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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explicit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se studies did

not examine the implicit self-esteem and depression that exist in the internal unconscious of humans that

are not influenced by prejudice and social desirability. This study identifies that fashion competency (FC)

encourages the implicit self-esteem and relieves the implicit depression. Implicit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by 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utilizing reaction; FC was surveyed based on questionna-

ire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FC was then composed of three factors of fas-

hion involvement, fashion innovativeness and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The results of com-

paring the index values that indicate IA SE (implicit association self-esteem) and IA DE (implicit associa-

tion depression) of each FC group indicated that a higher FC results in a higher IA SE and lower IA DE;

therefore, individuals with a higher fashion competence have a higher implicit self-esteem and a sense of

well-being. The findings support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FC tends to be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young people.

Key words: Implicit self-esteem, Implicit depression, Fashion competency, Implicit association test;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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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대적 박탈감, 과시적 소비문화, 무분별한 대량생산

등은 패션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이슈이며, 사회학 분야

에서는 패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연구풍토가

나타나고 있다(Frith & Gleeson, 2008; Shin & Lee, 2000).

하지만 패션은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우울감 감소

에 영향을 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무

시할 수 없다(Gong, 2009; Hwang & Kim, 2006).

패션은 기분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Kang et al.,

2013). 패션은 만족스러운 바디이미지 형성에 수단이 되

어 자존감을 고취하며, 이는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웰

빙을 증가에 도움을 준다(Gong, 2009; Hwang & Kim,

2006). 이와 같은 패션은 긍정적인 감정 고취뿐만 아니

라 우울감 등을 낮추는 도구로도 사용된다(Horn & Gu-

rel, 1981; Yoh, 2015).

스스로 패션에 익숙하고 능숙하다고 느끼는 패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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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또한 자존감을 고취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

에 효과적이다. 패션능숙도는 패션에 대한 관심과 유행

민감도 및 착용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 요인은 자존감 고

취 및 우울감을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Choi, 2006). 이처럼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가려, 이에 관

한 연구진행이 활발하지 못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분 전환 등과 같은 패션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는 측정방법인 자기 보고식 측정

방법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 편향이 연

구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하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암묵적 연구방법이 제

안된다(Ashcraft, 198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암묵적 측정방법

을 활용하여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에 민감하면서도, 연이은 취업좌절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세대인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패

션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Hwang, 2017). 이를 통해 20대의 낮아진 자존감 상승에

패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를 대상으로 패션이 암묵

적 자존감과 우울감을 긍정적으로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과 함께

본연의 무의식적 자아까지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

재함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패션연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패션분야에 인지심리학의 연구방법인 암묵

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을 도입함으로써 학

제 간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의 긍정적 측면

소비자학 등을 포함한 사회학 분야 연구에서는 패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충동구매와 과시적 소비 등을 일으

킨다고 주장하였다(Trautmann-Attmann & Johnson, 2009).

이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패션제품 대량생산에서 비

롯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상적 패션스타일과 실질적 스타일의 차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착용자의 강박감, 소외감 등을 일으키는 원인

이라 주장하고 있다(Gapinski et al., 2003; Irving, 1990).

추가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무분별한

대량생산을 일으키는 패션기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까

지 나타나고 있다(Ruppert-Stroescu et al., 2015). 이러한

연구풍토는 패션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간과하도

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패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감 회복 혹은 기

분 전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 실제로

‘익스트림 메이크오버(Extreme Makeover)’, ‘왓 낫 투 웨

어(What Not to Wear)’, ‘렛 미인(Let 美人)’과 같은 TV 프

로그램에서는 패션변화를 통해 방송 참여자의 자존감

을 향상하고 기존의 콤플렉스를 자신감으로 바꿔 주어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

한 실증적 검증이 등장하고 있는데(Masuch & Hefferon,

2014), 일례로 패션테라피 연구가 있다. 패션테라피 연

구에서는 패션변화가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

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행복, 만족 등 심리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Frith & Gleeson, 2008; Shin & Lee, 2000).

