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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shion culture of 20-30s working women through clothing norm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A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along with qualitativ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omestic working environment and fashion culture such as lifestyle and consumer

culture characteristics of 20-30s working women. The results were: First, it showed that the increased num-

ber of members having various inclinations caused subcultures through an increas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transition to a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in domestic work places that changed into a

business casual that recognized employees' autonomy and diversity. Second, in the working place, clothing

norms coexist as stipulated by statutes, company rules, and official documents as well as others implied by

experiences of sanction against members. Workplace closing norms are classified into norms of exposure

that draw attention to clothes and casual clothes. Third, it showed that factors pressuring clothing norms are

classified as external pressures and by spontaneous self-censorship that cause conflict and confusion with

working women's fash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essure. Two kinds of pressure by others (or types of

departments and members) were observed.

Key words: Clothing norm, 20 · 30s working women, Work place fashion culture, Normative conflict; 복

식규범, 20 · 30대 직장 여성, 직장 패션문화, 규범갈등

I. 서 론

2000년대 이후 20 · 30대의 젊은 여성은 소비와 문화

의 주체로 떠올랐으며,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개성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패션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

다. 또한 이들은 최근 취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사회구

성원이 되었고, 구매력의 증가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s

현대 사회의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의 다양성과 개성

을 존중하여 출근 복장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하였지

만, 기존 직장 인력에 의해 경직된 복식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취업포털 인크

루트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사내 복장규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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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48.8%가 자사에 복장

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고 하였고, 직장인의 39.8%

는 상사에게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 복장에 대해 지적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ang, 2012).

직장 여성은 남성의 수트와 같은 특정한 비즈니스 유

니폼이 없으므로 직장 패션에 있어 넓은 다양성과 끊임

없는 변화를 가진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Rabolt & Drake,

1985). 직장 여성의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

로 진행되었으며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직장

여성의 의복에 대한 시각적인 상징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직

장은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직

장 내 규범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며, 한 개인

에게 개성과 동조가 양면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여성을 유형화하고 양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가 주로 이루어져 직장 여성의 패션을 맥락에서 이해하

려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직장 내 복

식규범과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갈등을 경험하는 20 ·

30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복식규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추후 20 · 30대 직장 여성의 직장 내 패

션문화 형성을 규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

행되었다.

II. 직장 여성의 특성과 패션

1. 20 · 3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현대 사회의 20대 중반~30대 초반 직장 여성들은 1980년

대 전후에 태어나 1990년대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

며 부모님의 상승된 생활수준을 바탕으로 소비문화의 혜

택을 받았고, 핵가족으로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들으며

자라났다.

20대 연령층에서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남성의 62.6%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

으며(Statistics Korea, 2012), 이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

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에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이중 여성 대졸청년취업자 집단에서는

특히 전문가의 수적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여

성 청년층의 진출이 비교적 고위직종으로 집중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07).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이들의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으로 변화하여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의 경우 ‘결혼에 이른 나이’와 ‘자기

계발’ 등의 응답을 하였고, 30대 초반의 여성은 ‘상대방

에게 구속되기 싫어서’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Nam et al., 2011). 이는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미혼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 · 30대 여성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법을 살펴

보면 TV와 DVD 시청, 사교활동, 문화예술 관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20 · 30대 미혼 여성 직장인은

취미 및 문화활동과 관람 및 감상활동을 주된 여가생활

로 즐기고 있었다(Gu, 2006).

이처럼 20 · 30대 여성은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경제

력을 바탕으로 일과 소비에 있어 적극적이며 자신을 우

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여가를 즐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의 주체로서 관

심을 받게 하여 패션소비시장에서도 이들을 주목하고

있다.

2. 20 · 30대 직장 여성의 패션소비문화와 개성추구

현대 소비사회에서 최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

비자는 경제력이 있는 싱글여성이다. 결혼한 여성과 달

리 싱글여성 소비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유행을 따를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패션, 음식, 레

저산업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Lee et al., 2010). 또한

미혼 직장 여성은 개성화된 자기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패션지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유행과 패션에 적극성을

보이며 자기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Kim, 2010).

