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6, No. 7 (November 2016) pp. 154-170 http://dx.doi.org/10.7233/jksc.2016.66.7.154

유권자 선호이미지 구축을 위한 

여성정치리더의 패션디자인 연구 

신 지 영ㆍ김 숙 진⁺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과정․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about� Fashion� Designs� to� Establish� the� voter’s� favored�

Female� Political� Leader’s� Image� through� Survey� Analysis

Ji� Young� ShinㆍSook� Jin� Kim⁺
Doctorial Course, Dept.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received date: 2016. 8. 30, revised date: 2016. 9. 23, accepted date: 2016. 10. 17)

ABSTRACT1)

The female leadership styles in the 21st century have been established as a major axis. 
Especially, the fashion of female politicians being exposed to the public during political activities 
has become a main element of a measure displaying visually female leadership styles in the 21st 
century and image making as well. Consequently,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the interview method to figure out regular voters’ thoughts in depth about images being 
required for female political leaders and the fashion maximizing those images, and drew the de-
tailed design elements. Suggesting the clothes design reflecting those elements for female political 
leaders by 3D virtual clothing works emerging as a new market creating profits related to 
fashion. The images which female political leaders have to have and were extracted through the 
interviews in this study, showed as feminine, strong leader, honest, and intelligent images, and al-
so it was shown that female political leaders displaying proper images depending on the circum-
stances and using those images in politics rather than sticking to a fashion identity were favored 
by interviewees.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being used as basic data of various 
research and fashion items of virtual reality and establishment of successful fashion strategy for 
female political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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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화된 21세기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정치권에

서도 대중과 호흡하며 섬세하게 보살피는 여성적

리더십이 더욱 어필하는 추세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21세기형 여성리더십이 큰 축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 미디어시대의

돌입으로 인한 정치인들의 대중노출전략은 이미지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여성정치

리더들의 패션은 21세기형 여성리더십을 시각적으

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자 이미지 형성의 주요

요소가 됐다. 다양성이 있는 여성패션의 특징으로

인해 더욱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심리에 작용하며

정치. 외교적 목적달성에 기여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정치인의 패

션과 이미지 관련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Choi

(2006), Choi(2014)는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 요소

로서 패션이 가진 득표력 관련 연구를 했고, Park

& Kim(2010), Lee(2013)는 여성정치인들의 이미

지관련 연구, Kwon(2006), Sung(2007), Lee(2012),

Min(2013), Lim(2013)은 유권자 집단이 선호하는

여성정치인의 시각적 이미지, 패션 및 개괄적인

패션룩 유형 관련 연구, Kim M.K.(2012)은 패션

폴리틱스 현상에 대한 연구, Yang & Cho(2010)

는 21세기형 여성 정치 리더의 패션 스타일의 특

성을 율리아 티모첸코를 중심으로 연구했고, Yang

＆ Kwak(2014)은 정치계 여성들의 패션정치를

박근혜대통령 중심으로 연구했으며, Yang(2014)

은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스타일을 제안했다. 이

렇듯 여성정치리더의 패션정치가 주목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여성정치리더 이

미지를 형성하는 패션을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반

영한 디자인개발 연구는 범박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정치리더의 호감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패션디자인 요소들을 유권자들의 의견에

서 도출하고자 면접법을 통한 질적 조사를 수행했

다. 이를 반영한 패션디자인을3D 가상의상 작품으

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유권자 인터뷰에서 도출

된 디자인요소에 기반한 패션디자인 연구로, 여성

정치리더들의 이미지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로의 활용성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에 등장

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 3D캐릭터 구축의 기초 자

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

법을 병행했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언론보도, 단행

본, 선행논문 등의 관련 자료들을 이용했다. 질적

연구는 1:1인터뷰와 표적집단 면접법(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했다. 유권자40명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컨셉으로 여성정치

리더의 정무복 디자인을Clo3D 가상의상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제시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치리더

Gardner에 따르면, 리더란 타인에 감명과 영향

을 주어 오랜 동안 대중의 심리 안에 내재된 저항

감을 없애고 국가와 사회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자이다. 특히, 정치리더는 국가의 미래와 흥망성쇠

의 견인차가 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직책이

다. 과거에는 세습이나 구테타와 같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장악하는 형태로 등장했으나, 현대의 정

치리더는 직간접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추대되

고 있다. 공화제 국가의 정상은 대통령과 총리이

고, 내각책임제 국가의 행정수반은 수상이나 총리,

미국의 경우 연방하원의장과 국무장관 등이 대통

령 다음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운영 전반에 책

임이 있는 행정권의 수반(首班)그룹에 속한다. 국

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시도를 대표하며 지역 발전

과 이익도모, 주민복지 향상사업을 위해 큰 영향

력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한 활동

에 큰 권한을 위임 받은 직책이다. 입헌군주제 국

가의 왕과 여왕은, 세습적 지배자이자 국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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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서 존재하며 실질적인 국가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이유와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다.

