순수한 여성미라 명명하였다. 순수함은 다른 것이 섞

임이(Dong-A PKD, 1990)을 말하며, 때묻지 않은 깨끗한 여성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Lee and Lee(2003)의 연구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소박한 등의 어휘로 표현되는 내면에서 품어져 나

오는 소박하며 자연스러운 미덕을 갖춘 순수한 아름다움을 이

상적 여성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수한 여성미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추구하는 잠재적이며 보편적인

여성미 인 것을 알 수 있다.

순수한 여성미요인은 Lee(1991)의 인상형성 연구에서의 산

뜻한, 깨끗한 등과 묶였던 깔끔함 요인 그리고 Oh(1996)의 자

기이미지 연구에서의 청순한, 깔끔한, 단정한 등의 얌전한·여

성적인 요인과 구성 요인이 같음을 알 수 있으며, 패션이미지

와 감성연구에 있어서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연구

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여성성, 경연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

어 평가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취향을 반영한 이상적 여성미

라 할 수 있다. 

4.2.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

4.2.1.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 특성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알아보는 것은 그 연

령대가 가지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므

로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분석하기 위해 z-

score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z-score는 여성미를 나타내는 어휘

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는데 있어 평균과 비교하여 관측

치가 분포 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차지하

는가를 나타낸다(Jung, 2000).

18~22세의 그룹은 대부분의 여성미들이 평균(z-score=0) 이

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 중 발랄함, 밝음, 당당함, 귀여움, 세

련됨, 지혜로움 등이 다른 여성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여성스러움, 품위있음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18~22세에

는 대학 신입생,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되는 연령대로 아직 이상

적 여성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특정한 여성미

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신세대가 추구하는 이상적 미는 의

상, 헤어스타일, 운동화, 가방 등으로 독특한 발랄함을 표출하

고자 하는 그들만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연령적 특성을 고려

하여 이상적 여성미는 밝고 발랄한 여성미로 분석하였다. 

23~27세 그룹은 귀여움, 발랄함, 당당함, 상큼함, 밝음, 지적

임, 청순함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드러움, 건강함, 여유있음

이 낮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는 18~22세의 밝음, 발랄함 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그 중 귀

여움이 18~22세에 비해 이상적 여성미로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23~27세 그룹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조직

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에 도전하는 참신한 연령이므로

이상적 여성미는 귀엽고 당당한 여성미로 분석하였다. 

28~32세 그룹은 세련된, 날씬한, 능력있음, 당당함, 순수함 등

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함, 단정함, 상큼함, 최선을 다함의 여

성미가 낮게 나타났다. 오늘날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높

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28~32세에는 결혼과 더불어 새로

운 가정을 형성하거나 또는 사회의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역량

을 발휘하는 성숙함과 개성을 표출하는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

와 같은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적 여성미는 세련되고 당

당한 여성미로 분석하였다. 

33~37세 그룹은 개성있음, 최선을 다함, 날씬함, 당당함, 발

랄함, 여성스러움 등의 여성미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상함, 능

력있음 여유있음, 순수함의 여성미가 낮게 나타났다. 날씬함을

이상적 여성미로 평가하는 경향은 18세 이후부터 30대 후반까

지 대부분 높게 평가되었고, 33~37세에는 개성있음이 가장 높

게 나타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30대 중반은 특히,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에 관심이 집중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 또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해 가

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쁜 생활로 인하여 획일화되고

일상화된 생활 패턴 속에서 자신의 발전과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적 여성미는 개성있고 최선을 다하

는 여성미로 분석하였다. 

38~42세 그룹은 여유있음, 능력있음, 당당함, 건강함, 부드러

움, 우아함 등의 여성미가 높게 나타났고, 귀여움, 상큼함, 청

순함을 나타내는 여성미 어휘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38~42

세에서는 연령적 특성을 반영하는 여성미의 선호가 확실히 구

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안녕과 여

유로움이 40대를 전후하여 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령

그룹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선도한 386세대로서, 자신의 능

력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로 생

각되므로 이상적 여성미는 능력있고 여유있는 여성미로 분석하

였다. 

