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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lf-image of m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shion styles, as they are fast becoming an influential consumer group. Men in the thirties 
and forties who had a higher-than-average interest in fashion were surveyed online and the re-
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erms of variations of self-image connected to situations, 
we found that there wer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ference of the “charming & ro-
mantic” image to private meet-ups with acquaintances, “intelligent & classy” to official events, 
“rational & realistic” to everyday work in an official setting, and “modest & ordinary” to complex 
situations including family occasions and customary events. Those who aimed for “urban refine-
ment - sensitive” appeal also preferred a “charming & romantic” self-image, while pursuing a “classic 
& modern” fashion style for official settings and a “gentle & charming” style in private settings. 
Those who aimed for “stable elegance - intelligent” youth” image preferred the “intelligent & 
classy” image, while pursuing a “stable & intelligent” fashion style in official settings, and an 
“intelligent yet active & young” style in private settings. Those who aimed for “rational practi-
cality - comfortable activity” image preferred a “rational & realistic” self-image, while pursuing a 
“rational & practical” fashion style in official settings, and a “comfortable & active” style in private 
settings. Those who aimed for “ordinary modesty - plain simplicity”preferred a modest and ordi-
nary self-image, while pursuing an ordinary fashion style, and a simple style in private settings. 
The various situational assessments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fashion-related circumstances 
for male consumers can be utilized in upcoming studies, and can be an effective indicator of sit-
uational consumer preferences in terms of men’s fashion marketing and product plann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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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살아가는 생활 영역과 상황에 따라 적합

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패션스타일을 추구한다. 현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패

션은 삶을 즐기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의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도 존재한다. 지금

까지 남성의 패션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

분 개인적 취향, 개성 표현과 라이프스타일, 선호 색

채 등과 연결된 표현 매체로서 개인의 추구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고, 남성

의 패션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하고 현대 남성복의 패

션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Kim,

1999; Kim & Lee, 2005; Son, 2009; Kim, 2009;

Kim, Lee, & Lee, 2010; Kim & Kim, 2014; Hong,

Kim, Lim, & Kim, 2014). Lee(2014)는 “오늘날 남

성이 패션에 대한 정보 요구와 관심이 높아진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남성 소비자들은 패션

행동을 의무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pp. 11-13). 즉, 남성은 자기만족과 개성표현을 위

해서 패션 행동을 하기보다는 의복을 사회관계 형성

을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30대

이후의 성인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패션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으므로, 남성 소비자가 일상적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선

호 패션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30~40

대의 남성은 사회 활동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높

은 세대이므로 패션스타일을 사회적 활동과 호감적

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X세대의 소비문화를 창출하였던 세

대이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중년기 세대로

변화할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30~40대 남성의 생활공간을 공적, 사적, 복합으로

구분하여 패션관여상황을 체계화하고 패션관여상황

과 자기이미지 추구에 따른 선호 패션스타일의 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패션관여상황과

자기이미지 추구에 따른 선호 의류 아이템과 패션액

세서리, 색채를 중심으로 한 남성의 선호 패션스타일

을 분석하여, 패션관여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자기이

미지와 선호 패션스타일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영역으로서의 공적영역, 사적영역, 
복합영역

공적영역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생활과 연관”되어 있고 사적

영역은 “인간이 경험하는 영역 가운데, 개인적이며,

고유한 경험의 영역”으로 공적인 권력과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Aries & Duby, 2002, pp. 37-39).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개인의 생활에 적용할 때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며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복합적 경험을 제공하는 “제 3의 장소(third

place)는 가정과 직장 외의 카페, 서점, 길거리 등과

같은 장소로, 무료함, 스트레스, 의무감이나 긴장감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의 해방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Oldenberg, 1999; Lee, 2006, p. 134). 이러한 공간

에서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과 만나고 휴식과 오락을 즐기기도 하며, 심리적 정

서적 위안과 충전”을 얻을 수 있다(Kim & Oh, 2008,

p. 95). Mikunda(2005)는 “경험적 마케팅 측면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랜드 마크이면서 일관된 콘셉트

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그 공간에서 사람들

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시

하고 있다(pp. 200-350). 인문사회학에서 인간의 생

Key words: fashion accessory(패션액세서리), fashion color(패션색채), 
fashion involved circumstances(패션관여상황), fashion style(패션스타일), 
men's wear(남성복), self-image(자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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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인 공과 사의 기준으로 현대

인의 생활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과 연관된 사적

영역, 사회생활과 연관된 공적영역,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이 혼재되는 복합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Table 1>과 같이 패션에서의 상황에 대한 선행연구

를 고찰한 결과, 패션에서의 상황은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패션 제품의 기획

시 주요한 정보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에서 연구를 위해 제시된 패션 착용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 현대인의 생활영역 구분인 공

적과 사적 그리고 복합 상황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

다. 생활영역 구분과 패션에서의 상황을 종합하면,

제 1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상황은 개인의 폐

쇄된 공간에서의 사생활과 휴식 상황, 여가 생활의

사적인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고 제 2의 영역은 공적

상황으로 최소한의 격식에서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

는 상황과 직장 출근, 업무 상황 등의 사회 활동과

관련된 상황, 사회적으로 열린 공간에서의 공적 상황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 3의 영역인 복합 상

황은 평상시의 번화가 등의 외출 상황, 비공식적이나

공적이기도 한 타인과의 만남(친지, 지인 혹은 낯선

이를 포함)과 같이 혼합된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다.