2. 정치인 패션이미지

정치인의 이미지는 선거당락과 정치활동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민에 의해 직책이 부여되

는 현대에는 권위주의 보다 국민을 돌보고 헌신하

는 여성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남녀

불문하고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여성정치리더의 등

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의 정치인 이미지란,“미

디어의 산물로, 정책비전이나 능력보다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치인의 성격, 용모, 말씨나 정당의 이

미지를 통해 유권자에 어필하는 것을 말하곤 한

다”(Lee. J. Y., 2013). 그러나, 최근 여러 쇼셜미

디어가 그 일방향성을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생각

의 폭을 확장하는 개인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지

금의 정치인이미지 메이킹이란 가공된 이미지로

유권자를 속인다는 의미보다, 장단점을 살리고 보

완하면서 호감을 주고, 동시에 정책을 담당할 능

력과 자질이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 이미지 보완을 위한 방법으로, 비

언어적 행위인 패션과 표정, 태도 등의 수정과 보

완이 주요하다. Choi(2006)에 따르면, 정치인의 표

정, 패션이슈는 친근감, 중량감, 매력감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Sung(2006)에 따르면, 패션전략은

여성정치인에게 더 필요하며 여성정치인의 여성성

과 젊음을 부각시키는 주요작용 요소는 연령 보다

옷차림이다. 정치리더의 패션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리더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지지

를 이끌어 내고 정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3. 여성정치리더의 패션정치

패션정치란, “패션이 정치적 함의를 지닐 때 지

칭하는 용어로 패션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

달하는 도구이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Kim. M. Y., 2012, p. 90). 본 연구

에서는 패션정치를 위해 독특한 패션정체성을 구

축하거나 패션스타일을 새롭게 바꾸어 이미지형성

에 성공한 정치가들 중, 여성정치가의 사례위주로

조사를 수행했다. 근대 이전의 정치리더는 세습에

의해 직책이 부여됐고 여성은 남성에 예속된 존재

로 인식 됐다.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정치리더

로 활약한 여성으론, 고대이집트 여왕 하트셉수트

와 영국 르네상스시대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대

표적이다. 듀얼젠더(Dual Gender) 이미지의 여성

파라오(Pharaoh) 하트셉수트(Hatshepsut: 재위

1479 BC~1458BC)는 80년대 “파워 드레싱”으로

일컫는 여성들의 남장보다 훨씬 이전에 힘을 과시

하는 수단으로 남성복을 채택했다. Hilliard &

Wurtzel(2009)에 따르면, 여성 파라오로 20년간

통치한 그녀는 남성 파라오의 복장을 했는데, 이

러한 남성 정체성이 파라오로서 그녀의 위치를 강

화시킬 수 있었다.

영국런던의 그리니치 박물관(Royal Museums

Greenwich, n.d.) 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Elizabeth I: 재위 1558∼1603)은 과장된 볼륨의

드레스와 화려한 치장을 하고 창백하고 흰 피부를

연출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창백한 피부를 노동을

하지 않는 부유한 귀족의 상징으로 여겼다. 부를

과시하고 위압적으로 보이기 위해 이러한 과장된

치장을 했다. 반면, 20세기 국민선거로 선출된 세계

최초의 여성총리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Sirimavo

Ratwatte Dias Bandaranaike: 재위 1960~1965,

1970~1977, 1994~2000)는 수상이었던 남편이 암

살당한 후 정계에 입문한다. 전통과 가문의 관념

이 강한 서남아시아에서 남편의 정책을 따르겠다

는 함의를 담은 전통 부인복장을 하고 남편의 지

지 층으로부터 후원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유럽최초의 여성총리인 영국의 마가렛 대처

(Margaret Thatcher: 재위 1979~1990)는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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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카리스마 있는 정치행보를 한 반면, 패션에 있

어서는 어깨가 강조된 다양한 색상의 스커트 슈트

에 여성적 보조 아이템을 활용해 부드러운 이미지

를 형성하여 강한 정치적 행보로 발생될 수 있는

역기능을 상쇄시켰다. 남성위주의 정치풍토에서

여성성을 잃지 않은 파워드레싱으로 부드럽고도

강인한 철의 여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20세기말,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활동

한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재임

기간 1997~2001)는 스커트 슈트를 기본으로 브로

치를 통해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걸프전 직

후, 자신을 뱀이라 칭하는 사담후세인과 이라크

관료들 앞에 뱀 모양 브로치를 달고 견제하는 대

담성을 드러낸 것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적 메시

지를 담은 “브로치 외교”를 펼쳤다.

Yang ＆ Cho(2011)에 따르면 여성정치리더들

이 입문하던 초창기인 20세기에는 여성적인 요소

를 배제하고 남성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파워숄더

재킷을 입었으나 스커트, 악세서리나 메이크업과

같은 여성적 요소는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20세기 여성 정치리더들의 주류패션

경향에 대적하는 사례도 있다. 20세기말 이태리

국회의원이 된 일로나 스탈레르(Ilona Staller: 재

임기간 1987~1992)는 이태리 성인물 배우로서의

유명세를 기반으로 등장했다. 주류에서 벗어난 파

격적인 패션스타일로 자신의 패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부패한 정치에 염증을 느낀 남성들의 호기

심을 자극하고 그녀의 기행에 동조하는 부류의 지

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처럼, 그 시대 대중들의 지

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정치리더들의 패션이미

지 메이킹은 정치가의 아내에게도 적용됐다. 제42

대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었고 미 국무부장관을

역임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은

남편의 주지사 재선탈락 이유가 자신의 촌스러운

패션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에, 세련된 스타일로

바꾸어 선거에 승리한 후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패

션 스타일에 변화를 줬다.

