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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find differences in clothing image preferences according to

gender-roleidentity.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as distributed to 533

men and women who aged between 20 and 59. Fourhundred eight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Tukey’s test using

SPSS 18.0/Windows.

As results, both male and female participant groups of the study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their gender-role identity: masculinity, femininity, androgyny, and the

undifferentiated. For men, the masculinity group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flamboyant, sexy, expressive, cold, mature, hard, strong, weighty, heavy, sharp images,

while the femininity group showed a stronger preference for flamboyant, bold, luxurious

clothing images. The male androgyny group preferred masculine, sexy, cold, mature, hard,

strong, weighty, luxurious, heavy, artificial images, whereas the undifferentiated group

preferred flamboyant, sexy and mature images. On the other hand, for women, the

masculinity group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luxurious image, while the femininity

group showed a stronger preference for sexy, urban, decorative, modern,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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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ious images. The female androgyny group preferred expressive, modern, mature,

complicated, and luxurious images, whereas the undifferentiated group preferred bold,

decorative, rational, and complicated clothing images.

Key words : 성역할gender-role identity( 정체감 남성성 여성성), masculine( ), feminine( ),

양성성androgynous( ), undifferentiated 미분화( )

서 론.Ⅰ

이미지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전체적인 외적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상대방의성격및능력으로평가될수있으며외모 의,

복 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미지는 개인에 국, .

한된 것이아니라기술력의경쟁시대를넘어서긍정적

이면서도경쟁기업혹은브랜드와의차별화된이미지

를 구축해야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

고있는만큼마케팅전략에있어서도 이미지에대한‘ ’

고려가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편 최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개인주의적, , ,

인 삶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과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및

여성들의성역할이변화하고있으며이에관한관심역

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

는 의복 이미지의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호의복에 관.

한 연구는 선호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문화 등 선호 의

복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들에 관한 연

구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변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가 의복선호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소비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복.

이미지 선호도를 성역할 정체감에 도입함으로써 성역

할 정체감에 따른 남녀 소비자의 성정체감에 따른 집

단 간 의복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여 보다 구체

적인소비자특성별차이를연구하였다.

최근 의복 이미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복이미지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1) 추,

구이미지와 소비자행동 변인이나 구매행동변인들과

관련시킨 연구들2)3)4)5) 자기 이미지와 소비자행, 동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6)7)8)9)10) 가 이루어졌다 또.

한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또는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시킨 연

구11)12)13)14)15)16)17)18)19)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

로 의복 이미지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들도

소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

로 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2000 20)21)22)들이다 그러.

므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 선행연,

구는 연구대상을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으로 한정하여

연구 결과의 한계가 보이거나 또는 년 이전에2000

이루어진 연구들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남성과 여성 그리

고 대에서 대까지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연구대20 50

상을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 성인 남20 50∼

녀 소비자로 하였고 남녀 소비자들의 성역할 정체감

에 따른 집단 간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를 세

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특색 있고 차.

별화된 이미지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류업체들에게 다양하고 개성있는 특성을 가진 세

분시장에 맞는 이미지개발과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Ⅱ

의복 이미지 개념과 분류1.

의복 이미지 개념1)

이미지란 실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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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는 인상이고 대상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

는 근원이 되고 있으며 모든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23) 그러므로 의복 이미

지란 의복이 전달해주는 전체적인 느낌이며 이는 의

복의 형태 색 재질 등에 따라 달리 지각되고 어떤, , ,

의복을 접하였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느낌은 의

복에서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24) 또한 정인희 이은영, 25)에 의하면 의복 이

미지는 의복이 전달해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사람,

들이 어떤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 즉 평,

가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의복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의미미

분척도가 많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이미지 구성 요인

을 밝히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의미

미분 측정에는 의미미분척도가 적당하며 의미미분,

법에 의해 의복에 대한 지각이 수량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26) 의미미분법은 수많은 개념들의 의미를 적

절하게 표현한 형용사와 그와 반대의 뜻을 지닌 형

용사가 쌍을 이루어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 각각의

형용사들을 요인분석하여 그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있다.27)

의복 이미지는 그 제품이 주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28)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특,

정 모습을 통하여 귀여운 여성적인 남성적인 등의, ,

다양한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 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의.

사 결정과정에 중요한 속성이 되며 동일한 가격대,

라도 다양한 이미지의 제품이 생산된다.