Researchers Subject Subject
Fashion involved

circumstances

life space

Private Public Complex

Kang &

Lee

1990

The meaning of clothing

in social interaction
College students

at school ㅇ

at office ㅇ

ambiguous situation ㅇ

Nam &

Kang

1994

The effect of contexts,

clothing cues on Male

Impressions

College students

(men),

Men at work

job interview ㅇ

going out on weekend ㅇ

Park &

Lee

1995

Typology of apparel

usage situations

Female

consumers,

House wives

at home ㅇ

shopping nearby the house ㅇ

shopping in downtown ㅇ

flower lessons, or swimming

lessons
ㅇ

go to a concert ㅇ

family Dining ㅇ

couple accompanied meeting ㅇ

reunion or gathering ㅇ

the wedding of friends ㅇ

visiting the children's school ㅇ

Bae

2005

Desire self-image and

the fashion product unity

according to situation

College students

(men)

at school ㅇ

dating with a girlfriend ㅇ

graduation ceremony, friend's

wedding, or any other events
ㅇ ㅇ

doing some exercising ㅇ

Sim, Jang

& Lee

2008

Effects of product and

situation on internet

browsing behavior

Men and women

19-30 years of

age or older

public events ㅇ

private events ㅇ

normal situation ㅇ

<Table 1> Fashion Involved Circumstances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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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의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는 스스로가 그리는 자신의 모습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가

치관, 신념, 태도, 감정 등의 복합체로 개인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자기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의복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상징적 커뮤니케이

션의 도구가 된다(Lee, 1997). 현재까지 남성의 자기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대 남자의 자

기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은 실제보

다 더 성숙하며 지배적이고, 개성적이며,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설명하였고(Lee & Kim, 1998,

p. 329)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보다는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며 특정 추구이미지들은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Bae, 2005, p. 89).

또한 Kim(2009)의 연구에서는 "30~40대의 남성에게

는 침착한 이미지의 상품과 브랜드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취향이 중요하다"고 하

였고(pp. 49-50), Son(2009)의 연구에서는 “수수하고

무난한 이미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가 일반적

인 중년남성들이 추구하는 의복 이미지”이며 "패션

과 외모를 지향하는 집단의 경우, 감각적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하였다(p. 69). 이

상과 같이 30대 이상의 중년남성의 자기이미지는 단

정하고 세련되면서 활동적이고 프로페셔널하며 남성

적인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3. 남성의 패션스타일
이미지(image, 心象)는 “감각을 통하여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영상이나 심상”을 뜻하는데, 특히

패션이미지는 “패션의 시각적 조형 요소인 실루엣,

선, 형태, 디테일, 재질, 무늬, 색채 등에 의해 유추”

할 수 있다(Kim & Kim, 2014, pp. 37-54).

Kim(2013)은 패션스타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미지와 유사한 용어로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

이란 “형식, 양식”으로 정의되는데 시각적 특징으
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떠한 대상이나 예술

형태이며, 패션스타일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의
복의 특징적인 양식이나 형식으로, 특징적인 실루
엣, 소재, 액세서리와 관계되거나 디자이너들만의

창의적인 구성요소로 다른 형태와 구별되는 디자
인적 특징이다(pp. 98-99).

중년남성이 추구하는 자기이미지 및 패션스타일과

관련된 취향을 분석한 선행연구(Kim & Kim 2014,

2014)에서는 패션스타일을 “내추럴, 모던, 스포티, 캐

주얼, 클래식”으로 분류하여 중년남성의 패션스타일

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Hong et al.(2014)

의 연구에서는 남성 패션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

클래식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착용 가능한 스타일

로 전통적인 수트가 중심이고, 소피스티케이트는
엘레강스하면서 멋스러운 남성의 패션이미지이며
여성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다. 어반캐주얼은

유행이 반영된 시대감각이 있는 스타일이며, 시크
모던은 남성적이며 도시적인 이미지, 모즈모던은
복고적이고 단정한 이미지이고 아방가르드는 전위

적인 스타일이다. 베이식캐주얼의 경우 감성어휘평
가에서 ‘내추럴한’이 높고 ‘개성적인’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무난하고 기본적인 스타일이다. 에스

닉은 이국적인 이미지가 활용된 스타일이며, 액티
브아웃도어 이미지와 스트리트키치 이미지는 각각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와 대담한 스타일을 특징으

로 한다(pp. 28-29).

또한 한국 직장남성의 착장을 분석(Kim & Yum,

2010, pp. 16-27)한 결과에서는, 클래식, 트래디셔널

비즈니스 캐주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재킷과 트렌치코트를 활용한 스타일이 많이 나

타났으며,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믹스매치를 즐기는

스포티 비즈니스 캐주얼의 분포가 높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남성 패션이미지는 클래식, 모

던, 소피스티케이트, 액티브, 캐주얼, 에스닉, 아방가

르드 이미지 등이다. 패션산업에서 패션이미지는 의

류 아이템과 패션액세서리의 디자인 기획과 스타일

연출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특징적인 패션이미

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간의 조

합을 통해 구체적인 패션스타일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패션이미지는 패션스타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다(Kim & Kim, 2014, pp. 37-54).

한편 패션스타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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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색채도 사람들의 시각

적 반응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이끌어 내는 요소”로

패션이미지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Kim & Kim, 2014, pp. 37-54). 국내의 남성복 브랜

드 중심으로 세분 시장별 활용색의 특성을 분석한

Kim, Jo & Chu(2004)에서 "남성복은 다른 복종에

비해서 무채색의 분포가 높다”고 나타났다(pp. 35-

36). 성인남성의 의복색채선호와 색채관심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성인남성이 선호하는 색은 무채색, B,

Y색상 순이었고, 30대는 파랑 계열과 갈색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였고 색의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Ryu & Kim, 2001, p. 143). 중년남성의 선호

색채를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는 “무채색, 고명도/저채

도의 파랑 계열의 차갑고 깨끗한 모던 이미지를 선

호하는 유형”과 “베이지, 갈색 계열의 고상하고 침착

한 클래식 이미지를 선호하는 유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Kim & Kim, 2014, pp. 101-103). 지금까지

의 남성복 색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남성

은 일반적으로 채도가 낮거나 무채색의 색상을 선호

하고 파랑, 갈색 계열을 선호하며 무채색과의 배색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의 패션스타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남성의 패션스타일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류

아이템과 패션액세서리, 패션색채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연출하여 새로운 이미지

를 제안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남성 패션스타일은 의류 아이템과 패션

액세서리, 패션색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패션이미지를 의류 아이템과 패

션액세서리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하였고, 패션스타일

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틀로서 다음 <Fig. 1>과 같

이 제시하였다. 특히 패션에서는 유행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남성복 연구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되었

으며, 남성의 패션이미지 유형별 디자인과 아이템 특

징을 제시한 선행연구(Hong et al., 2014, pp. 22-24)

의 10가지 패션이미지-보수적인 클래식, 멋스러운 소

피스티케이트, 유행하는 어반캐주얼, 도시적인 시크

모던, 복고적인 모즈모던,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무난

한 베이식캐주얼, 이국적인 에스닉, 활동적인 액티브

아웃도어, 개성 강한 스트리트키치-를 남성의 의류

아이템, 패션액세서리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의류

아이템, 액세서리, 색채 척도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정량조사가 이루어졌다.

