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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직장인이 정 이고 략 인 에서 외모를 

리할 수 있도록 돕기 해, 외모 리의 목표지향

이 될 수 있는 로페셔  이미지와 성공한 직장

인의 의복이미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련성에 해 

연구하 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1056명

을 상으로 실증 조사한 결과, 성공한 직장인의 의

복이미지의 차원은 규범  이미지, 역동  이미지, 

럭셔리 이미지, 감각  이미지, 권  이미지이고, 

로페셔  이미지의 차원은 개방성, 리더십, 융화

력, 경제력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유형에 따라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

들  보다 요하고 보편 인 의복이미지는 규범  

이미지, 역동  이미지, 럭셔리 이미지 다.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가 로페셔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이미지의 다섯 차원은 

로페셔  이미지의 개방성, 리더십, 융화력, 경제력 

차원에 부분 으로 정  는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략 인 에서 

직장인들이 보다 직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의복

이미지의 형을 제시한 것으로 로페셔  이미지

를 강화를 한 외모 리 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의복이미지, 로페셔  이미지, 략  외모 리 

Abstract 

For the positive and strategic appearance 

management for workers, this study clarified the 

professional image and the clothing image of highly 

effective worker focusing on the goal-oriented point of 

appearance management as well as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wo images. This research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1056 workers 

engaged in 10 occupational clas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clothing image of highly 

effective worker are‘normative image’, ‘dynamic image’, 

‘luxury image’, ‘sensuous image' and ‘authoritative 

image'. Second,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these factors  according 

to 10 occupational classes, Normative, dynamic and 

luxury images are  ranked important and common. 

Third, the professional images consist of  4 factors as 

‘openness’, ‘leadership’, ‘integration’ and ‘economic 

power'. Fourth, these professional image factors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ed by clothing image 

factors.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the archetypes of 

clothing image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and 

the effects of clothing image on reinforcing professional 

images.

Keyword: 

clothing image, professional image, strategic 

appearance management i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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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장인의 외모가 취업은 물론 승진이나 연 에 

향을 미치는 요한 경쟁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외모는 사회  불평등과 사회  계층화를 

만드는 요소로서 사회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Berry, 2008). 회사의 인 자원 리자들은 고용 시 

지원자의 신체  매력에 향 받는 경향이 있으며

(Hosodo, Stone-Romero, & Coats, 2003), 고 리직

의 경우도 자신의 잘 리된 모습은 사회  인정과 

성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Pfann et al., 2000). 

역사속의 수많은 정치가, 기업가들이 힘을 잃게 

된 원인은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

기역할에 맞는 합한 이미지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

이다(Leary & 홍성 , 2003). 옷차림의 유형에 따라 

직장인의 권 , 능력, 생산성, 신뢰감, 친근성, 창조

성이 달리 지각된다고 볼 때(Peluchette & Karl, 

2007), 성공한 직장인의 외  이미지는 동일한 직업

군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이미지 형(archetype)이

자 리해야 할 목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즉 직장

인들이 성공하기 해서는 자신의 직업에 합한 이

미지 형인 성공한 직장인의 외  이미지와 비슷한 

모습을 갖춤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 사회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성이나 능력을 보

여주고, 역할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외모 리를 한 의복이

미지와 로페셔 이미지의 개념을 도입하 다. 의

복이미지는 의복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  특성에 의

해 만들어진 반  느낌으로(Barnard, 2002), 단편

인 의복요소들의 특징이 복합 으로 합쳐져서 사

회  의미를 형성한다. 의복이미지는 일반 으로 성

정체성, 동조성과 차별성, 신성과 보수성, 정숙성 

등과 련되며(유희, 2010a), 성공을 한 옷차림으

로는 보수 이며 권 인 차림, 노출이 심하지 않

으며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때로는 유행트 드를 

따르거나 역동 이고, 고 스런 차림이 제시되고 있

다(Gorden, Tengler, & Infrante, 1982; Kaiser, 1990; 

Magee, 2004). 

로페셔 이란 최근 자기계발  성공학에서 많

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평균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인재, 자신의 직업, 직 , 과업 등의 변화에 능

동 으로 처하는 사람을 의미하며(Drucker, 2001; 

Omae, 2005/2008), 로페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는 것은 직업과 련한 기술 , 사회  요구들을 충

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oberts, 2005). 다

양성과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요구되

는 로페셔 이미지는 단일차원의 성공이나 리더십

으로 표되기 보다는 자질, 품성, 능력과 같은 개인

 특질과 조성, 화법, 조직 융화력 등의 계  

특질, 이외에도 개방성이나 웅  요소 등 다양하

다. 따라서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가 무엇인지

를 밝히고 이들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로페셔  이

미지들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을 상으로 한 이미지나 외모 련 연구들

은 직장환경에서의 외모와 외모 리의 요성과 동

기를 다루고 있다(박수향, 이혜주, 2009; 성 신 등, 

2009; Jeffes, 1998). 성공한 직장인의 이미지에 한 

연구는 성품, 능력, 리더십과 같은 내 요인과 화법, 

태도, 매 , 외모 등의 외  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

는 경향으로(김미경, 2008; 박형렬, 1998; 이경렬, 

2005), 직장인의 의복이미지가 성공한 직장인에게 요

구되는 능력, 자질이나 성품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그 계를 구체 으로 실증한 연구는 드문 실정

이다. 유희(2010b)는 질  연구를 통해 외 인 이미

지와 직장인의 로페셔  이미지의 련성을 제시

하 으나 실증연구로 이어지지 않아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정 이고 략 인 

외모 리의 목표지향 이 될 수 있는 성공한 직장인

의 의복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직업에 따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종사하는 직업 역에 따라 

합한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 성공한 직장

인의 의복이미지가 로페셔  이미지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직업  성공에 바람직한 품성으

로 작용하는 로페셔  이미지 형성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의복이미지의 차원을 밝히고자 한

다. 

