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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페르소나는 개인이 속한 사회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다 정체성의 외 표 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 된다.극도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직면

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페르소나는 매우 다양하며,이는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패션 스타일을 통해 성찰 으로 구 될 수 있다는

에서 패션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 연구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 요구와 가치기 에 따라 선택

으로 형성하고 의도 으로 표 하는 페르소나는 패션을 통해 발 되는

것으로 보고,패션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에

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 다.페르소나와 정체성의 계를 밝히기

해 문헌연구를 진행하 으며,20∼30 성인기 여성 12명을 상으로

은유추출기법 인터뷰와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원인,

발 유형을 악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페르소나는 개인의 다 정체성의 외 표 이라 할 수 있으

며,표 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종류와 집단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 선택 으로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모든 정체

성이 페르소나로 표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 과정을 통해 페르소

나가 결정되며,사회 응에 유리한 페르소나를 선택 으로 표 한다.

둘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를 분석한 결과,남들이 보기에

한 행동을 하도록 조 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 인 계에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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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목표를 달성하고 성

공하도록 하는 성취지향 페르소나,완벽성을 추구하는 완벽 지향 페르소

나 등 4가지 페르소나가 패션을 통해 주로 발 되는 주요 페르소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4가지 페르소나는 모두 사회 인 상황에서 타인

과의 계를 시하는 페르소나로,개인보다 집단이 더 많이 개입되어

형성되는 페르소나의 이론 특성이 실제 개인의 삶에서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은 개인 특성,사

회구조 요구,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개인

특성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개인의 성격,가치 ,욕구이

며,사회 구조 요구는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역할 기 ,

상황 합성과 련하여 작용하고 있는 외 인 요인들로 확인되었다.개

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인간 계의 의식,집단 분 기,집단 내 개인의

선택,사회 요구에 한 지연 응으로 개인과 사회구조 간 충과

의가 이루어져 페르소나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패션을 통해 페르소나가 발 되는 원인은 회피형,연출형,억제/

분출형으로 나타났다.회피형은 패션을 통한 평가와 련하여 논란 회피,

외모 평가에 한 압박에 의한 것이며,연출형은 역할 상징의 표 ,역할

과의 분리,자기표 고려를 한 역할 이미지 연출과 어울림의 추구,조

직 응을 한 집단 이미지 연출,이상 이미지 표 과 부재 이미지

표 을 한 이상 이미지 연출로 분석되었다.억제/분출형은 집단 압

박으로 인한 은폐,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억제된 이미지 분출을 해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 발 유형은 개인 표 형,사회

충형,이상 연출형으로 구분되었다.각 유형별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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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통한 발 원인,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 표 형은 사회 계에 한 고려가 은,개인 내부에

서 악하는 자기의식을 드러내는 페르소나 발 유형이다.성격,가치

,재미 추구,기분 환과 같은 개인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타인

의 시선 의식,개성 추구,지역 범주·요구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역할과의 분리와 억제된 이미지 분출을 해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었으며,이를 해 비효율 소비,일회 이벤

트성 연출,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둘째,사회 충형은 사회 계 속에서 타 과 충의 과정을 거

쳐 선택 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 유형으로,성격,가치 이라는 개인

특성이 향을 미쳤으며,1차 집단의 압박,2차 집단의 규범,역할기 와

같은 사회 구조 요구가 존재했다.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원

인으로는 주변의 평가 의식,타인의 시선 의식,구성원의 외모,집단의

성격,집단 내 경쟁,동조와 개성 추구를 해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페르소나는 논란 회피,외모 평가에 한 압박이라

는 회피형 원인과 역할 상징의 표 ,역할과의 분리,자기표 고려,어

울림의 추구,조직 응,이상 이미지 표 의 연출형 원인,집단 압박

으로 인한 은폐라는 억제/분출형 원인에 의해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

었다.이를 해 주변 스타일에 맞추거나,장소에 시간에 따라 스타일 연

출을 보류하기도 하 으며,규범을 지키기 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 다. 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

을 추가하거나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동일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방

식 등을 통해 충안을 연출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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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연출형은 이상 모습을 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페르소나 발 유형이다.성격 가치 ,보완 추구,자