<Fig. 1> The Process of Analyzing Men’s Preferred

Fashion Styles

1. 자기이미지 척도 추출
남성의 패션관여상황별 자기이미지를 도출하기 위

한 자기이미지 척도는 남성의 자기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Lee & Kim, 1998; Bae, 2005; Kim, 2009;

Son, 2009; Kim et al., 2010; Kim & Kim, 2014)에

서 사용된 자기이미지 어휘에서 30~40대 남성의 자

기이미지 유형 분류를 위해 추출된 70개의 자기이미

지 어휘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어휘끼리 군집하여

자기이미지 척도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서 어

휘의 의미론적인 측면과 남성 패션 스타일 이미지의

정확한 어휘선별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패션

전문가의 전문가집단 심층면담법(FGI)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전문가 4인에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어

휘들을 제시하여 유사한 의미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다음 <Table 2>와 같이 전통성과 관련된 자

기이미지 어휘는 ‘점잖은, 보수적인, 고급스러운’의 3

개 어휘가, 안정성과 관련된 어휘로는 ‘차분한, 편안한,

단정한’의 3개 어휘가 선정되었다. 합리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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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로는 ‘현실적인, 합리적인’의 2개 어휘가, 평범성

과 관련된 어휘로는 ‘평범한, 수수한’의 2개 어휘가

포함되었다. 활동성과 관련된 어휘로 ‘사교적인, 적극

적인, 진취적인’의 3개 어휘가, 세련성과 관련된 어휘

로 ‘세련된, 지적인, 품위 있는’의 3개 어휘가 포함되

었다. 매력성과 관련된 어휘로 ‘개성적인, 화려한, 매

력적인’ 이 포함된 3개의 어휘로 구성되었고 낭만성

과 관련된 어휘로 ‘낭만적인, 섬세한, 부드러운’의 3

개의 어휘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자기이미지 어휘로

추출되었다.

2. 의류 아이템, 액세서리, 색채 척도 추출
본 조사의 설문문항 구성을 위해 패션 브랜드는 중

년남성의 패션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Kim & Kim,

2014)의 남성복 브랜드 분류와 어패럴뉴스(The Best

Fashion Brand in 2014)에서 제시된 순위를 참고하여

선정되었다. 2014년 12월 30일~2015년 2월 6일 동안

선정된 남성복 브랜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진 397

개의 남성복 의류 아이템 및 패션액세서리 사진 자료

를 수집하였고, 패션 및 디자인 전문가집단 12명에게

패션이미지에 대한 분류를 위한 자문을 얻어 <Table

3>, <Table 4>와 같이 의류 아이템 총 45개와 패션액

세서리 30개로 척도를 추출하였다. 또한 선정된 남성

복 브랜드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2015년 2월 1일~2월

28일까지 총 556개의 패션색채 데이터를 수집하여 컴

퓨터 모니터 상에서 그래픽 프로그램 Adobe

Photoshop의 color picker tool을 사용하여 RGB값을 추

출하였고, 이를 Munsell Conversion (Version 12.15.1d)

을 사용하여 HV/C 값으로 변환하여 먼셀 10색상과

PCCS의 12색조를 중심으로 색상과 톤을 분석하여

<Fig. 2>와 같이 패션색채 척도 45개를 도출하였다.

Division Self-Image Total

Classy quiet(점잖은), conservative(보수적인), classy(고급스러운) 3

Stability calm(차분한), comfort(편안한), well-groomed(단정한) 3

Rationality realistic(현실적인), reasonable(합리적인) 2

Modest ordinary(평범한), modest(수수한) 2

Activity sociable(사교적인), active(적극적인), enterprising(진취적인) 3

Sophisticate sophisticate(세련된), intelligent(지적인), gracious(품위 있는) 3

Attractiveness characteristic(개성적인), fancy(화려한), charming(매력적인) 3

Romance romantic(낭만적인), delicate(섬세한), soft(부드러운) 3

22

<Table 2> The Self-Image Scales of Men

Images

Division
Clothing Items

Images

Division
Clothing Items

Classic
Sophis-

ticate

<Fig. 2>

Jacket

(Galaxy,

2015-a)

<Fig. 3>

Chesterfield

coat

(Rogatis

green,

2015-a)

<Fig. 4>

Dress

shirts

(Mvio,

2015-a)

<Fig. 5>

Suit pants

(Galaxy,

2015-b)

<Fig. 6>

Jacket

(Sieg,

2015-a)

<Fig. 7>

Trench

Coat

(Comodo,

2015-a)

<Fig. 8>

Shawl

collar

cardigan

(Daks,

2015-a)

<Fig. 9>

Turtleneck

cardigan

(Rogatis

green,

2015-b)

<Table 3> Fashion Item Scales from the Men’s fash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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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asual

<Fig. 10>

Double coat

(Bean pole,

2015-a)

<Fig. 11>

Balmacaan

coat

(Rogatis

green, 2015-c)

<Fig. 12>

Cardigan

sweater

(Galaxy

Lifestyle,

2015-a)

<Fig. 13>

Sweater

(round neck)

(Bean pole,

2015-b)

<Fig. 14>

Turtleneck

sweater

(Daks, 2015-a)

<Fig. 15>

Shirts(solid)

(Hazzys,

2015-a)

