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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onsumer-based apparel design el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pparel desig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consumer consumption and             

attitude; however, limited studies have examined them.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cues for an apparel             

industry suffering from dramatically fluid market situations. Based on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researchers establish three categories (basic elements, elements generated by apparel, and            

elements experienced by consumer) of apparel design elements that are consistent with nine elements (shape,             

materials, color, pattern, detail, subsidiary materials, overall image & style, fit, and overall balance). The             

results provide 137 types of conceptualized apparel design evaluation criteria. They developed 56 initial themes,             

23 evolved themes, 23 sub categories, and 12 kinds of theme categories with abstract conceptualization. This             

study explicates the critical role that consumer-based apparel design is the competitive advantage within             

the appare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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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복디자인은 소비자의 의복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패션정보업체인 PFIN(2010)의 소비자 조    

사결과에 따르면, 의복디자인은 의복의 구입을 결정     

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의 구입결정뿐만 아니라 의복의 품질을 평가하     

는데 있어서도 디자인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Kim(2002), Ahn and Park(2007), Hong(1992)의 연구에    

서 의복의 심미적 차원의 속성들은 의복의 품질평가    

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의복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결정, 품질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    

비자 관점의 의복디자인 평가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의복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다양하    

게 디자인해서 이미지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선호도    

를 측정하는 연구(Lee & Kang, 1995; Lee, 1991) 혹    

은 다양한 형태의 완성된 의복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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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묻는 연구(Holbrook, 1983)는 다수 진행되     

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가 의복디자인을 선      

호하는 이유와 의복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풍부     

한 객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가 자극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정보를 얻어내      

기 어려워 소비자 관점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입하고 품질을 평가하      

며 의복디자인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가      

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      

적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이론을 바탕으     

로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근거이론은 현장을 기반으      

로 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된 현상을 탐구하여      

실제 자료에 근거한 실체이론을 도출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므로(Kim, 2003)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의복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의복디    

자인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연구

1. 제품특성으로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

제품특성으로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를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orn and Gurel(1981)은 디     

자인 요소를 선, 형, 공간, 재질, 색채 5개로 정의했으        

며, 이 요소들 각각의 다양성은 디자인의 효과에 도       

움을 준다고 했다. Kim(1996)은 의복의 디자인 요소      

를 선, 색채, 재질로 보았으며, 각 의복들의 품목을 조        

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Lee and Choi(2008)는 선, 색채, 재질은 의복디       

자인의 기본 요소이며 이것들에 의해 이미지가 창출     

되며, 의복의 실루엣, 무늬를 추가적인 디자인 요소로     

보았다. Lee and Lee(2007)는 샤넬, 루이비통 등등의     

해외 명품브랜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적 특성을 디자인 요소별로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디자인 요소는 실루엣,     

색채, 재질, 무늬, 장식 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 외에 의류패션산업의 디자인 프로세     

스에 더 가까운 연구도 진행되었다. Lamb and Kallal(1992)     

는 의류패션산업에서 의복을 디자인하는 6단계 과정     

을 통해 의복 디자인 요소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시     

했으며, 이는 기능적(맞음새, 운동성, 편안함, 인체보     

호, 탈착용이성), 표현적(가치, 역할적합성, 지위적합    

성, 자아존중 표현), 미적(예술적 요소, 의복과 인체와의     

관계, 디자인 원리)요소이다. Mate(2006)는 현직 디자     

이너들과의 인터뷰로 의복디자인 구성요소들을 규명했    

는데 이 연구에서는 의복디자인의 요소를 색채, 소재,     

실루엣, 스타일링, 디테일로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품특성으로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는 색채, 재질, 장식, 공간, 형, 선,     

실루엣, 무늬 등이 도출되었으며, 무늬는 색채와 선,     

실루엣은 선과 형의 요소를 아우르고 있었다. 이들     

디자인 요소의 다양성을 미적요소를 고려하여 조합     

시켰을 때 특정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적으로 의복디자인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 아래의     

<Fig. 1>은 제품특성으로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상에 언급된 내용은 소비자 관점의 접근은 부족     

하므로 의복디자인의 요소가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    

있는지 혹은 어떤 요소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소비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고 싫음을 평가하는     

Fig. 1. Elements of apparel design as a characteristic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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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의복디자인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디자인의 좋고 싫음을      

평가하는 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패션기업 혹은 브       

랜드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더욱 효과적      

인 디자인과 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

의복의 디자인은 의복의 구입, 품질평가, 구매 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Abraham-Murali & Littrell,     

1995; Ahn & Park, 2007; Eckman et al., 1990; Hong,         

1991, 1992; Kim & Rhee, 1988; Kim, 2001). <Fig. 2>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EKB이론을   

기반으로 이러한 연구를 카테고리화 하여 정리한 것      

으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의복구매 전 다양한 대안       

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매로 연결되는 과정이며 두 번       

째 카테고리는 구매 후 평가과정을 통해 구매 후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정보탐색과정을 다룬     

일부 선행연구(Kim et al., 2007; Shin et al., 2004)에서        

제품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나 의복디자인의 요소     

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제품군의 상호     

비교가 주를 이루었다. 