의복 이미지 분류2)

의복 이미지 분류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

양한 복종으로 연구되었다 우선 성인여성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인희 이은영, 29)은 대20

중반에서 대 중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이30

미지 구성요인을 요인분석한 결과 모두 개 요인으6

로 즉 요인 은 품위 요인 는 현대성 요인 은 촌, 1 , 2 , 3

스러움 요인 는 활동성 요인 는 드레시함 요인, 4 , 5 , 6

은 젊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박정혜 이선재. , 30)는

세 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유형별 추18 -40

구 의복 이미지를 연구하였는데 이미지를 발랄한,

지적인 섹시한 낭만적 단정한 개의 이미지가 요, , , 5

인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이숙희 임숙자. , 31)의 연구에

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구매력 있는 대30, 40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이미지는 활동적 대,

담한 발랄한 우아한 드레시 페미닌 이미지로 분, , , ,

류되었고 외출복으로 우아한 활동적 대담한 페미, , , ,

닌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애란32)은 서울시내 성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바지 구매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성적매력 이미지 장식적,

이미지 도시적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그리고 광주 거주 대 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10 -40

한 유경숙33)은 의복 이미지 선호의 차원과 외향성-

내향성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의복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독특한 고귀한 밝은. , , ,

발랄한 개의 이미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4 .

한편 황진숙34)은 스포츠웨어의 구매경험이 있는

성인남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직장인 주, ,

부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스포츠웨어 추구혜택과

스포츠웨어 선호 이미지의 요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려한 세련된 심플한 활동적인 개의 이, , , 4

미지로 분류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개념과 관련 연구2.

성역할 정체감 개념1)

성정체감은 개인에 의해 성역할 행동이 습득되어

행동에 반영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

와 형태를 의미한다.35) 성역할이란 성 정체성에 대

한 내적 감각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이

다 정상적으로 성정체성과 성역할은 일치한다 즉. . ,

성역할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성에 적

합한 것으로 규정되는 행동양식 태도 가치 성격특, , ,

성을 포함한다.36)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

는 성격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이 자,

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또는 여성적

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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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정체감은 한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의식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전통적 의미의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역할 형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을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성역할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 , ,

분화로 분류할 수 있다.38) 남성성 유형이란 그 개인,

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으로 적극성 활동성 성취 지향 독립성 공격, , , , ,

성 경쟁성 자기 신뢰 주도력 통솔력 지배성 권, , , , , ,

위지향성 야만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 남성성향은,

강하고 여성 성향은 약한 유형이다 반면 여성성. ,

유형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인 양육성 순종성 의존성 민감, , ,

성 동정성 변덕스러운 애교심 질투심 등의 여성, , , ,

성향은 강하고 남성성향은 약한 경우이다 양성성.

유형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성 특성 여성성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는 두

성향이 모두 강한 유형이다 미분화 유형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현되,

지 않아 남성성향과 여성성향이 모두 약한 경우이

다.39)

과거에는 남성은 남성적인 것이 여성은 여성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으나 Bem(1974)40)은

남성성 여성성 성향이 모두 강한 사람을 양성성이,

라고 지칭하였고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상황의 요구

에 따라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자유롭게 구

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 개.

인에게서 독립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주장이 생기

게 되었다.

성역할 정체감 관련 선행연구2)

이명희41)는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의복의 이미지 내용이 몇 가

지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의복 이,

미지 선호도에 대한 성역할정체감 성 및 문화에 따,

른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려한 소박한 이미. -

지 선호도에서 한국인은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미국 남성의 경우 화려한 이미지.

는 양성성 집단이 가장 선호하였고 여성성 집단은

선호하지 않았다 캐주얼한 포멀한 이미지는 성역할. -

정체감과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적 현대적 이미지는 한국인 여성 중에서 여성성-

집단이 고전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은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의복 이

미지 선호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나

타났다 대전 충남북 지역 대 남녀 대학생을 대. , 20

상으로 한 차진희 김재숙, 42)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의, ,

구조적 특성 파악과 관계를 규명하였다 의복디자인.

에 있어 여성 대학생의 경우 양성성의 경향을 많이

수용한 의복 디자인을 선호하였으며 반면 남성 대,

학생의 경우는 남성적인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안양.