<Fig. 16>

Pants(solid)

(Bean pole,

2015-c)

Chic

modern

Street

kitch<Fig. 17>

Coat

(Basso, 2015-a)

<Fig. 18>

Shirts

(Armani, 2015-a)

<Fig. 19>

Sweater

(Custom Mellow, 2015-a)

<Fig. 20>

Shirts

(Burberry, 2015-a)

Urban

casual

<Fig. 21>

Jacket

(patch pocket)

(Towngent,

2015-a)

<Fig. 22>

Jacket

(Luomo, 2015-a)

<Fig. 23>

Riding jumper

(Mvio, 2015-b)

<Fig. 24>

Jumper

(functional

materials)

(Banana

Republic, 2015-a)

<Fig. 25>

Shirts

(stripe)

(Series, 2015-a)

<Fig. 26>

T-Shirts

(round neck)

(DKNY, 2015-a)

Mods-

modern
<Fig. 27>

Jacket

(check pattern)

(Galaxy Lifestyle,

2015-b)

<Fig. 28>

Pea coat

(Bean pole,

2015-d)

<Fig. 29>

Cardigan sweater

(Intermezzo,

2015-a)

<Fig. 30>

Sweater

(Armani, 2015-b)

<Fig. 31>

Sweater

(dot pattern)

(Comme des

garcons, 2015-a)

<Fig. 32>

Shirts

(gingham Check)

(Bean pole,

2015-e)

Avant-

garde
Ethnic

<Fig. 33>

Shirts

(geometric

pattern)

(Armani,

2015-c)

<Fig. 34>

T-Shirts

(animal

pattern)

(Luomo,

2015-b)

<Fig. 35>

T-Shirts

(geometric

pattern)

(Armani,

2015-d)

<Fig. 36>

T-Shirts

(transformed)

(Armani,

2015-e)

<Fig. 37>

Sweater

(nordic

pattern)

(Mvio,

2015-c)

<Fig. 38>

Shirts

(floral

pattern)

(Series,

2015-b)

<Fig. 39>

Pants

(floral

pattern)

(Kenzo,

2015-a)

Active-

outdoor
<Fig. 40>

Hood Jumper

(Basso,

2015-b)

<Fig. 41>

Utility Jumper

(Intermezzo,

2015-b)

<Fig. 42>

Jumper(vest)

(Series,

2015-c)

<Fig. 43>

T-Shirts(hood)

(Banana

Republic,

2015-b)

<Fig. 44>

Denim pants

(Bean pole,

2015-f)

<Fig. 45>

Cargo Pants

(Bean pole,

2015-g)

<Fig. 46>

Training pants

(Bean pole,

201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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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Division Fashion Accessary Images Division Fashion Accessary

Classic

<Fig. 47>

Shoes-Plain toe

(Armani, 2015-f) Basic

casual

<Fig. 62>

Shoes-Oxford shoe

(Banana Republic, 2015-d)

<Fig. 48>

Shoes-Monk Strap

(Galaxy, 2015-c)

<Fig. 63>

Bag-Shoulder bag

(Hazzys, 2015-b)

<Fig. 49>

Bag-Briefcase

(Bean pole, 2015-i)

Urban

casual

<Fig. 64>

Shoes-Sneakers

(Galaxy, 2015-i)

<Fig. 50>

Necktie-Check pattern

(Galaxy, 2015-d)

<Fig. 65>

Bag-Messenger bag

(Burberry, 2015-c)

<Fig. 51>

Muffler-Check pattern

(Galaxy Lifestyle, 2015-c)

<Fig. 66>

Muffler-Pattern

(Bean pole, 2015-k)

<Fig. 52>

Belt-Buckled leather belt

(Rogatis green, 2015-d)

<Fig. 67>

Belt-Weaving

(Bean pole, 2015-l)

Sophisticate

<Fig. 53>

Shoes-wing tip

(Banana Republic, 2015-c)

Avant-

garde

<Fig. 68>

Shoes-Jodhpurs boots

(Armani, 2015-h)

<Fig. 54>

Bag-messenger bag

(Galaxy, 2015-e)

Active-

outdoor

<Fig. 69>

Shoes-Running shoes

(Ziozia, 2015-a)

<Fig. 55>

Necktie-all over

(Galaxy, 2015-f)

<Fig. 70>

Bag-Back pak(Bean pole,

2015-j)

<Fig. 56>

Muffler-floral

(Galaxy, 2015-g)

<Fig. 71>

Bag-Hip sack

(Hazzys, 2015-c)

<Fig. 57>

Muffler-solid

(Rogatis green, 2015-e)

<Fig. 72>

Hat-Army cap

(Bean pole, 2015-j)

Chic modern

<Fig. 58>

Shoes-Chelsea boots

(Galaxy, 2015-h)

<Fig. 73>

Hat-Beanie

(Banana Republic, 2015-c)

<Fig. 59>

Bag-Messenger bag(buckled)

(Burberry, 2015-b)

<Fig. 74>

Hat-Baseball cap

(Bean pole, 2015-k)

Street

kitch

<Fig. 60>

Hat-Bucket hat

(Bean pole, 2015-j) Mods-

modern

<Fig. 75>

Necktie-Stripe

(Galaxy, 2015-j)

Ethnic

<Fig. 61>

Shoes-Espadrille

(Armani, 2015-g)

<Fig. 76>

Hat-Hunting cap

(Bean pole, 2015-l)

<Table 4> Fashion Accessary Scales from the Men’s fash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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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45 Colors Scale for Men’s fashion