43~47세 그룹은 여성스러움, 순수함, 여유있음, 고상함, 우아

함, 청순함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련됨, 발랄함, 밝음의 여

성미가 낮게 나타났다. 여유있음을 나타내는 여성미는 38~42세

부터 계속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스러움, 우아함, 순수

함과 같은 여성 본래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이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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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령은 가정과 사

회의 지도층에 있으며 삶의 지혜와 우아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상적 여성미

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성미로 분석하였다.

48~52세 그룹은 대부분의 여성미들이 평균 이하(z-score ≤ 0)

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건강함, 품위있음, 고상함의 여

성미만 높게 나타났고, 귀여움, 당당함의 여성미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18~22세에서 대부분의 여성미들이 평균 이상

(z-score ≥ 0)의 값을 나타낸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50대를 전후

로 하여 다양한 여성미에 대한 관심보다는 건강과 연령 대에

적합한 고상함이나 품위의 유지를 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정치적 격동기를 살아온 세대로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갈망하며 더불어 상대방을 포용하는 지혜와 관용

을 가진 세대이다. 이제는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삶의 연륜에

서 품어져 나오는 온화함과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령이

므로 이상적 여성미는 품위있고 고상한 여성미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3세 이상 그룹에서는 단정함, 고상함, 우아함,

건강함, 품위있음, 여성스러움 등이 높게 나타났고 귀여움, 발

랄함의 여성미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건강함을 나타내

는 여성미는 48~52세부터 계속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53

세 이상그룹에서는 고상함이나 품위있음의 여성미보다는 오히

려 외모나 몸가짐의 태도에서 더욱 반듯한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단정함의 여성미가 높이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생

의 황혼기에 접근하는 연령으로서 자신들에게 걸맞게 결코 추

하지 않은 외모를 갖길 바라고 있으며, 아울러 자식들에게 의

존하지 않고서도 단정하고, 품위있게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

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그들 세대가 추구하는 진정한 멋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상적 여성미는 건강하고 단정한 여성미로 분석하

였다. 이 분석 결과는 Kim(1991)의 여성 노인의 의생활 양식

연구에서 노인 여성의 인상형성에 있어서 단정함, 청결함 등의

정숙성 요인을 가장 중요한 의복 요인이라고 한 결과와 동일하

다 하겠다.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의 변화를 보기 위해 z-

score값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본 것은 Fig. 1과 같다.

4.2.2.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의 차원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의 변화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다차

원 척도법을 실시하였고 분석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ruskal의 stress값과 결정계수(RSQ)를 조사하였다. 분석이 용

이성을 고려하여 2차원으로 해석하였으며 2차원에서는 Stress

값 0.01과 99.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 변화차원을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먼저, X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X 축의 양의 측면에는

18~32세가 위치하였고 X 축의 음의 측면에는 48세 이상이 위

치하였다. 그리고 33~47세가 X축의 원점에 가깝게 위치하였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은 X축의 양의 측면에, 연령이 높

은 집단은 X축의 음의 집단에 위치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X

축의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축은 연령의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Y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Y축의 양의 측면에는 23세부터 32

세까지, 그리고 48세부터 52세까지가 위치하였고 Y축의 음의

측면에는 18~22세, 38~47세, 그리고 53세이상이 위치하였다.

Fig. 1. 21st century Female's Ideal Beauty By Age. Fig. 2. Dimension of Change of 21st century Female's Ideal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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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인 18~22세는 Y축의 음의 측면에 위치

하여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점점 Y축의 양의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33~37세에 이르러 가장 높을 값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38세를 기점으로 38~47세에는 그 값이 급격히 떨어져 Y축의

음의 값에 낮게 위치하게 되고 48에 이후에는 값이 조금 상승

하나 53세 이상에서는 다시 그 값이 떨어져 18~22세와 가까운

음의 값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Y축의 양의 측면은 내적인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Y축

의 음의 측면은 외적인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Y축은 여성미의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Y축의 음의 측면에 위치한 18~22세는 밝음, 38~42