2. 이론  배경

2.1.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의복이미지는 기본 인 의복요소와 착장상태 등

의 다양한 특성들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복합 인 이

미지로서(김문 , 2002; 김미 , 1997), 직장인의 의

복이미지는 의복요소나 착장상태 등의 시각 인 요

소에 의해 복합 으로 형성되며, 직업이나 직무 특

성에 따른 스테 오 타입과 비교되거나 평가되면서 

그 의미가 해석된다(Barnard, 2002).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를 다룬 연구를 보면, 



- 186 -

일반 으로 업무수행 에 착용한 의복의 ‘

성’이 요하게 평가되었다. 의복이미지의 성

은 사회 으로 합의된 인지  원형이나 다양한 매체

를 통해 경험하거나 학습된 인지  형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되므로(Kaiser, Lennon, & Damhorst,  

1991; Ogle & Damhorst, 1999) 사회 으로 합의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즉 업  능력, 규범, 감각, 가

치를 반 한 의복이미지의 규명이 필요하다.

통 으로 직업  성공을 한 의복은 남성 인 

상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시되어 왔다

(Forsythe, 1988; Scherbaum & Shepherd, 1987). 몰

로이(Molloy, 1977)는 보수 이고 고  의복 스타

일이 권  외모를 형성하기 때문에 성공을 나타내

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 다. 잘 갖춰 입은 비즈니

스 슈트 차림은 직업과 련된 능력, 훈련, 신뢰 등

을 표 하고(McCracken, 1985), 효율  업무수행과 

질서를 유지하는 훈련된 모습이나(Foucault, 1977) 사

업가 , 문 으로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박미령, 

2003). 이와 같이 권 이고 보수 인 차림은 안정

감을 주고 승진을 하는데 정 일 수 있지만

(Gorden, Tengler, & Infrante, 1982) 지나치게 보수

으로 입는 것은 주변의 문화  환경에 무감각해 

보일 염려가 있고, 직업에 따라서 그 평가는 차이가 

날 수 있다(유명의,  윤 아, 1994).

유행과 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디자이 , 

마 터, 제조업자, 소매업자)에게는 감각 이거나 최

신 유행을 용한 스타일이 좀 더 합하다(Kaiser, 

1990). 이선경, 정 교(2003)는 창의성이 높을수록 

의복비동조성, 의복자신감, 의상심미성이 높다는 

을 확인함으로써, 창의  인물의 특성인 탈규범 , 

비 습 , 비동조성 성향과 높은 자신감, 심미  감

각, 다양한 분야에 한 흥미 등이 의복행동에도 그

로 반 된다고 하 다. 

노출과 련하여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는 체로 

피부노출 등의 성  노출이나 섹시함을 감출 때 

정 으로 평가된다(Rucker, Anderson, & Kangas, 

1981). 면 상황에서 지나치게 몸에 붙는 섹시한 스

타일과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

다(Kimle & Damhorst(1997). 즉 자신의 성징을 감추

고 피부노출을 임으로써 여성성을 감추는 것이 좋

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직장인의 

의복은 구겨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요하며, 깔

끔하게 면도된 얼굴 단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정한 

이미지는 인상평가에 요한 요인이 된다(Chandler, 

Kaiser, & Rudy, 1984; Kaiser, 1990 ). 

한편 극 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워

를 형성하고, 능동 인 의지가 반 되면 그 워가 

증가될 수 있다. 때문에 활동 이거나 에 지를 느

낄 수 있는 역동 인 옷차림은 능동 이고 감각 인 

모습을 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Barrick, 

Stewart, & Piotrowski, 2002; Magee, 2004).

사회에서의 의복이미지는 베블 (Veblen, 

1899)이 지 한 것처럼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드

러나기 때문에 과시  수단이라는 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복에 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유

명 랜드나 값비싼 소재, 는 고  맞춤복의 단서

가 노출되는 것은 착용자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

았거나 고가의상에 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직·간 으로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람

들은 고 스러운 복장이나 명품, 럭셔리한 차림새를 

통해 그 사람의 경제력 능력에 한 믿음을 갖기 쉽

고, 그러한 경제  능력은 과거에 거둔 직업 성과

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유희, 

2010b).

2.2. 로페셔  이미지

최근 사회 으로 통용되는 ‘ 로’, ‘ 로답

다’는 말로 통용되는 로페셔 의 의미는 특정한 

문 인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공학에서 사

용하는 로페셔 의 의미는 직업의 종류에 상 없

이 자기 자신의 직업, 직 , 과업 등의 직업  역할

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사람, 극

이고 능동 으로 노력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

다(Drucker, 2011/2001; Omae, 2005/2008). 따라서 

로페셔  이미지는 개인의 직업  역할 수행과정에

서 상호작용을 하는 핵심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바람직한 

능력, 자질, 품성, 외모와 련된 연상의 집합으로 

정의된다(유희, 2010b). 직장인이 로페셔  이미지

를 구축하는 것은 자신의 고객이나 최고경 자, 상

사나 부하, 직장동료 등과 같은 핵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특성

(character)과 계되는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고 있

다는 인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  지지, 권력, 안

녕, 출세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Robert, 2005). 