항암수술(chemotherapy)을 받은 여성 환자들은 헤어 손

실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하고 우울감을 느끼지만, 헤드

웨어(headwear) 등 패션제품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Ghalachyan & MacGillivray, 2016), 중

년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패션테라피 연구에서

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Yoh, 2015).

최근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

나고 있다. Masuch and Hefferon(2014)는 심리학 분야

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언급하면서 패션에 긍정적

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일시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행복추구(eudaimonic well-being)의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패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analysis)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연구경향은 패션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도움

을 주고 있다.

2. 패션능숙도(fashion competency)

상대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등 외모관리

에 높은 자신감을 가진 경우 높은 행복감 등을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 패션활용능력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인 태

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Shim, 2012). 이

와 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해당 분야에 대한 관

심과 지식 수준 그리고 활용 탄력성에서 비롯된다(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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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sh & Davis, 2000), 이에 따라, 패션활용능력 또한 패

션에 대한 관심, 트랜드에 대한 이해 수준, 착장 자신감

을 바탕으로 믿음이 구성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형성

된 패션활용에 관한 능력에 대한 신념을 ‘패션능숙도’라

는 요인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Choi, 2006).

이와 더불어 패션활용은 신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만족, 불

만족을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도 영향

을 미친다(Sontag & Schlater, 1982). 즉 바디이미지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우울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

불안 등이 나타난다(Kostanski & Gullone, 1998; Rierd-

an & Koff, 1997). 반면에 패션을 활용하여 바디이미지

가 바뀌게 되면, 태도 및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난다(Frith

& Gleeson, 2008; Kwon & Shim, 1999). Joung and Mil-

ler(2006)는 패션관여도와 자존감 사이에 관계를 밝히고

자 하였으며 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재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즐거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ldsmith et al., 1999). 다시 말해

패션능숙도가 긍정적인 감정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이 자존감 향상 및 우울감 개선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션의 영향력을 인간의 무의

식인 암묵적인 측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

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암묵적 자존감 및 암묵적 우울감을 이용하여

패션의 영향력을 관찰하고자 한다.

3.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암묵적 연합검사는 특정 자극의 제시와 그 자극에 대

한 반응시간의 측정치를 살펴보는 것이다(Yang, 2003).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으로 진행되는 정신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방법이다(Ashcraft, 1989). 반응시

간 방법은 인지심리학에서 인지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편향 효과, 암묵적 연합검사 등 반응시간을

이용한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원래 암묵적 연합검사는 Greenwald et al.(1998)이 인

종이나 성별에 대한 개인의 무의식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이다.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내적 편견, 태도를 자극 간의 연

합강도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후 de Jong(2002)

은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켰다.

표적 범주는 ‘자신/타인’ 범주이며, 특성 범주로 ‘긍정/부

정’ 형용사를 설정한 후, ‘자기 관련 단어와 타인 관련 단

어’, ‘긍정 관련 단어와 부정 관련 단어’에 대한 반응 키

(key)를 각각 다르게 연합하여 할당한다. 이후 두 범주 사

이의 연합강도를 반응속도로 측정하는데, 더 강하게 연

합된 쌍일수록,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암묵적 우울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신과 긍정 형용사가 같은 위치에 배당된 블록에서 더

욱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Yoon & Kwon, 2013).

암묵적 연합검사는 현재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관련 분야

에서도 소비자의 내적 편견에 대한 파악과 바람직성에

대한 응답 오류 등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꺼려지는 소비

자 행동연구나 본질적인 소비자의 내재적인 인지상태

를 파악하고자 그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초기

Maison et al.(2001)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소비

자의 태도 측정을 시도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제품 선택, 브랜드 선택과 선호, 충동구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가 수행되었다(Friese et

al., 2009; Friese et al., 2006; Maison et al., 2004; Wanke

et al., 2002).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본질적인 태도와 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 일부

