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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lothing image, make-up 
image, and hair ima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6 women living in Gyeongnam province 
in June, 2009. Statistical analysi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F-test, t-test, Duncan test,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ree factors of clothing image were titled as elegance, youth, and 
visibility. Three factors of make-up image were titled as modern, romanticism, and mediocrity. 
Four factors of hair image were titled as attraction, individuality, gentleness, and cuteness. The 
clothing image, make-up image, and hair imag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wo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 clothing image resulted in correlation with the 
make-up image and hair image. The clothing image had a influence on the make-up image and 
ha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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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외모에 외적 장식을 통한 이미지 형성의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은 물론 남성들까지 이에 대

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토털 패션 연출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외적 장식을 통한 이미지 향상은 자아 만족을 위

해서는 물론 개인의 능력과 같은 다른 특징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한 개인의 대인관계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개인의 좋은 외적 이미지는 곧 개인의 행복

과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신체

와 외모 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고 있

다. 이처럼 외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연령의 벽을

넘어 사회전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이미지인 외적 장식은 내면적

인 요소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적 이미지의 표현은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 맡은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연

출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신체 조건을 파악하고

이들 각 요소에 따른 토털 패션 연출을 통해 완성도

를 높여 가야한다.1) 그러나 사람마다 얼굴, 체형, 품

성, 느낌이 제각각 다르듯이 똑같은 의상을 입더라도

상황과 의도에 맞게 어떻게 코디네이션 하느냐에 따

라서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현재 패션디자인 못지않게 이미 생산되어진 제품

들을 어떻게 매치하여 연출하느냐의 패션 코디네이

션이 패션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헤어와 메이크업, 각종 소품 등 의상 외적인 요소의

비중이 심화되어 조화를 중시하는 토털 패션의 연출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패션산업의 판도는 기

성복시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패션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전문분야와 일반인의 실생

활에 해당되는 대중적인 분야를 아우르며, 직업적으

론 패션 코디네이션의 전문화와 대중적으로는 실용

학문으로 그 필요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지금까지 토털 패션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대중매

체에 나타난 토털 패션에 관하여 분석3)하거나 의복

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4)
,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관

한 연구
5)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전체

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각적인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

에서 토털 패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의복, 메이크

업, 헤어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보편적인 이미지

연출 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의복

을 적절히 배치한 다음 의복과 조화되는 메이크업과

헤어를 선택하므로 의복이미지는 메이크업과 헤어이

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를 요인 분석 한 후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각각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고,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션과 뷰티마케팅 기획 및

토털 패션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복이미지
의복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들은 의복이미지를 형

성하며, 의복에 대한 평가들은 의복이미지를 형성하

는 요인이 된다.6)

박정혜7)에 의하면 추구의복이미지는 선호의복이미

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착용자가 의복을 입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의복이미지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추구

의복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의복이미지로서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개념은 의복이미지와 같다

고 하였다.

이현정과 김미영8)은 의복과 화장이 이미지 연출에

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복과 화장이 조

화되기 위해서 같은 이미지로 연출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효숙과 박숙현9)은 의복스타일과 헤어스

타일의 상관성이 동일한 이미지별로 상호 조화가 가

장 높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의복이미지에 따라 어울

리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의복이미지의 요인과 평가 차원에 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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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면 정인희와 이은영
10)
은 의복이미지의 구성

요인이 품위, 현대성, 촌스러움, 활동성, 드레시함, 젊

음으로 밝혀졌고, 김은애와 이명희11)는 여자대학생의

의복이미지가 진보적 이미지-보수적 이미지, 캐주얼

한 이미지-포멀한 이미지, 소박한 이미지-화려한 이

미지, 남성적 이미지-여성적 이미지의 4가지 요인으

로 나타났다.