21세기 여성정치리더의 여성적인 패션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인 우크라이나 여성총리 율리

아 티모첸코(Yuliya Tymoshenko: 재임기간 2005

~2014)는 총리 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

해 이미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민속적이며 여성

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여성성을 살리는 복장

을 했으며 의상의 색상을 정치에 적극 활용했다.

“색이 주는 효과는 사용한 이들에게 방향과 힘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길을 잡아주고 때로는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Park, 2008,

p. 17).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는 변화 없

이 단순한 팬츠슈트를 정무복의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행사 시엔 한복을 착용하고 재킷의 색상에

함의를 담는다. Sisun News(2015)에 따르면, 박대

통령의 붉은 재킷은 경제 활성화를 암시하고, 녹

색은 평화, 분홍은 소통, 만다린 컬러는 권위를 표

현해야 할 때 주로 입는다. 방한한 교황이 집전하

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는 평화를 상징

하는 녹색의 재킷을 입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과의 협력관계 내실화를 위한 정상회담과, 협치와

소통의 국정운영방식 전환을 예고하는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연분홍색의 재킷을 착용했는데.

Park(2008)에 따르면, “분홍색은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억제시킨다”(p. 14).

왕족이나 재벌 총수들을 만날 때는 주황색 재킷을

착용했다. Yoo, Lee, ＆ Lee(2007)에 따르면, “주

황색은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친근하고 고급스러

운 느낌을 전달하고”(p. 77), Jang(2005)은 “주황

색은 활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명예를 상징하

며 환희와 사치적 발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정의했다(p. 83). 해외순방 시엔 각국의 선호 색이

나 그 나라 국기의 색을 의상에 반영했다.

대체로 서양의 여성정치리더들은 자신의 여성

성을 나타내거나 과감하게 강조하면서 개성을 담

은 복장을 추구한 반면,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 있

는 동양권의 여성정치리더들은 부덕(婦德)을 갖춘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 전통복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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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디자인이 단순하며 변화를 주지 않아 검

소해 보이도록 절제하는 패션연출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

적 상황에 따라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여성정치리더의 패션이미지들

이 등장했다.

Ⅲ. 인터뷰 내용 분석 및 패션 디자인

개발 방향 설정

1. 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여성정치리더 이미지

Figure Style Image Political benefits

<Fig. 1> Hatshepsut

(Hilliard & Kate,

2009, p. 26)

① Representing herself as a man.

Wears the Nemes headdress with

cobras, Adorns a traditional male

wrap. Her torso is uncovered and

reveals the chest of a man.

Wears the pharaonic beard.

Dual Gender

Image

Fortifying her

authority as a

pharaoh.

<Fig. 2> Elizabeth I

(Wikipedia(n.d.))

② Voluminous dress made of

rich fabrics, Opulent jewelry and

White lead powder for a pallid

complexion

Invincible and

Magnificent

Image

③

Representing

imposing and

invincible when she

encountered the

many enemies

<Fig. 3> Sirimavo

Bandaranaike

(Britannica, n.d.)

Sri Lankan traditional wife

apparel

The image of

widow who

inherits husband’s

policy

Successfully lead

out approval and

sponsorship from her

husband’s support

group

<Fig. 4> Margaret

Thatcher

(Lucy Waterlow,

2013)

Utilized various feminine style

items such as power shoulder

jacket, Colorful skirt suit, Pussy

bow, Pearl Accessory, Brooch

Handbag.

Gentle/Soft

Image

Lessen the negative

personal image

caused by strong

political movements.

Established soft but

strong iron woman

image

<Fig. 5> Albright

(IIPDigital n.d.)

Power Shoulder Jacket, Skirt suit,

and Brooch containing her

message.

Robust and

Delicate Image

Communicate her

mood and message

through brooch.

“Brooch diplomacy.”

<Table 1> The Female Political Leader's Fashion Image Making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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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해 일반유권자

와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면접대상자 선발기준

은 선거권을 가진 이래로 기권한 적이 없고 여성

정치인의 패션에 의견이 있는 20대에서 80대의 일

반유권자중 4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여성 19명,

남성 21명이며, 편의상 20,30대를 청년층, 40,50대

를 중. 장년층, 60,70,80대를 실버층으로 명명한다.

청년층 12명, 중. 장년층 18명, 실버층 10명으로

표본의 수를 설계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연령대별

표본수가 서로 다른데, 질적 연구의 경우는 “심층

적 이유를 참석자들의 언어를 통해 해석하고 분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이 분석결과를 왜곡하

지 않는다” (Lee. J. Y, 2013, p. 194). 면접 대상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은 <Table 2>와 같다.

2. 여성정치인의 패션에 대한 대한 유권자

인식

그간의 정치는 남성주도의 분야였고 여성의 진

출이 미미한 영역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여

성들의 주도적 정치활동이 활발해 졌으며 한국에

서도 여성 대통령과 여성 정당 대표가 선출되고

<Fig. 6> IlonaStaller

(I due punti, 2011)

④ Butterfly tiaras, Transparent

mermaid gowns, Outrageous

corsets, Low-cut lacy camisole, A

gigantic cross on a chain (ironic)

and Sandals that would show off

her Red toenails.

