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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재 산업에서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제품의 

기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렵게 되자, 제품의 감성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Hayes, 1990; Sung 

& Jung, 2003). 디자인은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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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apparel design evaluation criteria and the details of each 
criterion by exploring how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pparel design in their 20s evaluate apparel design 
based on an exploratory approach.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categorization method of qualitative data after 
collecting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identified the six evaluation criteria 
of apparel design (functional usefulness, convenience, aesthetics, psychological self suitability, social activity 
usefulness, and fashion trend). Functional usefulness and convenience assessed the extent to which primary features 
of apparel are reflected in apparel design, and aesthetics evaluated the aesthetic beauty of apparel design. Psycho- 
logical self suitability estimated the extent to which apparel design expressed psychological self properly, and social 
activity usefulness appraised the extent to which apparel design contributed to the social activities of wearers. Last, 
fashion trend assessed the extent to which apparel design reflected fashion trend. The study results provid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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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 to purchase clothes of satisfacto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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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제품의 감성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Lee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기업

들은 디자인 경쟁력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경영

학, 소비자학, 심리학, 디자인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

서 디자인 경쟁력 창출 방안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디자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화되

었다(Lee et al., 2010).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매해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수여하여 디자이너를 

장려하고 있으며(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n.d.), 특허청은 1999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 사무국이 

관할하는 헤이그 국제협정(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통해 

모든 협약 체결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보호)에 가입하

여,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의 세계적 디자인권 확보를 지

원하고 있다(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d.).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다지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

은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을 통해 나타났다. 

디자인 경영은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디자인의 관점에

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 경영의 방식으로, 

다수의 소비재 산업군이 디자인 경영을 통해 디자인 경

쟁력을 창출하고 있다(Chung, 1999; Farr, 2013). 디자인 

경영은 다학제적 특성이 강한 산업에서 디자인이 전략

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필요성이 증대된다(Chung, 

1999). 의류 패션 산업은 제품 디자인의 미학적 요소와 

인간공학적 요소, 제품 소재의 공학적 요소, 디자인을 인

식하는 소비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 패션 브랜딩 및 유

행 예측의 마케팅 요소가 통합된 다학제적 산업이며 의

복의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디자인 경영이 도입될 경우 의류 

패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경영 하에서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디

자인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 디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에 접근할 필요가 있

다(Farr, 2013). 경영학, 소비자학, 심리학, 디자인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소비자 관점의 디자인 평가(design evaluation) 연구는 디

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또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은 소비자의 디자인 평

가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디자인 평가를 다룬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Creusen & Schoormans, 2005; 

Lee et al., 2010). 디자인은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이 일차원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Shin et al., 2001), 

이 경우 감각, 정서, 인지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이루

어지는 디자인 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하락하게 된

다. 따라서, 디자인 평가 요소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류의 다양한 측면을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의류

학에서도 의복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의복 디자인을 소비자의 관

점에서 다룬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소비자 관

점의 의복 디자인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들 역시 

세분 시장별 의복 디자인의 선호 유형을 밝히거나(Byun 

& Lee, 2006; Kim & Park, 2004), 의복 디자인에 대한 소

비자의 미적 반응을 살피는 것에 국한되었다(Kim & J. 

Lee, 2018; Lee & Kim, 2011). 이러한 이유로, 이들 연구

의 결과만으로는 소비자가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의

복 디자인을 평가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의

류학은 의류 패션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

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의복 디자인 

연구의 부재는 의류 패션 산업에서 소비자 관점의 디자

인 개발이 지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소

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의복 디자인을 

평가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

자가 필요로 하는 의류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의류 

패션 산업과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 함

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현장 모두에 혼선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의복 디자인 평가(apparel design evaluation)

를 소비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요소

를 기반으로 의복을 평가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가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의복 디자인을 평

가하는지 밝혀낸다면,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디자인 개

발을 목표로 하는 의류 패션 기업과, 의복의 디자인을 통

해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소비자, 

패션 산업이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기관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의복 디자인에 소비자와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접

근하여 패션 디자인과 패션 마케팅 분과를 통합한 다학

제 연구를 통해, 의류학에 다학제 연구를 확산시키고 

의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의복 디자인의 관련성

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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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주제의 탐색적 고찰을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 체계를 발견하고 이를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Maxwell(2013)의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탐색적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Creswell, 1988),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이론적 체계를 발견하고 질적 자료를 수

집-분석하여 이론적 체계를 검증할 경우 연구결과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Maxwell,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디자인 평

가 요소의 이론적 체계를 발견하고, 이후 질적 자료 분석

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평가 요소를 의복 디자인

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의복 디자인에서만 특이

하게 나타나는 요소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의복 디자인 평

가를 소비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소비자가 어떠한 평

가 요소(evaluation criteria)를 기반으로 의복 디자인을 

평가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각각의 세부 내용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의 다차원적 구조를 밝힌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의류학 분야의 의복 디자인 연구

의복 디자인은 의복의 가치를 결정하고 산업의 경쟁

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Lee et al., 2010), 지금

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의복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의복 디자인의 예

술적-미적 가치를 분석하거나, 의류 패션 산업의 관점

에서 의복 디자인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본 연구로 양분

된다. 

의복 디자인의 예술적-미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첫째, 의복 디자인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여 의복 디자인을 복식사적 측면에서 다

룬 연구들이다(Choi & Kim, 1993; Jung & Chung, 2002; 

Yi, 2014). 이들 연구들은 특정한 시대의 의복을 고찰함

으로써, 시대별 의복 디자인의 역사적 의미와 미적 가치

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복 문화의 역사적 변화를 

조망하고 복식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디자이너에

게 제품 개발의 영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둘째, 디자이너의 디자인 사례 연구도 다수 

시행되었다(Hwang & Park, 2015; Kim, 2014). 이들 연구

들은 예술과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의복 디

자이너의 디자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디

자인 트렌드를 재조명하고 향후 변화할 트렌드를 예측

하였다. 나아가, 의복 디자이너에게는 다수의 대중에게 

채택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발상을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의복 디자인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다

음과 같은 세분화가 가능하다. 첫째, 최근 기술의 발달

을 기반으로 의류 패션 산업 현장에 새롭게 적용된 디

자인 기술 및 도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Paquette, 

1996; Parsons & Campbell, 2004). 이들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디자인 기술과 도구들은 의복 디자인의 효율성

을 향상시키고 대량 맞춤 생산을 용이하게 하여 의류 

패션 산업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의류 패

션 산업에 적용된 CAD, 3D 바디 스캐닝, 테크니컬 디자

인 등의 신기술과 디자인 방식은 대량 소비 시대에서 

의류 패션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의복 디자인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통해 의복 디

자인의 생산성을 강화하고자 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Kotler & Rath, 1984; Lamb & Kallal, 1992; Lopez & Fan, 

2009). 이들 연구들은 대량 소비 문화에 대응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의 설계, SPA 브랜드의 글로벌 소싱 및 생

산 관리 등과 같은 연구주제를 통해 현대 의류 패션 산

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2.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연구 

의류학 분야에서 의복 디자인을 예술적-미적으로 

접근한 연구에 비해 산업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가 부

족하며, 이중에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더욱더 부족하다. 심리학 분야에서 시행된 소비자 관점

의 디자인 연구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소비자와 제품

과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의 외형’으로, 여

기서의 상호 작용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며 경험하

는 것’을 의미한다(Kellaris & Kent, 1993; Sung & Jung, 

2003). 이러한 디자인의 개념을 의복 디자인에 적용한다

면,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이란 ‘소비자가 의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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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상호 작용을 유발하는 의

복의 외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는 의복 디자인을 통해 의복과 상호 

작용하고 상호 작용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을 기반

으로 의복 디자인을 연구하게 된다면,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의복 디자인의 관점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 만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 디

자인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류학 분야에서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

인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몇몇의 

선행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우선, 특정한 소비자나 문화

권에서 널리 수용되는 의복 디자인의 경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시행되었다(Byun & Lee, 2006; Kim & Park, 2004). 

