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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rm fashion sense is used in everyday conversations by consumers to refer to the ability of people

who dress well in attractive ways or to refer to the competencies or expertise of fashion professionals. Des-

pite the frequent use of the term, its concept has rarely been explored systematically. In this study, we per-

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14 fashion experts to clarify the concept of fashion sense. The core elem-

ents of fashion sense were explored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As a result, twelve core elements were

identified that included visual ability, aesthetic experience, aesthetic recognition ability, intuition, self-con-

sciousness, self-efficacy, fashion experience, involvement in fashion, creativity, innate sense, environmental

support, and development due to education. In addition to these twelve core elements, 42 supplementary

elements were identified. This study is to help initiate an academic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fashion

sense as a competency that fashion experts should develo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e fashion industry and academia.

Key words: Fashion sense, Fashion experts, Fashion education, Expert interviews; 패션 감각, 패션 전문

가, 패션 교육, 전문가 인터뷰

I. 서 론

다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

서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지각하고 평가한다. 패

션이 개인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

은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현대사회의 패션은 자

신을 표현하는 능동적 방법이자 사회적 기술이며, 한 사

람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옷을 입는 것, 더 나아가

서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며,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삶의 한 방식이 되었

다. 현대사회의 옷은 단순하게 일차원적 지각대상이 아

니라 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개인의 미적 가치나 가

치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옷차림이 타인

에 의해 평가받을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가 ‘패

션 감각’이다.

통상적으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고 ‘세련됐다’, ‘패

셔너블하다’, ‘패션 센스가 있다’, ‘패션 감각이 있다’, ‘감

각적이다’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이 표현은 일상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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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혹은 패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패션 감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려

진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패션 감각이 ‘있

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패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긍정적 특질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이 있다’라는

말이 상대의 옷차림을 칭찬하며 호의를 표현하는 경우

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패션 감각’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술의 일종이라 파

악된다. 또한 패션 업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점으

로 미루어 보면, 패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일부로서 또는 그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추측된다. 이

와 유사하게 패션 전문성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로 ‘패

셔너블하다’, ‘패션에 안목이 있다’ 등의 표현들이 사용

되고 있다.

또한 패션 전문가들의 역량이나 기술을 관용적으로 ‘패

션 감각’이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사용되어 온 것은 패션

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적 역량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

적 접근 또는 학문적 연구와 개발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의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패션

감각’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점은 패션 전문

가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 또는 기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패션 감각’ 혹

은 패셔너블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이 무엇

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다면, 교육을 통

하여 혹은 훈련을 통해서 패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

생들 또는 패셔너블한 자기표현을 하고자 하는 일반 소

비자들에게 그러한 역량을 습득하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감각’을 개인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술의 일

종이자 패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패션 감각’

의 개념을 패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심층적

으로 탐구하고 이와 유사한 개념들과의 관계를 밝혀냄

으로써 사회적 기술로서의 ‘패션 감각’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 패션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패션 감각’ 또는 패션 전문성 또는 역량과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념들을 문헌연구를 통하

여 고찰하고 ‘패션 감각’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설정하

였다. 둘째, 패션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이

렇게 설정한 ‘패션 감각’의 정의의 타당성을 규명하고

구성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 감각’의 개념

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된 실정이므로 연구목적을 위

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감각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감각 [Sense]”, 2017)

에 의하면 감각(感覺)은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하여 바

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혹은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

나 느낌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패

션 감각이 있다’는 표현은 ‘세련됐다’, ‘패션 센스가 있

다’,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 ‘감각적이다’, ‘안목 있

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패션 감각은『표준국어

대사전』(“감각 [Sense]”, 2017)에서 감각의 두 번째 의미

인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에 대한 예시가 되고 있

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션 감

각’이란 용어에는 국어사전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

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

다.

한편 영어로 감각은 ‘sensation’과 ‘sense’로 쓰인다. 먼

저 ‘sensation’은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의미한

다(“sensation”, 2006). 기존의 패션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 선행연구들(Cho, 2005; C. Kim, 1999; Yu, 2010)에

서는 패션 감각이라는 용어를 패션의 추상적 이미지를

통해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감각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때의 ‘패션

감각’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각, 즉, ‘fashion

sensation’의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패션 감각’이라는 개념으로서, 눈치,

판별력, -감(感) 등 어떤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sense’에 가깝다. 즉, 본 연구에서의 ‘패션

감각’은 패션에 대한 감, 또는 어떤 것이 좋은 스타일인

가에 대한 판별력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fashion sen-

sation’이 아닌 ‘fashion sense’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패션 감각의 관련 요인

패션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 그 제품이 자신에게 어울

리는 패션인지에 대한 지각에 능한 사람은 ‘옷을 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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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더 나아가 ‘보는 눈’이 있는 소위 ‘안목’을 지

닌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패션 감각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시지각능력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영

감을 받으며 나에게 잘 어울릴지 아닐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미적 인식능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나 관여를 나타

내는 패션 관여나 자신에 어울리는 패션을 선택할 수 있

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패션 연출 자신감, 창의성 등이

패션 감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추측

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시지각능력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정

보를 지각하고 자신의 인식체계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의 99.9%를 시각을 통해 흡수한

다(McLuhan 1994/2004). 외적인 자극에 의한 정보들은

시각체제를 통해 우리의 내부로 전달이 되고 이것은 감

각적, 지각적, 인지적 작용에 의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기억이나 개념 및 지식이 된다(Shim & Jung, 2007).