신세대 소비문화의 두드러지는 특성인 육체와 외모

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직장 여성에게도 패션은 매우 중

요한 소비요소이다. 20 · 30대의 직장 여성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복비의 지출이 많고,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

을 빨리 받아들이고 고가의 옷을 선호하며(Choi, 2003),

매일 입고 나가는 옷이나 소품, 그리고 매일하는 화장 등

‘외모를 위한 소비’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Mo,

2007). 국내 대기업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경우, 사내 복

장규정이 까다롭고, 특히 여성의 복장에 대한 간섭이 많

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를 많이 하며, 직장 여성이라

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소비를 한다(Kim, 2010). 그

러나 유행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소비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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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의복을 구매하는 모순되는 소비행동을 보여

(Kim, 2010), 이 연령대의 직장 여성들에게 유행을 따르

는 동조적 모습과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비동조적 모습

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as cited in Kim & Cho, 1988)에 의하면 직장 여성

들은 직장 의복선택 시에 동조성은 낮은 반면, 경제성,

정숙성, 실용성, 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성에 맞고,

나에게 어울리는 자기지향성 측면과 디자인, 색상과 같

은 외관추구성 측면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 Koo, 1989).

20 · 30대 직장 여성 또한 개성과 조화성이 가장 중요한

직장 의복선택 요인으로 나타나 상표지향이나 타인권유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다(Chung, 2000). 또한 직장 여

성 중에서 연령이 적은 집단이 연령이 많은 집단에 비해

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Park, 2007) 젊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 패션에 있어 개성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Lee(2010)의 연구

에서도 20 · 30대의 미혼 직장 여성은 과시적, 심미적 성

향이 높고 의복에 있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여 패

션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시대의 흐

름과 상관없이 직장 여성에게 개성을 통한 패션스타일

의 표현은 중요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20 · 30대 직장 여성의 패션소비

문화를 고찰한 결과, 외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직장 여

성들에게 패션은 중요한 소비문화이며, 직장 여성 중에

서도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며, 고학력일수록 직장 내 패

션을 표현하는데 있어 개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국내의 직장 환경과 패션문화, 20 · 30대 직장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과 소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면

접법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는 직장 내 복식

규범과 개성추구 행동, 패션준거집단과 소비성향에 대

해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

는 패션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에 좋은 연구방법이나,

만들어진 결과가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John-

son & Onwuegbuzie, 2004). 이를 보완하고 심층 면접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013년 5월 포커스 그룹 인터뷰,

8~9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직장은 20대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 관한 신문기사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3곳 등 6개의 직장이 선

정되었다. 대기업에서는 패션규범에 차이가 있을 것이

라 기대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IT, 식품, 뷰티 분야

를 선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둘째, 직장 내 패션 관련 규범에 의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셋째,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지

3년 이내인 젊은 직장 여성을 기준으로 하여 12명의 면

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20대 중반 이상 30대 초

반 이하의 여성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며, 대졸의 학력을

가진 미혼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20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대

상자의 직장이나 직장 근처 커피숍 또는 식당에서 이루

어졌다. 1대 1로 진행되거나 2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전에 선행연구와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와 일관된 범주를 가진 반구

조적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나, 인터뷰의 진행 상황과 참

여 인원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심도 등을 유연하게 조절

하였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하에 녹

음을 하고 신뢰도 있는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녹음된

내용을 면접 당일 면접자의 표현방법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의 신뢰성을 면접자에게 직접 확인하

였다. 면접 후 필요에 따라 추가면접을 실행하거나 이

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

다. 또한 패션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면

접대상자의 착장 사진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주

된 분석방법으로는 자료 전체에 일관된 지표체계를 부

여하는 횡단적 지표화(cross-sectional index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면접내용을 직접 필사한 후, 진술

된 자료에 ‘패션규범’, ‘선호 스타일’, ‘정보원’ 등의 지

표를 부여하여 구분한 후, 분리된 텍스트가 놓인 맥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구체화하고 범주화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조화하면서 지표들의 연결고리를 정교화하고자 노

력하였다. 연구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

과정에서 의류학 전문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3인에

게 필사내용, 지표 부여, 주제별 구체화와 범주화를 동

일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3인 모두 연구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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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직장 여성의 패션은 개성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둘째, 직장 내에는

명문화된 복식규범 외에도 암시적 복식규범이 존재할

것이다.