실제 소비자는 의복구입시 여러 가지 대안을 시착      

등의 과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게 되며 이때 디자인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m and Rhee(1988)는 의       

복의 평가기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는데, 그 중       

미의 차원과 기능성 차원이 의복디자인과 연관성이 있      

다. Hong(1991)은 의복구입시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도출하였는데 이중 옷감의 종류, 색채,      

재단과 재봉, 몸에 맞는 정도, 아름다움, 유행성, 독특     

성 등의 요소가 의복의 디자인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Eckman et al.(1990)은 소비자의 제품구매 관련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6가지 요소로 제안하였는     

데, 이중에서 의복의 컬러와 패턴, 스타일링, 재질, 독특     

함, 외관, 맞음새 등의 요소가 의복디자인과 관련이 있     

었다. 

소비자는 의복을 구입하여 사용해본 후 의복의 품     

질평가, 만족/불만족 여부, 구전, 애고 등의 행동을 하     

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의복     

의 디자인이다. Abraham-Murali and Littrell(1995)는    

제품의 소재, 스타일, 맞음새, 유행성, 컬러, 독특함 등     

의 디자인 요소가 품질평가의 요소임을 주장했다. Kim     

and Rhee(2004)는 의복의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로 객     

관적 특성, 표현적 특성, 착용감, 맞음새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원단, 컬러, 디자인의 조화, 유행하는 스타일     

등의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었다. Ahn and Park(2007)     

의 연구에서는 의복품질의 구성차원으로 6개 하위차원     

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중 심미성, 개성, 맞음새 등의 차     

원이 의복의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Kim(2001)은     

의복의 품질이 소비자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된 4가지 의     

류제품 품질평가 속성 중 표현적 성과, 물리적 속성 등     

의 2가지 속성이 의복디자인과 연관성이 깊었다. Hong     

(1992)의 의복만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색채, 나에게 어     

울림, 몸에 맞는 정도 등, 디자인에 관련된 심미적 속성     

이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본 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 관련 연구    

는 의복디자인 구성요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     

Fig. 2. The conceptual model of precedent studies about elements of apparel design  (based on EKB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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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의 제품구매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소비자 관점의 의복디자인      

구성요소와 의복디자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        

서 도출된 의복디자인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이를 어      

떠한 근거로 평가하는지 알 수 있다면 소비자의 제품       

구매, 구매 후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연구 

1967년도에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간호학을 배경으     

로 하여 탄생된 근거이론은 지난 40여 년 동안 사회과        

학이론의 개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Schreiber & Stern,       

2001). 근거이론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상      

황에서 발생된 현상을 탐구하여 실제 자료에 근거한 실       

체이론을 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m, 2003).     

이러한 이유로 본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연구자가 관       

찰자의 삶을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접근한 인류학적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Han, 2006; Kim, 2003;      

Lee, 2008; Oh & Park, 2007; Park & Park, 2008). 

최근에는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을 소비자의 실제 소     

비상황에 적용하여 소비자 관점에서의 결과물을 도출     

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Lee and Cho(2005)는 다의       

적 해석이 가능한 의류패션브랜드 디젤의 광고를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어떻게 수용     

되는지 근거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밝혀냈다. 더     

불어 실제 산업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산업의     

프로세스를 실체적으로 이론화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Kim(2007)는 광고의 카피에 적용되는 통제와     

산출유형을 실제 카피라이터의 카피 개발과정 분석     

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은 기존     

의 인류학적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처럼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측     

정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복디자     

인의 요소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소비자들이 각 디자인 요소를 어떤 기     

준으로 평가하는가를 밝힌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의복디자인의 속     

성과 디자인 평가기준을 밝히기 위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의복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     

므로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남녀 11명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인적인 사항들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연구대     