현대 소비 사회에서 의복은 대량 생산-소비되지만, 소

비자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특성, 사회적 지위

와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세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Rhee, 1991). 이들 선행연구들은 특정 세분 시장에서 채

택되는 의복 디자인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의복의 사

회-심리-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의류 패션 기

업에게 세분 시장별 제품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의복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미적 선호와 평가를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Kim & J. Lee, 2018; Lee 

& Kim, 2011). 이들 연구들은 의류 패션 산업에 종사하

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의복의 조형적 요소 구성에 대

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으나, 의복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 중에서 

디자인의 미적 반응(aesthetic response)에만 초점을 맞

추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미적 반응

이란 제품 디자인의 실용성과 사회 심리적 의미는 고려

하지 않고 디자인을 순수하게 미적으로 즐기는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Holbrook, 1986). 실제로 소비자는 의복 

디자인의 미적 측면과 더불어 심리적, 인지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디자인을 평가하므로(Lee et al., 2010), 

의복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미적 반응만으로 실제 의

류 패션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 특성을 유

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의류학에서 의복 디자

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의 

<Table 1>은 의류학 분야의 의복 디자인 관련 연구를 정

리한 것이다. 

3. 소비자의 디자인 평가 

제품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품질을 통한 경쟁력 

창출에 한계를 직면한 소비재 기업들은 디자인 경쟁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Hayes, 1990; Sung & Jung, 2003).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디자인 

평가를 통해 검증되므로(Creusen & Schoormans, 2005; 

Lee et al., 2010), 소비자 관점의 디자인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가전과 IT 제품 같이 전

통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제품군

에서 소비자 관점의 디자인 평가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Sung & Jung, 2003; Walsh et al., 

1992). 

디자인 평가는 ‘특정 제품이 갖는 디자인 평가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과 소비자 간의 상

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를 소비자가 수용, 해석’

하여 ‘이미지들의 유용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디자인 대

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좋은 디자인을 창출하

는데 지침이 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Kim, 2012; 

Shin et al., 2001). 여기서, 디자인 평가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단일 차원(uni-dimensional)적인 의미

로 디자인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응답으로 평가가 

양분될 수도 있다(Shin et al., 2001). 좋고 나쁨으로 대변

되는 단일 차원의 디자인 평가는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

려하지 않고 디자인에 직관적으로 접근하여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이 통합된 복합적인 작용이라는 것

을 감안하였을 때(Bloch, 1995; Holbrook, 1986), 디자인 

평가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자

인 평가 요소를 세분화하여 각 평가 요소에 대한 소비자

의 평가를 보다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Shin et al., 

2001).

의복 디자인이 아닌 다른 제품군 혹은 일반적인 디자

인을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긴 하였지만, 디자인학, 소

비자학, 심리학 등의 연구분야에서 소비자의 디자인 평

가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소비자가 어떠한 요

소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평가하는지 파악해왔다(Jung 

& Sung, 2011; Kim, 2012; Lee et al., 2010;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Sung & Jung, 2003). 학문의 분야와 연

구에서 다루어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Table 2>와 같이 기능성, 심미성, 사회성, 심리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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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다학제적 디자인 평가 요소가 선행연구를 통

해 확인되었다. 기능성은 제품 고유의 기능이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제품 디자인이 제품 고

유의 기능을 발현하기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심미성 평가 요소를 통해서는 점, 선, 면, 형태, 색상, 배

색, 크기 등과 같이 제품 디자인에 내재된 조형적 요소

가 미적으로 아름다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Jung & 

Sung, 2011; 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심리성 평가 요소는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

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사회성 평가 요소는 제품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소비자가 추

구하는 이미지와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이처럼 타 연구분야에서 소비자의 디자인 평가에 대

한 연구가 활성화된 이유는, 소비자의 디자인 평가가 소

비자 만족과 충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Cre-  

Perspectives Research Contents Implications for Apparel Industry 
Major Preceding

Studies

Artistic-
Aesthetic 

Perspective 

Historical 
Perspective 

- Researching on apparel des- 
ign from the aspect of cos- 
tume history focused on his- 
torical changes 

- Analyzing historical mean- 
ings and aesthetic values of 
apparel design with chrono- 
logical approaches 

- Exploring historically changed costume cultures 
and providing inspirations for apparel design to 
designers of apparel industry based on the know- 
ledge of costume history 

Choi and Kim 
(1993), 

Jung and Chung 
(2002), 

Yi (2014)

Design 
Perspective 

- Analyzing design tendencies 
of the apparel designers wh- 
ose artworks have been well- 
appreciated 

- Reviewing past design trends, 
and forecasting future trends 
in apparel industry 

- Providing apparel designers with design ideas for 
product development that can be adopted by a 
large number of mass consumers 

Hwang and Park 
(2015), 

Kim (2014)

Industrial 
Perspective 

Design 
Technology-

Tool 
Development 

- Studying on new design   te- 
chnology and tools applied 
to apparel industry 

- Suggesting new technologies and design methods 
such as CAD, 3D body scanning, and technical 
design applied to apparel industry contributed to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Paquette (1996), 
Parsons and 

Campbell (2004)

Systematization 
of Design 

Process 

- Researching on solutions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apparel design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apparel de- 
sign process

- Strengthening the design competitiveness of app- 
arel industry through research topics such as the 
plan of mass production system, global sourcing 
of SPA brand, and production management

Kotler and Rath 
(1984), 

Lamb and Kallal 
(1992),

Lopez and Fan 
(2009)

Consumers'
perspective 

Design 
Preference 

according to 
Segment 
Market 

- Researching on the tenden- 
cies of apparel design trends 
widely accepted in specific 
consumer groups or cultures

- Identifying the social-psychological-cultural cha- 
racteristics of apparel through analyzing the pat- 
terns of apparel design adopted in a specific seg- 
ment market 

- Providing the directions of apparel design accor- 
ding to segment markets for apparel industry 

Byun and Lee 
(2006), 

Kim and Park 
(2004)

Aesthetic 
Response to 

Apparel Design 

- Analyzing consumers' aesth- 
etic preferences and evalua- 
tion of apparel design

- Providing practical direction of aesthetic elem- 
ents composition centering on the formative ele- 
ments of clothing for apparel designers 

- Suggesting the practical directions of aesthetic 
elements compositions to designers engaged in 
apparel industry 

Kim and J. Lee 
(2018), 

Lee and Kim 
(2011)

Table 1. Perspectives, research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apparel design studies in clothing and textiles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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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n & Schoormans, 2005; Noble & Kumar, 2010). 산업 기

술의 발달로 제품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어(Hayes, 1990),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기술적 차이보다는 제품의 

감성적 측면이 중요시되었다(Hayes, 1990; Sung & Jung, 

2003). 디자인은 제품의 감성적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품 특성이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 및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Noble & Kumar, 2010). 실제로 경쟁

력 있는 디자인은 소비자의 즉각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Noble & Kumar, 2010). 이러한 

이유로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학계와 산업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Dumaine, 1991). 