신체에 관한 암묵적 연합검사가 수행되었는데 날씬함과

신체적 매력성 등에 대한 연구이다(Ahern et al., 2008;

Buhlman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검사를 사용하고

자 하는데 자기 설문지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 편

향과 응답자의 임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으므로 이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III. 방법론

1. 절차

참여자들에게 암묵적 연합 자존감 검사(implicit asso-

ciation test self-esteem)와 암묵적 연합 우울감 검사(im-

plicit association test depression)(Yoon & Kwon, 2013)에

대한 설명과 함께 먼저 암묵적 연합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적 범주의 자신 관련 단어는 ‘나, 나의, 나를, 나의

것’을 제시하였으며, 타인 관련 단어는 ‘그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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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그들의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성 범주인 자존

감 관련 단어는 긍정의 ‘정직한, 선한, 생기 있는, 강한,

영리한, 훌륭한’ vs 부정의 ‘미운, 재미없는, 나쁜, 실패

한, 서투른, 쓸모없는’으로 제시하였다. 우울감 관련 단

어는 긍정의 ‘행복한, 즐거운, 만족, 쾌활, 활기찬, 신나

는’ vs 부정의 ‘슬픔, 비참, 우울, 염려, 외로움, 괴로운’

으로 제시하였다(Yoon & Kwon, 2013). 제시된 단어는

모두 무작위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Fig. 1>과 같은 총 7개의 블록을 응답자에게 제시하

였다. 1번째 블록은 ‘자신/타인’으로 구분된 표적 범주

만을 제시하여 20회 연습하도록 하고, 2번째 블록에서

는 ‘긍정/부정’ 단어로 구성된 특성 범주만을 제시하여

20회 연습하도록 하였다. 3~4번째 블록에서는 표적 범

주와 특성 범주를 동시에 쌍으로 제시하여 초기 20번을

연습으로 뒤의 40번을 실전으로 반응시간이 저장되도

록 설정하였다. 5번째 블록에서는 1번째 블록에서 제시

된 표적 범주의 위치만을 바꾼 것을 20회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6~7블록에서는 3~4블록과 표적 범주만 바꾼

것으로 20회 연습 뒤 40회 실전으로 하도록 배치하였다.

하지만 순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적 범주

의 위치를 바꿔 그 순서 효과를 제거한 SET 2도 무작위

로 할당하여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연합검사를 시작하기 전

소개화면에서 검사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 어떤 식으

로 단어를 할당하여야 하며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 상단에 단어와 화면 중앙에 단어가 제시됩니다. 중앙의

단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맞는 곳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이면 ‘I’키를, 왼쪽이면 ‘E’키를 눌러주십시오. 실수로 틀리실 경

우 X표시가 뜰 것이고, 그때에는 응답을 수정해 주십시오. 가능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실험은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션마다 제시되는 제시문에 따라 응답

하여 주십시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20대를 대상으로 실행하였

다. 서울에서 34명, 지방 소도시에서 27명, 총 61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정의 참가비를 제공하였다. 설

문조사만 시행한 경우와 암묵적 연합검사만 시행한 경

우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고 총 40명의 데이터가 수

거되었다. 반응속도는 암묵적 연합검사로 PsychoPy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암묵적 연합검사가 다 끝난 후

패션능숙성(Jun et al., 2010; Park & Choo, 2012)을 설

문지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는 SPSS statistic 18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패션능숙도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과 암묵적 우울감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패션능숙도의 하위 차원(패션관여, 패션혁신성, 패

션코디자신감)의 수준을 고/저로 구분하고, 각 차원의 고/

저 수준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과 암묵적 우울감의 차이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1. 패션능숙도

패션능숙도의 경우 설문지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주

성분분석, verimax rotation의 요인분석으로 패션능숙도

의 하위 차원을 추출하였다. 패션능숙도에 대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패션관여(fashion involvement: FI), 패

Fig. 1. Implicit association te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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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혁신성(fashion innovativeness: FV), 패션코디자신감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FCO) 3가지 차