IV. 직장 내 복식규범과 갈등

1. 직장 내 복식규범

Freeburg and Workman(2010)에 의하면 의복규범은 종

종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적인 느낌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의복규범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

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쇄물 자료의 내용분석

을 통해 규범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 둘째, 옷과 관련된

행동의 제재를 관찰하는 것, 셋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노력을 관찰하는 것, 마지막으로 의복과

관련된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공개된

보고서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각 직장

의 사규와 공개된 게시물을 통해 명문화된 복식규범을

확인하고,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옷과 관련된 행동의 제

재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직장 여

성들의 노력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암시된 복식규범

을 확인하였다.

1) 명문화된 복식규범

학교,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3곳의 면접대상자를

통해 패션과 관련된 문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모

든 직장에 사규 및 법령, 공문 등의 유형으로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문화된 복식규범은 직장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공

기업과 대기업들은 학교와 국가기관에 비해 구체적인

복식규범을 명시하고 있었다. 학교와 국가기관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

한 복장을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Ministry of

Environment(2013)는 리플릿 형식으로 여름철 드레스코

드 가이드를 제안하고 있었다. 공기업은 사규에 패션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하절기마다 간소

화 복장에 대한 공지사항이 게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권장하는 옷차림과 금기하는 옷차림을 사규

와 공문을 통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편이었다. 대

기업 A의 경우 사규에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하절

기 복장가이드가 전달되었다. 대기업 B도 사규에 의해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해야 하며, 신입사원 교육 시 비

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사내 채널방송을 통해 일주일에 3회씩 5분 분량

의 복장문화에 대한 캠페인이 방송되고 있었다. 대기업

C는 기업의 이미지와 비즈니스 캐주얼을 합한「○○○

Style Look」이라는 복장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직장 내 명문화된 복식규범을 살펴보면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 ‘개인의 개성과 체형을 고려

한 복장’, ‘노출이 심한 옷’ 등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

로 직장 여성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치마 길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길이가 몇 센치다’ 이런 건

없는데요. 근데 모르겠어. 이거는 ‘과도한 노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게만 써져있거든요.” (정소원, 26세, 대

기업 C/사원)

이처럼 한 집단에서의 규범은 법률이나 규칙과 같이

문서로써 존재하지만 구성원들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완벽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동시에 규정이

있다하여도 구성원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차

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비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여

성들의 62.5%가 ‘명문화된 규범 외에도 패션에 대한 암

시적인 규제나 제약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명

문화된 복식규범 외에 직장 내에 내재되고 구성원들의

언행에 의해 암시되는 구체적이며 추가적인 복식규범을

심층 면접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암시된(implicit) 복식규범

암시된 복식규범은 심층 면접 시 면접참여자와 주변

직원들의 옷차림과 관련된 제재와 경험에 의해 확인될

수 있었다. 면접내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옷차림’을 키

워드로 삼아 제재를 당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암시된 복

식규범들을 정리하였다.

암시된 복식규범은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얼마나 구체

적인지에 따라 직장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와 국가

기관은 법령과 공문의 내용이 공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자세하지 않기에 다른 직장에서 이미 명문화된 복식규

범이 암시된 복식규범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의 명문화된 규범인 노출이 심하거나 타이트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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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와 국가기관에서는 암시된 규범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대기업 B, 대기업 C는 직장 내에서 부서별로

암시된 규범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공기업의 명문화

된 규범에서는 야상이나 운동화와 같은 캐주얼한 복장

을 제한하는 문구는 없었지만, 인력자원부서의 사원은

캐주얼한 복장이 금지되는 옷차림이라고 하였고, 이와

반대로 사업지원부서의 사원은 편한 점퍼와 캐주얼한

복장을 즐긴다고 말하였다. 이는 인력자원부서에는 캐

주얼한 복장을 착용하는 구성원이 없으나, 사업지원부

서에 근무하는 사원의 주변에는 청바지와 운동화 등을

편하게 착용하는 구성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었다.

