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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ould be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social as a sign of 

fashion image and the followership. This study is classified into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experimental study. 

  First, The relationship of oneself pursuit of fashion image types and leader's favourite 

fashion image types for regression analysis result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factor analysis of followership are used, developed by Colangeol is asking.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re four types classification as to Active Participation, 

Convergence objective, Team Spirit, Critical Thinking.

  Third, The relationship of types of fashion images and factor variance of followership  

indicated a difference in Active Participation factors. But The relationship of types of 

leader's fashion images and factor variance of followership indicated a difference in 

Convergence objective factors. Analysis of the fashion image based on the conceptual 

properties of followership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ollowers, and the  

leader's image based on research for building material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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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조직에 있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의 이미지는 구성원들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리더의 신념이나 메시지 등을 가시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애플사의 전 최고경영자였던 스티. 

브 잡스는 패션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극대

화시킨 리더였다 일명 잡스 룩 이라고도 일컬어지. ' '

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리바이스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로 세팅된 심플한 , 

패션스타일은 기존 의 이미지와는 다른 스티브 CEO

잡스만의 패션스타일을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이미지

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졌다 이미지의 힘은 리더뿐 아니라 조직의 . 

구성원인 팔로워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태도 등을 인

식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미경  1)은 리더의 스타일에 투영된 패션이미지는 

대중에게 문화적 의미와 가치관을 전달하며 개인적 

취향과 친밀감 동일시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기호, 

라고 하였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비. 

전과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투영해야 하는 리더에게 

있어 패션이미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강

력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주장하였으며 임지영은 

패션이미지는 단순히 신체를 가리는 기능을 넘어 개

인의 가치와 능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 그밖에도  Kaid & Jonston

은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와 이미지가 그들의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대중은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정보를 종합적 인식의 중요한 매개체로 의존하며 호

감과 신뢰를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3) 는 타 Safire

인에게 비춰지는 외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외모

는 인종 성별 종교 이념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차, , , 

별 요소라고 지적하였다.4) 이는 타인에게 평가되는  

외형적 이미지가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 및 역

량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호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외모형성에 . 

있어 중요한 요인인 패션이미지는 사회에서 요구하

는 의복행동의 규범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하

여 능력과 태도 행동규범으로 가시화시킴으로써 개

인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에 대한 규정과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속성에 대한 분석은 구성원

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하고 그 조직의 특성을 규

범화시키는 외재적 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능력을 대변하고   

친밀감과 동일시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에 대해 고찰하고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

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팔로워십에 대한 이해와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의 차이와 의

미를 분석함으로써 팔로워의 특성을 이해하는 도구

로서의 패션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사회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의 의미를 고  , 

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의 유형과  선호

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둘째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을 규정하기 위해   , 

팔로워십의 요인을 도출한다.

셋째 자신의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하는 리더의 ,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

한다.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II. II. II. II. 

사회학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사회학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사회학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사회학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  1.   1.   1.   1. 

패션이미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외모 등에 의  

해 대중에게 인식되는 이미지 중 의복을 통해 전달

되는 외형적 요소로 개인적 성향과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영국의 인류학자 . Gorer & 

는 여러 문화와 민속학에 관련한 연구를 통Rickman

해 러시아에서 젖먹이를 감싸는 옷의 형태는 그 아

기의 기본적인 인성의 특징들까지도 결정할 수 있으

며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패션의 기능은 사회적 기

호로써 사회화나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

난다고 주장하였다.5) 은 패션코드가 사회구조 Crane

와 문화사이의 관련을 식별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다

문화적인 사회에서 사회집단과 부분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고 하였다.6) 패션은 어떤 종류의 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적 기호로써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

치고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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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과 특성을 나타낸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한 외Heinberg 

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는 

STAQ(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를 개발하여 미디어의 압력이 외모의 Questionnaire)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식요인과 평가하는 내

면화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이미지를 형

성하게 하는 외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7) 

외는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외모태도에 영Stice 

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과 친구 등 준거집단이 사

회문화적 압력집단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8) 은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 Merhrabian

적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외모와 태도가 로 가55%

장 높다고 주장하였다.9) 이은희는 이상적인 사회기 

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모에 대한 욕구 외모에 대, 

한 가치 외모에 대한 동조의 세 가지 차원으로 외, 

모에 함축된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였다.10) 또한  

은 한국여대생 집단이 미국여대생 Forbes & Jung

집단보다 이상적 외모에 대해 사회문화적 준거집단

의 압력에 더 많이 동조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11) 이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이 성향의 문화권에  

따라 외모 추구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변수에 차

이가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모형성에 .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션이미지에 대한 추구성

향과 선호도는 사회문화적 압력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 

학자들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준거집단이나 사회

문화적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회학

적 기호로써 패션이미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추론

해 볼 수 있다. 