Unprecedented

and Freewheeling

Image, Outside

mainstream

society.

Stimulated curiosity

of men who have

fed up with existing

corrupted politics

and gained support

from groups who

like her eccentric

behavior

<Fig. 7> Hillary,

1982

(Hermit, 2010)

Changed from wearing

horn-rimmed glasses and

disheveled hairstyle to wearing

contact lenses and

neat/sophisticated hair style.

Neat image

As a wife of a

politician, succeed to

get a favorable

imaged from voters,

and her husband

elected Arkansas

governor in 1982.

<Fig. 8> Yuliya

Tymoshenko

(EuroZine, n.d.)

Folky braided hairstyle and Her

demure, Frocks in light

colors(Take the political

advantage by costume color)

High heel

The image that

alludes to

Ukrainian folklore,

innocence,

patriotism, royalty

and sainthood.

Successful image

making an appeal to

the patriotism of the

Ukrainian people

<Fig. 9> President

Park Geunhye

& Majority leaders

(Segyeilbo, 2016)

Wearing long jacket with

highlighted waistline, wide

trouser, and simple pants suits

for regular office apparel.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Jacket with specific color which

contains her political message for

special event apparel

Active and frugal

image

Gained positive

response about her

so-called “fashion

diplomacy.”

(① Hilliard & Wurtzel (2009) ② Royal Museums Greenwich, n.d. ③ Robb Young (2011) ④, ⑤Forbes(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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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동의 폭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국 유권자들의 정치인 성별에 대한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본 연구의 대담에서도 확인

된 바다. 정치인을 성별에 앞서 인격과 정치적 능

력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특별히 성별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2014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같

다(Gallup Korea, 2014). 또한, 여성성을 표출하는

여성정치리더의 외적 이미지 추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고 여성정치

리더가 하나의 패션 정체성을 고수하기보다 상황

에 맞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연출하며 패션을 정치

에 활용하는 것에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터뷰 방법과 내용 도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계한 문항으로 범위

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자연언어(Na-

tural language)로 표출되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1:1 심층면접법과 표적 집

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방법을

활용했다. 인터뷰의 논제는 아래와 같다.

논제1. 여성정치리더가 갖추었으면 하는 호감이

미지는 무엇인가?

논제2. 논제1에서 답한 호감이미지를 형성하는

패션은 어떠한 것인가?

논제3. 논제2에서 언급된 패션스타일의 표본 인

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뷰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에 걸쳐,

총 11차례 실시됐다, 1:1 인터뷰의 경우는 약 20

분~1시간 가량, FGI의 경우는 7인 이하가 참여하

도록 그룹을 나누어 각 그룹당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했으며 내용이 충분히 추출됐을 경우 중단했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는 즉각

적인 응답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약 12시간 동안

의 인터뷰진행 후 마감했다. 이 대담에서 여성정

Young Generation (A) Middle Generation (B) Silver Generation (C)

Male

M1- Gyeongju (College Student)

M2- Gyeongju (College Student)

M3- Gimhae (College Student)

M4- Chungcheong (College

Student)

M5- Gyeongju (College Student)

M6- Jeju-do (College Student)

M1- Seoul (Korean Medicine

Doctor)

M2- Gyeonggi (Office worker)

M3- Seoul (Self employee)

M4- Gyeonggi (Unemployed

person)

M5- Seoul (Instructor)

M6- Gyeonggi (Office worker)

M7- Gyeonggi (Office worker)

M8- Seoul (Office worker)

M9- Seoul (Self employee)

M10- Gyeongju (Professor)

M11- Seoul (businness man)

M12- Busan (Professor)

M1- Seoul (retired civil servant)

M2- Seoul (Retired businessman)

M3- Chungcheong (Retired

businessman)

M4- Busan (Retired office worker)

M5- Busan (Retired office worker)

Female

F1- Ulsan (College Student)

F2- Ulsan (College Student)

F3- Gyeongju (College Student)

F4- Daegu (College Student)

F5- Busan (Dancer)

F6- Seoul (Brand shop manager)

F1- Incheon (Housewife)

F2- Chicago (Housewife)

F3- Seoul (Self employee)

F4- Seoul (Housewife)

F5- Seoul (Hospitality worker)

F6- cheongju (food stylist)

F1- Seoul (Professor)

F2- Seoul (retired teacher)

F3- Busan (Housewife)

F4- Chungcheong (Housewife)

F5- Busan (Housewife)

<Table 2> Demograph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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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더의 선호 이미지와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패

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

도록 반구조화 면접형식을 취했다.

논제 1의 경우, 한 명의 인터뷰 대상자가 동시

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으므로 선택된 횟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냈다.

논제 2와 3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아이템, 스타

일, 실루엣, 색, 소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이 실시 됐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각

이미지를 형성하는 패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을 아이템, 스타일, 실루엣, 색, 소재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이상적 표본으로 거론된 인물들과 그

이유를 정리했다. 논제 2의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논제 2에서 얻은 답변뿐 아니라 논제 3에서 표본

인물의 선택 이유와 패션스타일, 즉, 그들의 패션

특징을 서술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통되는 내용 중

다수의 동의를 얻은 내용을 취했다.