상자들의 면접은 2009년 11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진     

행되었다. 면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대 남녀     

대학생 각 1집단, 30대 남녀 직장인 각 1집단, 총 4집단     

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면접 전에 개인별로 연구목적     

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     

며, 비밀유지 및 신상자료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     

다. 면접시간은 집단별로 평균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     

었으며 면접장소는 리서치 회사의 회의실이었다. 표적     

집단면접은 피면접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므     

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본격적인 인터뷰 전에 신     

변과 공통 관심사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음으     

로써 친밀감을 형성했다. Holbrook(1983)은 의류매장    

Table 1. Demographics of interviewees

Name Gender Age Job Name Gender Age Job

Student

Jo** m 23 University Student (Economics)

Office 

Worker

Ha** m 32 Office job

Na** m 23 University Student (Architecture) Lee** m 31 Producer

Lee** m 23 University Student (Physical Education) Yoon** f 30 PR firm

Han** f 21 University Student (Physical Education) Choi** f 29 Office Job

Shin** f 22 University Student (Oriental Painting) Kim** f 31 Art Gallery

Jung** f 24 University Student (French Literature)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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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제품전략 관련 연구에서 연구에 실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실     

제 제품보다는 제품의 추상적인 특성을 제시하는데     

그쳐 의류패션산업에 적절한 제언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제품을 보고, 만지고,       

입어보는 등 실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의복의 어떤 부       

분을 디자인으로 인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에게 글로벌    

캐주얼 브랜드인 라코스테의 2010년 F/W 겉옷(점퍼,     

코트, 재킷) 샘플을 제시하고 피면접자들이 서로 의      

견을 주고받으면서 디자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     

접을 진행했으며, 모든 샘플은 자유롭게 착용해 보도록      

했다. 면접에 사용된 샘플은 남성용 36개, 여성용 33개       

였다. 신뢰성 있는 자료획득을 위해 녹음내용을 면접당      

사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필사해 분석에 사용했다.

3. 자료 분석 절차

Strauss and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적 접     

근을 이용, 자료를 분석했다.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은     

일련의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쳐서 관심 있는 현상      

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해의 틀과 이론을 유도하는 질       

적연구방식으로(Kim & Han, 2010), 현상을 이해하는     

틀을 도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다(Choi, 2004; Kim       

et al., 2008; Kim, 2009; Stern, 1980). 근거이론에서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로 이루어진     

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 개방        

코딩은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분리해내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범주화     

시키는 분석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기법을     

통해 표적집단면접에서 도출된 의복디자인 관련 자료     

를 범주화시켜, 소비자 관점에서의 의복디자인 구성요     

소와 이의 평가기준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축코딩     

은 개방코딩을 통해 나타난 상위범주들의 맥락적 연      

합관계를 구축하고 통합함으로써 패러다임 모형을 구     

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코딩과정을 통      

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의복디자인의 요소를 도식화하     

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의복      

디자인 구성요소와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였다. 선택     

코딩은 패러다임 모형을 형성하는 범주들을 엮어 이      

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진술하는 과정으로 주로 인      

류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적용되므로 본 연       

구는 개방코딩, 축코딩의 2단계 접근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료의 범주화(개방코딩결과)

근거이론적 접근의 첫 단계인 개방코딩단계는 자     

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137개의     

개념을 도출했으며, 이 개념을 더욱 추상화시키는 과     

정에서 56개의 하위범주, 23개의 중위범주, 12개의 상     

위범주, 9개의 큰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     

주를 주제별로 정리해 큰 상위범주, 상위범주, 중위범     

주, 하위범주, 개념 등을 <Table 2>로 제시하였으며,     

큰 상위범주는 의복디자인의 요소로, 이에 속한 상위     

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는 각각의 디자인 요소의 평     

가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료 범주화(개방코딩결과)의 세부 결과−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1) 맞음새(fit) 

소비자 관점의 디자인 요소인 맞음새의 상위범주     

는 ‘맞음새가 좋고 날씬해 보임’이었다. 의복을 착용     

했을 때 몸에 잘 맞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신체의 결점을 커버하여 실제 몸매보다 날씬해 보여     

야 함이 디자인 평가기준에 포함되었다. 

(1) 상위범주1 - Good fit and look slim(맞음새가 좋고     

날씬해 보임)

맞음새가 좋고 날씬해 보임은 ‘착용시 맞음새가 좋     

음’과 ‘착용시 몸이 날씬해 보임’의 중위범주로 구성     

되었다. 소비자들이 겉옷의 디자인을 평가하는데 가     

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맞음새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착용시 맞음새가 좋아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착용시 맞음새가 좋음은 몸에     

잘 맞음과 딱 떨어지는 맞음새로 구성된다. 