박정혜와 이선재12)는 추구의복이미지에 따른 색조

화장품 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추구의복이미지

를 정장과 캐주얼로 구분하여 정장의 추구의복이미

지로 발랄한, 지적인, 섹시한, 낭만적, 단정한이, 캐주

얼의 추구의복이미지로 발랄한, 지적인, 낭만적, 섹시

한, 단정한이 도출되어 순서의 차이를 보였지만 정장

과 캐주얼의 추구의복이미지는 동일하게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효숙과 박숙현
13)
은 패션 이미지에 따른 의복스

타일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엘레강스, 내추럴, 로맨

틱, 캐주얼, 아방가르드, 모던의 6가지 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2. 메이크업이미지와 헤어이미지
대인지각 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얼굴은 상호 관

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과 연계되어 지각

되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14) 이렇게

얼굴 위에 표현되는 메이크업은 대인관계에서 인상

형성은 물론 개인의 시각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이미지의 요인과 평가 차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김수진과 한명숙
15)
은 패션 이미지 중

에서 메이크업이미지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낭만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민속

풍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한명숙과 선정희
16)
는 웨딩

메이크업이미지를 26쌍의 형용사들로 분석한 결과

우아한, 현대적, 귀여운, 화려한 이미지로 도출하였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화장 이미지를 연

구한 이화순과 황춘섭17)은 화장 이미지의 요인으로

세련성, 품위성, 호의성, 개성이 나타났고, 정수진과

강경자
18)
는 메이크업의 컬러코디네이션에 따른 얼굴

이미지 요인을 매력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부드러운

으로 규명하였다.

이현정과 김미영19)은 화장 이미지의 용어들과 그

빈도를 알아본 결과 엘레강스, 소피스티케이티드, 로

맨틱, 내추럴, 모던, 젊음 등이 나타났으며, 용어의

선택이 통일되지 못하여 연구마다 비슷한 의미의 다

른 용어들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한편 헤어스타일은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서 다

양하지만 모두 의복과 관련되어 발전하였으며, 계급

차나 성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어왔다.20)

20세기가 되면서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신의 인성이나 미적 감각과 더불어 자신

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구성 요소

가 되고 있다.
21)

헤어이미지의 요인과 평가 차원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을 보면 도주연22)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직모는 수수하고 자연스럽

고 청순한 이미지를, 컬은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앞머리를 내린 경우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머리 길이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서는

짧은 머리가 현대적인, 적극적인, 개성적인, 발랄한,

단순한 이미지를, 중간 머리가 촌스러운, 평범한 이

미지를, 긴 머리가 여성적인, 부드러운, 따뜻한, 점잖

은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김복숙23)은 헤어스타일에 따른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헤어스타일 유형을 고전형, 낭만형, 자연형, 대

담형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낭만

형으로 매력적이고 세련된 외모적 특질로 지각되었

고, 고전형은 지성적이고 믿음직하며 신중한 지적 특

질로 지각되었다.

이효숙과 박숙현24)은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구성

요인으로 엘레강스, 내추럴, 로맨틱, 캐주얼, 아방가

르드, 모던을 추출하였으며,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따

른 인상을 연구한 이명희와 송원영25)은 단정성, 사교

성, 매력성, 여성성의 4가지 요인으로, 하경연과 이명

희26)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개성, 품위성, 낭만성,

세련성, 활동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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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이미지, 메이크

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관계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구통계적 변인, 의복이미

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생활수준으로 조사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50대로 나누었으며,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

혼으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고졸이하에서 대학원재학

이상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하였다. 직업은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학생, 주부, 기타로 구분하였

고, 생활수준은 상, 중, 하로 나누어 해당되는 1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복이미지는 자신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의복이미

지를, 메이크업이미지는 자신이 추구하고 선호하는 메

이크업이미지를, 헤어이미지는 자신이 추구하고 선호

하는 헤어이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측정방법은 매

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예비조사

(30명의 성인여성)를 통한 자유기술식 응답, 전문가의

판단(교수와 대학원생), 의복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
27), 메이크업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28), 헤어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
29)
에서 사용된 문항 중 가장 빈도수가

높고 의복과 메이크업 및 헤어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0개의 문항을 각각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50

대 사이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09년 6월에 실시

하였으며, 총 33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시킨 306부가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101명, 30대가 116명,

40-50대가 89명이었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123명,

기혼이 183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68명, 대학

재학이 42명, 대학졸업이 162명, 대학원재학이상이

34명으로 대학졸업자의 분포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

업은 사무직이 45명, 전문직이 76명, 판매/서비스직

이 31명, 학생이 43명, 주부가 63명, 기타가 48명으로

나타났고, 생활수준은 상이 44명, 중이 200명, 하가

62명으로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

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의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

다. 인구통계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른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 T검증,

Duncan검증을 사용하였다.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

미지, 헤어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요인 분석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이미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는 선행연구30)에서

품위성, 젊음, 현시성으로 나타났으며, <표 1>과 같다.