“제 주변에는 그냥 점퍼 같은 거는 입으세요. 제가 보기에도

관리부서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희는 좀 있어요. 그냥 편한

점퍼는 저도 입어요. 청바지도 상관없이 입고. 보통 금요일에 대

부분 편하게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머지 요일에도 편하

게 운동화도 신고, 청바지도 입고, 티 입고...” (강연주, 25세 & 나

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저희는 평상시에는 거의 신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쪽이 좀

더 보수적이에요. 저는 캐주얼 데이여도 비슷하게 입고요.” (강연

주, 25세 &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대기업 C에서 마케팅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인사부

서에 근무하는 사원과는 달리 암시된 복식규범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며, 패션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인사부서와는 다르게 마케팅부서의 구성원들이

후드티와 핫팬츠 등의 명문화된 복식규범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남자 부서장이 한 쪽 귀에 귀걸이를 하는 등 직장

내에서 파격적일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

다. 또한 뷰티 분야라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화려한 매

니큐어와 밝은 염색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염색을 만드는 회사여서 그런지... 빨간 머리도 있고,

뭐 요즘 트렌드가 노란 머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밝은 오렌지도 많

이 하고, 완전 금발도 봤어요. 상무님이 남자분이신데도 귀걸이하

고 다니시거든요. 한쪽 귀에...” (김정윤, 27세, 대기업 C/사원)

암시된 복식규범은 무형의 것이기에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자신이 속한 부서, 즉 하위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집단 내의 구성원을 참고하여 눈치껏, 알

아서 조심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 면접대상자의 응답을 통한 자세한 암시된 복식규

범의 내용은 다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3) 한국 직장 내 복식규범에 대한 종합적 논의

패션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범과 암시된 규범을 확인

하고 분석한 결과,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정숙성’이

었다. 이는 성적 과시, 노출, 혐오감이나 수치심, 화려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수함

을 감추거나 타인의 관심을 끄는 것을 스스로 삼가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점잖고 예의 바르고 허세 부리지 않으

며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의복착용

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것을 의미한다(Lee, 2007). 이

를 중심으로 ‘노출’과 ‘시선을 끄는 행동’ 두 가지의 하

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비즈니스 캐주얼과 캐주

얼 데이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

한’ 규범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노출에 대한 규범

신체 노출은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켜 정숙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직장 내에서 노출에 대한

규범은 상하의에 국한되지 않고 나타났으며 특히, 하의

의 길이에 대한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상의에서 나타난 노출에 대한 규범은 민소매, 깊은 네

크라인, 시스루룩(see-through look)이나 속옷이 비치는

것, 몸에 딱 붙는 티셔츠나 원피스 등이 있었다. 특히 민

소매는 여름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장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복식규범이었다.

“너무 더워도 민소매는 입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셨던 거 같아

요. 다른 선생님들이... 오히려 부서장님은 남자분이어서 터치를

잘 못하시고 ‘수연씨 민소매 입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주

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적용되는 환경부의『쿨맵시 드

레스코드 가이드북』(Ministry of Environment, 2013)에

의하면 민소매 스타일의 블라우스와 원피스를 착용한

예시를 볼 수 있어, 여름철 직장 여성들에게 착용 가능

한 옷차림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면접결과 실제 직장

에서는 착용이 불가하여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형식적

으로 존재하며, 암시된 복식규범이 명문화된 규범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의와 관련된 노출에 대한 규범은 거의 모든 직장

여성들에게 치마 길이에 대한 제재의 경험과 더불어 나

타났다. 명문화된 복식규범에서 치마 길이에 대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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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명시한 직장은 없었기에, 치마 길이는 암시된 복

식규범에 의해 각 직장과 부서마다 다양한 기준을 나타

내었다. 학교와 국가기관과 같은 공무원 조직은 무릎 위

길이나, 쇼트 길이로 엄격하였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공무원 조직보다 유연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부서에

따라 허용되는 치마 길이의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사

례를 통해 짧은 치마는 남성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여겨져 직장 내에서 기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길이는 허벅지 중간인거 같아요.