숙 김용숙, 43)은 전북에 거주하는 여성고등학교 학2

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속옷 구매행동을 분

석하였다 여고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성. ,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집단 순으로 많았다 백선, , .

영 이선재, 44)은 남녀 고등학교 학년 재학생을 대상1

으로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의복 관여 의복,

만족의 유형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및 의복 관여의 차이점을 규명하였

다 그 결과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 여. ,

성성 미분화 남성성 집단의 순으로 양성성 경향을, ,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에서 성별 거,

주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남성성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미분화 집단이,

더 많이 분포하였다 거주지로는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생들에게서 남성성 집단이 많았다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세 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19 -49

연구한 윤은아 이선재, 45)의 연구에서는 그들의 성역

할정체감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겉옷,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와의 관련

성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겉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성 집단은 속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숙46)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이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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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의복행동 및 선호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을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 남성성 여성. , ,

성 미분화 유형이 고르게 분포하고 중학생 집단이,

미분화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양성성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은 선호 의복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성성 유

형이 개성적인 깔끔한 활동적인 이미지를 선호하, ,

였으며 여성성 유형이 로맨틱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

였다 또한 청소년이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는 개성.

적인 깔끔한 활동적인 로맨틱 이미지로 나타났으, , ,

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개성적인 이미지와 깔끔

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에서 중학생.

집단이 미분화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양성

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및 절차.Ⅲ

연구문제1.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남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1.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2.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Table1> Subject groups divided by medians in masculinity score and feminity score

feminine score(median: 4.475)

(N=408)
(male: n=204)
(female: n=204)

over median below median

masculine score
(median: 4.475)

over median

androgynous group
(n=145)

masculine group
(n=71)

male female male female

n=77 n=68 n=49 n=22

below median

feminine group
(n=59)

undifferentiated group
(n=133)

male female male female

n=15 n=44 n=63 n=70

자료수집 및 분석2.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20 대 성50∼

인남녀소비자 명을대상으로 년 월 일에533 2012 6 28

서 월 일에 걸쳐 편의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7 7

였으며 총 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08 .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명 여성이 명204 (50%), 204 (50%)

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대가 명 대. 20 104 (25.5%), 30

가 명 대가 명 대가103 (25.2%), 40 101 (24.8%), 50

명 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자료의 분석100 (24.5%) .

은 을 활용하여 분산분석SPSS Package Program

(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Tukey .

측정도구 및 절차3.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

행연구로부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선행연구의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 필요· ,

한 문항은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여 예비조

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 .

고로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에 관한 문항은 이은영,

정인희47) 황미선, 48) 신윤경, 49)을 토대로 총 문항21

을 사용하였다.

Korea Behavioral Science.(1998). "Handbook of

Psychological Inventory "Ⅰ 50)의 기초를 토대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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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 문항 여성성 문항 총 문항을 성역할20 , 20 40

정체감의 최종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점수해석법은.

와Spence Helmrech51)가 제안한 중앙치분할법을 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사전검사에서 얻은.

명의 점수 중 남성의 점수 중앙치는 여408 4.075,

성의 점수 중앙치는 로 남 여 각각의 성 유형4.475 ,

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하, , ,

였다 그리고 채점 방법은 남성성 문항 여성성. 20 ,

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각각의 문항수20

로 나누어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를 산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앙치분할법의 내용은 다.

음의 표 과 같다< 1> .

결과 및 논의.Ⅳ

본 연구는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의 차(ANOVA) .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의 사후검정을 하였다Tukey .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 의복 이미

지별 선호도의 차이에서 남성의 경우 개성적인 평범-

한 활동적인 정적인 도시적인 전원적인 장식적인, - , - ,

심플한 현대적인 고전적인 이성적인 감성적인- , - , - ,

복잡한 단순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섹시.

한 청순한 적극적인 소극적인 대담한 무난한 도- , - , - ,

시적인 전원적인 장식적인 심플한 현대적인 고전- , - , -

적인 이성적인 감성적인 성숙한 젊음 복잡한 단, - , - , -

순한 고급스런 대중적인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

나타났다.

남성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여

성성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고 여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려한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이 양성성 집단보, ,

다 더 선호한 반면 여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섹시한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

양성성 미분화 집단이 여성성 집단보다 여성의 경, ,

우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다.