패션이미지의 분류 척도패션이미지의 분류 척도패션이미지의 분류 척도패션이미지의 분류 척도  2.   2.   2.   2. 

패션이미지는 개인이 착용한 의상을 통해 시각적  

으로 전해지는 개성과 특징 가치관 형태 등에 대, , 

한 객관적 인식과 감정적 사고의 표현으로 패션이미

지의 분류는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실루엣 색채 소, , 

재감 디테일 등과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적절한 , , , 

착용 형태별로 패션이미지를 분류한 것이다 패션이. 

미지 분류는 의미적 분류와 형태적 분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의미적 분류란 디자인의 구성요소. 

인 실루엣 색채 소재감 등을 통해 전달되는 패션, , 

에 대한 느낌을 단정한 지적인 발랄한 낭만적 섹' , , , , 

시한 등 형용사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패션이' 

미지를 분류하는 것이며 형태적 분류란 디자인의 구

성요소인 실루엣 색채 소재감 등을 통해 전달되는 , , 

느낌을 클래식 모던 캐주얼 내추럴 에스닉 등 ' , , , , ' 

형태적 스타일로 분류는 것이다 초창기의 패션이미. 

지 분류에 대한 연구는 년 이 개발한 1957 Osgood

의미미분척도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의 의미미분척도란 이미지를 표현하는 . Osgood

수많은 형용사들의 개념을 상반된 개념으로 구성하

여 패션이미지의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척도이다.12) 

의 의미미분척도 개발 이후 많은 학자들  Osgood

이 패션이미지에 대한 평가용어를 활용하여 패션이

미지를 분류하여왔다. Delong & Larntz13)은 패션이

미지의 구성요인을 유행성 활동성 복잡성 유용성, , , , 

역동성 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영인14)은 패

션이미지의 분류를 보수적 감각과 현대적 감각 활, 

동적 감각 남성적 감각 우아한 감각 여성적 감각, , , 

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김은애 이명희. & 15)는 패

션이미지의 척도를 진보적 보수적 캐주얼적 포멀- , -

한 소박한 화려한 남성적 여성적 등 개의 요인으, - , - 4

로 분류하였으며 박정해 이선재& 16)는 정장과 캐주

얼의 패션이미지를 발랄한 지적인 섹시한 낭만적' , , , , 

단정한 의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숙희 임' 4 . & 

숙자는 여성복의 패션이미지를 대담성 개성 품위- , -

여성성 발랄한 젊음 활동성 실용성으로 분류하였, - , -

다.17) 형태적 스타일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분류는  

장혜원18)이 클래식 모던 페미닌 매니쉬 내추럴, , , , , 

드라마틱 등 개의 형태적 스타일로 패션이미지를 6

분류하였다 박숙현 외는 년부터 년까지 . 1996 2002

국내에 출간된 의류관련서적 중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문헌 종을 선13

정하여 빈도수가 높으면서도 패션이미지 분류에 자

주 사용되는 개의 이미지 스타일을 선정하여 이미6

지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에 대해 분석하였다19). 

그가 선정한 개의 이미지 유형은 클래식 엘레강6 ' , 

스 로맨틱 모던 내추럴 캐주얼 이었으며 제시된 , , , , '

패션이미지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 중 회 이상 사2

용된 평가용어와 색상을 재구성하여 표 과같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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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제시된 평가용어와 색상은 빈도가 높은 . 

순으로 배열하였다. 

팔로워십의 유형과 개념정의팔로워십의 유형과 개념정의팔로워십의 유형과 개념정의팔로워십의 유형과 개념정의  3.   3.   3.   3. 

최근 리더십과 경영학 분야에서 팔로워십의 중요  

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팔로워를 구분하

는 공식적인 유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Kelley20)는 조직의 성공에 있어 리더의 

영향력은 인 반면 팔로워의 영향력은 로 팔20% 80%

로워의 역할과 자질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팔로

워십에 관한 연구와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는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팔. 