“저도 좀 일하는게 많아서 편하게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 편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맞음새가 좋은 것을 중시하고요…”

“맞음새가 어정쩡한 것 같아요. 여자가 입을 건데 허리라인     

이 좀 들어간다거나 그랬다면 나았을 것 같고…”

착용시 맞음새가 좋으려면 옷의 실제 사이즈가 적     

절해야 하며, 옷의 각 부위의 사이즈가 적절해야 만     

족할만한 맞음새를 얻을 수 있다. 

“약간 전체적으로 펑퍼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팔 라인이 왜 이렇게 큰 거지 통이?... 큰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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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ments of apparel design (theme category) and standard of assessment (sub-category, evolved theme, 

and initial theme)

Initial Theme Evolved Theme Sub-Category Theme Category

Proper Fit
Right Fit Good Fit

Good fit and look slim FitProper Size 

Not Thick Fit
Slim Fit 

Look slim 

Lifelike shape
Beautiful shape 

Beautiful shape Shape

Unique Materials
Proper Brilliance 

Good Appearance 
Good Appearance and feel soft 

Materials
Feel Soft 

Balance of Item and Materials 

Bright color
Easy color
Bright arrangement of color 

Bright color 
Bright and proper color for    
wearer 

ColorLook young color
Female/ male color 

Proper color for wearer 

Color matching with brand image 
Harmonious color 

Good coordination with another colors Good harmony with another colors

Good matching with new trend
Feed like new item 

Trendy style

Trendy and edge style 

Overall Image
& Style

Edge style
Unique style 

Edge style

Style matching with brand image 

Clear image and style Clear usability
Clear targeting for consumer
Proper clothes for going out 

Clear style for target consumer and     
usability 

Acceptable Simple Basic style 

Basic and elegant image 
Classic image
Elegant image
Manish image 
Luxury image 

Elegant and luxury image 

Style looks young
Style looks like male/female 

Style definitely makes wearer look better

Consideration for wearers 
Practical style 
Easy coordination with another items 

Easy for use 

Style looks like school uniform
Style look like military uniform

Style look like uniform 

Trendy pattern 
polished pattern 

Trendy pattern 
Trendy and unique pattern 

PatternUnique pattern 

Bright color pattern 
Bright pattern 

Pattern looks like military uniform 

Unnoticeable brand image Proper release of brand image

Detail's proper use 

Detail 

Good matching with items 
Details urgently needed for items 

Details need for items 

Unique detail
Details mixed with heterogeneous materials 

Details make core point on items 

Details look like warm
Consideration for seasons 

Practical detail 
Consideration for wearers

Details look like slim 

Luxurious subsidiary materials Quality of subsidiary materials 
Proper use of subsidiary mater-    
ials 

Subsidiary
Materials Matching with item 

Look more valuable for subsidiary materials 
Look better than actual items for sub-      
sidiary materials

Proper length Overall

Proper volum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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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맞음새에 관련된 언급 중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착용시 몸이 날씬해 보임’이었다.      

뚱뚱해 보이는 맞음새, 펑퍼짐한 맞음새는 좋은 평가      

를 받을 수 없으며 슬림한 맞음새로 날씬해 보이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요새 남자 쟈켓이 슬림하게 나오거나 허리라인이 약간 들어       

가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코트 같은 것도 너무 퍼져있는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슬림         

한 스타일보다는…”

2) 형태(shape) 

형태는 의복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옷 자체의      

형태가 예뻐야’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옷       

자체의 형태가 살아있되 전체적인 형태가 각지지 않      

아야 한다. 

“각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축 처진 것보다 이렇게 포          

인트를 주는게 괜찮다…”

“스퀘어 정사각형에… 디테일이 들어가버리면 김정일 느낌     

이 날 수 밖에…”

3) 소재(materials)

소재는 표면에 따라 의복의 외관과 그에 따른 이미       

지가 좌우되었으며,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느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복의 용도, 계절, 컬       

러,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템과 소재의 조화      

도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소재에 관해서는 ‘소재의 외       

관이 아름답고 촉감이 좋은 것’과 ‘아이템과 소재의 조       

화’를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생각함이 나타났다. ‘소재      

의 외관이 아름답고 촉감이 좋음’은 상위범주로서 여      

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고, ‘아이템과 소       

재의 조화’는 하위범주가 하나의 독립된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1) Good Appearance and feel soft(소재의 외관이      

아름답고 촉감이 좋음)

소재의 외관이 아름답고 촉감이 좋음은 ‘소재의 심      

미성이 뛰어남’이라는 중위범주와 ‘소재의 촉감이 좋     

음’이라는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소재는 의복의 표     

면을 구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옷에 대한      

첫인상은 소재의 외관에서 비롯된다. 특히 흔하게 사      

용되는 소재가 아니라 특색 있는 소재에서 호감을 느       

끼고 의복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제일 스타일리쉬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약간 무늬가       

있는데 귀여운 것 같고… 이런건 다른데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표면의 적절한 광택이 착용자의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한다고 언급했다. 