시지각능력은 시각적 자극의 수용과 인지에 대한 과

정으로 망막에서 얻은 초기의 정보를 인지개념으로 전

환시키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주어진 시각정보를 통합하

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Warren et al., 2001). 또한

시각기관을 통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기능으로 단순

히 눈으로 보는 신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두뇌의 시각자

극에 의한 해석적 능력까지 포함한다(Lee, 2005). 인지는

지나간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해주는 일련의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감

각과 시지각의 통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Krumhansl,

2001).

Arnheim(1969/2004)은 시각체제를 인지와 관련하여 능

동적인 지각과정으로 시각적 사고에 대해 언급하였다.

Arnheim(1969/2004)에 의하면 모든 예술적 행위는 감각

적 경험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실제로 대상

을 직접 보고, 만지고, 조작하면서 사고하는 이러한 경험

들을 지각적 경험이라고 한다. 이 지각적 경험은 예술을

감상할 때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조작하

면서 작품의 의미구조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사고행위 중

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고의 유형은 미술작품을 감상하

는 것 이외에도 거실에 가구를 적절히 아름답게 배치해

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주 나타난

다고 하였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과정에서도 대상

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이리저리 조작하면서 또는 심적

심상인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를 조작하면서 구

체적으로 표현하고 사고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심리

학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해하는 경험을 지각적 경험 또는 지각적 사고(percep-

tual thinking)라고 하고, 그 중에서 시각적 감각양식에 의

한 지각적 사고를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라고 한다

(Arnheim, 1969/2004). 다시 말해, 시각적 사고는 지각과

사고의 복합개념으로써 시각적 정보나 시각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시각적 사고는 불완전하게 제시된 이미지를 보완하고,

비슷한 형태를 찾아내고, 유사한 것들끼리 범주화시키

고, 이를 비교하면서 시각적 추리를 한다. 더불어 동시

적이고 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지각적 인식의 과정은 ‘직관적 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Lee, 2005). Arnheim(1969/2004)은 직관

을 지각의 독특한 특성으로, 즉 전체 상황에서 역동적으

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지각적으로 직접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시각적 사고가 과

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체험에 바탕을 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각적 수준

에서 처리되는 인식의 문제로 예술적 경험과 같은 일상

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문제와 관련되어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isner(1994/2003)는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 없이는 어

떠한 환경이나 사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인지적 사고

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경험을 한다는 것

은 단순히 신체기관을 통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인지적 사고과정을 거쳐 내면에 남긴다는 것을 의미

한다(Park & Kim, 2004). 또한, Eisner(1994/2003)는 개

인의 기억 속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한

것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개인이

일을 하는 방법을 익힌 후에 그 방법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반응의 경향성’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감각적으로 지각할 때 지

금껏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내면화시켜온 하나

의 특성으로 준거의 틀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패션 감각이라는 것은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경험적 특질로부터 생성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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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화된 경향성으로 패션에 관련된 감각적 인지활

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시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은 그 사물을 자기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표

현한다(Park, 2002). 이들은 한 번 본 것을 머리 속에 오

랫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창의적인 변형

을 거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보를 꺼내서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시각적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다(Heo, 2008).

패션 감각 역시 시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얻게 되는

패션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

는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자신만의 다양한 시각화 방안

을 가지고 효과적인 시각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지각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옷장

에 있는 옷들을 모두 꺼내어 입어보지 않더라도 새로운

옷과 기존의 옷을 상상으로 적절히 조화시켜 자신만의

패션 감각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운 옷이나 장신구 등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

게 알맞은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알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알맞은 형태로 변형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

으로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을 보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면서도 다른 사람과는 구

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패션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상황에 따라 패션을 통해 효과적

으로 시각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시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패션 감각이 뛰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2) 미적 인식능력

미적 인식능력은 개인의 사물이나 환경 혹은 상황에

서 미(美)와 관련된 지각적인 경험들이 조화롭게 구성

되어 전체를 통합하고,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

미가 자신 스스로에게 감흥을 일으켜 반응할 수 있게 하

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ee, 2007).

미적 인식은 개인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로 계

속 변화, 성장하며 감수성 교육을 통해 미적 인식능력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다(Lowenfeld & Brittain, 1987/1993).

Parsons (1987)는 Vygotsky의 인지발달 이론과 Kohlberg

의 도덕성 발달단계 연구에 기초하여 미적 인식능력의

발달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적 인식능력은 다른 인지

적인 발달이나 도덕성의 발달과정과 같이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경험의 유무에 따라 발달

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Housen(1992) 역시 미적 발달

은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경험이 없다면 발달이 일어나지 않

는다고 하였다. 그는 미적 경험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

되는 것이야말로 미적 발달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며, 시간과 노출 없이 미적인 발달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Jung, 2008).

Parsons(1987)와 Housen(1992)의 미적 인식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는 예술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과 미적인 경

험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적 경험은 우

리가 어느 한 예술작품을 창조하거나 감상하는 과정에

서 얻게 되는 경험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Park & Kim,

2004). Goodman(1976/2002)은 예술의 심미적 경험에서

의 감정은 작품이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고, 표현을 어떻

게 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런 의

미로 심미적 경험은 시각적으로 또는 지각적으로 사고

하는 인지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적 인식능력은

이러한 심미적 경험을 인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패션도 예술의 한 측면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본다

면 시각적 예술인 미술과 관련되어 주로 연구되어온 미

적 인식능력은 시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과 결합된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패션과 관련하여

개인의 패션 감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

해볼 수 있다. 즉, 패션 감각은 미적 인식과 같이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관찰하고 반응하고 느

끼며 자신만의 형태와 구조적 차이점을 깨닫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적 인식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미적 경험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패션 감각에 있어서 다양한 심

미적 경험은 패션의 미세한 차이를 식별하고 이러한 요

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취향이라고도 부르는 자신

만의 패턴을 식별해내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패션

은 특히 시각적이며 동시에 생활적인 것으로 일상적으

로 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

적인 심미적 경험뿐만 아니라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한

심미적 경험을 통해 미적 인식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처럼 패션 감각에서 미적 인식능력은 다양한 심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3) 패션 연출 자신감

패션 연출이란 패션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체

형에 맞도록 이미지, 소재, 아이템 등의 요소들을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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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배치하여 균형감 있는 미(美)로 완성하는 것을 말한

다(Park & Choo, 2012). 패션 연출 자신감이란 패션 연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뜻하며 패션 제품의 선

택, 구매 시 연출 및 착장에 있어서 개인 소비자의 능력

에 대한 주관적 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Choi, 2006). 소

비자의 패션에 대한 자신감은 상품 지식의 축적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고된다(Park & Choo, 2012).