로워십에 대한 이해와 팔로워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팔로워십은 리더십 연구. 

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서 리더와 리더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해서는 팔로워십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버드 . 

경영대학원의 는 리더십분야에서 최초로 팔Zaleznik

로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팔로워를 구분하는 유형

화의 필요성과 팔로워의 유형화가 이론과 실제에서 

표 패션이미지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      표 패션이미지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      표 패션이미지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      표 패션이미지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      < 1> < 1> < 1> < 1> 

패션이미지 평가용어 색상

클래식
전통적인 고전적인 보편적인 보수적인 시대초월적인 지속, , , , , 

적인 안정감 있는 품위 있는, , 

갈색 와인 겨자 다크그, , , 

린 브라운, 

모던
지적인 합리적인 서구적인 단순한 차가운 도시적인 간결, , , , , , 

한 현대적인 도회적인 미래지향적인, , 

무채색 차가운 느낌의 , 

색상 

엘레강스
우아한 품위 있는 세련된 단정한 클래식한 고급스러운 고, , , , , , 

상한 여성스러운 심플한 성숙한 섬세한 부드러운 지적인 , , , , , , 

그레이쉬톤 페일톤 마젠, , 

다계열

로맨틱
귀여운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부드러운 낭만적인 여성스러, , , , , 

운 장식적인 화려한 환상적인 공상적인, , , , 

흰색 분홍색 파스텔 페, , , 

일톤 청색, 

내추럴
자연스러운 편안한 온화한 친근한 부드러운 신선한 클래식, , , , , , 

한 여성적인 곡선적인 차분한, . , 

주황 노랑 연두 갈색계, , , 

열 베이지, 

캐주얼
생동감 있는 편안한 활동적인 자유분방한 밝은 자유로운, , , , , , 

실용적인

적색 황색 황록색 보, , , 

라 청색톤 밝은톤, , 

---- 박숙현 외 패션 이미지별 평가용어 색상 및 분류체계 한국생활과학회지 , , , , 12(4) pp. 543-545.

유의미한 점을 지적하였다. Zaleznik21)는 년 1965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에 팔로워의 유형을 가지4『 』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유형의 기준은 지배와 복. 

종의 축과 적극적 활동과 소극적 활동의 축으로 1 2

두 축을 서로 교차시켜 충동적 팔로워 강요적 팔로, 

워 자기학대적 팔로워 철회된 팔로워로 유형화 하, , 

였다 현대 리더십이론에서 의 저서 팔로워십. Kelley 『

의 힘 과 의 (The Power of Fllowership) Chaleff』

저서 용감한 팔로워 는 팔(Courageous Fllower)『 』

로워를 위해 쓰인 선구적 책으로 팔로워십을 유형화 

하여 제시하였다. Kelley22)는 팔로워십의 유형을 독

립적 비판적 사고의 정도와 적극성의 정도를 축으로 ·

하여 모범형 팔로워 소외형 팔로워 수동형 팔로워, , , 

순응형 팔로워 실용주의형 팔로워 등 다섯 가지의 ,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haleff23)는 리더에 대한 지지

의 정도와 도전 정도를 중심으로 팔로워십의 유형을 

동반자형 실천자형 개인주의자형 지원형 등 네 가, , , 

지로 분류하였다. Kellerman24)은 팔로워십의 유형을 

상대방과의 연계정도와 행동의 정도에 따라 무관심

자 방관자 참여자 운동가 완고주의자로 구분하였, , , , 

으며 Rosenbach  & Taylor25)는 리더와 팔로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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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질에 중점을 두고 팔로워의 유형을 전통적부

하형 가치공헌형 정치가형 파트너형으로 구분하였, , , 

다. Colangeol26)은 의 팔로워십 유형을 분석Kelley

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팔로워십의 개념을 능동적 

참여 비판적 사고 열정 팀 정신의 다차원적 요인, , , 

으로 설명하였다 능동적 참여와 비판적 사고의 개. 