신감 추구라는 개인 특성과 역할 기 와 상황 합성이라는 사회 구조

요구,주변 평가 의식,집단 내 경쟁,사회 치로부터의 벗어남,연

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에

의해 페르소나 형성되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이상 이미지 표 ,부재

이미지 표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를 해 패션을 통해 발 되었으며,

이를 해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거나 이상 인물의 모방,불편함을 감

수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악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성찰

개인성의 강조,비언어 커뮤니 이션 기능의 강화,다 이며 유동

특성의 확 라는 의미를 갖는다.Jung은 페르소나를 집단정신에

의해 조정된 사회 타 물로 보았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찰한 개인

들은 사회 요구에 그 로 순응하기보다는 개인 특성과의 충과 타

을 통해 자발 으로 페르소나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특히 패션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반 하고 충된 패션 스타일을 활용하며 자신만의 개성

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으며,이는 인들의 성찰 개인성이 강조

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의사소통

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은 비언

어 커뮤니 이션이라 할 수 있다.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짧은 시간에

표 해야 하며,익명성에 기반을 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인들에게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이러한 사회의 페르소나는 다 이고 유동 인 특

성을 갖는다.하나의 역할과 상황 내에서도 다수의 페르소나가 존재했으

며,다양한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의 조합을 통해 발 되고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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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사회 구조의 맥락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페르소나를

변경시키며 패션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응하는 방식의 페르소나 발

은 다 이며 유동 인 특성이 확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다 복식 행동을 페르소나라는 에서 새롭게

해석하 으며,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

나라는 연구 분야에서 은유추출기법을 설계하고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 다는 데 의미가 있

다.이를 통해 이를 통해 개인의 다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 하

는 소비자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페르소나,다 정체성,은유추출기법,페르소나 발 ,패션

스타일 연출,페르소나 형성 원인,페르소나 발 유형

학 번 :2007-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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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페르소나(persona)는 Jung의 인격 이론에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설명

하며 사용된 개념으로,그는 인간은 내 인격과 외 인격을 갖고 있다

고 보았으며 외부 세계에 응하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외 인격을 페르소나로 정의하 다.페르소나는 개인과 사회가 ‘어떤 사

람이 무엇으로 보이는 것’에 하여 서로 타 하여 만들어낸 것으로,개

인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된 역할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내며 사회

에 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이부 ,2011).

체 인격의 일부분으로서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 계 속에서 형성되

는 페르소나는 Kaiser(1990)와 Erikson(2005)이 내린 정체성에 한 정의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그들은 정체성을 자아를 구성하는 하

개념으로 보았으며,나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양식인 개인 정체성

과 타인과의 계 속에서의 존재양식인 사회 정체성으로 구분하 다.

개인의 다양한 사회 계와 맥락 속에서 얻어지는 다수의 정체성들은

외부 세계에 응하기 해 만들어 낸 외 인격인 페르소나를 통해 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iddens(2001)는 후기 의 삶은 극도로 다원화되어있으며 개인에

게는 복수의 정체성이 핵심 인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탈 통 질

서,생활 체계의 다원화,권 의 부재,TV,인터넷을 통한 매개된 경험들

이 후기 의 특성이며,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의 생활 체계를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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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 시키며 정체성의 복수화를 가져온다고 본 것이다.Giddens가 밝

힌 후기 의 복수 정체성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가수로 잘 알려진 한 유명 연 인은 얼마 부터 화가로 활

동하기 시작하며 인터뷰를 통해 “ 능을 할 때의 나,가수로서의 나,미

술 작업을 할 때의 나,가족 안에서의 나,보통 여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무엇이 진짜 나일까 혼란스러웠다.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많은 모

습들 그 자체를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한 정,2016).이 듯 자신이 가진 복수의 정체

성을 인지하고,상황과 역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페르소나는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표 하는 데 패션은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페르소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원인들과

패션으로 페르소나를 표 하는 방식을 실증 으로 고찰해 으로써 패션

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의미를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페르소나를 외부 세계와의 계를 통해 사회에 응해나가기 한 정

체성의 외 발 으로 악하는 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미술과

사진 등의 술 분야에서 진행되었다.서덕 (2009)은 사회 인간으로

서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술과 페르소나의 본질 유사성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페르소나,자기부정의 페르소나,페르소나 마 으로 분류하

여 미술에 나타난 페르소나 표 양상을 분석하 다.권경용,김

규정(2010)은 사진에서 표 된 내 자아는 조작된다고 인식하고

연극 자화상,집단 무의식,자기 변형 표 ,투 된 페르소나,페르소

나 벗기기로 페르소나의 사진 표 을 분석하 다.