“저 광택이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빛나지도 않고… 적     

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또한 소재는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손으로 만지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소재에 대한 느낌     

이 디자인 평가기준으로 작용했다. 

“막상 만져보니까 소재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사겠어요…”

“보풀도 되게 많이 날거 같고, 정전기도 많이 나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의복의 용도,     

계절, 컬러,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템과 소재     

의 조화도 평가의 기준이 된다. 

“사파리 점퍼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면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4) 컬러(color)

소비자들은 컬러도 의복디자인의 요소로 언급했다.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컬러가 산뜻하고 착     

용자에게 어울림’이라는 착용자에 관련된 기준과 ‘조     

화로운 컬러’라는 착용자 이외의 것들과 관련된 기준     

으로 구성되었다. 

(1) Bright and proper color for wearer(컬러가 산뜻     

하고 착용자에게 어울림)

컬러가 산뜻하고 착용자에게 어울림은 ‘사용된 컬     

러가 산뜻함’과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컬러’의 상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F/W 제품이지만 색감이 뚜렷하     

고 산뜻한 컬러를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칙칙한 컬러는 좋지 않게 평가했다. 

“컬러가 일단 되게 산뜻하고 강렬해서 눈에 띄고요…”

“컬러가 더 밝고 산뜻했으면 젊은 층에게 어필할 것 같은데     

… 지금은 너무 평범한 네이비에 칙칙해서 조금 아줌마스럽기     

도 하고…”

그리고 컬러는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까지     

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 젊어 보이게, 더 여성     

스러워 보이게(혹은 남성스러워 보이게)하는 컬러는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좋     

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너무 아저씨 같아요… 저 청색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나이들어 보이고,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런 느낌…”

(2) Harmonious color(조화로운 컬러)

조화로운 컬러는 ‘다른 컬러와 조화가 잘 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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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범주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는 컬러’라     

는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의복은 몇 가지의 아이템      

을 함께 착용하기 때문에 아이템들 간의 컬러가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컬러와 조화가 잘       

되는 컬러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색감에는 안에 셔츠 같은 것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는 컬러를 사용’했     

는가가 의복디자인 평가의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브      

랜드 이미지와 부합되는 컬러를 사용했을 때는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좋     

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라코스테의 주종이 대체로 컬러풀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인 것 같은데 저건 라코스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아요… 특색없는 옷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5)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overall image & style)

소비자들이 의복디자인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요소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이었다. 아     

이템의 세부적인 것에 의해서도 디자인을 평가하게     

되지만 의복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이 매      

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1) Trendy and edge style(트렌디하면서 독특한 스      

타일)

트렌디하면서 독특한 스타일은 ‘트렌디한 스타일’    

과 ‘독특하고 희소성있는 스타일’의 중위범주로 구성     

되었다. 현재의 경향을 잘 반영한 트렌디한 스타일은      

새로 장만한 새 옷 같은 느낌을 주며 의복디자인을 평        

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착용자를 세련되어     

보이게 한다. 

“2009년의 옷이 아닌 것 같아요. 90년대에 옷 같은…”

“새 옷을 산 느낌은 없을거 같아요… 새로 사서 입고 나가도         

원래 있었을 거 같은…”

독특하고 희소성있는 스타일은 개성추구 측면에서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다른 브랜드       

에는 없는 독특하고 희소성있는 스타일을 선호했다.  

“아직 저런 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런        

재질은 있지만 저런 기장이랑 디테일…”

“이런 디자인의 코트를 **에서 만들지 않았나요?”

(2) Basic and elegant image(기본적이면서 세련된     

스타일)

이 상위범주는 ‘기본적인 스타일’, ‘세련되고 고급     

스러운 이미지’라는 중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어디에    

나 잘 어울리는 무난함과 필수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심플함이 기본적인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제일 무난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면서 스타일이 나쁘지 않     

을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하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모양이고 색깔이고     

소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클래식한 느낌’, ‘세     

련된 느낌’, ‘매니쉬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세     

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클래식한 느낌이 좋아서 그게 좋은거 같아요…”

“매니쉬한 느낌… 고급스러운 거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괜찮     

았어요. 너무 라인이 싹 들어가지않고 그런 매니쉬한 느낌이 좋     

은 것 같아요…”

(3) Consideration for wearers(착용자를 고려한 스     

타일)