념은 가 주장한 독립적 비판적 사고와 적극성Kelley ·

을 의미하며 열정은 팔로워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부합됨으로써 일에 대한 열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속성을 의미한다 팀 정신은 팔로워가 조직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속성

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오종철 외. 27)가 Colangeol

가 주장한 팔로워십의 개념적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능동적 참여 목표 일치성 팀 정신 비판적 사고의 , , , 

차원적 요인을 도출하였다4 .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팔로워십이란 팔로워 리더와 구분이 되는 구(

성원을 지칭 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

자기개발과 자기관리를 수행하는 인지적사고와 행동

적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Kelley28)는 효과적인 

팔로워는 리더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

기관리 및 자율책임 조직과 목적 원칙 사람에 대, , , 

한 몰입 자기개발 능력 용기와 정직 신뢰 등과 같, , , 

은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Giber & 

Hyde29)는 효과적인 팔로워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

로 파트너십 직무에 대한 몰입 업무수행능력 유머 , , , 

감각 신뢰도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바른 의사표, , , 

현 품행 등 가지를 제시하였다 자신의 감성과 가, 8 . 

치관을 표현하는 패션이미지에 대한 팔로워와 리더

의 추구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팔로워십의 핵심개념

인 자기개발과 자기관리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행태·

를 유추할 수 있는 도구로써 리더와 팔로워와의 정

서적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Feldman & Morris30)는 정서적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감성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개발과 

응용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서적 .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감성통제를 통해 자신과 타인

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의 핵심

기술과 책임감 비전수립 용기 문제해결력 등의 고, , , 

차원적 기술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욕구

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리더십. , 

과 팔로워십에 있어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인지할 수 있는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와 팔로워들은 

외재적내재적 감성코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긍정적

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역

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정서적 코드로서의 . , 

의미를 갖고 있는 패션이미지 유형을 통해 팔로워십

의 유형별 패션이미지와 각 유형들이 선호하는 리더

의 패션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연구에 있어 정서적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외재적 단

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III. III. III. III.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1.   1.   1.   1. 

본 연구는 사회적 기호로서의 패션이미지의 의미  

와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팔로워십의 의

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

를 통해 패션이미지와 팔로워십과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리더십관련 강의를 . 

수강한 여자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년 월 일 . 2011 12 1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부 의 설문지 중 ~16 200

응답이 불확실하여 자료 분석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한 총 부를 최종자료로 확정하고 통계분178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학년이 학년이   1 17.5%, 2

학년이 학년이 로 이루어져 22%, 3 19.2%, 4 41.3%

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사. 29.8%, 

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로 27%, 24.2%, 17.4%

모든 전공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측정도구   2.   2.   2.   2. 

설문지의 문항은 패션이미지 유형에 대한 선호도  

와 팔로워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패션이미. 

지 유형의 선정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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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분류 척도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클래

식 모던 엘레강스 로맨틱 내추럴 캐주얼의 가, , , , , 6

지 유형중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다른 유형과

의 구분이 모호한 내추럴 이미지를 제외한 가지의 5

유형으로 한정하였다 패션이미지 유형에 대한 선호. 

도 조사는 박숙현 외 가 표 에서 제시한 패션이< 1>

미지의 유형별 평가용어와 색상 중 대표적인 평가용

어와 색상 및 사진을 표 와 같이 구성하여  예< 2>

비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팔로워십에 대한 문항은 가 팔로워십의   Colangelo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한 문항을 수정하여 리커

트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능동적 5 . 

참여 목표 일치성 팀 정신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 , ,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전체 신뢰도 13

계수는 로 안정된 값을 나타내었다0.762 .  

자료분석 자료분석 자료분석 자료분석   3.   3.   3.   3. 

자료 분석의 도구로는 프로그램을 사  SPSS 14.0 

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패션이미지  인구통. 

표 패션이미지 측정 도구표 패션이미지 측정 도구표 패션이미지 측정 도구표 패션이미지 측정 도구< 2> < 2> < 2> < 2> 

유형 평가용어 색상

클래식
전통적인 고전적인 보수적인 시대초월적인 품위 , , , , 

있는

갈색 와인 겨자 다크그린 브라운, , , , 

        

모던 현대적인 단순한 차가운 도시적인 서구적인, , , , 

무채색 차가운 느낌의 색상 , 

엘레강스
우아한 품위 있는 세련된 단정한 고상한 여성스, , , , , 

러운

그레이쉬톤 페일톤 마젠다계열, , 

로맨틱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낭만적인 장식적인 화려한 , , , , 

흰색 분홍색 파스텔 페일톤 청색, , , , 

캐주얼 실용적인 편안한 활동적인 자유분방한 밝은 , , , , 

적색 황색 황록색 보라 청색, , , , , 

계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의 

패션이미지 유형과 자신이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

미지 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 요인을 도. 