직업  성공과 련된 이미지는 연구자(김미경, 

2008; 이경렬, 2005; 최 재, 2006; 최 재, 박동진, 

2005; Aaker, 1997)에 따라 다양한 근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부분 내  요소와 외  요소로 구분하

고 있으며, 내  요소는 다시 자질, 품성, 능력이나 

지식, 리더십, 비 과 같은 개인  특질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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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모를 통한 로페셔  이미지의 형성(출처: 유희, 2010b) 

화법, 호감, 조직 융화력, 조화 등의 계  특질

을 포함한다. 이경렬(2005)은 리더십, 결단력, 비 과 

같은 자질과 섭외능력, 정직성, 신뢰감의 성품을 제

시하 고, 정재민(2006)은 CEO에게 요구되는 이미지

를 음과 신으로 보여지는 개 성, 윤리 이며 

정직한 책임감, 강한 신념을 가진 도 성, 효율 , 

략가  조화, 그리고 웅  요소 등으로 제시하

다. 

2.3.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와 로페셔  

이미지의 련성

로페셔  이미지는 옷차림, 태도, 말투, 말의 내

용, 행동 등의 다양한 외  단서를 의식  는 무

의식 으로 표 , 조 , 통제, 회피함으로써 표 할 

수 있다. 유희(2010b)는 직장인의 외  특성은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품성이나 내  특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며, 외  단서를 통해 형성된 

로페셔  이미지는 직장인의 성실성, 자기 리 능력, 

능동 이고 개방 인 태도, 리더십, 인 계 능력, 

고객만족정신, 문지식과 능력, 성과창출에 한 신

뢰감 등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내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

림1]. 를 들어 깔끔하고 매력 인 외모는 성실성 

평가에 정 으로 작용하 고, 유행에 맞는 감각

인 옷차림이나 조직에 수용될 수 있지만 뭔가 특별

한 요소가 느껴지는 옷차림은 착용자의 능동 이고 

개방  태도를 표 하며, 때때로 소매를 걷는 등의 

착장방식도 능력과 계되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복장이나 매력, 감

각, 일 성 있는 외모를 통해 리더십을 느낄 수 있

으며, 직업에 합한 문성이 엿보이는 복장은 

문지식이나 능력을 느끼게 된다. 한 상 방과 어

울리기 쉬운 밝은 표정, 유연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친근한 옷차림 등은 인 계에 좋은 향을 

주고, 명품이나 고 수입차량 등과 같이 고 품을 

사용하거나 세련된 차림새를 갖추는 것은 경제 으

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며, 이

는 정 인 미래를 측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는 로페셔

 이미지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

된다.

3. 연구방법  차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직장인들에게 성공 인 외모 리를 

한 략  방향을 제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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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조사

방법

온라인 753명 (71.3%)

오 라인 303명 (28.7%)

성별
남성 464명 (43.9%)

여성 592명 (56.1%)

나이

20세～29세 413명 (39.1%)

30세～39세 422명 (40.0%)

40세～49세 178명 (16.9%)

50세～59세 41명 (3.9%)

60세～69세 2명 (.2%)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39명 (13.2%)

학교 재학  졸업 810명 (76.7%)

석사 재학  졸업 85명 (8.0%)

박사 재학  졸업 22명 (2.1%)

조직

규모

기업 260명 (24.6%)

소기업 443명 (42.0%)

개인기업 270명 (25.6%)

개인 리랜서 65명 (6.2%)

기타 18명 (1.7%)

근무

지역

서울/수도권 642명 (60.8%)

경기지역 120명 (11.4%)

부산/경남 105명 (9.9%)

구/경북 67명 (6.3%)

주/ 라 53명 (5.0%)

/충청 54명 (5.1%)

강원 9명 (.9%)

제주 6명 (.6%)

개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04명 (38.3%)

2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 454명 (43.0%)

400만원 이상 600만원미만 141명 (13.4%)

600만원 이상 800만원미만 27명 (2.6%)

8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 12명 (1.1%)

1000만원이상 18명 (1.7%)

직

표-사장 87명 (8.2%)

임원 57명 (5.4%)

차부장 80명 (7.6%)

과장 131명 (12.4%)

계장- 리 214명 (20.3%)

사원-주임 487명 (46.1%)

직업

경력

약 1년 171명 (16.2%)

약 2～3년 223명 (21.1%)

약 4～6년 232명 (22.0%)

약 7～9년 132명 (12.5%)

약 10～19년 221명 (20.9%)

약 20년 이상 77명 (7.3%)

[표 1] 표본의 특성

연구문제 1. 자신의 직업 역에서 성공한 사람들

의 의복이미지 차원과 요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직업유형에 따라 성공한 직장인의 의

복이미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3.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가 로

페셔  이미지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본다.

3.2. 자료수집  

직업 성과가 높은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하 차

원을 밝히기 하여 자료 수집은 가능한 다양한 직

업을 가진 남녀 직장인을 상으로 하 다. 비조

사는 2009년 8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남녀 123명

을, 본 조사는 2009년 9월 7일에서 18일 사이에 

1056명을 온라인과 오 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 다. 온라인 리서치 문기 인 (주)엠 인을 

통해서 753명(71.3%)의 자료를 수집하 고, 온라인으

로 표집하기 어려운 문직종이나 부장  이상의 직

장인은 오 라인 조사를 통해 303부(28.7%)를 수집

하 다. 조사 상의 직업은 『2007 한국직업 망』

을 기 하여 분류한 10개의 직업으로, 설문에 응답

한 직장인은 경 ․ 융․기획 문직 143명(13.5%), 교

육  연구 문직 86명(8.1%), 법률․공공서비스 련

직 83명(7.9%), 의료․보건 련 문직 51명(4.8%), 사

회복지․상담직 49명(4.6%), 문화․ 술․디자인 창작

문직 87명(8.2%), 업․ 매직 150명(14.2%), 일반사무

직 197명(18.7%), 산업기술․정보통신 련직 111명

(10.5%), 자 업 ․개인서비스직 99명(9.4%)이다. 이밖

에 직업 련 특성과 인구 통계  특성은 [표 1]과 

같다.