이 상위범주는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사     

용하기 용이함’의 중위범주로 구성되며, 의복을 사용     

하는 상황도 의복디자인 평가에 적용됨을 알 수 있었     

다.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은 ‘나이보다 젊     

어 보이게 하는 스타일’, ‘여성 혹은 남성스러움을 나     

타내는 스타일’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너무 엄마들 옷 같아요… 엄마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라     

면 안 살거 같아요…”

 “남자 옷 같아요… 여자가 입으면 좀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사용하기 용이함은 ‘실용적인 스타일’과 ‘다른 아이     

템과 코디네이션이 용이함’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저게 훨씬 실용적인 느낌이 있어서…”

“뭐랑 입을까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랑 입을까가 되게 애     

매한 거 같아요… 청바지랑 입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     

걸 정장바지에 입기도…”

(4) Clear image and style(명확한 이미지와 스타일)

이 상위범주에는 ‘의복의 타겟과 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스타일’이라는 중위범주와 ‘브랜드 이미지    

와 부합되는 스타일’이라는 하위범주가 포함된다. 이     

상위범주를 통해는 이미지와 스타일이 소비자의 선호     

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선택과 사용을 용이     

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타겟과 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스타일     

은 ‘용도가 명확함’, ‘타겟이 명확하게 드러남’, ‘외출     

복으로 적절함’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의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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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품의 용도가 정확히 전달되고, 누구를 위       

한 옷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F/W 겉옷인        

만큼 외출복으로 적합한가의 여부가 의복디자인 평     

가요소로 작용하였다. 

 
“소재는… 윈드브레이커 같은 느낌인데… 디테일들이… 색상이     

랑… 잘 매치가 안돼요… 언제 입어야 되는 옷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약수터 가실 때 입을거 같아요… 집에서 입으면 좋        

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컬러에 대한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던     

브랜드 이미지와의 부합 여부가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논의하는 데에도 언급된다. 이로써 컬러와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은 브랜드 이미지와의 부     

합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치장을 많이 한 거랑은 라코스테랑은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일 심플하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겨울에 이런 파카가 아니더라도 모직이 됐든 천이 됐든…       

라코스테 색깔이 났으면… 개인적으로 좀 잘 어울릴거 같아…”

큰상위범주인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에는 ‘유    

니폼을 연상시키는 스타일’이라는 중위범주가 반드    

시 피해야 할 스타일과 이미지로 언급되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군복이나 교복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교복 위에 입을 법한 그런 패딩이지 특별히 신경써서 저걸        

고르진 않을 거 같아요.”

“저건 판초우의. 군대 판초우의야…”

6) 무늬(pattern)

의복의 표면에 나타난 무늬도 의복의 디자인을 평      

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무늬에는 소재의      

표면에 선염 혹은 프린트로 구현되는 무늬 외에 퀼팅       

과 같은 효과도 포함되었다. 무늬라는 큰상위범주는     

‘트렌디하면서 독특한 무늬’라는 상위범주와 ‘산뜻한    

무늬’라는 중위범주로 구성되었다. 

(1) Trendy and unique pattern(트렌디하면서 독특한     

무늬)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트     

렌디하면서 독특한 무늬는 ‘트렌디한 무늬’와 ‘독특     

한 무늬’로 구성되었다. 현재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무늬, 세련된 무늬가 트렌디한 무늬를 구성했다. 

“체크는 계속 유행이니까 그런 점에서 괜찮은데…”

“퀼팅이 촘촘한거를 갈비뼈 패딩이라고 해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트렌드를 세련된 느      

낌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같은 퀼팅과 체크무     

늬라도 세련된 느낌으로 소화되지 못한 경우 부정적     

인 결과를 나타냈다. 

“퀼팅이 촌스럽고 딱딱 떨어져요…”

“체크가 촌스러워요… 테이블 보 같기도 하고…”

독특한 무늬는 희소성 측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     

이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있는 독특한 무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모양도 완전 마름모 모양도 아니고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늬도 컬러의 영향을 받으므로 산뜻한 컬러     

의 무늬라는 중위범주가 무늬라는 큰상위범주 내에 나     

타났다. 산뜻한 무늬는 ‘산뜻한 컬러의 무늬’, ‘군복을     

연상시키는 무늬’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는데 후자    

는 산뜻한 무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     

성상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다. 

“배색이 좀 특이하고 컬러풀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한국에서는 깔깔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런 스타일에 대해     

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7) 디테일(detail)

의복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큰상위범주로 디테일을    

제외할 수 없다. 디테일이란 전체적인 실루엣에 장식     

적 효과를 주기 위해 이용되는 부분장식을 말하는 것     

이다(Lee & Lee, 1994). 소비자들은 디테일을 제품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며 의복착용시 편리함을 더해주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나친 디테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디테일이라는 큰상위범주는    

‘적절한 정도로 사용된 디테일’, ‘착용자를 고려한 디     

테일’이라는 상위범주와 제품에 ‘포인트를 주는 디테     

일’이라는 중위범주로 구성되었다.