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 요인간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IV. IV. IV. IV.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  1.   1.   1.   1. 

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  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  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  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하는 리  

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

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표 와 같이 로 유의< 2> .189

수준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P<.05

났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이 선. 

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영향을 미침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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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신의 패션이미지 유형이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미치는 영향표 자신의 패션이미지 유형이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미치는 영향표 자신의 패션이미지 유형이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미치는 영향표 자신의 패션이미지 유형이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미치는 영향< 2> < 2> < 2> < 2>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제곱R F
B 표준오차 베타

리더의 

패션이미지

상수( ) 1.778 .185  9.623***

.030 6.530*

자신의 패션이미지 .140 .055 .189* 2.555*

*P<0.5, ***P<0.001

표 팔로워십의 요인분석표 팔로워십의 요인분석표 팔로워십의 요인분석표 팔로워십의 요인분석< 3> < 3> < 3> < 3> 

요인명 측정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능동적 
참여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개진 한다

.729

리더의 요구나 목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

.719

리더는 나를 믿고 어려운 일을 맡긴다 .545

리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일에 즉각적인 공적을 
세운다 

.542

목표 
일치성

내가 하는 일은 사회적 개인적 꿈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748

나의 목표는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에 부합 한다 .673

자신의 평가를 통해 장점과 약점을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인정 한다

.631

팀 정신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에 더 많은 일을 하고 공헌 
한다.

.817

내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도 찾아서 완수하기 위해 
솔선 한다

.750

인정을 못 받아도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돕는다 .704

비판적 
사고

소속된 집단과 갈등이 있거나 리더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나의 견해를 주장 한다 

.789

리더나 집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 한다

.694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조직의 목표를 위해 직접 
판단하고 행동 한다

.492

고유값 3.549 1.561 1.345 1.007

설명비율(%) 27.298 12.011 10.343 7.746

누적설명비율(%) 22.298 39.308 49.651 57.397

Cronbach's alpha
.668 .627 .684 .602

.762

팔로워십의 요인 분석팔로워십의 요인 분석팔로워십의 요인 분석팔로워십의 요인 분석  2.   2.   2.   2. 

팔로워십의 개념적 유형에 대한 이론변수들을 측  

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은 표 과 같다 추출된 < 3> . 

요인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이상으로 안정된 .60 

값을 나타내었다 요인별 측정문항의 내용은 . Colangelo

와 오정철 외가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으로 제시한 

다차원적 요인변수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요인 

명을 능동적 참여 목표 일치성 팀 정신 비판적 사, , , 

고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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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이미지 유형과 팔로워십 요인과의 패션이미지 유형과 팔로워십 요인과의 패션이미지 유형과 팔로워십 요인과의 패션이미지 유형과 팔로워십 요인과의   3.   3.   3.   3. 

관계관계관계관계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  

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와 같이 능동적 참< 4>

여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로맨틱 이미. 

지를 추구하는 유형이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의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반면 캐주얼 4.00

요인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그 외의 팔로워십. 

의 개념적 속성을 나타내는 목표 일치성 팀 정신, , 

비판적 사고의 요인은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  

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선호< 5> .  

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는 목표 일치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표 자신의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표 자신의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표 자신의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표 자신의 패션 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 4> < 4> < 4> < 4> 

                   M(SD)

능동적 참여 목표일치성 팀 정신 비판적 사고

자신의

패션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3.78 (.62) AB 4.00 (.58) A 3.51 (.79) A 3.07 (.80) A

모던 이미지 3.64 (.52) AB 3.89 (.64) A 3.34 (.77) A 3.18 (.70) A

엘레강스 이미지 3.80 (.45) AB 4.10 (.53) A 3.60 (.56) A 3.21 (.56) A

로맨틱 이미지 4.00 (.54) A 4.04 (.66) A 3.37 (.74) A 3.32 (.48) A

캐주얼 이미지 3.58 (.74) B 3.77 (.68) A 3.33 (.75) A 3.10 (.80) A

F-value 2.07* 1.27 .56 .44

* 는 던컨검증결과임P<0.5                                                                           AB