패션 연출 및 패션 연출 자신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Huh and Lee(1999)는 직장 여성

을 중심으로 패션 연출 속성을 연구하였으며, 직장 여성

의 패션 연출 속성은 자신감 연출, 액세서리 연출, 유행

연출, 개성 연출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Choi(2006)는 남성 소비자의 의복 연출 자신감과 정보

탐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출 정보 내용별 탐색도

는 소비자의 의복 연출 자신감을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패션 아이템 지식 및 활용법 탐색이

의복 연출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and Choo(2012)는 패션 연출 자신감의 요인으로 정

보 획득, 구매 결정 자신감, 타인의 평가, 상표 식별능력

자신감, 설득 지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류하고 분석하

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 연출 자신감은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패션 감각’과 일부 비슷

한 개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패션 연출 자신감은 ‘패

션 연출’ 즉 스타일링이라는 한정적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인 확신이므로 타인에 의해 판단되는

객관적인 부분과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닌

심미적 경험을 기반으로 시각적 능력을 통한 자아에 대

한 표현 등의 요소가 빠져 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패션 감각’의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연출

자신감이 패션 감각을 설명하는 구성요소 중의 일부로

판단하고 패션 감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

른 변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4) 패션 관여

관여(involvement)란 주어진 상황에서의 특정 대상에

대한 관련성 및 개인적 중요성의 지각이다(Antil, 1983).

소비자가 특별한 구매 결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신

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말하며, 내재된 욕구, 가

치, 흥미에 기반을 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개입

의 정도(Zaichkowsky, 1985)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여는

개인의 중요 가치나 욕구, 자아개념에 따라 특정 제품의

특성에 근거한 감정적인 애착과 흥미를 반영하는 것으

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의 중요성이나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Lim, 2001).

패션 관여는 사람이 옷에 대해 가지는 동기화 또는 관

심의 정도로서 패션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욕구, 자아

개념과 함께 감정적 애착을 반영한다. 패션 관여는 과정

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상황의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개

인에게 지각된 패션 제품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의 수

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행동적 관점에서는 패션과 관련

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Rhee, 1991).

본 연구에서는 패션 관여를 패션에 대한 개인의 가치

와 욕구로 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패션

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패션 감각이 높을 것으로 보고, 패션 관

여가 패션 감각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인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5) 창의성

인지심리학에서 창의성의 의미는 지각과 인지를 중심

으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으로 정의된다(Guilford,

1976). 이것은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아이디

어를 조화시켜서 새롭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창의성이 인지적 능력임을 시사한

다(Kim, 1997). 창의성은 사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 스스로를 표

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나 동기, 새로운 경

험에 대한 개방적인 마음, 문제에 대한 도전성 및 모험

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등을

포함한다(Seo, 2012). 이에 Rogers(1983)는 창의성에 있

어 개인의 내적 경험을 강조하여 창의성을 ‘하나의 새로

운 결과를 나타내는 행동의 출현’이라고 하였다.

최근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경향은 서로 다른 이론

을 바탕으로 하거나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간주하기 보

다는 모두가 포함되어 발현되는 것이 창의적이라는 통합

적 접근을 하고 있다. 통합적 접근방법으로서 창의성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과 가치가 있는 유용한 것을 만

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성향과

인지적 능력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

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H. S. Kim, 1999). 또 최근에는 창

의성이란 일부 과학이나 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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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에게서 발견되는 개인적인 특질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Park, 2002).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의 성격적인 특성은 어떤 아이

디어나 사물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새로운 정보

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높은 자기수용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 자기표현에 대한 의욕이 높고 타인의 통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의 행동의 표

본에서 이탈하고자 하며 그러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자

하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진다고 하였다(Seo, 2012). 창의

성이 높은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은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성과도 비슷한 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을 똑같이 따르기보다

는 유행에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수용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기표현에 대

한 의욕이 높은 편이며 자신만의 패션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은 패션 감각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

한 학술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패션 감각’이라는 용

어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기술 중 하나로서 ‘패션 감각’

의 중요성을 밝히고 패션 전문가의 역량이 무엇인지 규

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

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패션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패션에 대한 이해와 적

용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패션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

트 그리고 편집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패션 사업가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패션 관련 실무 경

력이 있고 현재도 패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패션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연구대상자 선정 시 패션 전문가들이 갖추고 있는 역

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평상시 주변

으로부터 ‘패션 감각이 있다’고 인정받으며 패션업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가적 역량을 설명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에 의거하여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다음

과 같다(Table 1).