3. 패션관여상황척도 추출
정량조사를 위한 패션관여상황에 대한 질문 항목

을 도출하기 위하여 30~40세 남성 62명을 대상으로

패션관여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서술형 온라인 예비 설문조사를

2015년 1월 16일~23일 동안 실시하였다. 일상에서

패션에 연관되는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3~5가지 서

술하게 하여 남성의 패션관여상황을 규명하였다. 연

령 분포는 30~34세가 48%, 35~39세가 29%, 40~44

세가 15%, 45~49세는 3%로 응답하였다. 30~40대

남성이 패션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은 <Table 5>와

같이 패션관여상황을 기준으로 크게 공식행사, 업무

상황, 관례적 행사, 사적 만남, 여가/문화생활, 휴식

상황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패션관여상황의 구

체적 척도를 추출하면 사적 상황의 휴식 상황, 취미

와 관련된 여가 상황, 공적이면서 사적인 복합 상황

에서 지인과의 만남,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

공적 상황에서 일상적 업무, 공식적 행사로 제시할

수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상황 척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적 공간에서의 휴식 상황은 사회로부

터 구별된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사회관계에

서 타인보다는 개인이 주체가 된 사적인 휴식상황이

Fashion

involved

circumstance

Private Complex Public

Situation

When the fashion

highlight of

celebrities through

the mass media(2)

Shopping,

Going out

downtown

(5)

Private

meeting, Go

to church,

Homecomin

g(33)

Family Events of

acquaintance(33)

Daily work

(29)
Client meetings(36)

laundry(2) Dating(19)
Business

trip6)
Presentation(8)

Exercise(7)
Get introduced to

new people(7)
family events(9) Seminars(5)

Travel(5)

Suburban outing(2)
Performing arts(1) Job interview(1)

Eating out(1)

Taking a photos(1) 214 responses of 62

people (multiple

answers)

When I want to dress up for no reason(1)

To express my feelings(1)

Situation

Division

Relaxed

(21)

Free time

(42)

Private meeting with

friends

(58)

Events of

acquaintance

(family events)

(42)

Daily work

(35)

Official events

(50)

<Table 5> Preliminary Survey for 30s-40s Men’s Fashion Involved Circumstance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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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적 공간에서의 취미와 관련된 여가 생활은

개인, 가족이 주체가 된 사적인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상황이다. 복합 상황의 지인과의 만남은 교회, 번화

가, 카페, 레스토랑, 바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친

지나 지인,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지인의

경조사 및 돌잔치, 결혼식 등의 관례적 행사는 다소

격식이 필요한 복합영역이며 레스토랑, 연회장, 행사

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며 콘셉트를 갖고 있으며 이

전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제3의 영역(Oldenberg,

1999; Mikunda, 2005)에서 이루어지며 예식이나 잔

치와 같은 사적이면서 공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 공

적 상황에서 제시된 구체적 상황은 공식과 격식을

기준으로 일상적 업무와 공식행사의 상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상황은 사회활동 및 노동

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활 영역은 동일

하지만, 공식행사의 경우는 보다 상대적으로 격식이

더 많이 요구되는 공식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남성의

상황이 주요한 개념이므로 불필요한 변인을 제거하

기 위하여 사회관계와 관련된 공적 상황과 복합 상

황만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30~40대 남성의 패션관여상황을 공

적과 복합 상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일상

적 업무, 공식행사 그리고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 지인과의 만남으로 도출하였다.

4.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방법
1985년~1966년 출생의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상황별 추구하는 자기이미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 설계에서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문

항은 상황에 따른 추구하는 자기이미지와 선호 의류

아이템, 패션액세서리, 패션색채를 분석하기 위한 문

항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황별 자기이

미지 문항은 상황별 자기이미지에 대한 5점 척도 질

문문항(총 8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황별 자기이미

지를 표현하기 위한 선호 의류 아이템(8문항), 선호

액세서리(8문항), 선호 패션색채에 대한 문항(8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인구 통계적 질문 문항(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1985년~1966년 출

생의 30~40대의 직장남성을 모집단으로 하고, 온라

인 리서치 방식을 활용하여 패션에 대한 관심이 ‘보

통’ 이상인 척도를 무작위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무직자와 학생을 제외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상황에 따른 자기이미지 추구요인을 파악하고, 요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2.0 통계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황별 자

기이미지 추구의 평균 이상의 그룹이 선호하는 의류

아이템과 패션액세서리, 패션색채를 빈도 분석하여

선호 패션스타일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Ⅳ.연구 결과
1. 30~40대 남성의 자기이미지 추구
각 상황에 따른 30~40대 남성의 자기이미지 추구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4가지의 자기이미지 추구

로 분류되었고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6>과 같다. 요인1은 ‘매력적인’이 가장 높았고, ‘낭만

적인, 화려한’ 등과 같은 매력 또는 감성과 관련된

어휘와 ‘진취적인, 적극적인, 사교적인’ 등과 같은 적

극적으로 사교를 추구하는 어휘로 이루어졌으므로

‘매력적 낭만추구’라 명명하였다. 요인2는 ‘점잖은’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차분한, 품위있는, 고급스러운,

단정한’ 등과 같은 품위와 격식을 추구하는 어휘와

‘지적인’과 같은 지성을 추구하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지성적 품위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합

리적인’이 가장 높았고 ‘현실적인’, ‘편안한’과 같은 편

안한 이미지와 동시에 합리적 현실을 추구하고 있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합리적 현실 추구’로 명

명하였다. 요인4는 ‘수수한’이 높았고 ‘평범한’의 어휘

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수한 평범추구’로 명명하였다.

2. 상황별 자기이미지 추구에 따른 선호
패션스타일의 특성

상황별 자기이미지 추구에 따른 선호 패션스타일

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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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상황별 자기이미지 추구를 평균 미만의 그룹

과 평균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평균이상의 그룹

을 자기이미지 추구의 대표그룹으로 선정하여 선호

하는 의류 아이템과 패션액세서리, 패션색채에 대한

선호 응답값 중에서 3%이상의 분포를 차지한 값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의 <Fig. 78>과 같이 매력적 낭만추구의 대표

그룹은 세련되면서 감성적인 자기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일상적 업무 상황에서 선호 의류 아이템으로