논제 3의 표본 인물 선정 기준은 정치인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적 제한 없이 현 시대에 적합

한 여성정치리더로의 패션이미지를 가진 모든 유

명인을 지목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자들이 표본

인물을 예로 들며 설명함으로써 언어표현으론 한

계가 있는 시각, 조형적인 패션이미지와 스타일을

서로간에 연상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구술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

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한 참석자에 의해 언급된

이상적 패션 표본인물의 이름을 다른 참석자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 즉석에서 인물 사

진을 검색. 공유하여 평소 미디어를 통해 인지하

고 있던 인물일 경우는 그 인물의 패션에 대한 의

견을 서술케 했다. 표본인물 추출을 위해 먼저 논

제 1과 2에서 내용을 추출. 정리한 후 그 정리내

용과 같은 이유로 거론된 인물인지를 검토하여 선

별했다.

디자인 방향설정을 위한 모든 추출 내용은 전

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에 의거하되,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추려 정리했다.

4. 인터뷰 내용 분석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여성정치리더

가 갖추어야 할 이미지는 여성적 이미지, 강한 리

더의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로 나

타났다. Lee. J. H.(2013)의 연구에서도 일반인들

의 주관적 성향에 의해 2012 여성 대선후보 정치

인 이미지를 4개로 나누었는데, 이중 긍정적 이미

지 3개 중, 여성 이미지 형(Woman image type)

은 “현명하다” “꼼꼼하다” “인간미가 있다“. 스마

트 이미지형(Smart image type)은”현명하다“”카

리스마가 넘친다””지적이다“. 철두철미한 이미지

형(Thoroughly image type)은”냉정하다“”정직하

다“”깨끗해 보인다“ 가 Q진술문에 일치를 보여,

본 연구에서 추출된 여성정치리더의 선호 이미지

4개와 상통한다. 또한, Miller, Wattenberg &

Malanchuk(1984, 1986) 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치

인 속성의 5개 범주 중, “친절” “따뜻함” “너그러

움” “부드러움” 같은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

acteristics)은 본 연구의 여성적 이미지와 상통하

며, 능력(competence)은 전문성을 갖춘 지적 이미

지와, 카리스마(charisma)는 강한 리더십의 이미

지와 상응하고, 정직함(integrity)의 부분에서도 일

치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각 이미지 선호도에 있어,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적 이미

지에서만 드러났고, 지역별, 직업별로는 뚜렷한 차

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대별 여성정치리더의

4가지 이미지 선호도는 <Fig. 10>과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여성적 이미지와 강한 리

더의 이미지, 지적인 이미지의 선호도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중년층에서는 여성적 이

미지와 정직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실버층에서는 정직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다

른 두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적인 이미

지는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인식하여 특별히 강



服飾 第66卷 7號

- 162 -

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각 연령층에 고르게

나타났고, 특히, 지적인 패션이미지의 특징으로 나

타난 몸에 잘 맞으며 트랜디한 스커트 슈트 스타

일에 대한 선호는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여성적 패션 이미지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

타났는데, 여성들의 선호도가 남성보다는 조금 더

높았고, 남성 중에서는 청년층으로 갈수록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적 패

션에 대한 이질감이 덜하고 대리만족심리 기저가

있으며, 남성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화된 세대로

갈수록 여성정치가의 여성적 패션 연출을 편견 없

이 받아들이는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0> The Preference (%) of Each Age Group to

Four Given Images of Women Political Leaders

(Illustration by researcher)

논제 3의 응답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본 연구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표본인물을 선정함에 있어, 의

상뿐 아니라 단정한 헤어, 메이크업, 태도, 표정과

인상, 피부색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룬 전체적

인 외적 이미지로 인물의 패션이미지를 인식했다.

한국인의 정서상 여성정치리더의 이미지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경우는 언급되지 않았고, 여성정치가

로서 고상한 위엄과 단정하게 격식을 갖춘 패션이

미지에 호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패션이미

지별 유권자의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적 패션이미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성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패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루엣

은 여성적 몸라인을 자연스럽게 살린다. 둘째, 다

양한 스타일의 여성복 아이템을 활용하여 TPO에

맞게 변화를 준다. 셋째, 파스텔 톤 컬러를 비롯해

서 다양한 컬러의 활용과 실크나 비단 같은 광택

감이 있는 소재와 레이스 등 화려한 느낌의 소재

를 활용한다. 넷째, 패션 소품, 액세서리, 눈에 띄

는 컬러 등을 포인트로 활용한다. 다섯째, 외교적

친교 및 배려의 상징적 함의의 매체로 패션을 활

용하는 모습에서 섬세한 업무처리 능력과 감각적

판단력을 갖춘 여성적 미덕을 유추한다고 밝혔다.