  

3.3. 측정도구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하여 설문지법을 사용

하 으며, 설문지는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로페셔  이미지, 직업  인구 통계  특성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측정은 선행연구와 

심층면 , 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21문항으로 7단

계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의 개발은 

우선 선행연구(김문 , 2002; 김일분, 유태순, 1999; 

이경희, 2001; 정인희, 이은 , 1992; Rucker, 

Anderson, & Kangas, 1999)에서 추출한 이미지와 10

년 이상 경력, 장  이상의 직장인 8명을 상으

로 한 심층면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 는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기 해 연출하는 외모나 의복 련 

묘사에서 언 된 형용사를 수집하 다. 수집된 241



- 189 -

요인명 측정 문항 요인 
재값

고유치 분산%
( 분산)

신뢰도

역동  

이미지

비활동 인 - 활동 인 .780

2.884 16.021
a

.751
b

비호감인 - 호감 가는 .735

보수 인 - 신 인 .727

나이 들어 보이는

 - 어 보이는
.563

럭셔리 

이미지

유명 랜드 사용하지 

않는 - 유명 랜드를 

사용하는

.760

2.355
13.082

(29.013)
.748

원 인 - 도시 인 .644

유행에 뒤떨어진 

- 유행에 맞는
.632

스러운 - 세련된 .600

규범  

이미지

규범에 어 난

- 규범에 잘 맞는
.843

2.293

12.738

(41.481)
  

 

.773격식을 갖추지 않은 - 

격식을 잘 갖춘
.840

지 분한 - 깔끔한 .670

감각  

이미지

정숙한 - 섹시한 .710

2.186

12.146

(53.087) .660

단순한 - 장식 인 .652

수수한 - 화려한 .585

노출이 심하지 않은 

- 노출이 심한
.583

평범한 - 특이한 .520

권  

이미지

여성 인 - 남성 인 .847

1.540
8.558

(62.545)
.608

부드러운 - 딱딱한 .763

 a: 주성분 분석  Varimax 회 에 의한 분산  b: Cronbach's α에 

의한 문항 내  일 성 신뢰도 검증

[표 2]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요인분석 결과

개 형용사는 연구자와 의류학을 공하는 박사과정 

보조자가 카드분류법에 의해 동일한 의미라고 단

되는 형용사 집합을 60개로 분류하 고, 이후 각 집

합을 표하는 형용사를 추출하 다. 이 60개 형용

사에 해 직장인 123명에게 비 조사한 결과 최종

으로 추출된 21개의 의미미분 을 사용하여 자신

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연상하며 그들의 

외  이미지와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 다.  

로페셔  이미지는 유희(2010a)의 연구에서 확

인된 로페셔  이미지의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직업 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과 련된 형용사 

15개 문항에 한 7  리커트 척도에 의한 평가 결

과를 요인분석 하여 확인된 개방성, 리더십, 융화력, 

경제력의 4개 하 차원의 요인 수를 분석에 이용하

다. 직업 련 특성은 종사하는 직업유형, 조직규

모, 직 , 근무지역, 경력의 5문항, 인구 통계  특성

은 성별, 나이, 학력, 개인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4문항을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집

 경향치 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 회귀분

석,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 다.

4. 결과  논의

4.1.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차원과 요

도

4.1.1.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차원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는 5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고, 체분산의 64.7%를 설명

하고 있다. 모든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신뢰도는 모

두 0.6이상으로 양호하 다. 

요인 1은 활동 인, 호감 가는, 신 인, 어 보

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성공한 직장인이 보다 열심

히 일하는 모습을 느끼게 하는 의복이미지로 해석되

어 ‘역동  이미지’라 하 다. 요인 2는 유명 랜

드나 유행하는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연출되는 도시

이고 세련된 직장인의 럭셔리한 의복이미지를 나

타내는 이미지로 해석되어 ‘럭셔리 이미지’라 하

다. 요인 3은 규범에 잘 맞고, 격식을 잘 갖춘, 깔

끔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직장인이 복장을 통해 지켜

야 할 직업  규범이나 격식을 갖춘 깔끔한 이미지

로서 해석되어 ‘규범  이미지’라 하 다. 요인 4

는 섹시한, 장식 인, 화려한, 노출이 심한, 특이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으로, 직장인의 감각이나 개성

이 강하게 드러난 의복 이미지로 해석되어 ‘감각  

이미지’라 하 다. 요인 5는 성공한 직장인의 권

를 나타낼 수 있는 남성 이거나 딱딱한 복장의 이

미지로 해석되어 ‘권  이미지’라 하 다. 이와 

같이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는 ‘역동  이미

지’, ‘럭셔리 이미지’, ‘규범  이미지’, ‘감

각  이미지’, ‘권  이미지’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측정된 문항 

 ‘기운 없어 보이는-건강미 넘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고 스럽지 않은-고 스러운’의 문항은 두 요인

에 요인 재값이 0.4이상 나와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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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요도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요인  보다 요한 

이미지 요인을 확인하기 해 평균값을 이용하여 집

 경향치를 비교하 다. 의복이미지 각 요인의 평

균값을 보면, 체 평균값(4.93)보다 평균값이 높은 

요인이 규범  이미지(5.60), 역동  이미지(5.31), 럭

셔리 이미지(5.24)이고, 감각  이미지(4.07), 권  

이미지(4.14)의 평균값은 체 평균값보다 낮았다. 