수트와 드레스 셔츠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한 이미지

와 베이식캐주얼 셔츠와 팬츠, 도시적인 시크모던 이

미지의 셔츠와 트렌드가 반영된 어반캐주얼 이미지

의 티셔츠 등이 나타났으므로 세련되고 모던한 이미

지를 선호하고 있다. 공적 상황에서는 수트 재킷의

클래식 이미지와 소재변형이 특징인 재킷과 트렌치

코트를 중심으로 한 소피스티케이트 이미지, 복고적

이면서 단정한 체크 재킷의 모즈모던 이미지를 중심

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보다 멋스럽게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하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는 수트 재킷의

클래식, 재킷과 트렌치코트를 중심으로 한 소피스티

케이트, 기본 가디건과 민무늬의 캐주얼셔츠의 베이

식캐주얼, 복고적이고 단정한 이미지의 체크 재킷의

모즈모던, 모던한 디자인의 칼라 변형의 코트의 시크

모던 이미지도 선호한다는 점에서 세련된 느낌의 분

위기 있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다. 사적만

남에서는 기능성소재의 점퍼, 패치포켓점퍼, 티셔츠

를 중심으로 한 어반캐주얼, 후드 점퍼와 후드 티셔

Factor
Self-Image

Pursued
Self-Imag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a

Factor1
Charming

and romantic

charming(매력적인) 0.812

5.72 26.02 0.902

romantic(낭만적인) 0.807

fancy(화려한) 0.771

delicate(섬세한) 0.717

characteristic(개성적인) 0.716

enterprising(진취적인) 0.695

active(적극적인) 0.669

sociable(사교적인) 0.655

sophisticate(세련된) 0.626

soft(부드러운) 0.580

Factor2
Intelligent

and classy

quiet(점잖은) 0.739

3.38 15.35 0.791

calm(차분한) 0.723

gracious(품위 있는) 0.697

intelligent(지적인) 0.644

classy(고급스러운) 0.631

well-groomed(단정한) 0.603

conservative(보수적인) 0.490

Factor3
Rational and

realistic

reasonable(합리적인) 0.694

2.12 9.62 0.639realistic(현실적인) 0.671

comfort(편안한) 0.633

Factor4
Modest and

ordinary

modest(수수한) 0.811
2.07 9.42 0.772

ordinary(평범한) 0.768

<Table 6> Men’s Self-Image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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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중심으로 한 액티브아웃도어를 중심으로 한 의

류 아이템으로 시대감각이 상대적으로 반영된 세련

된 캐주얼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다.

선호 패션액세서리는 일상적 업무에서 플레인 토

와 몽크 스트랩, 가죽 벨트, 브리프 케이스, 체크 문

양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

고, 백 팩과 런닝화의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 윙 팁

의 소피스티케이트, 버클형 메신저백의 시크모던, 스

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모던,

옥스퍼드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났다. 공식

행사에서는 모든 자기이미지 추구에서 동일하게 플

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 체크문양의 타이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런닝화의 액티브아

웃도어,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모던,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났고, 클래식한 이미지의

패션액세서리를 선호하고 있다. 경조사 및 관례적 행

사에서는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의 정장 구두, 가

죽 벨트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

고, 런닝화의 액티브아웃도어, 스니커즈의 어반캐주

얼,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모던, 옥스퍼드 화의 베

이식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적만남에서는 런닝

화, 백 팩, 야구모자, 아미캡을 중심으로 한 액티브아

웃도어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플레인 토와 가죽 벨

트의 클래식, 윙 팁의 소피스티케이트,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이 나타났다.

선호 패션색채에서는 일상적 업무에서 어두운 PB

<Fig. 78> The Characteristic of Preferred Fashion Style and Tone for ‘Urban Refinement

– Sensitive Appeal’ based on Charming and Romantic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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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과 G색상을 중심으로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

며, 공식행사에서는 strong, dark 색조의 PB색상과

grayish 색조의 GY색상, 저명도의 무채색과 검정색

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경조

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는 strong, dull, dark 색조의

PB색상과 light색조의 B색상, 저명도의 무채색과 검

정색을 중심으로 하여 격식에 맞고 무채색과 B색상

의 깨끗한 색채이미지를 선호하며, 사적만남에서는

PB색상과 BK를 R, YR계열의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매력적인 색상과 함께 조화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하면 보수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세련된 감

각과 부드러운 매력을 추구하므로 패션관여상황으로

제시한 공적 상황-복합 상황을 기준으로 도시적 세

련-매력적 감성 지향의 특성을 보인다.

다음의 <Fig. 79>와 같이 지성적 품위추구의 대표

그룹은 차분하면서 품위 있는 자기이미지를 추구하

고 있으며, 일상적 업무에서 선호 의류 아이템은 클

래식한 이미지로는 드레스셔츠와 수트 재킷, 수트 팬

츠와 같은 정장 수트를 선호하였다. 소피스티케이트

의 터틀넥 가디건, 유행 감각이 있는 기능성 소재 점

퍼를 다른 아이템들과 섞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품위 있는 지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행사에

서는 수트 재킷과 코트, 드레스셔츠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한다.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

서는 수트 재킷과 코트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과 소

재 변형이 특징인 재킷과 트렌치코트를 중심으로 한

소피스티케이트, 민무늬의 캐주얼셔츠의 베이식캐주

얼, 복고적이고 단정한 이미지의 체크 재킷의 모즈모

던, 모던한 디자인의 칼라 변형의 코트의 시크모던도

나타났다.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의 지성적

품위추구 또한 매력적 낭만추구에서 선호하였던 기

본 가디건을 제외한 패션스타일이 유사하였다는 점

에서 분위기 있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다.

지인과의 사적만남에서는 민무늬의 캐주얼셔츠와 기

본 가디건과 기본 스웨터, 캐주얼팬츠를 중심으로 한

베이식캐주얼과 후드 티셔츠와 데님팬츠, 카고팬츠의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생을

연상시키는 지적이면서 캐주얼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일상적 업무의 선호 패션액세서리는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의 정장 구두, 가죽 벨트, 브리프 케이스,

체크 문양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런

닝화와 백 팩의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 옥스퍼드 화

와 숄더백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 윙 팁의 소피스티

케이트 이미지, 메신저백의 시크모던 이미지가 나타

났다. 공식행사에서는 모든 자기이미지 추구가 동일

하게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 체크문양의 타이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런닝화

의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

모던 이미지,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정하면서 클래식한 이미지의

패션액세서리를 선호하고 있었다.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는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의 정장 구두,

체크 문양의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선호되었

고, 특히 넥타이에서 클래식, 소피스티케이트, 모즈모

던 이미지의 다양한 패션이미지를 선호하고 있었다.