4.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앞서 언급한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과 디자인 평

가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는 ‘의복의 디자인 평가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복을 착용하고 경험하는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소비자가 수용하고 해석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는 제품 구매 과정의 디자인 대안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Lee & Kim 2011), 의복 구매 후에 이루어지는 의

복 만족 및 품질 평가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Abra- 

ham-Murali & Littrell, 1995; Ahn & Park, 2007; Eckman et 

al., 1990; Hong, 1991; Kim & Rhee, 2004; Kim & Rhee, 1991). 

또한, 의복 디자인 평가를 통해 의류 패션 기업은 소비자

에게 소구하는 디자인 개발의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의복 디자인 평가만을 위한 소비자 

관점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지만,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중 심미적 요소와 관련된 몇몇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중 심미적 측면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미적 반응을 평가하거나(Kim & J. 

Lee, 2018), 의복의 구매 단계 과정에서 의복 디자인의 

심미적 평가 요소가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보았

다(Lee & Kim, 2011). Kim and J. Lee(2018)는 대중적 의

복인 T-셔츠를 자극물로 개발하여 의복 디자인의 독특

하고 친근한 정도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미적 선호 차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T-셔츠 디자인이 친근한 디

자인에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변화할수록 디자인에 대

한 소비자의 미적 선호(aesthetic preference)는 증가하였

지만 제품의 구매 의도(purchase intension)는 감소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의복 디자인의 미적인 요소만

으로는 디자인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며, 의복 

디자인 평가에는 미적인 요소 이외에 다른 평가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 and Kim(2011)은 소비

자의 의복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EKB(Engel- 

Kollat-Blackwell) 이론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의복 디자

인 평가가 대안 평가(evaluative alternatives)와 구매(pur-  

chase), 구매 후 결과(outcome)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 형

태, 소재, 컬러,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 무늬, 디테일, 

부자재, 전체적인 비례와 같은 조형 요소를 기반으로 의

Evaluation Criteria Definition Major Preceding Studies Type of Product in the Studies

Functionality
The degree to which intrinsic and 
original functions are reflected in 
the design

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Smart phone, Digital TV,
Flat screen TV

Aesthetic

The degree to which the formative 
elements (dot, line, surface, shape, 
color, arrangement of colors, size, 
etc.) are aesthetically pleasing

Jung and Sung (2011), 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Smart phone, Digital TV,
Flat screen TV, General design 

Psychology
The degree to which product design 
provide psychological satisfaction 
for consumers 

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Flat screen TV, General design

Sociality
The degree to which the image of 
product design meets the image so- 
cially pursued by consumers

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Flat screen TV, General design

Table 2. Definition of consumers' product design evaluation criteria and related preced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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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디자인의 심미적 측면을 평가한다는 것도 이들의 연

구를 통해 밝혀졌다. Lee and Kim(2011)의 연구는 소비

자들이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기반으로 의복의 심미성

을 평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의복을 디자

인할 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조형 요소에 대해 제언하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의복 디자인 

평가라는 개념을 의복 평가(clothing evaluation)의 개념

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의복 디자인의 심미성 평가 요소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의류학의 패션 디자인 분과에서 디자인을 연구할 때 전

통적으로 적용해온 의복의 조형적 요소와 심미적 특성

만을 의복 디자인의 평가 요소로 보았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Table 2>처럼 타 소비재 제품의 

디자인 평가에서 조형적 요소 이외에 다양한 평가 요소

가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의복 디자인 평가

를 패션 디자인 분과를 넘어 의류학을 구성하는 다학제 

분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지만, 의복 평가, 의복에 대한 소비자 만

족, 의복 품질 평가를 다룬 연구에서 소비자의 의복 디

자인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언급되었다(Abraham- 

Murali & Littrell, 1995; Ahn & Park, 2007; Eckman et al., 

1990; Hong, 1991; Kim & Rhee, 2004; Kim & Rhee, 1991). 

의복 평가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의 불만족을 줄이기 

위해 의복 구매 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

러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Rhee, 1991). Kim 

and Rhee(1991)는 의복 평가 기준을 유행성, 신분 상징

성(품위, 상표의 명성), 실용성(관리 및 세탁 용이성, 편

안함), 경제성(내구성, 용도의 다양성, 가격)으로 제시하

였는데, 이중에서 의복 디자인 평가는 유행성, 신분 상

징성, 실용성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Eckman et al.(1990)은 의복 구매 과정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16개의 의복 평가 기준을 제시하

였는데, 이중에서 의복의 컬러, 패턴, 스타일링, 재질, 독

특함, 외관, 맞음새 등의 조형적 요소가 의복 디자인 평

가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소비자 만족(consumer satisfaction)을 연구한 Churchill 

Jr. and Surprenant(1982)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의복에 

대한 소비자 만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의복에 

대한 소비자 만족은 의류 패션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

로 시행한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로, 의류 제

품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의 변화, 지속적인 반

복 구매, 브랜드 충성 강화와 같이 의복을 구매하여 착

용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긍정적 후속행

동의 원동력이 된다. Hong(1991)은 의복을 구입한 소비

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이중

에서 옷감의 종류, 색채, 재단과 재봉, 몸에 맞는 정도, 

아름다움, 유행성, 독특성 요소와 같은 조형적 요소들이 

의복 디자인 평가와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만족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

이다(Noble & Kumar, 2010). 

의복 품질 평가(quality evaluation of clothing)에서도 

의복 디자인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의복 품

질은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얻고 싶

은 성질이나 성능을 의미하며, 이는 의복을 구성하는 물

리적 요소와 의복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추상적 이점

으로 세분화된다(Kim & Rhee, 2004). 다음의 <Table 3>

은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와 관련있는 연구주제, 연

구내용, 의복 디자인 평가와의 관련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3>과 같이, 의복 디자인 평가는 의복 평가, 의

복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품질 평가 등의 개념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들 연구개념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 의복 평가, 의복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품질 평가는 패션 마케팅 분야에서 의복과 관련된 소비

자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널리 연구되어 왔

으며,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대해 높은 설명력

을 갖는다. 하지만, 디자인의 관점에서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디자인 경영 하에서는(Chung, 

1999; Farr, 2013),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 행동

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개념이 필요하다. <Table 3>에서

처럼, 의복 디자인 평가는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의 다

양한 인식과 태도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의류 패션 산업의 디자인 경영 도입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연구는 의복 디자인

에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여 의류 패션 산업이 직면한 문

제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의복 디자인 평

가 연구들은 패션 디자인 분과의 전통적 연구주제인 의

복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와 심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지만, <Table 2>에서처럼 디자인 평가 요소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포괄하고 있

으므로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도 다학제적 관점에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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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류학은 다양한 학

문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 학문인만큼, 본 연구를 통

해 의복 디자인을 의류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자료 수집 

1) 연구대상

질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의류-패션 디자인을 전공

하는 20대 여자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표적 

집단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 시행되었다. 탐

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의 경우 연구주제에 대해 관

심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수집된 

자료의 양과 질이 개선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

증되었다(Stewart & Shamdasani, 1990). 이들 집단은 패

션과 의복에 대한 관여가 타 집단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예측

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젊은층은 타 연령대

에 비해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

문에(Tiggemann & Lynch, 2001), 패션과 의복에 대한 관

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의류-패션 디자인

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의류 패션 산업과 의복 디자인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복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남성에 비해 여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외모와 패션, 의복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모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Son 

et al., 2018), 여성의 외모에 대한 획일화된 사회적 기준

과 여성의 외모 관리를 성 역할로 규정짓는 사회적 압

력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학습된 경향이 있다(Kim & Y. Lee, 2018). 