요인의 평균값이 체 평균값보다 높다는 것은 그

지 않은 요인들보다 직업  성공을 이룬 직장인들의 

의복이미지를 나타내는 요하고 보편 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한 직장인의 가장 요한 의복이미지는 직업

사회에서 합의된 인지  원형이나 사회  질서를 소

통하는 규범  이미지이다. 이는 선행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직장환경에서의 의복은 직업, 직 , 상황

에 따른 성이 가장 요하고(Kaiser, Lennon, & 

Damhorst, 1991; Ogle & Damhorst, 1999), 비슷한 의

복을 통해 소속감을 공유하며 결속력을 높일 수 있

다(Barnard, 2002). 한 잘 갖춰 입은 격식 있는 차

림새를 통해 능력, 훈련, 신뢰 등을 표 하며

(Foucault, 1977; McCracken, 1985), 효율 인 업무수

행과 훈련된 모습, 사업가 , 문 으로 보이게 하

는 힘이 있고(박미령, 2003), 깔끔한 복장은 인상평

가에 요한 요인이 된다(Chandler, Kaiser, & Rudy, 

1984; Kaiser, 1990). 역동  이미지는 극 으로 행

동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워를 형성하고, 능동

인 의지가 반 되면 그 워가 증가될 수 있다는 선

행연구(Barrick, Stewart, & Piotrowski, 2002; Magee, 

2004)를 지지하는 것으로 활동 이거나 에 지를 느

낄 수 있는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옷차림은 정

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럭셔리 이미지는 유명 랜드

나 유행하는 스타일, 도시 이고 세련된 옷차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미지로서, 이는 럭셔리한 옷차림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거나(최샛별, 진기남, 

2007; Veblen, 1899) 과거의 높은 성과를 통해 거둔 

경제  능력에 한 추측이기 때문에(유희, 2010b)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차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인다.

반면에 섹시한, 장식 인, 화려한, 노출이 심한, 

특이한 의복이미지를 통해 형성되는 감각  이미지

의 평균값은 체 평균값보다 낮아서 직장환경에서

는 노출이나 섹시함을 감출 때 정 으로 평가된다

는 결과(Kimle & Damhorst, 1997; Rucker, Raber, & 

Harrison, 1981)를 지지한다. 그러나 남성 이거나 딱

딱한 의복이미지를 통해 형성되는 권  이미지의 평

균값이 가장 낮아서, 통 으로 직업  성공을 

한 의복은 남성  상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Forsythe, 1988; Scherbaum & Shepherd, 1987), 권

이고 보수 인 차림이 정 이라는 결과

(Gorden, Tengler, & Infrante, 1982)를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Kimle & Damhorst(1997)의 결과

와 같이 무 지나치게 보수 으로 입는 것은 주변

의 문화  환경에 무감각하거나 최근 시되고 있는 

창의성이 부족해 보일 염려가 있고, 근무복 자율화 

경향, 남성 그루  트 드, 직장 내에서의 여성 지

향상 등의 향으로 직장인의 옷차림이 비교  자유

로워지고 캐주얼화 되고 있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된

다.

4.2. 직업특성에 따른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

미지 차이

직업  인구 통계  특성에 따라 성공한 직장인

의 의복이미지가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업 련 특성  직업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

인되었으나 조직규모, 직 , 근무지역, 경력은 유의

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구 통계  특성 문항 

에서는 성별만이 권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규범  이미지는 평균값이 5.80에서 5.08로 직업

에 따라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업  

매직(5.80), 경 ․ 융․기획 문직(5.75), 의료보건 

련 문직(5.76), 자 업  개인서비스직(5.73), 법

률  공공서비스 련직(5.71), 사회복지  상담직

(5.69), 일반사무직(5.57), 교육  연구 문직(5.61)

은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5.08)과 산업기

술  정보통신 련직(5.21)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과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의 규범  이

미지는 다른 직업보다는 상 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 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는 요인이므로 규범  이미지는 성공한 직장인의 의

복이미지를 표한다고 본다.  

역동  이미지는 평균값이 직업에 따라 5.60에서 

5.02의 평균값을 보이며, 직업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 업  개인서비스직(5.60)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다음은 문화․ 술․디자인 창

작 련 문직(5.56), 경 ․ 융․기획 문직(5.40), 

업  매직(5.44), 교육  연구 문직(5.33)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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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이미지 
(M=4.93)

경 ․ 융․
기획
문직

(n=143)

교육 
연구
문직

(n=86)

법률․
공공

서비스
련직

(n=83)

의료․보건
련

문직
(n=51)

사회
복지․
상담직
(n=49)

문화․ 술․
디자인 창작

문직
(n=87)

업․
매직

(n=150)

일반
사무직
(n=197)

산업기술․정
보통신

련직
(n=111)

자 업 
․개인

서비스직
(n=99)

F 값

규범  이미지
(M=5.60)

5.75
a

A
b

5.61
A

5.71
A

5.76
A

5.69
A

5.08
B

5.80
A

5.57
A

5.21
B

5.73
A

6.014***

역동  이미지
(M=5.31)

5.40
ABC

5.33
ABCD

5.02
D

5.25BC
D

5.27BC
D

5.56
AB

5.44AB
C 5.20CD

5.06
D

5.60
A 4.264

***

럭셔리 이미지
(M=5.24)

5.47
A

5.19
ABCD

5.09
CDE

5.33
ABC

4.90
E

5.43
AB

5.39
AB

5.17
B

4.93
DE

5.33
ABC

5.086***

감각  이미지
(M=4.70)