페르소나와 련하여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Titton(2015)의 패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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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에서의 페르소나에 한 연구와 박진희(2008)의 페르소나 아이템에

한 연구, 민희,임은 (2015)의 패션 디자이 의 페르소나 마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Titton(2015)은 패션 블로그에서 블로거들의 자

기표 을 ‘FashionablePersona’로 정의내리고,상황에 따라 다르며,서사

이고 연극 인 캐릭터를 연출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박진

희(2008)는 가면이라는 페르소나의 정의를 바탕으로 마스크와 베일을 페

르소나 아이템으로 규정하고 패션 컬 션에 나타난 페르소나 아이템의

형태와 경향,등장 배경에 해 고찰하 다. 민희,임은 (2015)은 패션

디자이 가 연출하는 페르소나가 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에서 보는 마 근 방식을 통해 략 으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이

용하는 패션 디자이 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분석하 다.세 연

구 모두 페르소나라는 이론 배경은 같지만 연극,가면이라는 페르소나

의 표면 정의 수 의 분석에 그치고 있다.페르소나를 단순히 연극

연출이나 가면 아이템, 랜드를 해 만든 가면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

니라,개인의 다 정체성을 표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개

인과 사회의 타 에 의해 만들어진 페르소나라는 의미를 간과하 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를 패션

디자인 분야 연구에 용시키는 과정에서 가면이라는 표피 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삶에서 페르소나를 만들게 된 원인과

형성 과정,패션을 통해 표 되는 방식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

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었다.

특히 사회에서 패션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 하는 효과 인 수단

으로 인식되어 있다.따라서 다 정체성의 외 발 인 페르소나

한 패션으로 통해 효과 으로 표 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되며,패션과

페르소나는 직 이며 요한 련성을 가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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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endsen(2013)은 패션은 언제나 개인 인 차원과 체제 순응 인 차원

이 두 계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측면과

자신의 개인성,취향이라는 이 양자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immel은 패션을 특정한 집단의 사회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과 독립성을 추구하는,개

인 정체성이 긴장 으로 결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Svendsen,

2013).페르소나는 개인 욕구나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 간 타

하며 형성되는 것으로,이는 패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성과 사회

순응이라는 두 가지 긴장된 계가 공통 으로 존재하며,개인과 사회

구조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도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타인과 지속 인

계를 맺으며 그 집단 가치에 맞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

다.이때,개인에게 요구되는 외부 상황의 역할이 다양해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집단이 기 하는 특정한 역할을 해 가상의

가면을 쓰고 주어진 도리나 본분,사회 의무와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외부 환경,즉 사회나 실에 응해 나간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 요구와 가치기 에 따라 선택 으로 형성하고 의도 으

로 표 하는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이라 단된다.페르소나는 개인의 복수 정체성을 인지하고,상황과 역할

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과정

에서 형성된다.따라서 정체성의 외 표 인 페르소나는 특정 상황에

반응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외부의 변화에 한 응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한 개인 이며 동시에 사회 요구에 의해 구성되는 페르소나는

개인의 패션 스타일을 통해 구 될 수 있다는 에서 패션에서 페

르소나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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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다 복식 행동을 자신의 페르소나를 패

션을 통해 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에서 재해석하

고자 하며,개인의 정체성을 외부 세계에 표 하는 방식인 페르소나가

실제 개인의 삶에서 패션을 통해 어떻게 표 되고 있는지 실증 으로 고

찰해보는데 의미가 있다.특히 지 까지 이루어진 패션과 자아,정체성과

련된 연구와 차별화되는 페르소나라는 에서 개인의 다 복식

행동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이를 통해 패션을 통해 표 되는 페

르소나 발 에 향을 미치는 개인 ,사회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질

근을 통해 의류학과 패션디자인 분야의 양 연구를 보완하는데

용될 수 있을 것이며 탐색 성격의 질 근을 통해 얻게 되는 총체

이며 고유한 자료들은 개인의 다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 하는

소비자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한 구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문헌 고찰을 통해 페르소나와 정체성의 계를 밝히고,이를

통해 페르소나 연구의 이론 틀을 마련한다.