(1) Detail's proper use(적절한 정도로 사용된 디테일)

의복에 사용된 디테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브     

랜드 로고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로고가 적당히 노출     

된 디자인을 바람직하게 평가했고, 브랜드 로고가 너     

무 크게 노출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데요… 브랜드 표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구찌를 사면 구찌구찌 있는 것을 샀다면… 요새는     

그렇게 티가 나는 것 안입거든요… 그런 점에서 라코스테도 굳     

이 저렇게… 로고 큰 거 잘 안 입어요…”

제품에 필요한 디테일은 제품에 어울리며 제품의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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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 꼭 필요한 디테일을 말하는 것이다. 제품에      

어울리지 않고 기능적으로도 필요 없는 디테일은 디      

자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매 끝단이 저렇게 고무줄 처리된 건 좀…”

“목선이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지 장식을 위한 디테일 역시 디자인 평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 사족인거 같아요… 저 리본이 없었다면 그냥 노멀한 잠        

바로 치부될 수 있었을거 같은데…”

“왼쪽 거는 차라리 모자가 없었다면…?”

(2) Consideration for wearers(착용자를 고려한 디     

테일) 

F/W 겉옷은 추위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요구되므로 따뜻해 보이는 디테일과 계절을 고려한     

디테일이 디자인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목이 올라와서 따뜻할 것 같아요…”

“패딩은 추울 때 입는 거라 손을 옆으로 넣어야 되는데… 남자가         

이렇게 넣을 수 없잖아요. 불편하죠…”

그리고 계절의 특성상 소재가 두꺼울 수 밖에 없으       

므로 착용시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디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날씬해 보이는 디테일이라는 하위     

범주가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포함되었다. 

“절개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프린세스라인이라고 하나요?      

…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또한, ‘제품에 포인트를 주는 디테일’이라는 중위     

범주가 디테일이라는 큰상위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는    

‘독특한 디테일’, ‘이질적인 소재를 믹스한 디테일’로     

구성되었다. 독특한 디테일, 이질적인 소재를 믹스한     

디테일이 의복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지만, 디테일이 없는 디자인은 성의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

“소매나 니트단이나 주머니에 골지 니트로 되어있는 것도 귀       

엽고…”

“디테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컬러가 더 예쁠수도 있고, 소         

매쪽이 단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손쉽게 만든 옷 같아요…”

8) 부자재(subsidiary materials)

의복의 디자인을 평가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부자      

재가 언급되었으며, 어떤 부자재를 사용했느냐에 따     

라 의복의 가치가 크게 좌우되었다. 부자재라는 큰상      

위범주는 ‘부자재의 적절한 사용’이라는 상위범주로    

구성되었다.

(1) Proper use of subsidiary materials(부자재의 적     

절한 사용)

부자재의 적절한 사용은 ‘부자재 자체의 품질’과 ‘제     

품을 돋보이게 하는 부자재’라는 중위범주로 구성되     

었다. 부자재의 품질은 제품과는 별개로 단추, 벨트     

등의 품질이 엄격하게 평가되었고, F/W 겉옷인만큼     

따뜻해 보임, 고급스러움이 강조되었다.

“단추도 겨울옷 치고는 추워보이는 느낌. 이것도 좀 싼티나     

는…”

“허리띠… 처리가 어설퍼요…”

그리고 제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부자재, 제품     

을 더욱 가치있어 보이게 하는 부자재는 제품을 돋보     

이게 한다고 언급했다. 

“야상 같은 느낌인데, 지퍼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포인트     

잘 준거 같아요…”

“그 옷은 안에 퍼가 있어서 럭셔리 할 수 있을 텐데 겉에 안     

드러나니까…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이에요… 앞쪽에만이라도 퍼     

가 들어갔으면… 럭셔리하고 예뻤을 것 같은데…”

9) 전체적인 비례(overall balance)

피면접자가 직접 입어보고 평가한 결과인 만큼 전     

체적인 비례도 의복디자인을 평가하는 큰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의복디자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에 대한 평가가 훌륭하더라도 전체적인 비례가 좋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비례는     

길이와 볼륨감으로 평가되었다. 