여성성을 표출하는 패션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언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액세서리와 패션소품의 활용, 여성적

몸라인이 드러나는 다양한 색상과 여성복 아이템

을 TOP에 따라 다른 스타일과 컬러 선택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며 우아하게 착장하기 때문에 선호

한다고 밝혔다. 대처는 다채로운 색감의 스커트

슈트와 다양한 패션소품 활용에서 친근한 여성미

를 느꼈다고 했고, 올브라이트는 여성적 소품인

브로치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모습에서 섬세

한 여성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2) 강한 리더의 패션 이미지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패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깨를 살

려주고 맞음새가 좋은 직선적인 실루엣의 재킷과

바지 폭은 넓지 않게 활동성을 살려준다. 둘째. 대

체로 팬츠 슈트를 선호했고, 셋째, 무채색보다는

상하의를 강렬한 단일 색으로 하는 것이 강한 리

더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며, 넷째, 의상의 컬러나

액세서리에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담아 전달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강하고 진취

적인 리더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강한

리더의 패션이미지표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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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ersonage per Symbolic Image & Their Fashion Style

Feminine

Fashion

Image

Queen Elizabeth II(33)
Kate Middleton

(16)

Margaret Thatcher

(35)

Madeleine Albright

(24)

Choosing different styles and colors accordingly

depending on people to meet Utilizing a variety

of garment items Use of accessories and fashion

accessories, emphasizing female body line.

Affectionate beauty

using various dress color

code

Utilize brooch as a tool

to deliver political

message

<Fig. 11> Queen

Elizabeth II

(Royal Family Around

the World, 2015.)

<Fig. 12> Kate’s

form-fitting lace dress

(Aol, 2013)

<Fig. 13> Mrs.Thatcher

(Charity Chic, 2012)

<Fig. 14> Madeleine

(Timothy, 2006)

Strong

Reader’s

Fashion

Image

Hillary Rodham Clinton(33)

Pants suit with bold design and luxurious colors/ elivering political message by clothing colors

<Fig. 15> Hilary Clinton (Celebuzz, 2012)

Honest

Fashion

Image

Angela Merkel(17) Na Kyung-won(15) Park Geunhye(14)

Simple, practical and active

Pants suit,

low heel shoes

Plain, simple and slim fit style

jacket

Not too luxurious and simple

dress code

Simple, practical and active

Pants suit,

stand collar, Tidy front closure

low heel shoes

<Fig. 18> Angela Merkel

(Stylebistro, n.d.)

<Fig. 19> Na Kyungwon

(Newstomat, 2014)

<Fig. 17> Park Geunhye

(Beauty Hankook, 2012)

<Table 3> Personage per symbolic image and their fash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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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됐다. 중앙일보 기사(2016)에 따르면, 힐러리 패

션의 트레이드 마크인 강렬한 원색과 단순한 디자

인의 바지정장 패션은 밝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리더십 있는 여성 정치 리더의

이미지를 배가시킨다고 했으며, 이태리 Blog di

moda(2016)의 기사에 따르면, 힐러리의 정장스타

일은 그녀의 강한 성격과 단호함의 표찰이 되고

지나치게 엄격해 보이거나 남성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녀와 같은 위치의 여성을 위한 최고

의 스타일이라고 했다.

3) 정직한 패션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패션에 대한 의견은

첫째, 단순 간결하고 슬림한 재킷라인과 둘째, 스

탠드칼라, 단정하게 여민 앞섶, 낮은 굽의 구두 매

치, 바지 정장과 같은 활동적, 실용적인 단정한 패

션요소들이 부지런히 일할 것 같은 정직한 이미지

를 고양시킨다고 밝혔다. 셋째,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색조의 민 무늬 원단이나 잔잔한 체크무늬가

선호됐으며, 넷째, 화려한 액세서리 착용을 배제하

고, 다섯째, 모범적으로 사업하는 회사의 패션제품

Intellectual

Fashion

Image

Condoleezza Rice(27)

Knee-length two piece skirt suit which effectively appeal female attraction

<Fig. 20> Condoleezza Rice (Andsociety, n.d.)

Image Item Style Silhouette Color Fabric

Feminine

Fashion

Image

Various women’s clothing

items such as dress, coat,

skirt, no collar jacket,

etc.

Elegant and

dignified

Appealing female

body line well

Use of variety colors

such as pastel color

Use of pointer color.

Gorgeous fabrics

such silk, lace,

etc.

Strong

Reader’s

Fashion

Image

Pants suit
Sharp and

active
Slim & Straight

Unification of the

upper and lower cloth

with intense color

Glossy fabrics

without wrinkle

and highlighted

bold color tone

Honest

Fashion

Image

High neckline jacket,

Neatly well-fitted front

jacket, minimal pants

suits, and low-heeled

shoes matching

Practical and

active
Slim & Straight colorless

Smooth checkered

fabric without

wrinkle and gloss

Intellectual

Fashion

Image

Knee-length semi-tight

skirt suit

Stylish and

trendy

Well fitted

clothing

Trendy and fitting in

skin tone

Wrinkle free

fabric which

highlight cloth

and body line

<Table 4> The detail description per each fash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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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를 통해 취득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직한

여성정치리더의 패션이미지 표본으로 지목된 인물

로는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바지정장스타일의 앙겔

라 메르켈과 박근혜, 절제되고 미니멀한 스타일의

나경원의 패션이미지가 지목됐다.

4) 지적인 패션이미지

지적인 패션이미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율과 균형이 적절하여 몸매를 균형 있게

돋보이도록 하는 정장 핏에서 스마트한 감각을 느

낀다고 했고, 둘째, 무릎 길이의 스커트슈트가 성

공한 워킹우먼으로서 지성미를 배가시켜 준다는

의견이 수집됐다. 셋째,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스

타일을 우아하게 연출하는 패션 감각이 지성미를

향상시킨다고 했다. 지적인 패션이미지를 가진 인

물로 지목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몸에 잘 맞는 무릎길이 스커트슈트를 깔끔하게 소

화하는 모습에서 지성미를 느낀다고 했다.