따라서 여성 소비자들이 남성 소비자보다 의복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 유추하여, 탐색적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Research Topics Preceding Studies Research Contents Relevance to Apparel Design Evaluation

Apparel Design 
Evaluation

Kim and J. Lee 
(2018)

- Investigating consumers' design prefer- 
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m- 
iliarity and novelty in apparel design

- Although these studies did not verify various crit- 
eria of apparel design evaluation with consumers' 
perspectives, they were meaningful to approach 
apparel design evaluation with the consumers' 
point of view.

Lee and Kim 
(2011)

- Identifying the formative apparel des- 
ign elements that affect consumers' eva- 
luation of apparel design

Clothing 
Evaluation 

Kim and Rhee 
(1991)

- Suggesting four dimensions o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 Fashion and identity symbolism among the four 
criteria of apparel evaluation are related to apparel 
design evaluation 

Eckman et al. 
(1990)

- Providing 16 elements influencing con- 
sumers' decision making about product 
purchase 

- Color, pattern, styling, material, uniqueness, shape, 
and fit of apparel are related to apparel design 
evaluation

Consumers' 
Satisfaction
of Clothing 

Hong 
(1991)

- Deriving attributes affecting consumers' 
satisfaction after purchase of apparel 
product

- Fabric, color, cutting and sewing, fit, beauty, fas- 
hion trend, and uniqueness are related to apparel 
design evaluation 

Quality 
Evaluation
of Clothing 

Abraham-Murali 
and Littrell

(1995)

- Presenting the standards of quality eva- 
luation in apparel design 

- Material, style, fit, fashion trend, color, and uni- 
queness of apparel are related to apparel design 
evaluation

Kim and Rhee 
(2004)

- Suggesing objective factors, expressive 
factors, wearing sensation, and fit as 
quality evaluation criteria of apparel 
product 

- Among the quality evaluation factors, design eva- 
luation criteria include fabric, color, harmony of 
design, and fashionable style. 

Ahn and Park 
(2007)

- Presenting six sub-dimensions of the 
quality of apparel product 

- Aesthetics, personality, and fit correspond to app- 
arel design evaluation criteria

Table 3. Research topics related to consumers' apparel design evaluation in clothing and textiles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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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참가자가 모집되었으며, 연구 기 참가자가 후속 참가자

를 추천하는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가자가 추가되었다(Biernacki & Waldorf, 1981).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의 대가로 소정의 비용이 지

급되었다. 연구 참가자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2) 연구 자극물

표적 집단 면접의 그룹 다이나믹스(group dynamics)

를 향상시켜 수집된 자료의 질과 양 모두를 개선시키기 

위해, 면접 참가자가 직접 생성한 연구 자극물(research 

stimuli)이 사용되었다(Lee & Lee, 2009). 특히, 한국을 포

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회적 체면(face)을 

중요시하기 때문에(Ting-toomey & Kurogi, 1998), 표적 

집단 면접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의 의견을 명확

하고 자세히 표현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성향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시행되는 표적 집단 

면접에서 그룹 다이나믹스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Lee & Lee, 2009). 그룹 다이나믹스가 활성화되

지 못하면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의 양

과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룹 다이나믹스의 활성화는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Farnsworth & Boon, 2010). 

연구 참가자들에게 지난 1년 사이에 본인이 구매하

여 착용하고 있는 의복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우수하다

고 평가되는 제품 4개를 표적 집단 면접 시 자극물로 지

참하도록 사전 공지되었다. 참가자에게 면접 자극물 의

복이 동일 면접 그룹 구성원에게 공유됨이 공지되었고, 

자극물과 관련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외

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면접 참가자들이 

지참한 자극물들은 면접 참가자가 소속된 면접 그룹에 

실물로 공개되었으며, 각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져온 의

복의 디자인을 가장 우수하게 평가한 이유를 상기하며 

면접자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

들이 가져온 모든 자극물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극물 디

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

한 과정은 면접 참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면접 참여 

의지를 증대시키고 의복 디자인 평가에 대한 생각을 구

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 표적 집단 면접 

그룹 다이나믹스를 통한 풍부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

한 연구주제의 경우, 일대일 심층 면접보다 표적 집단 

면접이 더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될 수 있다(Farns- 

worth & Boon, 2010). 면접 참가자들이 연구주제에 대한 

고관여 집단일 경우와 면접 참가자들 간의 유사성을 기

반으로 연구주제에 대해 활기찬 토론을 할 수 있는 경

우에 그룹 다이나믹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선행연구

를 통해 밝혀졌다(Belzile & Öberg, 2012). 의류-패션 디

자인 및 의류학을 전공하여 일반 소비자에 비해 의복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 여자 대

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

한 공통성을 기반으로 그룹 다이나믹스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하고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기로 결정하였다.

FGI
Group

No. Age
Residential

Area

Average Monthly Cost
of Apparel Purchase 

(KRW)
No. Age

Residential
Area

Average Monthly Cost
of Apparel Purchase 

(KRW)

Group 1

1 20 Seoul  50,000 2 21 Seoul 100,000

3 20 Gyeonggi  80,000 4 20 Gyeonggi  70,000

5 20 Seoul 150,000

Group 2

6 22 Gyeonggi  30,000 7 22 Seoul 100,000

8 23 Seoul  50,000 9 21 Gyeonggi 120,000

10 20 Gyeonggi 200,000

Group 3

11 24 Gyeonggi  80,000 12 23 Seoul 100,000

13 22 Gyeonggi  50,000 14 24 Seoul 180,000

15 23 Seoul 100,000

Table 4.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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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면접은 각각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의 

질문과 응답 내용은 모두 면접 참가자의 허락 하에 녹

음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필사의 과정을 거쳐 문서화되

었다(Silverman, 2005). 또한, 음성 자료만으로는 기록하

기 어려운 면접의 분위기와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기 

위해 필드 노트(field note)가 작성되었으며(Silverman, 

2005), 참가자들이 지참한 연구 자극물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 병행되었다. 면접 진행 전에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개요와 목적이 간단히 소개되었고, 참가자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를 응답할 수 있

도록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면접은 참가자 모집

을 공고한 대학 도서관 내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

었다. 