적극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집단이 여성

성 양성성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고 여성의 경우 양,

성성 집단이 남성성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다 대담.

한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여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

단보다 여성의 경우 미분화 집단이 남성성 집단보,

다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차가운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미분화 집단보, ,

다 더 선호하였고 여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성은 여성성 집단이 미분

화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다 장식적인 이미지는 남.

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은 여

성성 미분화 집단이 남성성 여성성 집단보다 더, ,

선호하였다 현대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여성성. ,

양성성 집단이 남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더 선호하,

였다 이성적인 이미지는 남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은 미분화 집단이 여성성 양,

성성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다 성숙한 이미지는 남.

성의 경우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 집단이 여성성집, ,

단 보다 여성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딱딱한 이미지.

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미, ,

분화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여성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강한 이미지는 남성은 남성성. ,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또한 미분, ,

화 집단이 여성성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여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게감있는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미분화, ,

집단보다 더 선호한 반면 여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고급스런 이미지는 남성은.

여성성 양성성 집단이 남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여, , ,

성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집단이 미분화 집단, ,

보다 더 선호하였다 무거운 이미지는 남성은 남성.

성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더 선, ,

호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인공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미분화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예리한 이.

미지는 남성의 경우 남성성 집단이 여성성 양성성, ,

미분화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으나 여성은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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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성의 경우 남성성 집단은 화려한 섹시한, , ,

적극적인 차가운 성숙한 딱딱한 강한 무게감있, , , , ,

는 무거운 예리한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여성성 집, ,

단은 화려한 대담한 고급스런 이미지를 선호하는, ,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성성 집단은 남성적인. ,

섹시한 차가운 성숙한 딱딱한 강한 무게감있는, , , , , ,

고급스런 무거운 인공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

미분화 집단은 화려한 섹시한 성숙한 이미지를 선, ,

호하였다 미국 남성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화려한.

이미지를 좋아한다는 이명희52)의 연구결과와는 상이

하였으나 이는 문화적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성 집단은 고급스런 이미지

를 선호하며 여성성 집단은 섹시한 도시적인 장식, ,

적인 현대적인 복잡한 고급스런 이미지를 선호하, , ,

다 한국 여성의 경우 여성성 집단이 고전적 이미지.

를 좋아한다는 이명희5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

었는데 이는 년 시대적 변화가 작용한 것이라 생, 20

각된다 또한 양성성 집단은 적극적인 현대적인 성. , ,

숙한 복잡한 고급스런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미분, ,

화 집단은 대담한 장식적인 이성적인 복잡한 이미, , ,

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을 대상으.

로 연구한 윤은아 이선재, 54)의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겉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성,

집단은 속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유행 이미지가 여성적인 것이 아니라서 집단 모두4

선호도에서 낮은 값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이미지들도 있었다 남성의 경우 개.

성적인 활동적인 도시적인 장식적인 현대적인, , , , ,

이성적인 복잡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에서 개성적인 이미지 활동,

적인 이미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이

미숙55)의 연구결과와는 남녀 소비자를 따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적인 개성적인. , , ,

화려한 활동적인 차가운 딱딱한 강한 무게감 있, , , , ,

는 무거운 인공적인 예리한 이미지에서는 유의한, , ,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윤은아 이선재, 56)의 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

이 겉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성 집단은 속옷,

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유행 이미지가

여성적인 것이 아니라서 집단 모두 선호도에서 낮4

은 값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Ⅴ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

대 성인 남녀 소비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50

복 이미지별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남성의 성역할 정,

체감에 따른 집단 간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분산

분석 에 대한 결과는 남성적인 여성적인 화(ANOVA) - ,

려한 수수한 섹시한 청순한 적극적인 소극적인- , - , - ,

대담한 무난한 차가운 따뜻한 성숙한 젊음 딱딱- , - , - ,

한 부드러운 강한 연약한 무게감 있는 경쾌한 고- , - , - ,

급스런 대중적인 무거운 가벼운 인공적인 자연스- , - , -

런 예리한 둥근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

다 즉 남성성 집단은 화려한 섹시한 적극적인. , , , ,

차가운 성숙한 딱딱한 강한 무게감있는 무거운, , , , , ,

예리한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여성성 집단은 화려한,

대담한 고급스런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양성성 집단은 남성적인 섹시한 차가. , ,

운 성숙한 딱딱한 강한 무게감 있는 고급스런, , , , , ,

무거운 인공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미분화 집단,

은 화려한 섹시한 성숙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 .