둘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유형을 밝힌다.페르소나를

통해 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들의 형성 원인을 개인과 사회구

조,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셋째,페르소나 표 에 있어 패션의 역할과 그 활용 방식을 밝힌다.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과 발 유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 활용

방식을 구체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넷째, 에서 분석된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발 유형에 한 고찰을 통해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

의 의미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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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 연구 방법 은유추출기법 인터뷰와 심

층 인터뷰를 병행하 다.

문헌 연구를 통해 페르소나의 의미와 특성,자아와 정체성의 개념의

변화,정체성의 구성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정체성과 페르

소나의 계를 도출하여 패션으로 표 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 틀을 마련하여,다원 이고 가변 인

정체성의 구축 방식으로서 페르소나와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

르소나를 정의 내리고 자 하 다.

패션에 한 종합 인 분석을 해서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

게 패션을 경험하는지에 한 연구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패

션 담론의 수용자,소비자로 개념화되는 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패션을

수용,해석,생산하는 양상에 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개인의 특

수하면서 구체 인 상황에서의 패션에 한 연구를 해 질 연구 방식

을 사용한다(신혜 ,2012).

질 연구는 객 화와 계량화를 해 연구 상의 행 와 개념을 그

것이 놓인 맥락에서 분리하여 조작 으로 단순화시킨 양 연구와는 달리

연구 상의 일상 행동과 개념을 구체 맥락 속에서 악하며 그들의

경험과 그 의미의 고유성,연속성,다양성,모호함,유연성을 그 로 인정

하고 그것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주 세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방

법이다.이것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패션에 해 종합 연구에

타당한 연구 방법이며,양 연구가 놓칠 수 있는 재성, 장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민동원,1999)개인의 상황과 역할,직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페르소나를 연구하기 해 합한 연구 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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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사례 연구를 택하여 각각의 개인

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과정을

개인과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악하고자 하 다. 한 각 사례별로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이라는 두 가지의 분석단 를 사용하

는 다 복합 사례 연구로 진행하여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의 표 은 어

떠한 맥락 속에서 개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재구성 되는가를

실증 으로 악하고자 하 다.이를 해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 으며

직 찰,은유추출기법 인터뷰,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연구 참여

자의 페르소나를 악하기 해 ZMET(Zaltman MetaphorElicitation

Technic)를 활용한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 으며,이와 동시에 패션 스

타일의 변화를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게 된 이유와 스타일 변경 사례,

자신의 페르소나에 한 주 만족이나 사회 평가 등에 한 경험,

구매와 보 시 차이 ,표 빈도와 선호도에 한 반구조화 된 문항으

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연구 참여자는 목 표집에 의해 자신의 다 정체성의 표 을 패

션 스타일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연출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으

며,이를 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지,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우선 으

로 고려하 다.연구 참여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의 사회 역할

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요한 단계로 구분되며,사회 상호작용과

역할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20∼30 성인기 여성 총 12명을 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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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본 장은 패션의 페르소나 특성 분석에 필요한 이론 고찰로 구

성된다.페르소나는 개인의 정체성을 외부 세계에 표 하는 방식으로 페

르소나를 형성하는 자아와 정체성,사회와 개인의 계 등 페르소나 형

성에 련된 다양한 차원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의미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이론 근거를 뒷받침하고

자 한다.1 에서는 자아와 정체성의 개념과 특성에 한 다양한 이론

논의들을 종합 으로 검토해보고,2 에는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에 나

타난 페르소나의 개념과 특성에 해 살펴본다.

제 1 자아와 정체성

본 에서는 기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다 지고 있는 자아개념과 정

체성 특성을 토 로 자아개념과 정체성의 계와 차이 을 정의 내렸다.