심층 면접 시 패션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에서 패션 감각이 어디서부터 발현되는지, 패션 감

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내기 위해 반구조적 설문지를 이용하였다(Table 2). 먼저

심층 면접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패션 감각의 개념을

묻는 내용을 큰 틀로 만들어 1차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

였다. 이렇게 구성한 면접 질문지는 사전조사의 의미로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3명을 통해 개인별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질문을 보완, 수정하였다. 2차 면접 설문지에는

패션 감각이 발현되는 사례나 작업과정을 설명하도록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No. Gender Age Job Career related to fashion

A Female 39 Fashion Brand Designer 15 years

B Female 30 Designer 10 years

C Female 30 Designer 10 years

D Female 38 Designer 16 years

E Female 41 Stylist 15 years

F Female 36 Designer 11 years

G Male 42 Designer 20 years

H Female 37 Designer 13 years

I Female 33 Designer 10 years

J Female 36 Designer 11 years

K Female 37 Stylist & Designer 13 years

L Male 39 Select Shop Owner 19 years

M Female 38 Select Shop Owner 11 years

N Female 35 Fashion Brand Designe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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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면접 실행 전 연구대상자의 인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각 질문의 하위질문에

대한 연구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면접은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의

질문과 응답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기

로 녹취한 후 녹음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면

접 진행 전에 연구의 목적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간단

히 설명을 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을 하고 자유스럽

고 편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하여 연구참여자가 패션 감

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편안히 전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참여자와의 면접 시간은 60분에서 180분 정도 소요

되었고, 면접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커피숍

이나 연구참여자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층 면접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검토하여 비슷한 의

미별로 묶어 이름을 정하여 지표를 부여하는 범주적 지

표화 방식을 택하였다. 이론적 고찰 이후 인터뷰 시작부

터 녹취록 자료를 검토하고 분류, 지표화하여 연구를 단

계적으로 구체화하였다(Mason, 1958/1999). 연구자가 분

류하고 지표화한 요소들은 ‘시지각능력’, ‘미적 인식능

력’, ‘패션 연출 자신감’, ‘패션 관여’, ‘감각추구성향’ 등

으로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을 명

확하고 독립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것은 연구하고자 하

는 주제의 복합성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Corbin & Strauss, 2014). 따라서 자료가 위치하는 복

잡하고 섬세한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표를 사용하

여 자료를 나누고 분류하는 과정 이후에도 자료들을 반

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초기단계에는 잘 드

러나지 않았던 지표나 분류가 보다 명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보다 큰 의미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분석하는 자

료들과 이론적 맥락들을 지속적으로 상호교차시키면서

구체적 주제와 논의들을 명확히 구축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면접 내용의 분석결과 연구자가 사전에 분류하고 지

표화하였던 5가지 요소들 중 시지각능력과 미적 인식능

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맥락에 따라 보다 큰 지

표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총 12가지 요소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패션 감각의 12가지 핵심 요소는 시지각능력,

미적 경험, 미적 인식능력, 패션에 대한 직관력, 자의식,

자기효능감, 패션에 관련된 경험, 패션 관여, 창의성, 선

천적 감각, 환경적 지지, 교육적 영향이었으며, 42개의

세부 항목이 도출되었다.

1. 시지각능력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보거나 만지지

않더라도 머리 속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상

상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인지적

과정이 패션 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의 시지각능력과 관련된 언급은 시각

적 민감성에 대한 내용, 시각적 이미지 구현 및 변형능

력과 상상력에 대한 내용, 시각적 정보의 양적 자극에

대한 내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시각적 민감성

연구참여자들은 패션 관련 작업을 할 때 색감이나 이

Table 2. Semi-constructed questions

Types Questions

Introductory question

Questions about personal characteristics

General questions related to fashion

- Reasons engaged in fashion

- Fashion involvement, knowledge, & interests

Main question

Work process in fashion creation

Personal experience related to fashion

What it means to dress well

Definition of fashion sense 

Additional question

The meaning of fashion to self

Do you think it is possible to educate fashion?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4, 2018

– 646 –

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으며, 패션 감각

이 있는 사람이나 패션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시각

적으로 민감하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E, F). 연구참여

자 E (41세, 스타일리스트)는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시각적인 것,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민한 건 확실하

다.”면서 “색상, 배합 이런 것을 민감하게 본다.”고 하였

고, 이러한 경향은 작업과정에서도 드러나 “색감과 이미

지가 명확하게 느낌이 와야 작업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F(36세, 디자이너)도 “오감 중 시각을 통해

민감하게 보고 담아 놓는 편”이라고 하면서 “그림 많은

책이나 잡지의 사진 같은 것 자세하게 보고 색상이나 이

미지가 맘에 드는 것은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스크랩

한다.”고 하였다.

2) 시각적 이미지 구현 & 변형능력과 상상력

연구참여자들은 패션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직접 눈

으로 보지 않더라도 상상을 통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

였다(연구참여자 H, I, L). 이러한 사고는 불완전하게 제

시된 이미지를 보완하고 비슷한 형태를 찾아내고, 유사

한 것들끼리 범주화시키고, 이를 비교하면서 시각적 추

리를 하는 능동적 시각적 사고과정이다. 연구참여자들

은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더 깊이 있는 시각적 사

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뒤에 언급하게 될 직관력

과도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H(37세, 디자이너)는 패션 감각을 “어떤 옷

이 3차원적 입체에 입혀졌을 때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I(33세, 디자이너)도 “미적 감각의

유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고 캐치

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머리 속에서 조합해 상

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L(39세, 편집

샵 운영)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머리 속에 딱 그려

진다.”고 하였다.