세의 여유있음, 43~47세의 여성스러움, 53세 이상의 단정함을

이상적 여성미로 추구하는 경향은 개인적이며 겉으로 쉽게 드

러나는 외적인 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Y축의 양의 측면에 위

Table 2. 21st century Female's Ideal Beauty & Fashion Design

Confident beauty

Mean 5.06 5.04 5.02 4.99 4.87

Graceful beauty

Mean 5.24 5.22 5.07 5.03 5.03

Lively beauty

Mean 5.54 5.25 5.24 5.11 5.10

Genuine beauty

Mean 4.94 4.92 4.85 4.72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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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23~27세의 당당함, 28~32세의 지혜로움, 33~37세의 최선

을 다함, 48~52세의 품위있음을 이상적 여성미로 추구하는 경

향은 사회적이며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미를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

정한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38~42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이상적 여성미가 개인적 측면의 외적인 미에서 사회

적 측면의 내적인 미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내적인

미가 급격히 떨어져 다시 외적인 미가 보다 중요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기위하여 21세기의 이상적 여

성미에 따른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4.3.1. 당당한 여성미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of 21st century Female's Ideal Beauty 

 Age

Factor
18-22 23-27 28-32 33-37 38-42 43-47 48-52 53~ F-value

Confident beauty

 hard-working 5.44 5.22 5.11 5.24 5.26 5.24 5.19 5.15 0.855

 healty 5.13 5.13 5.01 5.08 5.21 5.19 5.26 5.13 0.881

 confident
5.58

a

5.16

b

5.08

b

5.05

b

5.16

b

4.99

b

4.65

c

4.64

c
8.711***

 ability
5.36

a

5.00

b/c

5.12

a/b/c

4.87

b/c

5.17

a/b

4.96

b/c

4.81

c

4.95

b/c
2.739**

 composure
5.24

a

4.89

b

5.06

a/b

4.84

b

5.14

a/b

5.09

a/b

496

b

4.90

a/b
2.113*

 bright
5.54

a

5.26

b

5.08

b/c

4.99

b/c/d

5.04

b/c

4.93

c/d

4.94

c/d

4.73

d
5.846***

 wisdom
5.61

a

5.26

b

5.26

b

5.11

b/c

5.18

b/c

5.17

b/c

4.91

c

5.07

b/c
3.971***

 neat
5.16

a/b

5.12

a/b

4.99

a/b

4.95

a/b

5.06

a/b

4.98

a/b

4.86

b

5.19

a
1.321

Graceful beauty

 graceful 4.97 4.97 4.78 4.66 4.84 4.81 4.63 4.88 1.044

 high-toned 4.75 4.75 4.67 4.50 4.74 4.78 4.71 4.83 0.889

 noble 4.95 4.89 5.01 4.86 5.08 4.98 5.05 5.07 0.642

 tender 4.95 4.87 4.94 4.84 4.94 4.98 4.86 4.96 0.295

sensible
5.42

a

5.10

b

5.11

b

4.95

b

5.04

b

4.97

b

4.81

b

4.90

b
3.227**

 intelligent 5.26 5.14 5.06 4.97 5.02 5.04 4.98 4.96 1.011

Lively beauty

 cute
4.87

a/b

4.89

a

4.70

a/b

4.49

c

4.34

c

4.50

b/c/d

4.14

d/e

3.90

e
9.843***

 refreshing
4.68

a

4.65

a/b

4.36

b/c/d

4.39

a/b/c

4.25

c/d

4.45

a/b/c

4.28

c/d

4.06

d
3.698**

 lively
5.19

a

4.94

a/b

5.19

b/c

4.75

b/c

4.62

c/d

4.45

d/e

4.30

e

4.01

f
12.169***

 slender
4.78

a

4.45

a/b

4.76

a

4.55

a/b

4.37

b/c

4.57

a/b

4.26

b/c

4.03

c
4.117***

 individuality
4.83

a

4.59

a

4.51

a

4.68

a

4.53

a

4.61

a

4.53

a

4.21

b
2.583*

Genuine beauty

 genuine
4.98

a

4.80

a/b/c

4.82

a/b

4.49

c

4.67

a/b/c

4.85

a/b

4.59

b/c

4.59

b/c
2.544*

 pulity
4.62

a

4.58

a

4.43

a/b

4.24

b

4.29

a/b

4.61

a

4.30

a/b

4.43

a/b
2.123*

 feminine 4.93 5.03 5.01 4.94 4.99 5.11 4.99 5.03 0.255

 a factor score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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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여성미를 대표하는 어휘별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