1.자아의 개념과 특성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의 총합으로(Rosenberg,1979),자아에 한 용어는 자기(self),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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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자아개념(self-concept)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며 혼용되기도 한

다.자아는 자기 자신에 해 지니는 태도,감정,평가를 나타내는 상

으로 보기도 하며,동시에 사고,지각과 같은 능동 과정으로 구성된 행

자로 구분하기도 한다.이러한 구분은 자아를 상이자 동시에 과정으

로 보는 상징 상호작용 이론가들에 의해 자아개념이라는 용어로 체

되었다(신효정,1991).

자아개념은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

지만 일반 으로 단일자아구조 이론과 복합자아구조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Sirgy,1982).단일자아구조 이론은 실 자아에 을 맞춘 것

으로 실 자아는 한 개인이 스스로에 하여 실제 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에 한 지각을 말하며 실제 자아(actualself)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복합자아구조 이론은 둘 는 그 이상의 요소들로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다.복합자아구조 이론 가운데 가장 간단한 모델은 실제 자아와

이상 자아로 자아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이상화된 이미지,바람직한

자아로 언 되기도 하는 이상 자아는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자신에

한 이미지로 정의될 수 있다.셋 는 그 이상의 요소들로 자아의 확

된 을 제시하는 이론도 있는데,Rosenberg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Sirgy는 개인이 자신을 실제 어떻게 지각하고 있

는지를 나타내는 실제 자아 이미지(actualself-image),개인이 바라고

추구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상 자아 이미지(ideal

self-image),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와 련된 사회 자아

이미지(socialself-image),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라 주기를 원하는

지를 나타내는 이상 인 사회 자아 이미지(idealsocialself-image)로

구분하고 있다(이정희,조혜정,2015).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과 련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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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으로 정의되며,개인 자아와 사회 자아,실제 자아와 이상 자

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악된다.이러한 자아개념은 자기의 본질에

해 가지는 단일하며 변화 가능성에 한 고려가 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이에 해 상징 상호작용 이론가들은 자아에 한 새로운

을 제시하 다.이들은 자아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자신에 한 인식과

이에 한 스스로의 평가로 구분하기도 하 으며,사회 맥락에서 상

인 형태의 자아가 생성된다는 자아개념으로 보았다. 표 상징 상

호작용 이론가인 Mead에 의해 정체성에 한 기본 원리가 구축된 것으

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Merollaetal.,2012),Goffman의 연극 자아

표 을 정체성의 에서 설명하기도 한다(민경배,박수호,2009).이처

럼 자아개념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사회 역할과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재정의 되어야 하며,개인은 가변 이며 타자와의 계

속에서 구축되는 다수의 정체성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Kellner,1997).따라서 언제든지 변화와 수정이 가능하며,선택 가능한

범 가 다양하여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넘나들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진 다원 이고 유동 인 정체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2.정체성의 개념과 특성

1)정체성의 개념

1950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Erikson은 정체성을 정신 분석학 자

아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으며,자기의 연속성,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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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는 독자성,불변성이며 이러한 개인의 동일성에 한 의식 감각

이라고 정의 내렸다(박아청,2005).에릭슨은 정체성이 이 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양식’과 ‘타인과의 계에

서의 존재양식’으로 구분하 다.그는 ‘정체성이란 개인의 핵심이며 동시

에 그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핵심에 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표 하며 개인 정체성과 심리 사회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정의 내렸

다(박아청,1998).Merolla등(2012)도 정체성을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자기 스스로에 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한 개인 견해를 개인 정체성으로,자신이 속한 사회 그룹 내 일

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사회 정체성으로 정의 내리며 사회에서

개인은 다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Kaiser(1990)는 자아는

가장 추상 이고 총 인 것으로,정체성은 자아를 구성하는 하 개념

으로 각각을 구분하 다.특히 정체성은 맥락을 통해서 자아를 지각하도

록 하는 개념으로,사회 계와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이루는 것

으로 보았다.즉,사회화 과정에서 구축되고 결정되는,상황 속에서의 자

아로 정체성을 설명하 다(황혜 ,박찬부,1997).