3) 시각적 정보의 양적 자극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많이 보기’에 대한 중요성

을 언급하였다(연구참여자 A, G, L, J).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본다’라는 것은 시신경으로 망막을 형성하는 단

순한 시각적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기억에 있는 대상의 원형

과의 비교를 통해 그 대상을 재인하거나 새롭게 받아들

인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이미 그전에

기억 혹은 내면화되어있는 대상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대상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비교의 대상이 많기 때문

에 다양한 시각화 방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많이 본다’

(연구참여자 A), ‘예민하게 본다’(연구참여자 J)라는 것

은 많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에 패

션 감각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G(42세, 디자이너)는 “시각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자

료를 무조건 많이 모은다.”고 하였고, L(39세, 편집샵 운

영)과 J(37세, 디자이너)도 “시각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예

민하게 보고 수집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A(39세, 브랜

드 디자이너)는 “계속 많이 봐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

이든 되게 많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시각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

이렇게 보거나 모으는 행동 뿐 아니라 시각자료의 활

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패션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즉, 적극적 탐

색을 통해 수집하는 행동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예

를 들어 J(37세, 디자이너)는 “구글, 인스타, 핀터레스트

서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C(30세, 디자이

너)도 “TV 보다가도 나온 것들, 그림 등 여러 자료를 수

집한다.”고 하였고, D(38세, 디자이너)도 사진들을 많이

모았다고 하면서 “내가 영감을 받은 것을 전문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자료의 활용은 앞서 언급한 시각의 민감

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시

각적 정보의 양적 자극은 다음에 언급될 미적 경험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 미적 경험

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의 의미의 차원을 지각하고 표

현하는 직접 경험으로써 앎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Kim, 1986). 직접 경험으로서의 미적 경험은 감각과 느

낌에 의한 인식으로 예술에 이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미세한 차이를 식별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구조를 포착하는 행위들은 매우 지

능적인 인지적 기능으로 간주된다(Goodman, 1976/2002).

심층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개인의 패션 감각을 발휘할 때 미적

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적 경험

은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 경험, 교육 또는 직접 경험을 통

한 미적 경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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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에서 받는 영감의 경험

Arnheim(1969/2004)은 예술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행

위인 미적 경험은 직접 경험의 대표적인 형태로, 예술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독특

한 인지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

로 예술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받고, 이를 통해 미의 본

질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경험이 있었으며, 이

러한 경험이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연구

참여자 A, N, L). 특히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예

술적인 것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센스가 더 뛰어나다.”

고 하였고, N(35세, 브랜드 디자이너)은 “미술관이나 전

시회에서 그림도 많이 본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아름

다움과 색감을 공부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색

감과 감각을 익히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2) 미술 교육의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 것 이외에 미

술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나 직접적으로 그리

거나 만들기 등을 통해 미적 경험을 통해 패션에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연구참여

자 E, G, J). 예를 들면 E(36세, 디자이너)는 “미술 공부를

했던 것이 패션 디자인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

다.”고 하였고, G(42세, 디자이너)는 “미술 쪽 수업을 많

이 들었던 것이 큰 자산”이라고 하였다.

3) 직접적인 미적 경험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아름다움 것을 많이 보

면 아름다운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

였고, G(42세, 디자이너)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알기 위

해서는 아름다운 것들 이쁜 것들을 자꾸 보고 느껴야 한

다.”하였다. 연구참여자 J(37세, 디자이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걸 그대로 담고 있는 옷을 만들고 싶어진

다. 그게 영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응

답자들은 직접적인 미적 경험을 통해서도 영감을 받고

이를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미적 인식능력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미적인 것을 인식하는 개인

의 능력은 패션 관련 전문성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술적인 경험

이 밑바탕이 되어 좋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적 경험을 중요시하였고, 작업과정이나 제품

제작 시 개인의 미적인 인식능력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미술과 패션의 연관성과 중요

성을 인식하거나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디자인 요

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

다.

1) 미술과 패션의 연관성과 중요성을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미술과 패션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G(42세, 디자이너)는 “시각적인데 공통점이 있는 미

술과 패션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K(37세, 디자이너)는 “패션을 시각적 예술로 보기도 하니

시각적인 감각은 미술과 똑같다.”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

라, M(38세, 편집샵 운영)은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

술 같은 시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답하며

패션이 예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미적 경험이 패션 감

각을 발달시키거나 패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Housen(1992)이 말한 것처

럼 미적 경험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미적인 감각이나

미적인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예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패션 그리

고 생활 전반까지 조형적 요소의 전체적 조화를 중요시

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M(38세, 편집샵 운영)은 “감

각적으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옷뿐만 아니라 그 이외

의 것들의 조화도 항상 신경을 쓴다.”고 하였고, H(37세,

디자이너)는 “인테리어나 테이블 세팅 등의 조화로운 상

태를 보면 감각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3) 디자인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요소들의 조화나 매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색감, 실루엣, 소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 언급하였다.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일단 옷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컬러”라고 하였으며, H

(37세, 디자이너)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컬러 매치

다.”라고 하며 패션에 있어 컬러에 대한 선택이 전체적

인 조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시각에 의한

정보나 이미지의 전달은 형태와 색채에 의해서 이루어

지지만, 인간은 형태보다 컬러를 강하게 기억하므로 소

비자의 87%는 컬러에 의존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

이 강하다(Kwon, 2004). 특히 패션에 있어서 컬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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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매우 크고, 강한 시각호소력과 더불어 상품 성격

이나 유행의 경향, 이미지 등을 컬러로 표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Yu, 2010). 뿐만 아니라 K(37세, 디자이너)는

“옷은 무엇보다 실루엣이 중요”라고 하였으며, B(30세,

디자이너)는 “실루엣이 결국 사람의 몸을 옷을 통해 아름

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E(41세,

스타일리스트)는 “결국 옷에서는 어떤 소재를 쓰는지가

젤 어렵고 중요한 선택이다.”, J(36세, 디자이너)는 “소재

가 결국 옷을 완성시킨다.”고 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요소 중 소재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4. 패션에 대한 직관력