요인분석을 거치면서 의복이미지에 대한 20문항

중 6문항이 삭제된 후 14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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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성 젊음 현시성 공통성

품위있는 .903 .022 .118 .829

우아한 .868 .034 .103 .765

지적인 .860 .081 .054 .749

고급스러운 .831 .123 .159 .730

세련된 .568 .294 .310 .505

발랄한 -.018 .782 .144 .632

캐주얼한 -.169 .743 .102 .591

청순한 .200 .697 .078 .532

귀여운 .164 .696 .206 .554

젊어보이는 .290 .666 .037 .529

화려한 .198 .031 .841 .748

대담한 .007 .105 .818 .681

개성적인 .071 .261 .680 .536

섹시한 .397 .142 .620 .563

고유치 3.703 2.788 2.455 8.946

전체 변량의 % 26.446 19.917 17.533 63.896

<표 1> 의복이미지의 요인

현대성 낭만성 무난성 공통성

세련된 .860 .240 .062 .800

멋있는 .832 .180 .076 .730

도시적인 .831 .229 .003 .743

자신감있는 .732 .181 .297 .656

지적인 .698 .084 .338 .609

분위기있는 .584 .277 .370 .555

귀여운 .093 .827 .169 .721

화사한 .230 .731 .157 .612

사랑스러운 .254 .691 .435 .731

돋보이는 .379 .677 -.044 .604

부드러운 .101 .386 .761 .738

자연스러운 .085 .255 .759 .648

단정한 .256 -.100 .743 .628

고유치 3.838 2.635 2.301 8.774

전체 변량의 % 29.525 20.272 17.700 67.497

<표 2> 메이크업이미지의 요인

은 63.896%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이 26.446%였고, 품위있는 우아한 지적인 고급스러

운 세련된이 포함된 5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의

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을 연구한 정인희와

이은영
31)
의 품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품위성 요

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3이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에 대한 19.917%

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발랄한 캐주얼한 청순한

귀여운 젊어보이는의 5문항들로 구성되어 젊음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이 때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86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17.533%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으며, 화려한 대담한 개성적인 섹시한의

4문항들로 현시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심정희
32)
의 연구에서 대담한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

타났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74이였다.

메이크업이미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를 <표 2>에서

보면 메이크업이미지의 요인은 20문항 중 7문항이

삭제된 후 13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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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성 개성 온유성 귀염성 공통성

매력적인 .815 .215 .096 .135 .737

세련된 .783 .105 .277 .165 .728

도시적인 .758 .289 .129 .068 .680

우아한 .605 .006 .334 .323 .582

품위있는 .586 .161 .404 .161 .558

개성적인 .127 .856 .002 .086 .757

돋보이는 .259 .850 -.038 .126 .806

화려한 .241 .762 .044 .155 .665

활동적인 .027 .645 .476 .092 .652

적극적인 .015 .508 .329 .324 .472

자연스러운 .223 .053 .754 .109 .633

부드러운 .121 .182 .745 .141 .623

단정한 .238 -.008 .700 .138 .565

여성스러운 .399 .034 .592 .251 .574

청순한 .285 .044 .208 .766 .713

발랄한 .033 .254 .306 .758 .733

귀여운 .269 .253 .044 .723 .661

고유치 3.139 3.044 2.818 2.139 11.140

전체 변량의 % 18.465 17.907 16.579 12.582 65.533

<표 3> 헤어이미지의 요인

과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설명력은 67.497%

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9.525%

였고, 세련된, 멋있는 도시적인, 자신감있는, 지적인,

분위기있는이 포함된 6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화

장이미지를 연구한 이현정과 김미영
33)
의 현대성 이

미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현대성 요인이라고 명

명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4였

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에 대한 20.272%의 설명력으

로 나타났으며, 귀여운, 화사한, 사랑스러운, 돋보이

는의 4문항들로 구성되어 낭만성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이 때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09로 나

타났다. 요인 3은 17.70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단정한의 3문항들로 무난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김용숙
34)
의 연구

에서 자연스럽고 사교적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31이었다.

헤어이미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는 선행연구
35)
에서

매력성, 개성, 온유성, 귀염성으로 나타났으며, <표 3>

과 같다.