면접은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semi- struc- 

tured questions)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 참가자

의 응답과 면접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는 래더링 

기법(laddering technique)이 시행되었다. 질문의 구성은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과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파악한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평가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기능성, 심미성, 심리성, 사회성의 디자인 평가 요소

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집단 토론으로 연결시킬 수 있

는 포괄적인 질문을 우선시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표적 집단 면접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들

은 면접 참가자의 토론을 활성시킨다는 점에서 직접적

인 질문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Stewart & Sham- 

dasani, 1990). 또한 디자인 평가 요소를 도출해낸 선행연

구들이 의복 디자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포괄적 질문들은 본 연

구에서 의복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 평가 요

소 발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면접에 사용

된 질문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와 면접 녹취록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의미 단위

로 세분화한 후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의미 단위를 묶어 

이름을 정해 지표를 부여하는 범주적 지표화 방식을 기

반으로 분석되었다(Mason, 1958/ 1999). 의미 단위는 검

토, 분류, 지표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연구결

과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념들을 

지표화하여 독립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것은 연구주제

의 복합성을 간과하여 자칫 추가적인 변수의 발견을 저

해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Fassinger, 2005).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연구자료에서 추출된 의미 단위가 내

포하고 있는 맥락을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자료들

은 반복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분석 초기에서

는 주목받지 못했던 지표가 추가되기도 하였고,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기도 하였다. 또

한,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관련 선행연구 분석결

과를 지속적으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명확

Category Questions

Ice Breaking 01. What is your favorite fashion brand? Why do you think like that?

Introduce
of Stimuli 

02. Why do you positively evaluate the design of the clothes you brought today?
03. What is the most decisive reason to purchase this clothes? How had the design impacted your purchase 

decisions?

Design Evaluation 
of Apparel 

Product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04. How did the quality of the clothes you brought today affect your design evaluation?
05. What was the significant point you thought this clothes you brought today is beautiful? 
06. How did you feel when wearing the clothes you brought today? Did it make you comfortable? Did you 

think the clothes express you well? 
07. How do trends affect your usual clothing purchases?
08. How would people evaluate you if you put on the clothes you brought today?
09. What images do you usually want to have? How is the clothes you brought today related to these images?
10. How did other people evaluate the clothes you brought today? Did they get good evaluations from the 

people around you?

Closing 
11. Do you have something you want to mention but cannot do today? Do you have any last words before 

finishing this interview? 

Table 5. Interview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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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 QSR NVivo 11.0이 사용되

었다. QSR NVivo는 호주 맬버른에 위치한 QSR Interna-  

tional에 의해 개발된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으로, 현

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이

다(Bazeley, 2007). QSR NVivo는 자료의 범주화 및 지표

화를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QSR NVivo의 적용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Bazeley, 2007; Kim & Kim, 

2008). 본 연구는 QSR NVivo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료

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 코딩할 수 있었으며, 편향되고 

과장된 연구결과 도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QSR NVivo의 사용은 디자인 평가 관련 선행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추가적인 개념을 간과하지 않

고 새롭게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IV. 연구결과

1.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1) 기능적 유용성(Functional Usefulness) 

의복 디자인이 의복을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

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디자인 평가 시 고려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내구성’, ‘체온 항상성 유지’, ‘의복 활용

도’가 언급되었다. 이들 요소는 의복 고유의 기능인 효

용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디자인 평가 요소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제품 고유의 기능이 디자인에 반

영된 정도인 기능성 요소와 맥락을 같이 한다(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선행연구 

고찰에 언급된 것처럼,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선

행연구들은 디자인의 효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

이었다. <Table 3>과 같이 소비자의 의복 평가, 의복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소비자의 의복 품질 평가와 관련

된 연구에서는 의복의 효용적 특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긴 했지만, 디자인과의 관련성은 고려되지 않는 경

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의복 디자인을 평

가할 때 의복의 효용적 특성에 해당하는 의복 디자인의 

유용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1) 내구성

내구성 있게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의복이 

소비자에게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현

상은 소비를 줄이고 소유를 간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

의 유행과 좋은 품질의 의복을 가치 있게 오래 입는 소비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최신 

유행의 의복 디자인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

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주요 고객으로 간주되어 

온 20대 여성 소비자가 의복 디자인의 내구성을 디자인 

평가 시 고려한다는 것은 주목한 만한 결과이다. 

“어릴 때는 예쁜 옷은 입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대

가 저렴한 거를 많이 찾아보다가… 결국 별로 기간이 오래 가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소재가 좋아야 더 오래 입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소재를 보는 거 같애요. 옷이 보풀이 피거나 하면 진짜 

싫거든요, 싸구려 느낌 나서…” (참가자 4) 

(2) 체온 항상성 유지 

소비자들은 의복 디자인 평가 시 의복 디자인이 체

온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더운 날씨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

는 의복 디자인을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하였다. 사계절

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기상 상황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

으로 혹한과 혹서를 오가는 이상 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Kim et al., 2018), 이러한 평가 요소는 앞으로도 더 중요

하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는) 따뜻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재질이랑 이

런 게… 부산에서 와서 추위를 진짜 많이 타서… 따뜻해야 되고 무

거우면 안 되고…” (참가자 11) 

“여름에는 진짜 일단은 시원해야 되요. 목 같은데 뭐가 많이 

달리거나 팔이 너무 쫍아서 땀이 차거나 하면 아무리 예뻐도 자

주 안 입게 되고…” (참가자 15) 

(3) 의복 활용도

소비자들은 의복 디자인을 평가할 때, 의복을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였다. 의복의 디자

인이 미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되어도, 코디네이션이 

어려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선행연구 고

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소비자는 의복 디자인 평가

를 기반으로 의복의 구매 결정을 내리므로, 소비자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복을 주로 구매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 연

구의 참가자들은 의류-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으로 패션 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과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빈번히 언급되었다. 

“일단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 같아요. 원래 갖고 

있는 옷이랑 매치하기도 좋고…” (참가자 14)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맞춰입기 어려우면 안 사게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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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 학생이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살땐 

갖고 있는 옷을 생각해서 잘 맞춰입을 수 있겠다 싶어야 사게 되

요.” (참가자 9) 

2) 편의성(Convenience) 
의복을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인 편

의성이 의복 디자인 평가 시 고려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는 ‘관리 용이성’, ‘탈착 용이성’, ‘착용감’, ‘활동성’이 언

급되었다. 이러한 요소는 기능적 유용성과 함께 의복 고

유의 효용적 특성에 해당되며, 디자인 평가 요소 선행

연구에 나타난 기능성 요소와 맥락을 같이 한다(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편의성 

요소는 기능적 유용성 요소와 함께 의복 디자인 평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효용적 특성에 해당되

며,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의복 디자인 평가 시 의복 

디자인의 효용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1) 관리 용이성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에서, 관리의 용이성이 고

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복의 장식과 디테일, 

소재 등을 통해 차별성을 추구하는 의복 디자인이 증가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의복 관

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의복 디자인을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주요 고객인 20대 

여성 소비자가 패스트 패션에서 디자인 차별성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소재와 디테일들의 관리 용이성까지 디

자인 평가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옛날에는 (의복 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많이 샀는데 나이가 

드니까 세탁하기도 편한게 좋고…” (참가자 5) 

“자라 같은데 가면 요즘 패치워크나 빤짝이 같은 장식이 많잖

아요. 보기엔 예쁜데, 세탁할 걱정 때문에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아

요.” (참가자 2)

(2) 탈착 용이성

입고 벗기에 편한 정도를 나타내는 탈착 용이성도 

소비자들이 의복 디자인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디자인이 입고 벗기에 불편하

면 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도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입고 벗기 힘들면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입으니까 결국엔 사놓고 후회하고… 이번 시즌에 점프수트 같은