허벅지 중간 이상의 길이는 아예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

도 너무 짧다고... 특히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눈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거 같아

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하의 길이는 직장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

며 ‘짧다’라는 기준은 모호하기에 복식규범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직장 여성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주고 있었다.

하의 길이에 대한 규범은 같은 옷을 두고 누가 지적을

하느냐, 누가 착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직

장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적되는 경험에 의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그 연세의 분들이 각자 판단하는 길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

니깐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분이 얘기하

실 수도 있거든요. 입사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되게 그런 거에 신

경이 쓰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소수의,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회사 분위기를 보면 이 정도는 많은 사

람들이 수용할 만하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다니고 있어요.”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2)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

직장 내에서 다르거나 특이한 옷차림은 구성원들에

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제재를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

었다.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패션에 대한 제재의 경험

을 서술할 때, ‘튄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이를

‘눈이 따라가는 것’, ‘그냥 시선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의 교사는 학생들 눈에 띄지 않게 복장

을 착용하고, 옷을 특이하게 입지 말라는 제재를 받아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니깐 뭐 학생들한테 눈에 띄지 않게 조신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평소에도 이제 옷을 특이하게 입고 온

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이상

하잖아요. 규범은 없고, 그냥 눈에 튀면 지적하고...” (조유진, 27세,

학교/교사)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은 눈에 띄는 색상이

나 디자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노출과는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원색이거나 패턴

이 많은 옷차림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대기업 B의

사원은 단정한 디자인의 스커트 색상이 핫핑크라는 이

유로 제재를 당하였다.

“처음에는 많이 혼났어요. 길이는 괜찮은데 핫핑크 치마를 입

고 왔어요. 여름에. 근데 이게 뭐냐 놀러가냐 이래가지고 그때 돌

려서. 길이랑 상관없이 색깔이 튀거나, 디자인이 튀거나 이러면

안돼요.” (이다혜, 28세, 대기업 B/사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많은 직장은 직원의 개성을 중

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튀는 것은 불가’하다는 직장 구

성원들의 응답을 통해 정작 남들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

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남들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

려는 경향은 직장 내의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

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범

직원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

들기 위해 실행된 비즈니스 캐주얼과 캐주얼 데이의 영

향으로 직장 패션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으며, 커리어

우먼들은 세미캐주얼 스타일을 즐겨 입으며 착용 시의

편안함 때문에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

다(Choi & Jung, 2004). 그러나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제를 느끼

고 있었다.

상의에서는 야상, 헐렁하고 프린트가 그려진 티셔츠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정장만을 착용

해 오던 기성세대들에 의해 단정하지 않고 직장에 적합

하지 않은 옷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야상을 싫어하시는 과장님들이 참 많아요. 거적떼기, 푸대자

루 등등 이런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도 야상은 있는데,

입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그런 걸 싫어하면 메일을 뿌

리세요.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센터에 쫙 뿌리세요. 그래서 단정한

복장을 공무원에 맞는 옷차림을 해라. 너무 캐주얼하게 입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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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더라고요.” (김연아, 32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허용되는 청바지의 착용이 불가

한 직장도 있었다. 학교, 국가기관, 대기업 A, B, C 모두

찢어진 청바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바지에 대한 명문

화된 규범은 없었으나 국가기관, 대기업 B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암시된 규범에 의해 청바지를 착용할 수 없

었다. 대기업 B의 직장 여성은 직장 내 구성원들이 거의

바지를 착용하지 않으며, 캐주얼 데이가 없기에 청바지

를 입을 수 없다고 하였다.