둘째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간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에서 섹시한 청순한 적극적- ,

인 소극적인 대담한 무난한 도시적인 전원적인- , - , - ,

장식적인 심플한 현대적인 고전적인 이성적인 감- , - , -

성적인 성숙한 젊음 복잡한 단순한 고급스런 대, - , - , -

중적인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 , ,

여가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이미지는 여성성 집단과

양성성 집단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성성 집단에서 고

급스런 이미지 양성성 집단에서 성숙한 고급스런, ,

이미지를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남성성 집단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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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preference for clothing images according to gender-role identity

gender-role identity

image
preference

masculine
group

feminine
group

androgynous
group

undifferentiated
group

FM(SD)
(M: n=49)
(F: n=22)

M(SD)
(M: n=15)
(F: n=44)

M(SD)
(M: n=77)
(F: n=68)

M(SD)
(M: n=63)
(F: n=70)

masculine-

feminine

men 4.76(1.92)
ab

3.80(1.65)
b

5.21(1.56)
a

4.11(2.29)
ab 4.908**

women 2.64(1.17) 2.43(1.08) 2.68(1.50) 2.36(1.16) .850

unique-

normal

men 3.45(1.62) 4.20(1.65) 3.42(1.63) 3.59(1.89) .933

women 4.36(1.39) 4.82(1.01) 4.07(1.63) 4.60(1.36) 2.941

flmboyant-

modest

men 5.00(1.51)
a

5.60(1.40)
a

3.25(1.82)
b

4.83(1.72)
a 17.563***

women 3.86(1.98) 4.39(1.60) 4.07(1.71) 4.34(1.76) .719

sexy-

innocent

men 3.47(1.59)
a

2.00(0.65)
b

3.39(1.85)
a

3.46(1.75)
a 3.301*

women 3.45(1.26)
ab

3.86(1.40)
a

3.24(1.49)
ab

2.99(1.29)
b 3.766*

active-

calm

men 4.57(2.13) 3.40(0.82) 4.45(1.89) 4.68(1.64) 2.048

women 4.55(1.59) 4.93(1.16) 5.00(1.58) 4.76(1.61) .646

expressive-

impassive

men 5.41(1.35)
a

4.00(0.00)
b

4.23(1.63)
b

4.52(1.92)
ab 6.147***

women 4.64(1.09)
b

4.77(0.71)
ab

5.31(1.27)
a

5.00(1.27)
ab 2.899*

bold-

flat

men 3.04(1.52)
ab

3.80(0.41)
a

3.45(1.69)
ab

2.60(1.30)
b 4.970**

women 3.23(1.47)
b

3.98(1.11)
ab

3.71(1.32)
ab

4.24(1.41)
a 3.936**

cold-

warm

men 4.06(2.30)
a

2.20(.41)
b

3.83(1.70)
a

2.00(1.04)
b 21.091***

women 3.18(1.50) 2.84(1.23) 3.03(1.49) 2.86(1.08) .531

urban-

pastoral

men 4.88(1.65) 3.80(1.65) 4.96(1.61) 4.90(1.44) 2.368

women 4.82(0.85)
ab

5.18(1.54)
a

4.75(1.53)
ab

4.09(1.44)
b 5.695**

decorative-

simple

men 2.90(1.32) 2.60(2.41) 2.91(1.46) 2.63(1.48) .531

women 2.55(1.40)
b

3.80(1.42)
a

2.65(1.43)
b

4.13(1.51)
a 15.510***

modern-

classic

men 4.65(1.62) 5.20(1.01) 4.57(1.63) 5.14(1.13) 2.334

women 4.14(1.16)
b

5.25(1.18
a

5.29(1.30)
a

3.91(1.45)
b 16.737***

rational-

emonosity

men 3.20(1.64) 3.00(0.00) 3.91(1.54) 3.54(1.64) 2.834

women 4.18(1.18)
ab

3.70(1.21)
b

3.40(1.50)
b

4.61(1.60)
a 8.735***

mature-

youthful

men 2.92(1.73)
a

2.00(0.65)
b

3.75(1.27)
a

3.00(1.44)
a 8.508***

women 2.91(0.86)
ab

2.48(1.51)
ab

3.16(1.58)
a

2.26(1.00)
b 5.897***

*p .05, **p .01, ***p .001※ ≤ ≤ ≤
results from Tukey’s test, different alphabet means different groups. and※
aphabetical order means higher score.
higher score means stronger image in the upper and lower scor means※
stronger image in the lower.
M= Male, F:=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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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gender-role identity

image
preference

masculine
group

feminine
group

androgynous
group

undifferentiated
group

FM(SD)
(M: n=49)
(F: n=22)