거 유행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안 사게 되거든요. 화장실 가기 너

무 불편하고…” (참가자 8) 

“직구로 청바지를 샀는데 지퍼가 아니라 단추로 잠그는거더

라구요. 인터넷으로 볼때는 그런줄 모르고 샀는데, 입고 벗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입긴 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좋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참가자14)

(3) 착용감 

의복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착용감도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에 고려되었다. 스키니한 맞음새의 의

복이 유행하고는 있지만,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은 편안하게 디자인된 의복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스키니한 몸매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호

하는 20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있어 몸매를 살려주면서

도 착용감은 좋은 디자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예쁘긴 한데 그걸 입으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입으면 배 나오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결국 

잘 안 입게 되고 그런 옷을 잘 안 사는 거 같아요.” (참가자 3) 

“스키니진은 무조건 스판이 들어가야 해요. 보기엔 핏되어도 

입어서 편한 바지가 있거든요. 소재라던지 패턴이 편안하게 나오

면 보기에도 날씬해 보이고 입어서도 편한 그런 바지가 있더라구

요.” (참가자 15) 

(4) 활동성 

의복 디자인의 활동성도 소비자들이 의복 디자인 평

가 시 고려하는 요소였으며, 활동하기 편한 디자인의 의

복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착용하며 이러한 디자인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외부 활동이 활발한 20대 대학생

이고 의류-패션 디자인 전공의 특성 상 실습 수업이 많

아, 활동성이 좋은 의복 디자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 언급되었다.  

“이거(맥시 스커트)는 붙는 것보다 활동하기 편했어요. 다른 

점도 좋지면 이 옷은 입으면 편하고 작업할 때 입어도 편하고 그

렇다고 푹 퍼지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오늘 가져온 것 같아요.” 

(참가자 9) 

“오뜨 꾸뛰르 같은 거는 예쁜데, 보기엔 되게 예쁜데, 일상 생

활에서 입기엔 너무 과하잖아요. 그냥 보기에만 예쁘면 좋은 디

자인 같지는 않아요.” (참가자 13)

3) 심미성(Aesthetics)

심미성은 의복 디자인이 미적으로 아름다운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미적 취향 적합성’, 

‘의복 디자인 요소의 심미성’이 언급되었다. 이는 소비

자의 제품 디자인 평가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디

자인이 미적으로 아름다운 정도가 평가 기준으로 언급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ung & Sung, 2011; Kim, 2012; 

Lee et al., 2010;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소비자

의 의복 디자인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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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반응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므로(Kim & J. Lee, 

2018; Lee & Kim, 2011),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였다. 

(1) 미적 취향 적합성 

의복 디자인이 개인의 미적 취향(aesthetic taste)에 부

합하는 정도가 의복 디자인 평가의 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학 분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적 평가

(aesthetic appraisal)는 개인의 미적 경험을 기반으로 감

정적 판단을 내리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화된 기준에 

근거하여 인지적 판단을 내리는 객관적 평가로 양분된

다(Tatarkiewicz, 1963). 객관적 평가는 미적 대상의 아름

다움이 이상적 이데아에 도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

으로,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미적 기준(aes- 

thetic standard)은 사회 문화적 권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Kim, 2009). 이러한 미적 기준은 획일화되고 과장된 측

면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이 만족할만한 기준에 도

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Britton et al., 2006; Strahan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Tatarkiewicz, 198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의복 디자인의 미적 아름다움을 평가하며, 타인의 

미적 기준이나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고정 

관념보다는 개인의 미적 취향을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미적 평가에 있어 한국 문화권은 타 

문화권에 비해 대중적 고정 관념이 강한 영향력을 갖는

다고 인식되어 왔는데(Kim & Y. Lee, 2018), 의류 패션

을 전공하는 2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 기존 연구에 대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주

목할 만하다. 

“저는 엄마랑 너무 취향이 달라서… 엄마는 정말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스무살 새내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옷을 좋아해서 

엄마랑 옷을 사러 가면 무조건 엄마 취향에 맞는 옷을 사줘요. 아

니면 절대 안 사줘요. 엄마 나 이거 너무 갖고싶어! 그래도 엄마 취

향 아니면 별로다 이러고 절대 안 사주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

니까, 저는 그냥 제가 보기에 예쁘면 그게 예쁜 디자인 같아요.” 

(참가자 1) 

(2) 의복 디자인 요소의 심미성 

소비자들은 의복 디자인의 요소가 미적으로 아름다

운 정도를 기반으로 의복 디자인을 평가하였으며, 이러

한 평가 요소는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와 의복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모두에서 비중있는 평가 요소로 언급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복의 컬러, 패턴, 무늬, 디테

일, 장식, 맞음새 등의 조형 요소가 언급되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Lee & Kim, 2011). 

“(이 옷은) 제가 좋아하는 가을 컬러여서… 제가 특히 프린트 

중에 애니멀 프린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요.” (참가자 5) 

“(이 옷은) 좀 기장이 긴 원피스인데 여기에 슬릿이 있어서 뭔

가 입었을 때 핏이 예뻤던 거 같애요. 그리고 패턴이 예뻐가지구 

구매했어요.” (참가자 2) 

4) 심리적 자아 적합성(Psychological Self Suitability)

심리적 자아 적합성은 의복 디자인이 착용자가 인

식하는 자아 혹은 추구하는 자아에 적합한 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의복 디자인의 ‘자아 

표현’과 ‘자아 이미지 일치’ 여부가 언급되었다. 소비자

들은 의복 디자인과 본인의 자아가 적합하게 잘 어울

린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느끼

게 되므로, 이는 소비자가 심리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지지하는 것이다(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의복은 여러 소비재 중에서 사용자의 자아를 상징하는 

기능이 강한 제품군에 속하므로(Chang & Kwon, 2017), 

의복의 디자인도 착용자가 인식하는 자아 혹은 추구

하는 자아와 일치하여야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아 표현 

의복은 대표적인 자아 표현의 수단이고 사람들은 의

복을 자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Entwistle, 2000; 

Kaiser, 1997), 착용한 의복 디자인이 소비자의 자아를 잘 

표현해주는 정도가 의복 디자인의 평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자아를 잘 표현해주는 디

자인의 의복을 착용했을 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

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냥 옷이라는 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

요. 이 옷들이 나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 같애서 기분이 좋은 거 

같애요.” (참가자 7) 

“내가 입었잖아. 그니까 얘도 나인거예요. 내 몸인거예요. 이 옷

이 내가 입기 전에는 내가 아니었지만 내가 입고 난 다음에는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나를 표현해주는 거지. 예쁘게…” (참가자 11) 

(2) 자아 이미지 일치 

사람들은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의복이 내포하고 있

는 이미지와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가 적합한 정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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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미지 일치(self-image congruence)를 중요하게 생각

하며(Chang & Kwon, 2017), 의복은 신체에 부착되어 몸

과 하나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복을 착용한 사람은 

의복을 자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Entwistle, 2000; 

Kaiser, 1997). 따라서, 의복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착용자

의 자아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미지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의복 디자인의 한 요소인 

만큼(Lee & Kim, 2011), 본 연구에서도 의복 디자인의 

이미지가 착용자가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지 여부가 의복 디자인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20대 초반의 연령대, 학