헤어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은 20문항 중 3문항이

삭제된 17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설

명력은 65.533%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8.465%였으며, 매력적인 세련된 도

시적인 우아한 품위있는의 5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은 이명희와 송원영36)의 연구

에서 나타난 매력성과 유사하여 매력성 요인으로 명

명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56이었

다. 요인 2는 개성적인 돋보이는 화려한 활동적인 적

극적인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변량의 17.907%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요인은 선행연구
37)
에서

나타난 개성과 유사하여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33이었다. 요인 3

은 설명력이 16.579%으로 나타내었으며,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단정한 여성스러운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온유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0.788로 나타났다. 요인 4는

12.582%의 설명력으로 청순한 발랄한 귀여운의 3문

항이 구성되어 귀염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

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0.766이었다.



토털 패션을 위한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에 관한 연구

- 107 -

품위성 젊음 현시성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30b .78 3.56a .74 2.76 .70

30대 3.51
ab

.77 3.41
a

.61 2.80 .81

40-50대 3.61
a

.91 3.19
b

.72 2.89 .89

F(p) 3.490*(.032) 6.818**(.001) .627(.535)

결혼여부

미혼 3.48 .80 3.49 .72 2.80 .71

기혼 3.46 .84 3.33 .68 2.82 .85

t(p) .203(.839) 2.009*(.045) -.196(.845)

학력

고졸이하 3.13
c

.87 3.20
b

.70 2.74 .76

대학재학 3.43
bc

.70 3.50
a

.69 3.02 .77

대학졸업 3.55ab .78 3.50a .66 2.81 .81

대학원재학이상 3.81a .85 3.14b .77 2.74 .82

F(p) 6.702**(.000) 4.963**(.002) 1.255(.290)

직업

사무직 3.68a .80 3.38 .77 2.62 .84

전문직 3.67
a

.74 3.42 .70 2.81 .79

판매/서비스직 3.42
ab

.76 3.34 .62 2.77 .65

학생 3.40ab .67 3.46 .68 3.01 .72

주부 3.30b .85 3.28 .74 2.84 .86

기타 3.27b .99 3.50 .65 2.83 .83

F(p) 2.746*(.019) .666(.650) 1.060(.383)

생활수준

상 3.88 .81 3.28 .77 2.93 .91

중 3.46 .82 3.40 .67 2.79 .79

하 3.20 .72 3.45 .76 2.80 .72

F(p) 9.231**(.000) .830(.437) .565(.569)

*: p<.05, **: p<.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차이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이미지, 메이
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차이 분석
성인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5, 6>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표

4>에서 보면 연령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차이는 품위

성 요인과 젊음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품

위성 요인에서는 40-50대 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젊음 요인에서는 20대, 30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20대, 30대 여성은 발랄하고 청순하고 젊어보이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40-50대 여성

은 품위있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의복이미지를 추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의복이

미지의 차이는 젊음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기혼보다 미혼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차이는 품위성 요인과 젊음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품위성 요인에서는 대학원재학 이상

이, 젊음 요인에서는 대학재학과 대학졸업이 가장 높

게 나타나 대학원재학 이상인 여성은 품위적인 의복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하며, 대학재학과 대학졸업인

여성은 젊어보이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과 생활수준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차이는 모두 품위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고,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전문직이면서 생활수준이

상인 여성은 품위적인 의복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의복이미지는 인구통계

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으나 의복이미지 중

현시성 요인에서는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으

로 인구통계적 변인이 아닌 심리적 특성이나 내, 외

부적인 변수들에 관한 차이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服飾 第61卷 6號

- 108 -

현대성 낭만성 무난성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34
b

.75 3.52
a

.70 3.83 .65

30대 3.58a .71 3.37ab .70 3.82 .59

40-50대 3.58a .80 3.19b .82 3.82 .66

F(p) 3.453*(.033) 4.576*(.011) .010(.990)

결혼여부

미혼 3.47 .74 3.46 .69 3.86 .64

기혼 3.52 .77 3.31 .78 3.79 .61

t(p) -.529(.597) 1.726(.085) .925(.356)

학력

고졸이하 3.27b .80 3.13b .81 3.76 .53

대학재학 3.49ab .73 3.51a .73 3.79 .72

대학졸업 3.58a .75 3.47a .66 3.88 .64

대학원재학이상 3.62a .66 3.18b .87 3.68 .61

F(p) 2.907
*
(.035) 4.538

**
(.004) 1.410(.240)

직업

사무직 3.43 .82 3.25 .85 3.87 .50

전문직 3.60 .75 3.34 .76 3.82 .63

판매/서비스직 3.31 .80 3.31 .68 3.81 .72

학생 3.55 .67 3.58 .65 3.81 .74

주부 3.53 .78 3.30 .76 3.87 .60

기타 3.46 .74 3.45 .70 3.74 .61

F(p) .807(.546) 1.242(.289) .299(.913)