사적인 만남에서는 런닝화, 야구모자, 힙 색을 중심

으로 한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와 플레인 토와 가죽

벨트, 체크 문양의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

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윙 팁의 소피스티케이트, 스

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스트라이프 문양의 타이의 모즈모던 이미지도 나타

났다.

선호 패션색채로 일상적 업무에서는 가장 단조로

운 선호색의 분포를 보였으며 PB색상과 검정색의 보

수적인 색채 이미지를 보이며, 공식행사에서는 어두

운 톤의 색상들로 다소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를 보

이고 있으며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도 무채색과

B색상의 격식에 맞는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의 사적만남에서 bright색조의 Y색상과 soft

색조의 G색상의 경쾌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

를 종합하면 상황에 맞는 격식에 맞는 안정감과 지

적인 이미지의 젊은 감각을 추구하므로 패션관여상

황의 공적 상황-복합 상황을 기준으로 안정적 품위-

지적인 젊음 지향의 특성을 보인다.

다음의 <Fig. 80>와 같이 합리적 현실추구의 대표

그룹은 편안하면서 합리적인 자기이미지를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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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호 의류 아이템에 있어서 일상적 업무상황의

합리적 현실추구의 경우, 수트 재킷과 드레스셔츠를

선호하며 모즈모던 이미지의 깅엄체크 셔츠, 베이식

캐주얼셔츠, 유행 감각이 있는 라운드 넥의 티셔츠와

기능성 소재 점퍼 등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

이식하면서 실용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 공식행사에

서는 수트 재킷과 코트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한 이

미지와 소재 변형이 특징인 재킷과 트렌치코트를 중

심으로 한 소피스티케이트 이미지, 복고적이고 단정

한 이미지의 체크 재킷의 모즈모던 이미지도 선호하

였으며 가장 단조로운 의류 아이템 선호를 보였다.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는 수트 재킷과 코트, 수

트 팬츠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한 이미지가 가장 많

이 나타났고, 소재 변형이 특징인 재킷의 소피스티케

이트 이미지, 복고적이고 단정한 이미지의 체크 재킷

의 모즈모던 이미지, 민무늬 캐주얼셔츠의 베이식캐

주얼 이미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식에

맞춘 합리적인 클래식 이미지가 특징이다. 사적만남

에서는 후드 점퍼와 후드 티셔츠, 데님팬츠의 액티브

아웃도어 이미지와 기능성 소재의 점퍼와 패치포켓

재킷, 티셔츠를 중심으로 한 어반캐주얼 이미지를 중

심으로 활동적인 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났다.

선호 패션액세서리로는 일상적 업무에서는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 가죽 벨트, 브리프 케이스, 체크

문양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런닝화와 백 팩의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와 윙

팁과 메신저 백의 소피스티케이트 이미지, 메신저백

의 시크모던 이미지,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모던 이

<Fig. 79> The Characteristic of Preferred Fashion Style and Tone for ‘Stable

Elegance – Intelligent Youth’ based on Intelligent and Classy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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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이미지,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도 나타났다. 공식행사에서는 플

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 체크문양의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런닝화의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모던 이미지, 옥스퍼

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정하면서 클래식한 이미지의 패션액세서리를 선호

하고 있다.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는 플레인 토

와 몽크 스트랩, 가죽 벨트의 클래식 이미지, 그 다

음으로 윙 팁 정장구두의 소피스티케이트, 런닝화의

액티브아웃도어,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스트라이프

문양의 타이의 모즈모던,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

얼이 나타났다. 사적만남에서는 런닝화, 아미캡, 백

팩, 야구모자, 힙 색을 중심으로 한 액티브아웃도어

이미지의 패션액세서리가 가장 많았고, 윙 팁의 소피

스티케이트 이미지,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이미지,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로 가장 적은 종

류의 패션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단조로운 패션이미지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패션색채로 일상적 업무에서는 PB색상과

light색조의 B색상, G색상 그리고 무채색과 검정색을

중심으로 어둡고 탁하고 연한 색조로 편안한 이미지

를 보이고 있다. 공식행사에서는 다른 자기이미지 추

구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톤의 색상들로 다소 무겁고

<Fig. 80> The Characteristic of Preferred Fashion Style and Tone for ‘Rational Practicality

– Comfortable Activity’ based on Rational and Realistic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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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도 무채색과 B색상의 격식에 맞는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인과의 사적만남에서

vivid색조의 R색상과 pale색조의 Y색상과 GY색상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의 색채 이미지를 보이

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상황에 맞게 실용

적이면서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패션관여상황의 공적 상황-복합 상황을 기준

으로 합리적 실용-편안한 활동 지향의 특성을 보인다.

다음의 <Fig. 81>과 같이 수수한 평범추구의 대표

그룹은 무난하면서 평범한 자기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선호 의류 아이템으로 일상적 업무 상황에서

가장 적은 종류의 의류 아이템을 선호하였으며 클래

식한 이미지에서 수트 재킷과 드레스셔츠를 선호하

였으며, 캐주얼한 셔츠와 캐주얼팬츠, 복고적이고 단

정한 모즈모던 이미지의 깅엄체크 셔츠 등 다른 자

기이미지 추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의류 아

이템을 선호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무난하고 평범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행사에서는 클래식이 가

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소피스티케이트, 모즈모던 이

미지도 나타났으며 격식을 갖춘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 수트

<Fig. 81> The Characteristic of Preferred Fashion Style and Tone for ‘Ordinary Modesty

– Plain Simplicity’ based on Modest and Ordinary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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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과 코트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고, 소재 변형이 특징인 재킷의 소피스티케이

트, 복고적이고 단정한 이미지의 체크 재킷의 모즈모

던, 기능성 소재 점퍼의 어반캐주얼도 선호하였다.