추출된 여성정치리더가 갖추어야 할 4개의 이

미지 향상을 위한 패션특징들과 지목된 표본인물

들이 총 40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몇 명의 선택과

동의를 얻었는지는 <Table 3>에 정리했다. 각 패

션이미지 별로, 유권자가 응답한 아이템, 스타일,

실루엣, 색, 소재에 대한 세부내용은 <Table 4>에

정리했다.

Ⅳ. 여성정치리더의 이미지구축을

위한 패션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참가자의 의견과 선행연

구 분석에 의거하여 여성정치리더의 호감이미지형

성을 위한 패션스타일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

해 봄, 여름용 정무복 패션디자인을 개발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추출된 4개의 선호 이미지 당

1개의 아웃핏(outfit)을 3D가상의상으로 제시했다.

아이템은 원피스, 재킷, 스커트 슈트 1종, 팬츠슈

트 2종으로, 총 8가지 이고, 아이템별로 디자인관

련 세부내용은 <Table 5>에 정리했다.

1. 여성적 이미지를 위한 Outfit

전체적으로 몸 라인을 자연스럽게 살린 케이트

미들턴의 실루엣을 지향했고, 깃이 없는 재킷을

허리에서 후크(hook)로 고정하는 퀸 엘리자베스 2

세의 재킷스타일을 반영했다. 프린세스 라인 원피

스의 소재와 컬러는, 부드럽게 형태가 유지되며

은은한 광택이 있는 아이보리색 실크 솔리드 원단

으로 했다. 이 위에 미묘한 색감 차가 있는 같은

색의 레이스를 덧대줬다. 재킷은 여성적인 노 칼

라로 하되, 어깨진동 일부와 목둘레, 앞 여밈을 따

라 배색을 달아주어 정리된 느낌의 포인트를 줬

다. 허리에서 후크로 가볍게 여민 재킷의 소재는

구조적 형태 연출이 가능한 투톤 실크 노방원단으

로 했다. 컬러는 고급스럽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텐저린(tangerine)컬러에 연회색이 비치는 투톤이

고 배색부분은 회색으로 하여 권위 있으면서도 고

상한 여성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제안했다.

2. 강한 이미지를 위한 Outfit

상하의를 강렬한 단일 색으로 통일한 샤프한

느낌의 팬츠슈트를 제안했다. 재킷은 프론트 다트

(Front Dart)처리로 허리 라인이 샤프한 직선적인

실루엣에 어깨를 살려준 쓰리 버튼 싱글브레스트

로 디자인 했다. 고지라인(Gorge line)을 높게 두

고, 노치드 라펠(Notched Lapel)의 라펠롤(Lapel

Roll)이 길게 접혀 세로 선을 강조 했으며 활동성

이 돋보이도록, 플랩 포켓(Flap Pocket)을 달아줬

다. 팬츠는 맞음새가 좋은 정장 슬림 핏으로 했다.

원단은 가벼운 윤택감이 있어 색감이 돋보이며 단

정하고 부드러운 라인을 살릴 수 있도록 30수 울

사틴 솔리드로 했으며 레이온과 나일론을 혼방하

여 옷에 구김이 덜 갈 수 있도록 했다. 컬러는 상

하의 전체를 힐러리의 팬츠슈트 컬로로 자주 등장

한 강렬한 로열 블루(Royal Blue)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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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ine Front Back Pattern Detail

Fashion

Outfit for

Feminine

Image

Fashion

Outfit for

Strong

Leader’s

Image

Fashion Outfit

for Honest

Image

<Table 5> 3D Virtual Clothing Designs by Eac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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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직한 이미지를 위한 Outfit

디테일이나 장식이 배제된 단순 간결한 팬츠

슈트를 제안했다. 재킷은 박근혜대통령의 패션 특

징인 스탠드칼라와 단정한 앞 여밈의 요소를 취했

고, 실루엣이나 길이 감은 나경원의원의 스타일이

선호됨에 따라 좀 더 슬림하며 직선적인 실루엣의

짧은 길이로 형성했다. 디테일을 배제시켜 단순하

게 하고, 포 버튼 싱글 브레스트 여밈의 위아래로

히튼 버튼을 달아 앞섶을 절제되고 강직한 느낌이

들도록 고정시켰다. 재킷의 원단은 견뢰도가 있으

면서도 부드러운 120수 울 소모 체크무늬 원단으

로 했다. 체크 패턴이 클래식하고 규칙적인 느낌

을 살려주도록 하되, 패턴을 조금씩 어긋나게 배

치시켜서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을 가미했다. 팬츠

는 정장 슬림핏에 크리스(Crease)를 주고 싱글 커

프(Cuff)마감으로 하여 활동적이면서도 격식을 차

린 디자인으로 제안했다. 팬츠의 소재는 약간의

광택감과 신축성이 있으며 구김이 안가는 30수 레

이온 스판 솔리드 원단으로 했고 색상은 무채색

톤엔 톤으로 매치 시켰다.