생활수준

상 3.76a .77 3.34 .83 3.90 .74

중 3.47b .74 3.38 .71 3.81 .63

하 3.43b .78 3.34 .81 3.81 .52

F(p) 3.042*(.049) .084(.919) .420(.657)

*: p<.05, **: p<.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메이크업이미지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메이크업이미지의 차이를

<표 5>에서 보면 연령과 학력에 따른 메이크업이미

지의 차이는 현대성 요인과 낭만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대성 요인과 낭만성 요인에서

는 연령이 30대, 40-50대 이상이고 학력이 대학졸업

또는 대학원졸업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30대,

40-50대의 대학졸업이거나 대학원재학 이상인 여성

은 현대적이고 낭만적인 메이크업이미지를 추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에 따른 메이크업이미

지의 차이는 현대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현대성 요인에서는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나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여성은 세

련되고 멋있고 도시적인 메이크업이미지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여부와 직업에 따라서는

메이크업이미지에서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

며, 메이크업이미지 중 무난성 요인 또한 인구통계적

인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이미지의 차이를 <표

6>에서 보면 연령에 따른 헤어이미지는 귀염성 요인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40-50대 여성보다 20대와 30대 여성은 더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20대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여

성일수록 청순하고 발랄하고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헤어이미

지의 차이는 매력성 요인과 귀염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대학졸업과

대학원재학 이상이, 귀염성 요인에서는 대학재학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

성은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

며, 여대생은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에 따른 헤어이미

지의 차이는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으며, 매력성 요인에서는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류층 여성은 매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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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성 개성 온유성 귀염성

M SD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42 .73 2.96 .74 3.71 .65 3.46a .77

30대 3.46 .72 2.96 .65 3.79 .58 3.21
a

.73

40-50대 3.49 .87 3.14 .78 3.76 .62 3.04
b

.83

F(p) .232(.793) 1.902(.151) .433(.649) 7.344**(.001)

결혼여부

미혼 3.49 .70 2.97 .66 3.75 .60 3.38 .77

기혼 3.43 .82 3.05 .76 3.76 .63 3.15 .79

t(p) .732(.465) -.967(.334) -.180(.857) 2.542*(.012)

학력

고졸이하 3.18
b

.85 3.01 .73 3.68 .61 3.10
c

.79

대학재학 3.62
a

.68 3.04 .77 3.85 .71 3.52
a

.74

대학졸업 3.50a .72 3.03 .69 3.77 .59 3.29ab .71

대학원재학이상 3.62a .82 2.92 .79 3.71 .62 2.97bc 1.06

F(p) 4.379**(.005) .256(.857) .794(.498) 4.156**(.007)

직업

사무직 3.41 .86 2.82 .72 3.79 .61 3.30 .80

전문직 3.54 .69 3.08 .71 3.78 .55 3.24 .85

판매/서비스직 3.32 .79 2.95 .67 3.68 .51 3.05 .67

학생 3.59 .65 3.06 .70 3.74 .75 3.43 .73

주부 3.45 .83 3.09 .80 3.80 .69 3.23 .78

기타 3.34 .82 3.00 .67 3.69 .56 3.18 .78

F(p) .871(.501) 1.019(.406) .334(.892) .931(.461)

생활수준

상 3.79
a

.77 3.09 .83 3.85 .73 3.11 .90

중 3.44
b

.75 3.01 .71 3.75 .59 3.25 .75

하 3.26b .79 2.98 .69 3.71 .61 3.33 .81

F(p) 6.313**(.002) .304(.738) .753(.472) 1.034(.357)

*: p<.05, **: p<.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이미지의 차이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

현대성 낭만성 무난성 매력성 개성 온유성 귀염성

의복

이미지

품위성 .691** .248** .468** .703** .309** .445** .235**

젊음 .358** .524** .496** .330** .383** .386** .636**

현시성 .375** .374** .130* .480** .640** .250** .356**

*: p<.05, **: p<.01

<표 7>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상관관계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와 직업은 메이크업이미지와 같이 어

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즉 결혼여부와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이

크업과 헤어스타일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변인이 아

님을 입증하고 있다.