성을 살펴보면, 최선을 다함의 디자인 특성은 H라인의 투피스

에 블랙과 화이트의 색상 조화, 스무스한 재질로 장식이 배제

되었다. 건강함의 디자인 특성은 액티브한 투피스 형태에 브라

이트 톤의 색채, 스무스 또는 소프트한 재질에 장식이 배제된

편안한 이미지의 스타일이다. 당당함의 디자인 특성은 팬츠 수

트 또는 투피스 아이템에 비비드 톤의 강렬한 색채, 형태감을

나타내는 하드하고 스티프한 재질이다. 능력있음과 여유있음의

디자인 특성은 원피스, 투피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 덜 톤 또

는 디프 톤의 중후한 색상, 쟈카드나 투위드의 고급스러운 무

늬의 하드하고 스무스한 재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이다. 밝음

의 디자인 특성은 투피스, 원피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 브라

이트 톤이나 비비드 톤의 밝은 색상, 가볍고 플레인한 재질에

장식은 배제된 스타일이다. 그리고 지혜로움과 단정함의 디자

인 특성은 H라인의 투피스에 색채는 무채색이나 다크 톤 또는

덜 톤의 유채색이며 무늬가 없고 장식이 배제된 하드한 재질의

심플한 이미지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당당한 여성미 요인의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은 브라우스와 팬츠, 스커트의 매치 또는 H라인의 투피스 형

태에 블랙과 화이트, 원색 계열의 강렬하고 세련된 색상 조화

로 이루어졌다. 소재는 탄력있는 스무스 재질과 형태감을 나타

내는 하드한 소재의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세련된 스

타일을 나타내었다.

4.3.2. 우아한 여성미

우아한 여성미를 구성하는 어휘별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

성을 살펴보면, 우아함과 부드러움의 디자인 특성은 H라인의

투피스 또는 A라인, X라인 원피스 아이템에 라이트, 페일 톤

의 부드러운 색채, 소프트, 쉬어, 실키한 재질의 여성스러운 트

리밍이나 디테일의 조형 요소로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고

상함과 세련됨의 디자인 특성은 주로 무릎길이 또는 롱스커트

(long skirt)의 투피스 아이템이며, 색채는 무채색이나 다크 톤

또는 덜 톤의 유채색이 사용되었고 무늬가 없는 하드한 재질에

장식이 배제된 심플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품위있음의 디자인

특성은 원피스, 투피스, 코트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 덜 톤 또

는 디프 톤의 중후한 색상, 쟈카드나 투위드의 고급스러운 무

늬의 하드하고 스무스한 재질의 점잖은 트리밍의 장식이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지적임의 디자인 특성은 H라

인의 투피스나 팬츠 수트 아이템에 다크, 디프 톤의 색채, 하

드하고 스무스한 재질로써, 여성성과 남성성 또는 부드러움과

강함 등이 함께 표현되어 양면성의 이미지가 나타낸다. 

우아한 여성미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

펴보면 A라인, X라인, H라인의 원피스나 투피스 그리고 코트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었으며 라이트 톤이나 페일 톤의 고명

도와 중채도의 색채, 고저스한 양식적 무늬의 쉬어 재질, 실키

재질의 소프트한 소재가 주로 사용되어 굴곡있는 실루엣으로

표현되었고 트리밍 등의 다양한 디테일 요소들이 여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S/S 시즌에는 가볍고 광택있는 쉬폰, 실크 소재로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었고 F/W 시즌에는 그레이나 브라운의

중간 톤의 중후한 색상과 부분적으로 모피를 사용하거나 벨트

로 허리를 강조하여 고상함을 나타내었다. 

4.3.3. 발랄한 여성미

발랄한 여성미를 구성하는 어휘별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

성을 살펴보면, 귀여움과 발랄함의 디자인 특성은 주로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의 X라인의 미니 또는 무릎길이 원피스 형

태에 브라이트 톤의 밝은 색채, 작은 꽃무늬 또는 캐릭터문양

등의 사실적 무늬, 리본, 레이스 등의 귀여운 디테일 장식의 요

소들로 표현된 소녀다운 스타일을 나타낸다. 상큼함의 디자인

특성은 투피스, 원피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 브라이트 톤이나

비비드 톤의 밝은 색상, 가볍고 플레인한 재질로 표현되었다.