4.79
AB

4.67
AB

4.72
AB

4.74
AB

4.56
BC

5.00
A

4.77
AB

4.65
BC

4.44
C

4.90
A 3.584

***

권
이미지

(M=4.14)

체
(M=4.14)

4.12
BC

3.87
CD

4.49
A

3.82
CD

3.70
D

3.99
CD

3.87
CD

4.47
AB

4.59
A

3.86
CD 7.650

***

남성
(M=4.40)

4.32
AB

4.32
AB

4.55
AB

4.91
A

3.96
B

4.21
B

4.22
B

4.53
AB

4.61
AB

4.09
B

1.798

여성
(M=3.87)

3.82
BC

3.52
CD

4.32
AB

3.19
D

3.56
CD

3.94
BC

3.69
CD

4.27
AB

4.65
A

3.52
CD

6.150***

***: p<.001.   a: 평균값   b: Duncan Test에 의한 다 비교 검증결과.(A>B>C>D>E)

[표 3] 직업에 따른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 이미지 차이 분석(ANOVA)

다. 사회복지  상담직(5.27), 의료보건 련 문직

(5.25), 일반사무직(5.20)은 상 으로 역동  이미지

의 평균값이 낮은 편이며, 가장 낮은 직업은 법률 

 공공서비스 련직(5.02)과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5.06)이었다. 즉 고 진취 인 느낌을 주는 

역동  이미지는 주로 능동 인 자세와 친화력, 창

의 이거나 도 정신이 필요한 직업인 자 업  개

인서비스직,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 경

․ 융․기획 문직, 업  매직, 교육  연구 

문직에 종사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요한 의복이

미지 요인으로 해석된다. 

럭셔리 이미지는 직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값의 분포는 5.47에서 4.44이다. 평

균값이 높은 직업은 경 ․ 융․기획 문직(5.47)이고, 

다음은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5.43), 

업  매직(5.39)이며, 그 다음은 의료보건 련 

문직(5.33), 자 업  개인서비스직(5.33)이다. 교

육  연구 문직(5.19), 일반사무직(5.17), 법률  

공공서비스 련직(5.09),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4.93)은 상 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사

회복지  상담직(4.90)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즉 

럭셔리 이미지는 직무과정에서 리더십, 결단력이 요

구되는 경 ․ 융․기획 문직이나 고객과의 이 

많거나 외  매력이나 이미지가 직업 성과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

직, 업  매직, 의료보건 련 문직, 자 업 

 개인서비스직에게는 정 인 효과를 주지만, 업

무 계에서 사, 력, 공익과 련된 사회복지나  

상담 련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감각  이미지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낮

은 평균값 분포를 보이며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업은 문

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5.00), 자 업  개

인서비스직(4.90)이다. 이밖에 다른 직업은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반 으로 체 평균값

인 4.93보다 낮은 수 분포를 보인다. 때문에 감각

 이미지는 자신의 감각이나 개성을 강하게 표 하

는 것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술․디
자인 창작 련 문직이나 자 업  개인서비스직

에는 요한 이미지이지만 다른 직업군에서는 정

인 효과를 주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는 유행과 

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디자이 , 마 터, 제

조업자, 소매업자)에게 최신 유행을 용한 스타일을 

좀 더 기 되거나(Kaiser, 1990), 창의성이 높을수록 

비동조 인 의복행동이 나타난다는 이선경, 정 교

(2003)의 연구와 일치된다. 

권  이미지는 반 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의복이미지로서, 직업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평균값은 4.59에서 3.70의 범

로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직업은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4.59), 법률  공공서비스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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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4.49)이다. 일반사무직(4.47)과 경 ․ 융․기획 문

직(4.12)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상 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 지만, 자 업  개인서비스직(3.86), 

업  매직(3.87),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3.99), 의료보건 련 문직(3.82), 교육  연

구 문직(3.87)의 평균값이 낮은 편이며, 사회복지 

 상담직(3.70)에서 가장 낮았다. 즉 남성 이고 딱

딱한 느낌을 주는 복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권  

이미지는 주로 남성들의 구성비가 높은 직업군인 산

업기술  정보통신 련직이나 논리성이나 성실성, 

인습 인 업무성격을 갖는 법률  공공서비스 련

직, 일반사무직, 경 ․ 융․기획 문직에서만 정

인 효과를  수 있는 의복이미지로 해석된다. 한 

권  이미지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

를 보 는데 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권  의복이

미지에 한 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남성의 경우, 

권  이미지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에서 남성  상징(male 

symbol)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응답자의 성

이나(Scherbaum & Shepherd, 1987) 직업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유명의, 

윤 아, 1994). 

4.3. 로페셔  이미지 차원

로페셔  이미지의 차원을 확인하기 해 요인 

분석한 결과, 체 설명력의 68.0%를 설명하는 개방

성, 리더십, 융화력, 경제력의 4가지 차원을 확인하

다. 개방성 차원은 ‘감각 인 느낌을 주는’, 

‘흥미로운 느낌을 주는’, ‘유머 있는’, ‘창의

인’,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 어 보이는’문

항의 요인 재 값이 높은 차원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흥미로움, 세련됨(Aaker, 1997), 경험에 한 

개방성, 외향성, 창조성(박형렬, 1998), 끼(조 우, 

2004), 표 력(김미경, 2005; 박형렬, 1998)에 응되

는 것으로 외 으로 표 되는 자질이나 인상의 차원

이다. 리더십 차원은 ‘리더십 있는’, ‘결단력 있

는’, ‘지  능력 있는’, ‘자기비 (꿈)을 가진’ 