원이 확인되었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범위는 모두

.68 이상이었으며, Cronbach's α값도 모두 .8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요인 1은 패션에 대한 중요성 지각 정도 혹은 관심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관여(FI)’라 하였으며, 고유값

이 3.46이고 전체분산의 26.63%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요인 2는 개인이 비교적 다른 사회 구성원들보다 먼저

혁신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혁신

성(FV)’으로 명명하였고, 고유값 2.79이고 전체분산의

21.47%를 설명한다. 요인 3은 자신의 패션코디능력에 대

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패션코디자신감(FCO)’으로 고유

값 2.62이고 전체분산의 20.14%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패션능숙성에 대한 피험자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

여, FI, FV, FCO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피험자 집단을 고

/저로 구분하였다. FI의 평균은 3.79이고, FV의 평균은

3.08이며, FC의 평균은 3.65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평

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 상대적

으로 높은 FI, FV, FCO를 가지는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FI, FV, FCO를 가지는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암묵적 자존감 및 우울감

최종 분석에 사용되는 값은 Karpinski and Steinman

(2006)의 방법에 따르며, 피험자들의 단어 키 반응에서

정답인 경우만 분석에 사용하며 오답인 경우 제거한다.

암묵적 관계성 값은 7블록의 평균 반응시간에서 4블럭

의 평균 반응시간을 뺀 값에서 전체 정답 반응의 표준편

차로 나눈 d값으로 계산한다. Greenwald et al.(2003)은 이

를 반영한 수식을 <Eq. 1>과 같이 제안하였다.

...... Eq. 1.

다시 말해 자기-부정 반응속도에서 자기-긍정 반응속

도를 뺀 값으로 d값이 0이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

는 중립적 감정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d

값이 0보다 큰 경우 자기-긍정 연결에 대한 반응속도가

더 빠른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 감정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0보다 작은 경우 자기-부정 연결에 대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의미하므로 부정 감정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

d
M incongruent[ ] M congruent[ ]–

Pooled standard deviation
-------------------------------------------------------------------------------=

Table 1. Factor analysis of FC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actor 1: fashion involvement (FI)

It is important to dress well in my life. .81

3.46
26.63

(26.63)
.84

I am very interested in clothing. .77

Clothing helps to express who I am. .76

Even the same clothing, I change the mood utilizing props such

as bag and hats.
.75

I put some accessories on my outfit to assist my style. .67

Factor 2: fashion innovativeness (FV)

I often talk to friends about fashion trend. .85

2.79
21.47

(48.10)
.82

I pay attention to the fashion trends when I buy the clothing. .84

It is important to me to wear in fashion trend. .76

I tend to quickly adopt a new fashion. .72

Factor 3: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FCO)

I know the coordination to cover the body. .88

2.62
20.15

(68.25)
.89

I can choose harmonizing colors well when purchasing fashion

goods.
.77

I can make my fashion style more stylish than others. .69

I can make fashion style well depending on T.P.O.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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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검사를 이용한 분석결과, 암묵적 자존감(implicit ass-

ociation self-esteem: IA SE)의 경우 d값이 0보다 큰 경

우(+), 무의식 속에 자신을 존중하는 긍정 성향의 피험

자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 무의식 속에 자

신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 성향을 가진 피험자로 설명할

수 있다. 암묵적 우울감(implicit association depression:

IA DE)의 경우 d값이 0보다 큰 경우(+), 무의식적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피험자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와 반

대로 0보다 작은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피험자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IA SE의 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01,

최소값은 −.38, 최대값은 .38이며, IA SE을 0의 기준으

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피험자가 21명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IA DE의 d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은 .00, 최소값은 −.35 최대값은 .34이며, IA DE을 0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행복감을 지닌 피험자가 21명으로

관측되었다. 이를 정리한 것은 <Table 3>과 같다.