“어중뗘요… 이것도 조금 길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자연     

스러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중간한 아저씨 기장이 아니라 짧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옷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볼륨이 더 빵빵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딩이 덜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미쉐링처럼 들어     

가있어서… 입으면 놀림 받을 것 같아요…”

3. 패러다임 모형 구축(축코딩결과)

이상의 분석결과, <Fig. 3>과 같이 소비자가 인식     

하고 있는 의복디자인의 요소와, 각 디자인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했다. 소비자는 맞음새, 의복의     

형태, 소재, 컬러,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 무늬, 디     

테일, 부자재, 전체적인 비례의 아홉 가지 요소에 의     

해 의복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 아홉 가지 요     

소는 다시 3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의복 자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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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요소, 의복이 만들어내는 요소, 의복착용시 착용      

자가 느끼는 요소가 그것이다. 의복 자체의 요소는      

의복의 형태, 소재, 컬러, 무늬, 디테일, 부자재와 같       

은 의복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다. 의       

복착용시 착용자가 느끼는 요소는 맞음새, 전체적인     

비례가 해당된다. 의복이 만들어내는 요소는 의복 자      

체의 요소와 의복착용시 착용자가 느끼는 요소의 8개      

요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전      

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이 이에 해당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의복디자인의 구성     

요소와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라코스테 브랜드     

의 F/W 시즌 겉옷을 자극물로 삼아 면접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복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소재,     

컬러, 무늬, 형태, 디테일, 부자재, 맞음새, 비례, 전체적       

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의복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인식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문제인 소비       

자들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은 <Table 2>에 제       

시한 하위~상위범주에 잘 나타나있다. 각 디자인 구      

성요소와 그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들은 소재, 컬러, 무늬, 형태, 디테일, 부자재,      

맞음새, 비례,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의복디자     

인의 구성요소로 인식하였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의복디자인     

의 요소를 단일범주가 아닌 의복 자체의 요소, 의복       

착용시 느끼는 요소, 의복이 만들어내는 요소의 세     

가지 범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와는 다르     

게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 역시 의복디자     

인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주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디자인 평가     

에 영향을 주며 어느 한 가지라도 낮은 평가를 받으     

면 전체 이미지 평가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     

져온다. 따라서 의복을 기획,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이     

범주들에 대해 목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파악해 디자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의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     

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의복의 디     

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복 자체의 요소뿐만 아니라 의복이 만들     

어내는 요소, 의복착용시 착용자가 느끼는 요소에 대     

해서도 세심하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각적     

인 평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졌을 때, 착용했을     

경우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의복 자     

체의 요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평가기준을 보     

였으나 의복이 만들어내는 요소, 의복착용시 착용자     

가 느끼는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     

복 자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보다는 사용자 측면에서     

의 평가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전문가     

인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의복의 최종 사용자인 소     

비자의 평가기준에서는 의미가 없는 요소에 치중하는     

기회비용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평가기준을 만족     

시키는 의복디자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Fig. 3. Element of apparel design perceived by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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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목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의복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도출된 디자인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컬러, 스타일,     

디테일 등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특히 의복착용시 착용자가 느끼는 맞음새, 전      

체적인 비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목표 소비자의 다방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편       

안하고 날씬해 보이는 맞음새, 어울리는 산뜻한 컬러      

등을 디자인할 수 있으며, 적절한 비례와 필요한 디       

테일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소비자의 다방       

면에 대한 이해는 좋은 디자인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의복에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담        

겨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무난하고 베이직한 디자     

인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새로 장만한 옷의 느낌을 주       

기 위해서는 의복 자체의 요소들에 트렌드가 담겨있      

기를 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말하는 트렌드는 천      

편일률적으로 모두가 같은 디자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경향을 담고 있으면서도 독특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의복의 디자인에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독특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복을 디자인할 때 브랜        

드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인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는 컬러, 브      

랜드 이미지와 부합되는 스타일 등, 디자인이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므로 브랜드 이      

미지에 부합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인가      

를 고민해야 하며, 잘 팔리는 아이템을 카피하기에      

앞서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는가 하는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에게 제품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품은 기업과 소비자 간 커뮤       

니케이션의 매개체이다. 제품을 봤을 때 목표 소비자      

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혼란      

을 느끼고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의      

제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의복디자인의 구     

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했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언급되      

었던 의복디자인의 구성요소에서 다소 확장된 구성     

요소가 도출되어, 의복디자인이라는 개념의 영역이 점     

차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디자인의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을 도출해 더욱 소비자에 근거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도왔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본을 선정에 있어 완벽한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고,     

대상 제품 또한 F/W 겉옷으로 전 복종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제품을 다양화하고, 도출된 범주들을 양적연구로 확     

인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전 복종에 걸친 디자     

인 평각기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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