대기업 A는 ‘비즈니스 캐주얼’이 명문화되어 있기에

청바지를 착용하는 구성원들이 있지만, 청바지의 색상

과 워싱 정도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였다.

워싱이 많이 들어간 청바지는 안 되지만, 다리의 굴곡

을 드러내어 금기시 될 것 같은 스키니는 진한 색상이

면 가능하여 불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청바지는 코디되는 아이템에 따라 허가되는 범위가 달

라졌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청바지와 운동화를 함께

착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니깐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색이고 좀 진한 색이면 괜찮은데, 막 워싱이 들어가서 너무 캐

주얼한 느낌이 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구요. 근데 스키니는 또 괜

찮아요. 되게 알 수 없죠.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에요. 운동화는 상

관없는데 그걸 워싱 있는 너무 캐주얼한 청바지랑 입으면 안되

고...” (진지희, 27세, 대기업 A/사원)

Maysonave(1999)는 여성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슬림

한 청바지는 테일러드 재킷, 가죽 신발, 스타킹이나 양

말과 함께 착용해야 하며 티셔츠와는 함께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장 여성들은 비즈

니스 캐주얼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캐주얼한 옷을 격식에 맞게 착용해야 하는

비즈니스 캐주얼의 특성 때문에 ‘캐주얼’한 패션아이템

은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변성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교육받는데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이 뭐지? 이러면서 막 먼저 취직한 애들한

테 물어봤어요. ‘야 비즈니스 캐주얼이 뭐야 어떻게 입어야 돼?’

근데 애들도 막 정확하게는 모르더라고요.” (김민지, 26세, 대기

업 C/사원)

직장 내 다양한 범주의 복식규범에서 직장 여성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복식규범은 노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은 완화되었고, 연구의 대상인 20 · 30대 직장 여성은 직

장 내 다른 연령대의 구성원에 비해 노출에 관대해진 사

회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직장 여성들이 복식

규범에서 갖는 노출에 대한 불만은 직장 여성이 의복을

선택할 때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정숙성을 중시한다

(Park, 2007)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노출과 관련된 규범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금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20대가 40대 이상보

다 짧은 치마 길이를 적합하다고 보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긴 치마 길이를 제시한다(Kim, 1995)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통념

에서 일반적인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신세대’의

성향을 젊은 직장 여성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면접을 종합하여 각 직장에 존재하는 복식규범

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나, 복식규범

은 앞에서 논의된 사례들처럼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며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명문화된 복식규범에서 보이

는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과 암시된 복식규범에서 나타

난 가변성은 직장 여성들에게 패션스타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2. 압박 요인과 갈등

1) 타인으로부터의 압박

(1) 부서별 특성에 의한 영향

직장 내에는 다양한 하위 조직과 부서가 존재하기에

같은 직장일지라도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복식규범이

압박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이 적용

되는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암시된 규범이 존재하기에 허용되는 옷차림에 있어 차

이가 있었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도 같은 직장 내

에서도 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본인

이 위치한 사무실은 임원실과 가까워 복식규범이 좀 더

보수적이고 강하게 작용하며, 임원실에서 멀어질수록

옷차림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층별로도 좀 달라요. 임원들 옆에 부서가 있으면 여긴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에 여름까지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어요. 높은데 계시는 분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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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층일수록 좀 더 자유로워져요.” (나정연, 28세, 공기업/

사원)

회사와 같이 특정한 부서가 없는 학교에서도 학년별

로 있는 교무실에 따라 규범의 압박 정도가 달라지는 현

상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부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압박의 강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

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은 교무실에 있었고,

그때는 여자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진짜 심한 청치마 미니스커트

그런 거 입고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어서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지

금 학교 상황이 젊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다가 우리끼

리만 같이 지내고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는 교무실 구성상... 내년에 또 어른들

이랑 지내면 더 신경을 써야죠.” (김수경, 28세, 학교/교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복식규범은 직장 여성