Kaiser가 구분한 자아와 정체성의 개념은 Erikson과 Merolla등의 개

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의 구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aiser가 말한 추상 이고 총 개념으로서의 자아는 개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는 개인 정체성으로,사회 계와 맥락 속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정체성은 타인과의 계에서의 존재양식인 사회

정체성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정체성을 개인의 내 측면과 사회 상호 맥락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는 은 Gee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그는 맥락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의미로 정체성 개념을 주장하 는데,사람들은 다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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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가질 수 있고,정체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그는 어떤 맥락에서건 자신과 다른 이들에

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핵심 정체성(coreidentity)이 존재한다고 하 는

데(강은희,2015),이 핵심 정체성은 Kaiser와 Erikson,Merplla등이 설

명한 개인의 연속 인 동질감에 한 의식인 개인 정체성과 같은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Gee는 핵심 정체성과 함께 네 가지 정체성

역(본성 ,제도 ,담화 ,친화 정체성)을 제시하며 복합 인 정체

성을 가진다고 보았다(Gee,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 으로 구성된 정체성은 개인 정체

성과 사회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자기에

한 동일하고 연속 인 의미라는 개인 정체성은 비교 단일하고 안정

인 자아개념에 가까우며,개인 내 측면에서 악될 수 있는 자기에

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이와 반면에 사회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

하는 사회 구성물로 보는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이러한 사회

정체성은 사회 속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치에 따라 개인을 특징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과 자아개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체성과 자아는 모두 자기

자신에 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 자아개념

은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 개인 자아와 사회 자아,실제 자아와

이상 자아로 구분할 수 있으며,정체성도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

체성 등 복합 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정체성은 자

아개념에 비해 자기 자신을 사회 계 속에서 인지하는 측면에 강조된

것으로,사회 행 자로서의 그 치에서 한 개인을 정의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체성은 자아개념에 비해 사회 맥락 속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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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고,유동 으로 변화하며 다 인 특성을 갖는다.이러한

자아개념과 구별되는 정체성의 특성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 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 으로써 악할 수 있다.

2)정체성의 특성과 형성 과정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체성의 특성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 계 속에서 복수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이다.Erikson은 정체성을

한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특히 정체성의 발달과정에는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데 어떠한 집단에 들어가고 구를 모델로 하는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이 형성된다.성인기를 거치며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는 직업,이

성 계,지역사회 등 그가 속한 사회의 수만큼 다양해져 복수의 정체성

이 형성되며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았다(박아청,1993,1998).

복수의 정체성은 Giddens(2001)의 정체성에 한 논의에서도 나타난

다.Giddens는 후기 사회에서 개인은 수많은 기회와 선택의 가능성

을 가지게 됨으로써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이러한 복

수의 정체성들 사이에 요구하는 역할이 상이할 경우 인간은 정체성 갈등

을 경험하게 된다.특히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구조

환경은 스트 스로 작용하기도 한다.Burke(1991)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자신이 구성한 정체성과 사회 으로 주어진 정체성 사이의 차이를

사회 스트 스로 설명하 다.그는 이러한 사회 스트 스는 개인이

외부 환경에 의해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제받거나,자신이 인지한 정체

성의 의미들이 상이하며,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에 의해 유지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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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사회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은 특정 정체성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거나 복수의 정체성을 구성하

는 것으로 응한다.Ashforth& Mael도 복수의 정체성으로 인한 정체

성 갈등에 해 언 하 다.정체성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체성을

통합하려는 노력보다는 각각의 정체성에 우선순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체성에 우선성을 두어 정체성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한

다(남미자(2),2015).이와 유사하게 Stryker& Serpe(1982)는 복수의 정

체성을 가진 개인들은 정체성 충돌을 피하기 해 각각의 정체성의 요

순 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즉 여러 상충되는 가치가 반 된 정

체성이 공존하는 경우,각기 다른 정체성을 공존시키기 보다는 특정 정

체성을 우선 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조화한다.

이처럼 사회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은 개인의 내 측면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그러나 개인의 정

체성 형성 과정은 사회 계 속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체 으로 구

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이러한 정체성 형성 과정에 한 기존의 논

의들은 개인이 주체 으로 자기를 인식하면서 형성되거나 사회구조 제

약 속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하는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 어

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조화하는가를 설명하기 해서는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환경 맥락도 요하지만,주체로서 개인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이에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주체로서의 개인

과 그러한 개인에 의해서 제약과 가능성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는 구

조와의 상호작용에 한 이론인 구조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행동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 제약으로만 한정하여 인간 행 의