직관력은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한 것을 분석적 사고

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패션에 있어서의 직관력도 이와 같다. 직관력은 심리학

에서 인간의 사고유형을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사

고방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일정하게 정해진 틀이 없이

다양한 답을 구하려는 예술적 사고방식 중 후자인 예술

적 사고를 통한 능력이다(Piaget, 1947/1971). 이러한 예

술적 사고방식은 경험적, 상상적, 직관적, 심미적, 종합

적, 발명적 측면이 뛰어나다(Choi, 1997). 패션 감각을 발

휘하기 위해서는 패션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도 중요

하지만, 다양한 패션 관련 경험에 의해 축적된 개인의 직

관력이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의 패션의 직관력에 관련

된 언급은 패션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내용, 패션과 관

련된 선택에 대한 직관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패션에 대한 통찰력

연구참여자들은 패션에 있어 통찰력이란 패션에 대한

분석과 직관을 결합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패션과

관련된 다양하고 좋은 경험들은 이러한 통찰력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패션에 대한 통찰력의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패

션에 관련된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택을 잘하

는 것 같다.”고 하였고, B(30세, 디자이너)는 “남들이 안

하는 방법이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

다고 느끼는 직관 같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며

판단력은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Lee

(2014)는 디자인 트렌드를 움직이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원동력은 디자이너 개인의 경험이

라고 하였다. 경험이 통찰력을 만들고, 통찰력이 영감을

창출시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트렌드 예측력으로

재구성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축적된 경험은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판단력을 제공한다. 연구참여자

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력이 패션 관련 작업

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옷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준다

고 강조하였다.

2) 패션과 관련된 선택에 대한 직관력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자신감과 정확하고 빠른 판단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관력의 연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순간적인 판단과

직관, 경험이 패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

였고, B(30세, 디자이너)와 E(41세, 스타일리스트)는 “우

리 쪽 일을 할 때 직관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순간

적으로 어울린다, 이걸로 바꾸면 더 예쁘겠다라는 것이

확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순간 떠오르는 것으로 선

택하는 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며 패션과 관

련된 선택에 있어 직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 자의식

자의식이란 주의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는 개인의 일

관되고 지속적인 자기 인식의 경향이다(Fenigstein et al.,

1975). 자의식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

하고, 개인차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향으로 나타난다

(Ryoo & Yoo, 2007).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패션 감각을 결정짓

는 데 있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 즉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보였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안다는 것의 밑바

탕에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자아개념이 명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조화가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다’, ‘패션 감각이 있

다’라는 주위의 평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

한 이해는 본인의 신체와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대감까지도

모두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1) 자신의 신체, 심리, 사회적 위치나 상황에 대해 정

확히 알고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

혹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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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이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M

(38세, 편집샵 운영)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

다. 일종의 자아성찰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면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E(41세, 스타일리스트)는 “나

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내 체형, 성격, 사회적

위치”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신체적 장단

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 감정 등과 더불

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위치나 TPO, 즉, Time,

Place, and Occasion까지도 정확히 파악해야함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2) 자신의 신체, 심리, 사회적 위치나 상황에 맞게 자

신을 잘 표현

일반적인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자아개념 그리고

패션에서의 자아개념은 패션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자

신에게 알맞은 패션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중 F(36세, 디자이너)는 “옷을 잘 입는

다는 건 본인에게 어울리는 것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H(37세, 디자이너)는 “패션 감각은 자

신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J(36세, 디자이

너)는 “나를 잘 알고 이해해야 옷을 잘 입을 수 있으며 옷

을 잘 입는다는 것이 나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며

한 패션을 통한 자아개념의 표현이 결국 자신에게 잘 어

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였다.

6.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47/1997)의 사

회학습 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주어

진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스스

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C. Kim, 1999). 자기효능감

은 흔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심리적

변수인 자신감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Park & Choo, 2012),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

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자

신감임을 볼 때, 자기효능감에 비해 자신감이 보다 포괄

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신감을 유

발시키는 인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패션과 연관해서는

패션 연출 자신감(Park & Choo, 2012)이라는 개념이 패

션 소비자가 일상의 소비 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

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연구참여자들에 의해 언급된 자신감 또는 자기

효능감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패션 연출 자신감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패션을 통해 내 자신이 표출하고자 하는 부

분에 대해 자신감이 생길 경우에 자신만의 패션 정체감

(fashion identity)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1)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패션과 관련한 본인의 ‘자

신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30세, 디자이너)는 “자신

감을 형성하는데 패션 감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패션 감각이기 때

문에”라고 하였으며, F(36세, 디자이너)는 “자신의 선택

에 자신감이 없으면 좋은 선택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

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아개념이 명확한 사람들은 자신

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 가능

하며, 자기효능감과 패션 감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2) 자신의 패션에 대한 자신감

연구참여자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자신감이 있

으면 자기 패션에 대한 판단력이 빠르고 그게 또 자기 패

션에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이게 선순환되서 다음에 또

더 자신감 있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고르게 된다.”