3. 패션능숙도와 암묵적 자아와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인 암묵적 자아에 미치는 패션의 영향

력을 밝히기 위해 패션능숙성(FC)과 IA SE과 IA DE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FC의 평균을 기준으로

고/저 집단을 구분한 후 IA SE과 IA DE의 d값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 FC 고집단의 d값이 저집단의 d값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자존감과 행복감을 나타냈으며, 반대로 저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자존감과 우울감을 나타내었다(IA SE Mhigh=

.02>IA SE Mlow=−.012, IA DE Mhigh=.019>IA DE Mlow

=−.01). <Fig. 2>는 위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암묵적 자존감과 우울감도 관계가 있

음이 밝혀졌다.

앞서 FC의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나눈 고/저 집단에

따라 IA SE와 IA DE을 비교한 결과 FI, FV, FCO 집단

모두 고집단에서 저집단보다 높은 암묵적 자존감과 행

복감을 나타내었다.

FI의 경우 고/저 두 집단 모두 IA SE와 IA DE가 d값이

‘0’보다 커, 긍정적인 자존감과 행복감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고집단이 지닌 암묵적 자존감과 행

복감의 d값은 저집단이 지닌 d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높은 FI을 가진 피험자가 낮

은 피험자보다 더 무의식적인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가

치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IA SE Mhigh=.01>IA SE Mlow

=.002, IA DE Mhigh=.01>IA DE Mlow=.002). 이는 <Fig. 3>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자기 보고식 척

도에 의한 결과 값이지만 Joung and Miller(2006)도 패션

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일치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V의 경우에도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집단에서 긍정적인 자

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저집단은 중립에 가까운 자존

감과 중립의 우울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IA SE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IA SE and IA DE

Implicit

value

Mean

(S.D.)

Group mean (n)

I - positive

Mean (n)

I - negative

Mean (n)

IA SE 
.01

(1.33)

.09 (21)

(positive self-

esteem group)

−.08 (19)

(negative self-

esteem group)

IA DE
.00

(1.10)

.08 (21)

(happiness 

group)

−.08 (19)

(depression 

group)
Fig. 2. According to level of FC group, IA SE and IA

DE.

Table 2. Group classification of FC

Factor Mean (n)

Group Mean

High group

Mean (n)

Low group

Mean (n)

FI 3.79 (40) 4.32 (21) 3.12 (19)

FV 3.08 (40) 3.76 (20) 2.40 (20)

FCO 3.65 (40) 4.10 (24) 2.97 (16)

FC* 3.55 (40) 3.96 (21) 3.09 (19)

*: tot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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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igh=.01>IA SE Mlow=.00, IA DE Mhigh=.01>IA DE

Mlow=.00). <Fig. 4>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FI와 마찬가

지로 자기 보고식 척도이지만 Goldsmith et al.(1999)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패션혁신자일수록 즐거움, 안정의

자기 개념이 높음을, 또한 Solomon(2014)의 연구처럼 낮

은 우울감을 지님을 무의식적, 내재적으로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FCO를 고/저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으며,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해 높은 암묵적 자존감과

약간의 행복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CO의 경우 고집

단에서는 긍정적인 자존감과 약간의 행복감을 보이지만,

저집단에는 부정적인 자존감과 약간의 우울감을 나타내

었다(IA SE Mhigh=.21>IA SE Mlow=−.17, IA DE Mhigh=

.019>IA DE Mlow=−.02). 이는 <Fig.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복구매나 연출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정적 관

계를 자기 보고식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연구(Lee

& Jang, 2013; Park & Jeon, 2013)와 암묵적 연합검사 결

과와 방향성이 일치함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이다.

FI는 고집단과 저집단 모두 자존감과 우울감에서 긍

정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패션에 관심이 많든 적든 모든 그룹에서 크기의 차

이일 뿐 모두 긍정적으로 암묵적 자존감과 암묵적 행복

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V에서는 고집단

은 긍정이지만 저집단은 중립성을 나타냈다. 즉 FI와 FV

의 저집단이라고 하더라고 암묵적 자존감과 행복감이

(−)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FCO이다.