M(SD)
(M: n=15)
(F: n=44)

M(SD)
(M: n=77)
(F: n=68)

M(SD)
(M: n=63)
(F: n=70)

hard-

soft

men 3.59(1.79)
a

2.00(0.65)
b

3.49(1.69)
a

2.29(1.05)
b 12.381***

women 2.77(1.06) 2.64(1.12) 2.62(1.23) 2.46(0.95) .577

strong-

delicate

men 4.10(1.12)
a

2.00(0.65)
c

4.70(1.29)
a

3.22(1.44)
b 27.723***

women 3.59(1.22) 3.41(1.30) 3.54(1.26) 3.29(0.95) .716

complicate-

uncomplicate

d

men 2.73(1.53) 2.80(1.01) 2.35(1.42) 2.49(1.61) .856

women 2.41(1.29)
b

3.23(0.83)
a

3.21(1.37)
a

3.76(0.93)
a 8.665***

weighty-

cheerful

men 3.88(1.43)
a

2.60(0.82)
b

3.90(1.72)
a

2.68(1.80)
b 8.935***

women 3.64(1.04) 3.32(1.49) 2.96(1.19) 3.07(1.10) 2.111

luxurious-

popular

men 3.24(1.54)
b

4.40(0.82)
a

4.57(1.78)
a

2.73(1.51)
b 17.727***

women 4.32(0.94)
a

4.95(1.41)
a

4.32(1.96)
a

3.26(1.27)
b 12.113***

heavy-

light

men 4.20(1.25)
a

2.20(1.01)
b

4.49(1.42)
a

2.89(1.53)
b 23.038***

women 3.95(0.95) 3.75(1.01) 3.97(1.45) 3.67(0.92) .932

artificial-

natural

men 2.63(1.62)
ab

2.00(0.65)
b

3.03(1.87)
a

2.02(1.10)
b 5.662***

women 2.32(0.99) 2.34(1.18) 2.43(1.22) 2.27(1.20) .201

sharp-

round

men 4.86(1.51)
a

3.80(0.41)
b

3.66(1.47)
b

4.03(0.67)
b 9.674***

women 4.05(1.25) 4.48(1.17) 4.57(1.41) 4.53(1.33) .936

*p .05, **p .01, ***p .001※ ≤ ≤ ≤
results from Tukey’s test, different alphabet means different groups. and※
aphabetical order means higher score.
higher score means stronger image in the upper and lower scor means※
stronger image in the lower.
M= Male, F:=Female※

급스런 이미지를 선호하며 여성성 집단은 섹시한,

도시적인 장식적인 현대적인 복잡한 고급스런 이, , , ,

미지를 선호하다 또한 양성성 집단은 적극적인 현. ,

대적인 성숙한 복잡한 고급스런 이미지를 선호하, , ,

였고 미분화 집단은 대담한 장식적인 이성적인 복, , ,

잡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의 차이에서

남 여가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이미지는 여성성 집,

단과 양성성 집단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성성 집단에

서 고급스런 이미지 양성성 집단에서 성숙한 고급, ,

스런 이미지를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

케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

할로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단순히 구

분되어 졌었다면 현재는 변화된 사회와 가정 속에서

남녀 모두 성 역할을 보다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으

며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집단 구분 다양하게 나뉘

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렇게 나뉜 집단.

간 의복 이미지별 선호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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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분석시 폭넓은 연령대와 남녀 소비자 모

두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

만 주요한 이미지가 누락되는 등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 요인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서 살펴

본 연구 제한점과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의 조사 대상으로 대 성인 남20~50 녀소비자를 비

교적 적은 인원수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의 결

과를 확대 해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로 좀.

더 세분화된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다른 의복 변인

을 포함시킨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에 보다 유용한 기

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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