문항의 요인 재값이 높은 차원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능력(Aaker, 1997)과 문성, 지 , 기술  능

력과 목표의식(이경렬, 2005; 김미경, 2005)과 련된 

차원이다. 융화력 차원은 ‘ 응력이 있다’, ‘ 조

이다’, ‘ 실 으로 행동한다’ 문항의 요인 

재값이 높게 나타난 차원으로 자신과 타인과의 계

에 련된 태도와 성품과 련되며, 선행연구의 성

실성(Aaker, 1997), 동조성, 고객제일주의(Omae, 

2005/2008), 성품(이경렬, 2005), 꾀(조 우, 2004), 조

화성(정재민, 2006), 공감력(김미경, 2004), 친근감(최

재, 2006)과 련된다. 경제력 차원은 ‘경제력이 

있다’, ‘경제  능력이 있어 보인다’ 문항의 요

인 재값이 높은 차원으로서 성공 인 업무 수행 

결과로 획득된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미지 차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드물게 나타나지만 우아함(Aaker, 

1997), 성공의 결과인 꽃(조 우, 2004)과 련된 차

원이다. 

4.4.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와 로페셔  

이미지의 련성

의복이미지가 로페셔  이미지에 미치는 향

력을 확인하기 해서 로페셔  이미지를 종속변

수로 하고,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여 각각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4]. 

로페셔 이미지의 개방성을 만드는데 정 인 

향을 주는 의복이미지는 역동  이미지(0.406)이지

만, 권  이미지(-0.096)는 부 인 향을 미치며, 

이들의 체 설명력(R2)은 21.1%로 가장 높았다. 따

라서 개방성을 형성하기 해서는 활동 이고 신

이며 고 호감 가는 옷차림을 통해 역동  이미

지를 만들고, 남성 이거나 딱딱한 옷차림을 통해 

권 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으로 해석

된다. 

로페셔 이미지의 리더십에 해서는 역동  

이미지(0.137)가 가장 향력이 크고, 직업  규범  

이미지(0.088)와 권  이미지(0.072)는 정  효과가 

있지만, 감각  이미지(-0.100)는 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리더십을 형성하기 해

서는 활동 이고 신 이며 고 호감 가는 옷차림

을 통해 역동  이미지를 만들고, 직업  규범이나 

격식에 맞춘 깔끔한 복장을 하며, 다소 남성 이거

나 딱딱한 옷차림을 통해 권 으로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섹시하거나 장

식 이고 화려하며 노출이 심하거나 특이한 옷차림

을 통해 보이는 감각  이미지는 오히려 리더십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로페셔 이미지의 융화력에 정  향력을 주

는 의복이미지는 규범  이미지(0.309)와 역동  이

미지(0.151)이지만, 럭셔리 이미지(-0.114)는 부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융화력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직업  규범과 격식을 잘 갖춘 깔끔한 옷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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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변수 β t F

수정된 

R
2

개
방
성

역동  이미지 .406
 

11.905***

57.287
***

0.211

럭셔리 이미지 -.006 -.116 

규범  이미지 .040 1.244

감각  이미지 .046 1.237

권  이미지 -.096 -3.415**

리
더
십

역동  이미지 .137  3.649
***

7.750
***

0.031

럭셔리 이미지 .067 1.645

규범  이미지 .088 2.443*

감각  이미지 -.100 -2.417
*

권  이미지 .072 2.301
*

융
화
력

역동  이미지
.151   4.147

***

23.174
***

0.095

럭셔리 이미지
-.114  -2.905**

규범  이미지
.309   8.890

***

감각  이미지
-.064 -1.162

권  이미지
-.023 -.780

경
제
력

역동  이미지
-.127  -3.506

***

24.839
***

0.102

럭셔리 이미지
.315   8.042

***

규범  이미지
.093  2.686**

감각  이미지
-.053 -1.328

권  이미지
.130  .4.345

***

***
: p<.001  

**
: p<.01.  

*
: p<.05 . 

[표 4]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가 로페셔  이

미지에 미치는 향

림을 통해 직업  규범에 잘 맞도록 하고, 활동 이

고 신 이며 고 호감 가는 옷차림을 통해 역동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유명 랜

드를 사용하거나 유행에 맞는 세련된 옷차림을 통해 

럭셔리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융화력이미지

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페셔 이미지의 경제력에 정  향을 주는 

의복이미지는 럭셔리 이미지(0.315)와 권  이미지

(0.130), 규범  이미지(0.093)이지만, 역동  이미지

(-0.127)는 부 인 향을 미친다. 즉 경제력이미지

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유명 랜드를 사용하거나 유

행에 맞는 세련된 옷차림을 통해 럭셔리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다소 남성 이거나 딱딱한 옷차림을 통

해 권 으로 보이는 것, 직업  규범이나 격식에 

맞춘 깔끔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활동

이고 신 이며 고 호감 가는 옷차림은 오히려 

경제력 이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회귀분석 결과 확인된 체 설명력(R2)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개방성(21.1%)이 가장 크고, 다음은 경제

력(10.2%), 융화력(9.5%), 리더십(3.1%) 순이다. 즉 

로페셔 의 개방성, 경제력, 융화력 이미지는 옷차림

이나 외 인 특성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이미지 차원이나, 결단력

이나 지  능력과 련되는 리더십 이미지는 외  

이미지로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장 낮은 설

명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직장인의 정 이고 략 인 외모

리를 하여 외모 리의 목표지향 이 될 수 있는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직업에 따른 차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의복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 다. 한 이러한 의복이미지가 로

페셔  이미지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 으로써 외

 특성인 의복이미지가 직업  성공을 한 바람직

한 품성인 로페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성공한 직장인의 의

복이미지는 역동  이미지, 럭셔리 이미지, 규범  

이미지, 감각  이미지, 권  이미지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이들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표 이고 보편 인 이미지는 규범

 이미지이고, 그 다음은 역동  이미지와 럭셔리 

이미지이며, 감각  이미지와 권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들보다 상 으로 덜 요한 이미지로 확인

되었다. 