FCO는 고집단에서는 앞의 두 요인과 마찬가지로 긍정

적인 방향성(+)을 지니지만, FI와 FV와 달리 FCO 저집

단에서는 (−) 값이 나타났다. 부정적인 자존감과 우울

감을 지는 것이다. FCO가 낮은 집단의 경우 우울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혁신이나 관여는 인지적인 측면(Lee,

1991)과 관계가 있다면 자신감은 감정적인 측면(Barb-

alet, 1996)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감정의 일

부분이며,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불안과

심리적 각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Hanton et al.,

2004), 자신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적인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지님을 파악할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재적인 측면에

서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반응속도를 이용한 암

묵적 연합검사를 하였다. 우선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Fig. 4. According to level of FV group, IA SE and IA

DE.

Fig. 3. According to level of FI group, IA SE and IA

DE. Fig. 5. According to level of FCO group, IA SE and

I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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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패션능숙도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집

단별 반응속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패

션능숙도는 하위 차원을 가진다. 패션에 대한 관심과 긍

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패션능숙성 변수

를 제안하였다. 자기 보고식 측정법을 통해 측정한 패션

능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패션혁신성, 패션관여, 패션

코디자신감 3가지 요인이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존의 의류학 분야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암묵

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패션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존

재함을 파악하였다. 패션능숙성 집단에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과 암묵적 우울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

다. 즉 패션에 관여가 높고, 혁신적이며, 코디에 자신감

이 높을수록 내재하는 자존감도 높으며,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설문지

를 활용하여 패션이 자존감과 우울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자기 보고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했던 결과가

결과에 암묵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

힘으로써 패션의 긍정성을 지지할 수 있다.

셋째, 패션코디자신감 수준은 패션관여 및 패션혁신

성 수준보다 강하게 암묵적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패션

관여와 패션혁신성이 낮은 집단일지라도 암묵적 자존감

과 우울감의 결과 값이 양수이지만 패션코디자신감이 낮

은 집단은 암묵적 자존감과 우울감의 결과값 모두 음수

로 나타났다. 패션관여 및 패션혁신성과 패션코디자신감

이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패션코디자

신감이 암묵적 감정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패션관여와 패션혁신성에 낮은 수준

을 보이더라도 부정적 감정 형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만, 패션코디자신감의 수준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 부정

적인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전문가나 친구 등 주변의 도

움으로 패션의 코디기술을 습득하여 패션자신감이 상승

한다면, 우울감을 극복하게 될 것이며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패션의 능숙성이 20대 젊은층의 암묵적

인 자존감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가 무의식적인 곳

에서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학

분야에서 거의 시도하지 않는 인지심리학의 암묵적 연

합검사를 이용한 학제 간 연구의 시도이다. 설문지 등

양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인간 내부에 작용하는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의류학 연구에서도 다

양한 연구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 패션이 인간의 무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과소비, 허영심 등

패션의 부정적인 연상에서 벗어나 자신감 상승 등 긍정

적인 연상을 파악하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패션의 긍정적 영향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류

학에서 존재하는 여러 변수를 통합하여 패션능숙성이

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던 패

션을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패션의 힘에 대한 연구

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대의 우울감 극복과 자존감 향상 등 사

회 환원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 패션의 필요

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패션능숙도를 암묵적 연합검사로 측정

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암묵적 연합검사로 패션능숙도

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에 설문지로 측정하여서 암묵적

자존감 및 우울감과 비교를 하였지만, 암묵적 연합검사

를 개발하여 살펴보았다면 더욱더 내재적인 자아에 초

점을 맞춰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음 후속연구에서 패션능숙도를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

를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20대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본 연구를 실행하였

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최근 중, 장년층의 경우 젊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

하므로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가 젊은층 못지않게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므로 판단되므로 중, 장년층을 기반으로

진행한다면 노령화 시대에 더욱더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실험의 어려움으로 연구참여자가 많지 않음이

또한 제한점이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면 더욱더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좋은 연구결과

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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