고 하였으며, L(39세, 편집샵 운영)은 “자기 패션에 자신

감이 있어야 패션 감각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J

(36세, 디자이너)는 “내가 만들거나 입은 것에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예쁘게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내 패

션에 자신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내가 선

택한 자신의 패션에 대한 자신감과 패션 감각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연구참여자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자신감이 있

으면 새로운 결정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J(36세,

디자이너)는 “자신감이 있어야 남들이 안한 과감한 선택

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새

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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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이러한 자신감이 패션 감각을 배양하는데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

7. 패션에 관련된 경험

경험은 기억의 형태로 뇌에 존재하다가 어떤 기폭제

에 의해 아이디어로 발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Lee,

2014). 풍부한 경험은 패션과 관련된 새로운 사고력이

나 통찰력에 밑거름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패션적 경

험과 관련된 언급은 패션에 관련된 소비 경험에 대한 내

용, 패션에 관련된 만족-불만족의 경험에 대한 내용, 패

션에 관련된 교육적 경험에 대한 내용, 패션에 관련된 간

접 경험에 대한 내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패션에 관련된 소비 경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J(36세, 디자이너)는 “많이 사

고 입고 본다.”며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많이 보고 느낀

다.”며 패션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것이 패션 감각을 배

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C(30세, 디자이너)

는 “많이 산다.”면서 “예쁜 걸 많이 보고 많이 사고, 많이

입어봐야 알게 된다.”고 하였으며, L(39세, 편집샵 운영)

은 “많이 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며 패션에 관련된

소비의 경험치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패션에 관련된 만족-불만족의 경험

패션에 관련된 경험은 그것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그 경험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체

득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불만

족, 실패의 경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도 보이고

있었다(연구참여자 F, G). 예를 들면, F(36세, 디자이너)

는 “옷을 살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정보를 미리 수집하

고, 다른 사람의 옷을 관찰했다.”고 하였으며, G(42세,

디자이너)는 “실패하더라도 다음엔 더 나에게 잘 어울리

는 것을 살 수 있는 경험이 쌓인다.”고 하며 다양하고 새

로운 것을 접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일종의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3) 패션에 관련된 교육적 경험

연구참여자 중 D(30세, 디자이너)는 “패션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고, C(30세, 디자이너)는 “패션에 대해 교

육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며

패션에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패션에 관련

된 가치관이나 관심의 깊이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하

였다.

4) 패션에 관련된 간접 경험

연구참여자 N(35세, 브랜드 디자이너)은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한 간접

경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G(42세, 디자이너)는

“옷 잘 입는 사람들을 관찰함”을 통해 많이 “자극받고 영

향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

험을 통한 지각은 경험하는 사람이 신체의 일부분의 능

동적 작용을 통해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각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

러한 과정은 경험이 의미 있는 체득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패션적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패션에 관련된 통찰력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8. 패션 관여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패션 관련 전문성을 갖거

나 패션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 패션 관여는 가장 기본

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

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패션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았고, 관심도도 컸으며, 패션을 완성하기 위

한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1) 패션에 관한 지속적 관심

연구참여자 A(39세, 브랜드 디자이너)는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관심이 있어야 경험이 생긴다.”

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금 유행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

(30세, 디자이너)도 “자신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였으

며 “어떻게 어디에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가 경험의 시

초가 된다고 하며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패션에 관한 지속적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의 선천적인

감각이나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 생긴 전문성이나 감각

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없이는 그러한 전문성이나 감

각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다(연구참여자 K, I, G). K

(37세 디자이너 및 스타일리스트)는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의 옷이 더 좋다.”고 하며 “패션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I(33세, 디자이너)는

“패션은 스스로의 노력과 관심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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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패션은 변화성이 크기에 끊임없는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G(42세, 디자이너)는 “패션 감각

과 관련된 재능은 개인에게 타고난 부분”이 있다면서도

“타고남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없이는 유지될 수 없

다.”며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9. 창의성

창의성은 개인의 사고와 사회문화적 맥락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현된다(Csikszentmihalyi, 1996). 예술에서

의 창의성이란 기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영역

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위나 사고 또는 작품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창의성과 관

련된 언급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 새로운 변화나 변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 남들과 다른 독특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 등

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실행

패션이 예술의 한 분야라고 한다면 창의성은 패션 감

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개인

과 사회는 새로운 스타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에 맞

춰 패션 산업은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창

의적인 사고와 표현은 매우 중요한 패션 감각의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제적으로 패션 관련 작

업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등의 창

의성을 발현하고 그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연구참여자 D, H, J). D(38세, 디자이

너)는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랑도 같지 않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패션에 있어서의 창

의성”이라고 하였으며 H(37세, 디자이너)는 “패션을 발

전시키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같은 소재로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패션의 창의성”이

라고 하였다. 또한 J(36세, 디자이너)는 “창의성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시도는 패션 감각을 키우는 기

회”라고 하였다.

2) 남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추구

패션에 있어서 창의성은 개인의 패션 감각은 물론 브

랜드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연구참여자들은

말하고 있다(연구참여자 A, B, G). A(39세, 브랜드 디자

이너)는 “남들하고 다른 독특한 컬러 감각이나 컬러 베

리에이션들을 셀렉트 하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B(30세,

디자이너)는 “남들이 안하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G(42세, 디자이너)는 “그

냥 튀어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뭔가”를 표

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

고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자 원하는 패션 트렌드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새롭게, 다양하게 패션을 변

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개인이나 브랜드의 패션 감각이

독특(unique)하고 독창적인(original) 측면이 발현되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10. 선천적 감각

연구참여자들은 패션 감각에 있어 타고난 감각(innate

sense)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다(연구참

여자 H, I, G, J). H(37세, 디자이너)는 “태생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G(42세,

디자이너)는 “물려받거나 주어진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

들어낸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J(36세, 디

자이너)는 “예술성을 타고 나는 것”처럼 “패션의 색감이

나 형태를 인지하고 캐치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지속적으로 패

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1. 환경적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패션 감각은 태어난 환경과 성

장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성장과정

에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에 의해서 혹은 형제자

매 등에 의해 보고 느낀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중 패션 혹은 예술에 관련된 직업

을 가졌거나, 패션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가족구성원이

있었다고 하였다.