날씬함의 디자인 특성은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 형태에 다크 또

는 덜 톤의 무채색상, 플레인한 재질이나 니트 소재에 무늬는

없거나 세로 줄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사용되었고, 장식은 주로

허리를 굵은 벨트로 강조한 슬림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개성

있음의 디자인 특성은 A라인, H라인의 비대칭구조 원피스 스

타일에 추상무늬, 자연무늬 등의 비비드 한 고채도의 강렬한 색

채의 플레인한 재질의 사용으로 칼라, 넥크라인, 디테일 등이

대담하게 강조된 스타일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발랄한 여성미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은 A라인, X라인의 원피스 스타일에 비비드한 고채도의

강렬한 색채 또는 고명도와 중채도의 라이트 톤이 주로 사용되

었다.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플레인한 재질로 체크, 작은

꽃무늬, 추상무늬 등이 사용되었고 리본, 레이스 등의 귀여운

디테일 장식에 의해 밝고 명랑함이 표현되었다. 발랄한 여성미

의 패션 디자인특성은 주로 S/S 시즌 스타일을 통해 밝고 경

쾌함을 나타내었다. 

4.3.4. 순수한 여성미

순수한 여성미를 구성하는 어휘별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

성을 살펴보면, 청순함의 디자인 특성은 A라인, H라인의 투피

스, 원피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 라이트 톤이나 페일 톤의 고

명도의 색채, 가볍고 플레인한 재질에 장식이 배제된 단정한 스

타일을 나타낸다. 순수함의 디자인 특성은 H라인의 투피스 아

이템에 무채색이나 화이트(off white) 계열의 내추럴한 색채이

며 플레인한 재질에 장식이 배제된 심플한 스타일로 표현되었

다. 여성스러움의 디자인 특성은 A라인, X라인의 원피스, H라

인의 투피스 등의 아이템에 라이트, 페일 톤의 파스텔 칼라, 소

프트, 쉬어, 실키한 부드러운 재질의 사용과 러플, 리본 등의

디테일 요소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순수한 여성미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

펴보면 H라인, 라인의 심플하고 단정한 원피스 또는 투피스 형

태에 내추럴한 베이지계열 등의 색채가 차분한 중채도의 페일

톤, 중명도의 덜 톤으로 사용되어, 단색 또는 유사배색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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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다. 소재는 하드한 재질, 소프트한 재질 등으로 다양하며

작은 꽃무늬, 자연문양, 단색 등으로 표현되었고 장식 효과는

거의 없거나 가는 리본벨트가 사용되었다. 이 순수한 여성미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의 소박함을 표현하고 있다. 

요인별 이상적 여성미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Table 4로 나타내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유형화하고, 연령별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의 이상적 여성

미와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4개의 요인인 당당한 여성미, 우

아한 여성미, 발랄한 여성미, 순수한 여성미로 유형화하였으며,

연령별로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를 분석한 결과, 이상적 여성

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심미성과 사회성의 측면이 보다 중

요한 영향을 주며 그 외 연령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이상적

여성미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8~42세를 기점으로 하

여 그 이전에는 외향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이후에는

내면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적 가치를 디자인 기획 시 고려한다면 시대적 소비감성을 만

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이상적 여성미에 따른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당당한 여성미는 H라

인의 투피스, 대비를 이루는 색채조화의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

인 특성을 살리면 당당함을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다.

우아한 여성미는 X라인의 투피스나 원피스, 단색 또는 유사 조

화의 고급 소재로서 디자인 특성을 표현하여 주면 우아한 여성

미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발랄한 여성미는 A라

인, 피트 앤드 플레어 실루엣의 원피스, 투피스 스타일에 귀여

운 디테일의 디자인 포인트로써 활동성을 살려주면 발랄한 여

성미의 표현에 효과적일 것이다. 순수한 여성미는 다양한 실루

엣에 동일 또는 유사조화로서 장식이 배제된 베이직(basic)하고

수수한 스타일을 살리면 순수함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사회 문화적 환경, 생활태도, 가치관 등의 다양한 변인

을 고려하여 패션 디자인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이상적 여성미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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