표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 표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 표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 표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 분석 < 5> < 5> < 5> < 5> 

   M(SD)

능동적 참여 목표일치성 팀 정신 비판적 사고

자신의

패션 

이미지

클래식 이미지 3.68 (.78) A 4.00 (.57) A 3.25 (.86) A 3.12 (.82) A

모던 이미지 3.70 (.56) A 3.92 (.64) A 3.45 (.71) A 3.18 (.69) A

엘레강스 이미지 3.72 (.48) A 3.93 (.51) A 3.40 (.75) A 3.25 (.70) A

로맨틱 이미지 3.38 (.53) A 2.66 (.15) B 3.67 (.00) A 3.33 (.94) A

캐주얼 이미지 3.68 (.65) A 3.70 (.94) A 3.19 (.74) A 3.04 (.68) A

F-value .16 2.59* .90 .27

* 는 던컨검증결과임P<0.5                                                                          AB

었으며 능동적 참여 팀 정신 비판적 사고 요인에, , 

서는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목표일치성 요인은 로맨틱 이미지가 . 

으로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2.66

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ⅣⅣⅣⅣ

본 연구는 사회적 기호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패션이미지와 최근 리더십 연구에 있어 중요한 논점

이 되고 있는 팔로워십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진행

되었다 패션이미지의 사회적 의미와 패션이미지 유. 

형을 분류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패션이미지 유형의 분류척도를 제시하

였다 또한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의류학 연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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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 용어의 의미와 개념적 

정의를 이론적 연구에서 설명하였으며 미국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는 팔로워십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를 제시하였다 패션이미지와 팔로워십의 속성에 대. 

한 학자들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법을 통

해 패션이미지 유형과 팔로워십 요인과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패션이미지와 팔로워  

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과 선호하  , 

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로 . .189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5% . 

은 리더의 패션스타일은 팔로워들의 패션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는 사회적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연구를 지

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 요인을 분석하기   , 

위해 사용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능동적 참여 목, 

표 일치성 팀 정신 비판적 사고의 가지 차원으로 , , 4

구성되었다 이는 가 의 팔로워십 . Colangelo Kelley

유형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

을 다차원 요인으로 제시한 능동적 참여 비판적 사, 

고 및 열정과 팀 정신의 요인구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열정은 조직의 목표에 대한 열. 

성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 일치성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오정철 외가 . Colangelo

의 팔로워십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한 팔로

워십의 요인분석 구조와 같은 구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팔로워십의 요인

구조가 타당함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팔로워십의 개

념적 속성을 능동적 참여 목표 일치성 팀 정신 비, , , 

판적 사고의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4 .  

셋째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  , 

십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능동적 참여 요인에

서 로맨틱 유형의 평균 값 이 캐주얼 유형의 (4.00)

평균 값 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로맨틱한 스(3.58) . 

타일을 추구하는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능동적으

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표일치성 팀 정. , 

신 비판적 사고 요인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없음이 , 

밝혀졌다 또한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에 . 

따른 팔로워십 요인의 차이분석에서는 목표 일치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팔로워십의 목. 

표 일치성요인에서는 로맨틱 이미지가 로 다른 2.67

유형에 비해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 

리더의 패션이미지 스타일이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일치성을 부합시키는데 유의적 

의미를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팔로워십의 다. 

른 요인 즉 능동적 참여 및 팀 정신과 비판적 사고,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리더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팔로워십의 속성에는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유형별 팔로워십 요인. 

의 평균점수가 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냄으3.0 

로써 팔로워들이 갖고 있는 팔로워십의 속성이 독립

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

동 역량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분석 결과는 자신이 추구하는 패션이미  

지와 선호하는 리더의 패션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관

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기호로서의 패션의 의미

와 요소들이 사회학적 측면의 리더십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또한 팔로워십. 

의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팔로워십의 개념적 

속성을 규정하였으며 패션이미지 유형별 차이를 분

석함으로써 의류학과 타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의 영

역을 확산시키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되리라 사료된

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의류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지. 

고 있는 패션이미지와 리더십 분야에서 연구되어지

는 팔로워십이라는 각각의 개념적 접근을 사회적 기

호의 의미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패션. 

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통해 리더와 팔로워의 특

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들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기호로써의 패션이 갖는 역할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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