4. 지적인 이미지를 위한 Outfit

재킷은 샤프한 허리 라인에 절제된 느낌의 플

라운스(Flounce)를 달고, 두겹으로 된 칼라

(Collar)의 안쪽은 넓은 칼라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세련된 느낌을 줬으며 바깥

쪽 스텐드 칼라는 네크라인 주변에 위엄 있는 장

식성을 부여했다. 버튼 여밈은 히든 처리하여 다

른 디자인요소들이 돋보이도록 했고 어깨라인은

둥글고 힘이 있는 실루엣으로 형성하여 현대적이

고 유연한 여성전문가의 느낌을 살렸다. 새미타이

트 스커트를 재킷과 조화시켰다. 원단은 우아한

윤택감이 있고 날렵하고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하

도록 20수 울 실크 솔리드로 했다. 컬러는 짙은

빨간색으로 하여 현대여성의 트렌디한 감각이 강

조되도록 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유권자가 여성정치리더에게 요구하

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패션디자인 개발에 관한 것

으로, 질적 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유권자들의

요구를 탐색하고 도출된 내용을 반영한 여성정치

Fashion

Outfit for

Intellectual

Image

(Illustration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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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의상디자인을 3D 가상의상 작품으로 제시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정치리더들의 이미지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성에 두었다. 패션

디자인개발 방향설정을 위해 유권자 심층면접 및

선행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도출된 여성

정치리더가 갖추어야 할 이미지는 여성적 이미지,

강한 리더의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지적인 이미

지로 나타났다. 각 이미지 별, 패션이미지 요소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적 패션이미지는, 몸

라인을 드러내는 실루엣, 다양한 여성복 아이템을

활용, 여성적인 원단과 다채로운 컬러 선택, 패션

소품과 액세서리 활용, 액세서리를 정치적 함의의

매체로 활용으로 요약됐다. 표본인물로는 퀸 엘리

자베스 2세, 케이트미들턴, 대처, 올브라이트가 지

목됐다. 둘째, 강한 리더의 패션이미지는, 어깨를

살린 샤프(Sharp)한 실루엣의 강렬한 단일 색상

의 팬츠 슈트가 선호됐고 표본인물로는 힐러리 클

린턴이 지목됐다. 셋째, 정직한 패션이미지는, 미

니멀하고 슬림한 실루엣, 무채색조의 민 무늬 원

단이나 잔잔한 체크무늬의 활동적인 팬츠 슈트가

선호됐고, 스탠드칼라, 낮은 굽의 구두, 액세서리

배제, 단정하게 여며진 앞섶, 패션상품의 정직한

취득경로의 요소로 요약됐다. 패션이미지의 표본

인물로는 메르켈 독일 총리, 나경원의원, 박근혜대

통령이 지목됐다. 넷째, 지적인 패션이미지는, 트

렌디한 스타일을 세련되게 연출하는 패션감각, 맞

음새가 좋은 스커트 슈트가 선호됐고, 표본인물로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지목됐다.

추출내용을 반영하여 각 이미지 별로 정무복 디

자인을 3D 가상의상으로 제안했다. 첫째, 여성적 이

미지를 위한 아웃핏은 몸라인을 살린 실크와 레이

스 소재의 아이보리색 원피스와 텐저린(tangerine)

컬러에 깃이 없는 투톤실크 노방 재킷을 매치 시

켰다. 둘째, 강한 이미지를 위한 아웃핏은 샤프하

고 활동적인 팬츠 슈트로 제안했다. 소재와 컬러

는 상하의 전체를 로열 블루 색 울사틴으로 했다.

셋째, 정직한 이미지를 위한 아웃핏은, 미니멀하고

슬림한 실루엣의 스탠드칼라 체크패턴 울 소모 체

<Fig. 21> 4 Outfits for Each Image

(Illustration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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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무늬 재킷의 팬츠 슈트로, 디테일을 배제시키고

색상은 무채색 톤엔 톤으로 매치했다. 넷째, 지적

인 이미지를 위한 아웃핏은, 트렌디한 감성의 맞

음새가 좋은 스커트 슈트로 제안했다. 원단과 컬

러는 날렵하고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하는 짙은 빨

간색의 울 실크로 했다.

본 연구의 패션디자인은 유권자에게 선호되는

여성정치 지도자의 4가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

도록, 역할에 맞는 적합성과 기능성, 심미성과 패

션성, 활동성, 유행과 색채심리 등을 고려하여 제

안됐다. 유권자의 요구에 기반을 둔 패션디자인

개발로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요소인 패션

의 주목성을 인식하고자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추출된 선호 이미지를 복합한 패션

디자인 개발과, 구체적인 T.O.P 설정에 따른 디자

인 개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의 수가 총 40명이고 모두 한국인이란 점에

서 그 한계점이 있으나,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등장하는 여성정치리더의 선호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무복 패션디자인을 일반유권자의 요구로부터 기

인하여 3D 가상의상으로 제안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여성정치인의 이미지 구축

을 위한 패션의 기초자료로의 기능뿐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가상세계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의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더욱 세분화 되고 다양

해지는 가상세계의 3D패션디자인에 대한 수요와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의 의상디자인이 심도

깊게 연구. 제안되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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