들이 속한 부서에 따라 압박되는 정도가 달라지며, 부서

내에서 형성된 암시된 규범이 명문화된 규범보다 구체

적이고 강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한 그 부서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의한 압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구성원 특성에 의한 영향: 간접적인 남성 상급자

및 직접적인 여성 상급자

Rabolt and Drake(1985)는 직장 여성에게 남성 상급자

가 가장 규범적인 영향력을 제공하였고, 여성 상급자, 동

료, 여자 친구가 그 뒤를 따랐다고 하였다. 심층 면접결

과에서도 복무규정이나 사규에 명시된 조항보다 직장

여성들에게 옷차림에 대해 가장 많은 지적이나 제제를

가하는 대상은 주로 관리자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이었

다. 그러나 직접적인 제제를 가하는 대상은 주로 여성 상

급자들이었으며, 남성 상급자들은 눈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등 간접적이면서 소극적인 제재

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 들어 대두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연관을 지어 이해할 수 있었다.

남성 상급자가 젊은 여직원에게 옷차림, 특히 노출과 관

련된 옷차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남자 상급자는 직접적인 제재에서 한 발자국 떨

어져 있게 되고, 주로 선배 여직원들이 젊은 여직원들에

게 직접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다음의 사례

들을 통해 남성 상급자와 여성 상급자의 제재에 대한 역

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장님도 직접적으로는 뭐라고 안하시는데, 예를 들어 제 동

기의 어떤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 반바지가 짧았어요. 여

름에.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여자애들이 바지가 짧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

기하고, 어떤 분들이 들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윗분들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돌려서

만 얘기하거나 그러죠.” (나정연, 28세, 공기업/사원)

“여자는 여자가, 남자는 남자가 뭐라고 하고요. 혼을 낸다기보

다는 ‘야 이거 짧다고 인사팀 지적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돌려

서 말씀하시죠.” (이보람, 28세, 대기업 B/사원)

그러나 직장 내에서 남성 상급자의 직접적인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성희

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남성 상급자의 직접적인 제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부서 내 60명의 구성원 중에

젊은 여직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

었다.

“제가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더

워서 한 2~3일을 민소매를 입고 갔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저를

유심히 보는 어떤 상무님이 계시는데, 제가 맨날 민소매를 입고

오니깐 그날은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안하고 팀장님한테, ‘야

김팀 넌 좋냐? 너 밑의 얘가 이렇게 입고 오는데 관리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같이 있는데 다 들리게... 이러니깐 팀장

님이 나가시면서 ‘벗고 싶어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예요. 순간 이건 성희롱인가. 진짜 그게 노출이 있는 옷이 아니었

거든요.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민소매를 안 입었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직장 내에서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상급자들에 의해

젊은 직장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한 압박은 한국 사회에

서 자주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갈등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

인다. 또한 직장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위계

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는 복식규범이 형성되고 적용

되는데 있어 상급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발적 압박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을 잘 알고 인지하기

에 패션아이템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발적인 압박을 가

하고 있었다. 주로 아침에 출근용 옷차림을 선택할 때

와 쇼핑을 할 때의 두 가지 상황에서 나타났다.

출근 준비를 하며 직장에 입을 옷을 선택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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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들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은 출근용 옷을 선택할 때 고민과

질문을 통한 자발적인 검열을 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시

도하기보다 항상 입던 직장에 적절한 스타일을 착용하

고 있었다.

“아침에는 솔직히 이걸 입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많죠, 사

실. 가죽 재킷 입고 가면 좀 그런가? 안에 너무 튀나? 이런 거 고

민도 되고... 살 때는 예뻐서 사기는 하는데... 결국 그래서 항상 있

는 거 기본만 입게 되고 색깔도 약간 검은색, 남색, 회색 위주로 입

게 되는 거 같고... 장롱 보니까요 다 검은색 옷에 검은색, 회색이

고...” (장수연, 28세, 국가기관/행정서기보)

새로 구매한 패션아이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직장

내 복식규범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충동구매를

했을 때 많이 나타났다. 직장 여성들은 쇼핑 시에는 자

신만의 미적 기준과 선호 스타일에 따라 의복을 구매하

지만 출근할 때에는 직장 내 복식규범을 강하게 의식하

고 있었다. 쇼핑 시에도 복식규범을 의식하는 직장 여

성들은 패션아이템을 구매하는데도 자발적 압박이 강

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냥 아이템 따라 사는 거 같아요. 그냥 보다가 길이가 맞다

싶으면 사고.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보

고 아 이 정도 길이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찾아요, 그날은...