둘째, 모든 의복이미지 차원은 직업에 따라 그 

요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규범  이

미지는 부분의 직업에서 가장 시되는 이미지로

서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과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은 다른 직업보다 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역동  이미지는 자 업  개인서비스

직,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 경 ․ 융․기
획 문직, 업  매직, 교육  연구 문직이 

다른 직업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평가되었

다. 럭셔리 이미지는 직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경 ․ 융․기획 문직이나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 업  매직, 의료보

건 련 문직, 자 업  개인서비스직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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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감각  이미지는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이나 자 업  개인서비

스직에서는 요한 이미지 차원이나 다른 직업군에

서는 평균값이 낮아 정 인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이미지는 반 으로 가

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직업과 성별에 따라

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이나 법률  공공서비스 련

직, 일반사무직, 경 ․ 융․기획 문직에서만 부분

으로 정 인 효과를  수 있는 의복이미지이며, 

여성보다 남성들이 권  이미지에 한 평가가 높

았다. 

셋째, 의복이미지가 로페셔  이미지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한 결과, 로페셔  이미지의 개방성

에는 역동  이미지가 정 인 향을 주지만, 권

 이미지는 부 인 향을 미친다. 로페셔  이

미지의 리더십에는 역동  이미지, 규범  이미지, 

권  이미지가 정 인 향을 주지만 역동  이미

지가 가장 향력이 크고, 감각  이미지는 부  

향을 다. 로페셔  이미지의 융화력에는 규범  

이미지와 역동  이미지가 정  향을 주는 반면 

럭셔리 이미지는 부 인 향을 미친다. 로페셔  

이미지의 경제력에 정  향을 주는 의복이미지는 

럭셔리 이미지와 권  이미지, 규범  이미지이고, 

역동  이미지는 부 인 향을 다. 한 회귀분

석으로 체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로

페셔 이미지의 개방성, 경제력, 융화력의 설명력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외 인 특성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이미지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결단력이나 지

 능력과 련되는 리더십은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의복이미지와 같은 외  특성으로 리더십을 

연출하거나 강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외모지상주의 시 에 직업  성과를 높이기 

해 략 인 외모 리를 하고자 한다면, 직장인이 

가장 신경을 써서 리해야 할 의복이미지는 규범  

이미지와 역동  이미지를 갖추는 것이다. 소속된 

직장 내의 규범에 맞고 격식을 갖추며, 깔끔하게 정

돈된 의복을 통해 만들어 지는 직업  규범  이미

지는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요한 이미지로 평가되

었을 뿐 아니라 로페셔  이미지의 리더십과 융화

력, 경제력 차원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

다. 한 보다 활동 이며 진취 인 느낌을 주는 역

동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모든 직업군에서 요

한 의복이미지 차원으로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로

페셔  이미지의 모든 차원을 강화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특히 개방성을 표 하기 해서는 

반드시 리해야 할 요한 특성이다. 

둘째,  사회의 성공한 직장인의 이미지 차원

에는 럭셔리 이미지와 감각  이미지가 포함된다는 

이다. 럭셔리 이미지와 감각  이미지는 성공을 

한 옷차림을 표하는 의복이미지로 부각되지는 

못했으나 최근 연구인 최샛별, 진기남(2007)의 결과

와 같이 한국사회에서의 럭셔리 이미지는 사회  성

공을 해 략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미지 차원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럭셔리 이미지는 직업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있고, 성과창출에 한 신뢰

감을 높일 수 있는 로페셔  이미지의 경제력 차

원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융화력은 감소시킬 수 있

는 의복이미지이기 때문에 직업과 표 하고자하는 

로페셔  이미지 차원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각  이미지는 로페셔  이

미지의 리더십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차원으로 직장환

경에서 노출이나 섹시함을 감출 때 정 으로 평가

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 지만, 자신

의 감각이나 개성을 강하게 표 하는 것이 직업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술․디자인 창작

련 문직이나 자 업  개인서비스직에게는 도움

이 될 것이다.   

셋째, 직업  성공을 한 의복이미지  권  

이미지에 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남성  상징을 채택하거나 권

이고 보수 인 차림이 정 이라고 제시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권  이미지가 성공한 직장

인의 의복이미지 차원  가장 낮게 평가된 이미지 

차원일 뿐 아니라 산업기술 정보통신 련직을 제외

한 모든 직업군에서 같은 결과를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공을 해 갖춰야할 요한 이미지 차원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해석된다. 특히 변하고 있는 기업환

경 속에서 필요한 로페셔  이미지인 개방성에 부

정인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모 리미엄’ 시 를 살아

가는 직장인들이 보다 직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외  이미지의 형을 확인하고 로페셔  이미지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한 직장인의 의복이미지 차원을 자

신의 직업 특성과 목표로 하는 로페셔  이미지 

차원을 고려하여 연출하거나 리한다면 직업 성과

를 높이는데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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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보다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한계

가 있다. 향후 의복스타일이나 구체 인 시각  특

징, 디자인, 아이템 등의 특성이 로페셔  이미지

에 미치는 향이나 직업유형에 따른 평가의 차이 

등에 한 연구로까지 구체화된다면 직장인들과 비

즈니스웨어를 마  하는 패션기업에게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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