생이라는 사회적 위치,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 등

에 영향을 받아 추구하는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귀여운, 여성스러운, 성숙한 등의 이미지를 표

현하는 의복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가일이 귀여워보여요. 뭔가 너무 귀여운 느낌이 아닌데 귀

여운 느낌이 드는 거 같애요. 저랑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 것 같아

요.” (참가자 10) 

“원래 여성스럽고 귀여운 스타일을 더 많이 입는 취향이었는

데… 컬러도 핑크나 봄 컬러, 디테일이나 무늬도 잔잔한거… 근

데, 최근 들어서 좀 더 성숙해보이고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걸 추

구하게 됐어요.” (참가자 13) 

5) 사회적 활동 유용성(Social Activity Usefulness) 

사회적 활동 유용성은 의복의 디자인이 착용자의 사

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세부 내

용으로는 의복 디자인과 착용자 간의 ‘사회적 지위/역

할 적합성’, 의복 디자인이 착용자의 ‘긍정적 인상 형성’

에 기여하는 정도, 의복 디자인이 ‘사회적 주목도’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가 언급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디

자인을 평가할 때 제품 디자인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심리적 자아 적합성에서 언급한 것처

럼 의복은 자아를 상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Chang 

& Kwon, 2017), 이러한 기능이 착용자의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사회적 지위/역할 적합성

의복은 사회적 상징성(social symbolis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와 

역할(role)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고자 한다(Millan & 

Mittal, 2017). 의복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

를 통해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이미

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복 디자인 평

가에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20대의 

연령적 특성과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이

미지의 의복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같다는 말을 싫어했거든요. 대학생처럼 보이고 

싶은데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면 싫어서… 떡볶이 코트 같은 것도 

어깨가 떨어져 있는 건 상관 없는데 딱 맞는 거는 더 어려보이

고…” (참가자 6) 

“저는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노출이 있는 옷을 

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이 들면 짧은 치마도 많이 못 입

고 그러니까 한창 예쁠 때 이런 거 많이 입어야 되는 거 같아요.” 

(참가자 11) 

(2) 긍정적 인상 형성 

의복은 착용자의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복은 착용자의 인상 형성

(impression formation)에도 큰 영향력을 갖는다(Johnson 

et al., 2002). 의복의 인상 형성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착용한 의복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

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Eagly et al., 1991).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

은 젊어 보이고 여성스러우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의복을 좋게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자는 조금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

구 좀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고르는 경향도 있어요. 트위트 같은

게 좀 그래보이는 것 같아요.” (참가자 9)

“약간 남자 친구가 있을 땐 좀 다른 거 같아요. 좀 여성스럽게 

입으려고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엔 안 드는데 그렇게 입은 적도 있

었어요.” (참가자 3) 

(3) 사회적 주목도 

의복은 사회적 인상 형성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단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사회적 주목도를 고려하게 된다(Kim & 

Yoo, 1995).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국인들은 사회적 체면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Ting-toomey & Ku- 

rogi, 1998), 타인에게 주목받는 디자인의 의복은 자칫 

체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Kim & Yoo, 1995). 하지만, 본 연구에 참가한20대 

젊은 참가자들은 체면 유지와 더불어 의복을 통한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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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의복 디자인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저는 둘 다 고려하는 거 같아요. 옷을 사도 남들이 안 입는 걸 

갖고 싶은데 또 너무 튀면 안 되는…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

일이라서 남들 눈에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니

까… 둘 다 적절히 생각하면서 고르는 거 같애요.” (참가자 2) 

“그래도 남들이 다 입는 옷보다는 저만 입을 수 있는 좀 튀는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보다는 제

가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참가자 14) 

6) 패션성(Fashion Trend)

마지막으로, 패션성은 의복 디자인이 트렌드를 반영

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의복의 유행은 새로운 

디자인(novel design)을 통해 대중과의 차별 혹은 개성

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를 통해 형성되고, 대중에게 

널리 수용된 친근한 디자인(familiar design)을 통해 사

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대중에 동조하고자 하는 심리를 

통해 전파된다(Rhee, 1991). 이와 같은 의복 디자인의 

유행 반영 정도는 의복 디자인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결

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패션성 요소의 세부 내

용으로는 의복 디자인의 ‘트렌드 적합성’, ‘트렌드 선도

력’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평가 요소는 기존의 타 학문 

분야에서 시행된 디자인 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언급되

지 않았던 요소로, 유행의 반영 정도에 따라 디자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의복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요소라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트렌드 적합성

패션에서의 유행은 기존의 친근한 디자인과 비교하

였을 때 대중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디자인이 등장하여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Rhee, 

1991).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이 기존의 친근한 디

자인 대비 새롭게 느껴지는 정도가 의복 디자인 평가의 

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소는 의복 디자

인이 유행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의미하였다. 디자

인 관련 연구에서 친근함(familiarity)과 새로움(novelty)

은 디자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자주 언급되었지

만(Hekkert et al., 2003; Hung & Chen, 2012), 디자인을 평

가하는 요소로 언급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Kim and J. 

Lee(2018)는 의복 디자인의 친근한-새로운 정도에 따른 

소비자의 디자인 선호를 측정하였는데, 소비자의 미적 

반응 측정에 초점을 두었을 뿐 의복 디자인을 포괄적으

로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의복 디자

인의 친근한-새로운 정도에 따른 트렌드 적합성을 의

복 디자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의류-패션 디

자인을 전공하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유행에 

적합한 의복 디자인,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독특한 의

복 디자인,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독특함이 가미된 의

복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이 맨날 보고 흔하잖아요. 근데 유럽 가면 

유럽 디자인이 있고 일본가면 일본 디자인에 맞춰 고르는 재미가 

있고… 한국에선 보기 힘든 새로운 스타일이고. 여행 가면 쇼핑

하는 걸 좋아해요.” (참가자 12) 

“로우클래식이 약간, 그 분이 신진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클래식한 스타일에다가 트렌드를 적당히 잘 가미하죠. 클래식하

면서도 새로운 느낌… 그래서 그 브랜드 디자인을 좋아해요.” (참

가자 6) 

(2) 트렌드 선도력 

본 연구에서는 의복 디자인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정

도인 트렌드 선도력이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의복 디자인이 

유행 전파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수용

되지 않아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가 혹은 유

행 전파 중 확산 고조 단계에 해당하여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는가 여부를 의복 디자인 평가에 고려하였다. 이

러한 요소 역시 디자인 특성을 다룬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Blijlevens et al., 2013; Hsiao & Chen, 2006), 의

복 디자인 평가 요소로써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

시되었다. 패션 디자인과 의류학을 전공하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중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디자인보다 트

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유행 전파 초기 단계의 디자인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고 다니는 옷에는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따라한다는 느낌이 싫은 거 같아요.” 

(참가자 15) 

2.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의 다차원적 구조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표적 집단 

면접 자료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Fig. 1>과 같은 의

복 디자인 평가 요소의 다차원적 구조가 밝혀졌다. 의

복 디자인 평가 요소는 크게 ‘효용적 요소’, ‘트렌드-심

미적 요소’, ‘사회 심리적 요소’의 상위 범주로 구성되었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20대 의류-패션 디자인 전공 여대생을 중심으로-

– 399 –

으며, 이들은 다시 기능적 요소에 해당되는 ‘기능적 유

용성’, ‘편의성’, 트렌드-심미적 요소에 해당하는 ‘심미

성’, ‘패션성’, 사회 심리적 요소에 해당하는 ‘심리적 자

아 적합성’, ‘사회적 활동 유용성’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

었다. 