보이면 사고 아니면 말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강연주, 25세,

공기업/사원)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을 인지하고 적절한

복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발적인 검열을 행하

고 있었다. 쇼핑에서도 직장에서 적절한 복장에 대한 기

준을 가지고 구매하며, 적정한 기준에 미치는 옷을 발견

하지 못했을 때는 구매를 포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압박

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V. 결과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종합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에는 법령, 사규, 공문에 의한 명문화된

복식규범과 구성원의 제재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암시

된 복식규범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직장 내 복식규범

은 노출에 대한 규범, 시선을 끄는 옷차림에 대한 규범,

캐주얼한 옷차림에 대한 규범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노

출에 대한 규범은 정숙성과 관련되어 직장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범이었다.

둘째, 직장 여성에게 복식규범을 압박하는 요인은 크

게 타인으로부터의 압박과 자발적 압박 등 두 가지로 분

류되어 나타났다. 먼저, 타인으로부터의 압박은 직장 내

부서별 특성과 구성원 특성의 두 가지 종류의 압박이 관

찰되었다. 직장 여성들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

도를 가지고 규범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구성원

으로부터는 남성 상급자에 의해서는 간접적으로, 여성

상급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압박받고, 동료들에 의해서

는 상급자로부터와 달리 적은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었

다. 다음으로 복식규범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직장 여성

들은 스스로의 검열에 의한 압박을 자발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식규범은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복합적

으로 얽혀있어 직장 유형별 확실한 차이가 있다기보다

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출과 관련된 규범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비교적 확실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직장 내에서 노출에 대한

규범은 모든 유형의 직장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어

지고 있었는데 특히, 민소매의 금지는 여름철 무더위에

도 불구하고 모든 직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복식

규범이었다. 국가기관에서는 민소매를 명문화하여 허용

하고 있었으나 면접결과 실제 직장에서는 착용이 불가

하여 암시된 복식규범이 명문화된 규범보다 강하게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의와 관련해서는

학교와 국가기관과 같은 공무원 조직이 길이에 관련하

여 복식규범이 엄격하였으며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좀 더

유연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종

류 중 반바지는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장에서

금지되었다.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과 관련하여 내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직장 여성의 패션은 개성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

로만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전 세대와 다르게 성장

한 20 · 30대의 직장 여성들은 패션을 표현하는데 있어

개성추구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개인은 소속된 사회문

화적인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직장 내 복식규범

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직

장 패션은 복식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직장 환

경의 차이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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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장 내에는 명문화된 복식규범 외에도 암시된

복식규범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모든 직장에는 명문화된 복식규범이 존재하였으며, 암

시된 복식규범이 직장 여성들에게 직장 패션에 대한 구

체적인 지침이 되고 있었다.

직장은 구성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때

로는 규정을 통해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지만, 직

장 내의 수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수용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패션스타일을 관리하고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가

지고 있었다. 법령이나 사규 등을 통해 직장에서 제시

한 최소한의 규범은 직장 내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해석되고 구체화되어 암시된 복식규범과 함께 적용되

고 있었다. 따라서 직장 여성들은 직장 내 복식규범의

암시와 경계를 축적된 경험에 의해 인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직장이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이 하나임에도 불구하

고 직장 내 규범적 영향과 관련한 복식행동에 대한 국

내 연구가 부족하고 한 개인에게 개성과 동조가 양면적

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여성을 단선적으로 유

형화하고 양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심층 면접을 기반으

로 한 질적 연구로서 20 · 30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복

식규범하에서 재생산된 그들의 패션문화를 실증적으로

문서화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맥락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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