1)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한 영향

연구참여자 C(30세, 디자이너)는 “언니가 미술 전공”

이라고 하였으며, F(36세, 디자이너)는 “엄마와 이모가

미술을 즐기고 좋아하셨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전공

이 미술이거나 가족들이 미술에 관심이 많았을 경우 곁

에서 함께 보고 느끼고 경험한 기회가 많았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경험이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미술이나 패

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장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노출되어 직간접 경험이 쌓여 다른 사람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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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정생활 환경에 의한 영향

연구참여자 중 H(37세, 디자이너)는 “엄마가 어릴 때

옷 사주고 꾸며주는 것들을 좋아하셨다. 꾸미는 것이 살

면서 꽤나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즐거웠다.”고

하였으며, F(36세, 디자이너)도 “엄마가 옷과 잡지를 좋

아하셔서 나도 자주 접했다.”고 하였으며, J(36세, 디자

이너)는 “가족들이 항상 옷에 관심이 많았다.”, “자기한

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것은 중요한 행동이라고 말씀

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

이나 의미 있는 주변인들에 의해 패션에 관심이 많아지

게끔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패션에 관심

을 가지게되는 계기가 되거나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3) 롤모델로부터의 간접 경험에 의한 영향

K(37세, 디자이너 및 스타일리스트)는 “할머니랑 엄마

처럼 나도 잘 입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으며, N(35세, 브랜드 디자이너)은 “옷 잘 입는 언

니가 너무 멋져 보여서 자주 관찰했다.”, F(36세, 디자이

너)는 “언니처럼 나도 잘 입고 싶다.”라고 자주 생각했다

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롤모델로 생

각하는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가치관이나 스타일링 등

을 보며 배웠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직접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

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2. 교육적 영향

앞서 살펴본 연구참여자들의 패션 감각에 대한 의견

을 살펴보면 타고난 감각이나 주어진 환경에서 경험으

로 체득된 패션 감각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학교 교육과 같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의견

이 많았다(연구참여자, A, B, F, G, H, M). 예를 들면 G

(42세, 디자이너)는 “패션은 배우고 익혀야 완성되는 것”

이라고 하였고, K(37세, 디자이너 및 스타일리스트)는 “패

션 감각은 트레이닝이나 교육에 의해 충분히 길러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M(38세, 편집샵 운영)은 “패션 감각

이란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교육적인 자극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심층 면접을 통해 추출된 패션 감각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는 12가지 핵심 요소들과 42가지 세부 항

목을 <Fig. 1>에 요약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했던 패션 감각에 대한 탐색

적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패션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

는 역량을 규명하여 패션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패션 감각이라는 것은 경험적

특질로부터 생성된 개인의 내면화된 경향성으로 패션

에 관련된 감각적 인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술의 일종으로서, 우수한 수행자

와 평범한 수행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개인의 내

적 특성이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만의 패션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며, 패션을 통해 상황에 따라 효

과적인 시각적 전략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감각의 개념적 정의를 밝혀내고

자 패션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

층 면접에서는 14명의 패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패션 감각의 핵심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심층 면

접 조사 결과 시지각능력, 미적 경험, 미적 인식능력, 패

션에 대한 직관력, 자의식, 자기효능감, 패션에 관련된 경

험, 패션 관여, 창의성, 선천적 감각, 환경적 지지, 교육적

영향 등 패션 감각의 12가지 핵심 요소와 42개의 세부 항

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12가지 요소들

은 다시 인지적 경험 요인(시지각능력, 미적 인식능력,

패션에 대한 직관력, 패션 관여, 창의성, 선천적 감각, 미

적 경험, 패션에 관련된 경험), 자아 관련 요인(자의식,

자기효능감), 환경적 요인(환경적 지지, 교육적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범주화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범주화가 가능할지에 대

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패션 감각은 패션에 관련된 미

적인 경험과 소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며 이를 자신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패션을 통해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패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각적으로 민감하여 패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패션에 관련된 경험과 사고의 결과물이다. 결국

이러한 패션 감각은 개인의 타고난 감각이나 환경보다

는 패션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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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mmary of core elements of fashi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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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하는 것으로, 패션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충분

히 발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패션 감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션 관련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인 만큼,

패션과 관련한 다차원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인별

감각배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 감각능력은 우수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잘 발전시켰을 경

우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사회적 기술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패션 전문가들의 역량이나 기술을 패션 감

각 혹은 더 나아가 패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본 연

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패션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을 위

한 명확한 역량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정의와 교육적 발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영역에서 패션

감각에 대한 고찰과 교육적 필요성의 제시를 통한 논의

의 시작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

서 패션 역량과 패션 감각의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

의를 거쳐 이와 연관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개념을

정립한다면, 패션 역량과 패션 감각의 연관성에 대해 추

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와 연관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

고 개념을 정립한다면, 최근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 패션 교육의 한 가지 형태로 사회적 기술로서 패션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

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함의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패션 감각에 대한 연구결과는 패션을 소재로 한 기업들

의 마케팅 활동에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의 패

션 감각 수준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업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패션 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감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이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에 심층 면접 시

참여한 패션 전문가는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편집샵 운영자 등 주로 패션에 관련된 창조자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어진 역할

이나 맥락에 따라 패션 감각을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반 소비자, 감상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합

의를 거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면접 대상 선정 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

양한 의견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렴하여 보다 정확

한 패션 감각의 개념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도출된 요소 간의 관계성을 밝혀내고자 하였

으나 탐색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요소들 간의 관계성 분

석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핵심 요소 간의 개념관

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설계와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 감각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앞으로 본 연구를 통

해 규명된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

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패션 감각에 대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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