3.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
의 관계 분석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7, 8>과 같다.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상관

관계를 <표 7>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메

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와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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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메이크업

이미지

현대성

(상수) .968 - 6.737**

166.602** .524품위성 .551 .600 13.926**

현시성 .221 .232 5.385**

낭만성

(상수) .761 - 3.904**

67.476** .401
품위성 .120 .133 2.710**

젊음 .403 .379 7.888**

현시성 .291 .312 6.191**

무난성

품위성 .252 .332 5.969**

30.170** .231젊음 .290 .323 5.932**

현시성 -.089 -.114 -1.989*

헤어

이미지

매력성

(상수) .591 - 3.379**

123.430** .551
품위성 .556 .593 13.976**

젊음 .103 .094 2.248*

현시성 .208 .214 4.913**

개성

(상수) .914 - 5.537**

118.159** .438젊음 .187 .182 3.962**

현시성 .521 .576 12.534**

온유성

(상수) 1.947 - 11.151**

57.257** .274젊음 .275 .367 7.224**

현시성 .252 .287 5.635**

귀염성

(상수) .601 - 3.293**

111.913** .425젊음 .654 .583 12.535**

현시성 .150 .152 3.274**

*: p<.05, **: p<.01

<표 8>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인과관계

나타났다.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의 인과관계를 <표

8>에서 보면 의복이미지 중 품위성 요인은 메이크업

이미지의 모든 요인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품위있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메이크

업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이미지의 젊음 요인은 메이크업이미

지의 낭만성 요인과 무난성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발랄하고 캐주얼하고 젊

어보이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낭만적이고

무난한 메이크업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의복이미지의 현시성 요인은 메이크업이미지의

현대성 요인과 낭만성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메이크업이미지의 무난성 요인에 유의적인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시적인 의복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현대적이고 낭만적인 메

이크업이미지를 선호하지만 무난한 메이크업이미지

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이미지와 헤어이미지의 인과관계를 <표 8>에

서 보면 의복이미지 중 품위성 요인은 헤어이미지의

매력성 요인과 온유성 요인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품위있는 의복이미지를 선호

하는 여성은 매력적이고 온유한 헤어스타일을 추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이미지 중 젊음 요인은

헤어이미지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으므로 캐주얼하고 젊어보이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

는 여성은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보려고 하

는 경향이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

지의 요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별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며, 의복이미지와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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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

였으며, 조사대상자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사이 성인여성 3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요인을 보면 의복이미지는 품위성, 젊음, 현시성의 3

가지 요인으로, 메이크업이미지는 현대성, 낭만성, 무

난성의 3가지 요인으로, 헤어이미지는 매력성, 개성,

온유성, 귀염성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어 의복과

메이크업보다 헤어로 더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복과 더불어 메이크업과 헤어

는 토털 패션을 구성하는 주변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이미지, 메이크

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차이를 보면 인구통계적 변

인에 따라 추구하는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

어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개인의 시각적 이

미지를 컨설팅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더불어

인구통계적인 변인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스타일

리스트나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에게는 젊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

에 낭만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과 귀여운 헤어스타

일을, 30대 여성에게는 젊어 보이는 의복이미지에 현

대적인 메이크업과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대학원 재

학 이상의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여성에게는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의복에 현대적인 메이크업과 매력적

인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고객의 요

구를 반영하는 이미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관계를 보면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

지의 상관관계에서는 의복이미지가 메이크업과 헤어

이미지의 모든 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서로 간

의 관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의 특정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고자 할 때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은 개별적인 하나의 요소

가 아니라 토털 패션으로 통합되어 연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의복이미지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

이미지의 인과관계에서는 의복이미지가 메이크업이

미지, 헤어이미지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이미지는 메이크업과 헤어이미지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복이미지

요인별로 메이크업이미지와 헤어이미지 대부분의 요

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들은 동일한

의복이미지로 다양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추구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

은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 착용해야 되고 새로운 이

미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고려되어

야 하지만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가지고 있는 도

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일회적인 변화가

용이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제한된 의복을 가지고 다

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메이크업과 헤어스

타일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를 경남지역에 거

주하는 20-50대 여성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토털

패션의 요소를 의복과 메이크업 및 헤어이미지에 한

정하여 측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지역과 변인을 선정하여 토털 패션의 요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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