수수한 평범 추구의 경우, 다른 자기이미지 추구와

유사하게 클래식 이미지와 소피스티케이트, 모즈모던

이미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어반캐주얼 기능성

소재 점퍼도 함께 착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기이미

지 추구보다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세미 캐주얼 이미

지가 특징이다. 사적만남에서는 후드 점퍼와 데님팬

츠를 중심으로 한 액티브아웃도어와 깅엄체크 셔츠

와 체크 재킷의 모즈모던, 기본 스웨터와 민무늬 캐

주얼셔츠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선호 패션액세서리로 일상적 업무 상황에서는 플

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의 정장 구두, 가죽 벨트, 브

리프 케이스, 체크 문양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

장 많이 나타났고, 윙 팁과 메신저 백의 소피스티케

이트, 런닝화와 백 팩의 액티브아웃도어의 이미지,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클래식하면서 활동하기 편안

이미지의 패션액세서리를 선호하고 있다. 공식행사에

서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 체크문양의 타이를 중

심으로 한 클래식이 가장 높았으며, 런닝화의 액티브

아웃도어, 스트라이프 타이의 모즈모던, 옥스퍼드 화

의 베이식캐주얼을 선호하였다. 경조사 및 관례적 행

사에서도 플레인 토와 몽크 스트랩, 가죽 벨트, 체크

문양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를 선호했으며, 윙 팁의

소피스티케이트,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런닝화의

액티브아웃도어, 스트라이프 문양 넥타이의 모즈모던,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로 편안하면서도 무난한

패션액세서리를 활용하고 있다. 사적만남에서는 런닝

화, 아미캡, 힙 색을 중심으로 한 액티브아웃도어와

플레인 토와 가죽 벨트, 체크 문양의 타이의 클래식

이미지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윙팁의 소피

스티케이트 이미지, 스니커즈의 어반캐주얼 이미지,

옥스퍼드 화의 베이식캐주얼 이미지도 나타났다.

선호 패션색채로 일상적 업무에서는 strong, light

grayish, dull, dark색조의 PB색상과 grayish색조의

GY색상과 dark grayish색조의 R색상을 선호하며 무

채색과 어두운 PB와 grayish색조를 중심으로 수수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행사에서는 다른 자기이

미지 추구와 유사하게 어두운 톤의 색상들로 다소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에서도 무채색과 B색상의 격식에 맞는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인과의 사적만

남에서 bright, pale색조의 Y색상, GY색상과 light

grayish색조의 PB색상을 중심으로 수수하고 무난한

색상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를 종합하면 평범하

면서 다른 사람보다 튀지 않고 수수한 스타일을 선

호하므로 패션관여상황으로 제시한 공적 상황-복합

상황을 기준으로 평범한 겸손-수수한 검소 지향의

특성을 보인다.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주요한 소비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30~40대 남성의 자기이미지와 선호 패션스타일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생활영역과 자기이미지, 패

션에서의 상황에 대한 연구의 틀을 구성하여 패션관

여상황별 자기이미지 추구에 따른 선호 패션스타일

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문헌연구와 예비조사 결과, 사회적 관계에

의한 패션에서의 상황을 공적 상황의 공식행사, 공적

상황의 일상적 업무, 복합 상황의 지인의 경조사 및

관례적 행사, 복합 상황의 지인과의 사적만남으로 도

출하였다. 이러한 패션관여상황 분석틀을 토대로 조

사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기이미지는 매력적 낭만추

구, 지성적 품위추구, 합리적 현실추구, 수수한 평범

추구로 도출되었고 자기이미지 추구에 따른 상황별

선호 의류 아이템과 액세서리, 색채를 분석하여 선호

패션스타일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시적 세련-매력적

감성 지향의 자기이미지는 매력적 낭만추구이며, 패

션스타일에 있어서 공적영역에서 클래식하면서 세련

된 감각을 추구하며 사적영역에서는 부드러운 매력

을 추구하며, 안정적 품위-지적인 젊음 지향의 자기

이미지 추구는 지성적 품위추구이며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공적영역에서 격식에 맞는 안정감과 지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며 사적영역에서 지성미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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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이고 젊은 감각을 추구한다. 합리적 실용-편안

한 활동 지향의 자기이미지는 합리적 현실추구이며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공적영역에서는 합리적이고 실

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며 사적영역에서는 편안하면

서 활동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 평범한 겸손-수수한

검소 지향의 자기이미지는 수수한 평범추구이며 패

션스타일에 있어서 공적영역에서 평범하면서 튀지

않고 겸손한 이미지를, 사적영역에서는 수수하고 검

소한 이미지를 선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면, 첫째, 30-40대

남성은 패션관여상황별로 본연의 개성 표현보다는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겠다.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

에 합리적, 실용적, 보수적 패션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추구하는 자기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스타일을 상

황에 따라 두 가지 내외의 특징적인 패션액세서리와

색채를 섞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면서도 다양

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기능의 패션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베이식한 캐주얼셔츠

와 캐주얼팬츠, 라운드넥 티셔츠 등은 공식행사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일상의 패션관여상황에서 선호되

었고 옥스퍼드 화나 플레인 토, 스니커즈 등은 모든

상황에서 선호되었으므로 상황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30~40대 남성이 자기이미지별로 선호 의류

아이템, 액세서리의 패션이미지가 크게 다르게 나타

나지 않는 점은 표현하고 싶은 자기이미지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실제

30~40대 남성들의 패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남성들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인이 갖고 있

는 아주 적은 수의 의류 아이템으로 다양한 스타일

을 표현할 수 있는 남성 패션스타일링 및 패션컨설

팅 개발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상황이라는 소비자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보다 남성의 현실에 맞

게 체계화하고 세분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

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도 상황에 대한 분석의 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근 남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콘셉트 숍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패션산업의 남성복 브랜드 타겟 상

황에 맞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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