의복 디자인 평가의 효용적 요소는 <Table 2>와 같이 

타 제품의 디자인 평가 연구에서 기능성 요소로 언급된 

바 있지만(Kim, 2012; Kwok, 2004; Na et al., 2010; Shin 

et al., 2001), 의복 디자인 평가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Table 3>과 같이 그동안 의류학에서 시행된 연

구에서는 의복의 효용적 요소가 의복 평가, 의복에 대한 

소비자 만족, 의복 품질 평가의 세부 요소로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의복 디자인 평가의 

효용적 요소들은 디자인 평가를 통해 의복 구매 과정에

서의 의복 평가, 의복에 대한 만족, 의복에 대한 품질 평

가에도 상당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를 통해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에서 의복의 기능적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나아가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디자인 관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디자인 경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Chung, 1999; Farr, 

2013) 의복 디자인의 효용적 평가 요소 충족을 통해 소

비자의 긍정적인 의복 평가, 만족, 긍정적 품질 평가도 함

께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 디자인의 트렌드-심미적 요소는 <Table 3>과 같

이 의복 디자인 요소 및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이

미 언급된 바 있었으나(Kim & J. Lee, 2018; Lee & Kim, 

2011), 이들 연구들은 주로 의복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미적 반응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점들도 있었다. 우선, 심미성 요

소의 ‘미적 취향 적합성’을 통해 소비자의 미적 평가에 

있어 사회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평가보다 개

인의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개인의 미적 

취향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던 미학을 지지하는 결과

이다(Tatarkiewicz, 1980). 더불어, ‘패션성 요소’는 타 학

문의 디자인 평가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

으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이 다채롭게 변화하

는 의복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의복 디자인의 사회 심리적 요소는 의복이 갖고 있는 

자아 확장의 심리적 의미(Entwistle, 2000; Kaiser, 1997)

와 사회적 상징(Millan & Mittal, 2017)이 반영된 결과로, 

<Table 3>에서 처럼 타 학문 분야의 디자인 평가 연구에

서는 다수 언급된 바 있지만(Lee et al., 2010; Shin et al., 

2001),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로서는 본 연구를 통해 새

롭게 제시되었다. 기존 의류학 연구에서 의복의 자아 확

장성과 사회적 상징이 갖는 사회 심리적 의미를 의류 패

션 산업에 적용시킬 때, 소비자가 추구하는 대내외적 

이미지와 패션 브랜드 혹은 유통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정도인 자아 이미지 일치를 주로 고찰해왔다(Chang & 

Kwon, 2017). 그러나, 소비자가 생각하는 의복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밝힌 Lee and Kim(2011)의 연구에서 의복 

디자인에 내포된 이미지가 의복 디자인의 한 요소임이 

밣혀졌다. 그러므로, 의복 디자인에 내포된 이미지와 소

비자가 사회 심리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의 일치를 통

해 소비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주고 소비자의 사

회적 활동에 의복 디자인이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면, 이러한 의복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평가

Fig. 1. Multi-dimensional sturucture for apparel design evaluation criteria with consum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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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질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를 탐색적으로 살펴봄으

로써,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을 밝히고 이들 

요소의 개념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시행된 소비

자 관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연구들은 의복의 조형적 

특성와 같은 심미적 요소에 치중한 면이 있었으나(Kim 

& J. Lee, 2018; Lee & 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

으로 의복의 효용적 요소, 사회 심리적 요소, 트렌드-심

미적 요소 중 유행 반영성 요소 등도 디자인 평가에 고

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의복 디자인의 평가에 있어 디자인의 미적인 요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복 디자인의 효용적 특성, 사

회 심리적 의미, 유행의 반영 정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의류 패션 산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의류 패션 산업은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 경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

을 것이다. 디자인 경영은 기업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

답을 디자인 경쟁력을 통해 모색하는 기업 경영의 방식

으로, 제품 디자인이 기업 경쟁력 창출에 큰 비중을 차지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Chung, 1999; Farr, 2013). 의류 

패션 산업은 제품 디자인의 미학적 요소와 인간공학적 

요소, 제품 소재의 공학적 요소, 디자인을 인식하는 소

비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 패션 브랜딩 및 유행 예측의 

마케팅 요소가 통합된 다학제적 산업이며, 제품의 디자

인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쟁력 창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경영 도입에 적합한 산업이다. 실제

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류 패션 산업의 소비자는 

의복의 디자인을 평가함에 있어 트렌드-심미적 요소만

이 아닌 의복 디자인의 효용적 요소와 사회 심리적 요소

를 모두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의류 패션 기업은 의

복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의복에서 파생되는 다

양한 영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함께 개선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의류 패션 산업은 디자

인 경쟁력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기반으로 의류 패

션 산업을 구성하는 다학제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마케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의류 패션 산업의 시장 세분화 기준이 재정립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의류 패션 산업은 패션 마케팅 분

야에서 전통적으로 적용해온 인구통계적 변수, 구매 관

행 변수, 심리적 변수를 기반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Rhee, 1991). 이러한 기준은 세분 시장의 특성을 기반

으로 타겟 시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실

제로 소비자가 어떠한 디자인의 의복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지 유추하기는 어려웠다. 패션 기업은 소비자가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중 어떠한 요소를 가중치를 두

고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경중을 파악함으로써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타겟 시장에 소구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는 산업의 인력들은 트

렌드-심미적 요소와 더불어 의복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

는 효용적 요소, 마케팅 요소, 사회 심리적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

며, 이는 디자이너들이 패션 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생각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류 패션 산업이 원하는 인재 양

성을 목표로 하는 관련 교육 기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복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커리

큘럼도 중요하지만, 의복 디자인의 효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의복 디자인의 사회 심

리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의상 사회 심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의복 디자인 유행의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

는 마케팅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포괄적으로 고르게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의류학은 다양한 분과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학문이며, 이미 다수의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학제를 포괄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다학제적 교과목들을 학

생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

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의상-의류학의 다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학문적 관점과 내용

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교과목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의복’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다

양한 관점에서 교육받고 이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면, ‘의복 디자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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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도 동시에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류-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20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들 집단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한, 이들 집단이 일반적인 소비자에 비해 의복과 패션 

디자인에 대한 고관여, 고지식 집단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탐색적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연구과정

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점도 연구

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의복 소비자는 다양한 연령

대와 성별을 아우르므로, 남성 소비자와 다양한 연령대

의 소비자, 다양한 문화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소비자

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복 

중에서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받는 의복을 자극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방식은 다양한 

의복의 복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어 연구의 한계

로 지적될 수 있다. 의류 패션 산업은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 복종에 

따라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가 상이할 수 있

다. 본 연구 참가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이었

기 때문에, 남성복, 중년복, 아동복, 운동복 같은 다양한 

복종에 대한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복

종에 따라 의복 디자인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

가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과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모

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후 도출된 의복 

디자인 평가 요소에 관한 척도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평가 척도는 특정 브랜드

의 의복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 특성의 이해, 경쟁

이 심화되고 있는 의류 패션 산업의 니치 시장 발굴 및 

선점, 기존 패션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패션 기업의 디

자인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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