자율성을 간과할 수 있고,반면에 구조를 행 의 산물로만 인식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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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면 구조가 개인 행 를 결정할

수 있음을 무시하게 된다(Giddens,2006).구조화 이론에서 구조와 행

를 동태 인 시각으로 보고,개인 곧 행 자가 능력 있는 존재임을 강조

한다.행 자로서 인간은 구조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구조를 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행 자는 시공간의 맥락에서 매일 일어

나는 행동의 흐름에 따라 성찰 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성찰을 기반으로

반복되는 사회 행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Giddens,2006).즉 구조가 행 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혹은 행 가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심을 두기보다는 일상의 행 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구조화된 속성이 어떻게 행 에 의해 재생산되는지에

을 두었다(남미자(1),2015).

정체성 형성 과정에 한 고찰 결과,정체성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

로 형성되기도 하고 구조에 의해 규정지어지기도 한다. 한 정체성은

개인 혹은 구조에 의해서 일방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해

성찰 능력을 가진 개인이 구조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역동 으로 형성

재형성의 과정을 경험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찰 행 자로서

개인들이 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다 정체성 어떤 정체

성을 선택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 하는가를 페르소나의 측면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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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C.G.Jung의 페르소나

본 에서는 Jung의 인격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을 살펴 으

로써 페르소나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페르소나의 기능과 유형에

한 고찰을 통해 패션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페르소나의 개념과 특성

1)Jung의 인격이론

페르소나는 Jung의 인격 이론에서 인간 정신의 구조와 요소를 설명하

며 사용한 개념이다.인격 이론에 따르면 체로서의 인격을 정신이라고

불 고 이 정신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체계와 수 을 갖춘 의식,개

인 무의식,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수 으로 구분된다.

의식은 각 개인이 직 으로 알 수 있는 정신의 유일한 부분으로 자

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심에는 나(Ego)라는 것이 존재한다.자

아는 자각하고 있는 지각,기억,생각,감정의 심으로 체 정신에서

자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만 의식에 한 수문장이라는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생각 감정,기억 혹은 지각 결과가 자아에 의해 그 존

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들은 자각될 수 없는 것으로 자아는 고도로

선택 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Hall& Nordby,2015).개인의 많은 경험

들 자아를 통해 선택 으로 자각된 것들이 의식을 구성하게 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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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정을 통해 인격의 동일성과 지속성이 유지된다.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경험들이 장되는 곳으로

자아와 인 해 있으면서 의식의 기능이나 개성화에 비 인 정신활동과

내용을 장하는 곳이다.괴롭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갈등,도덕 인

문제와 같이 의식의 경험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억압되거나 방치되고 있

는 것들이나 무 약해서 의식에 머물지 못하는 경험들도 개인 무의식에

장된다.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필요할 때 언제나 쉽게 의식될 수 있다.

개인 무의식의 내용물 몇 가지가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

는데 Jung은 그것을 콤 스라고 불 다.무의식 속에 연합된 감정,사

고,기억의 그룹인 콤 스는 체 인격에서 분리된 작은 인격과 같이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그 자체로 독립 이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 생각

과 행동을 조 할 수 있는 것이라 하 다.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에 의해서 그것이

라고 인식되지 못한 채 정신작용에 여러 가지 큰 향을 주는 부분이다.

개인 무의식은 출생 이후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 따

라 서로 다르지만,집단 무의식은 선천 으로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 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이부 ,

2011).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개인의 일생에서 한 번도 의식된 이 없

던 것들로 Jung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하 다.이러한 원형들은 인간으로

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여 행동하게 하는 미리

형성된 패턴이며 이것들의 발달과 표 은 개인 인 경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의식의 심으로서 자아는 정신의 의식된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정신의 체를 통 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 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의식화 과정이 필요하다.그리고 자아가 무의식 인 것을 깨달을 때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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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만나는 무의식의 내용이 ‘그림자’이다.그림자란 자아의식의 무의

식 인 부분이며 그림자 다음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의식화가 뒤따른

다.자아가 이러한 무의식 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기실 는 개성화

라고 하 다.즉 Jung은 정신의 한 요소인 자아에서 의식 이외에 무의식

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본연의 자기를 실 시킨다고 본 것이다.Jung은

이와 같이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를 정리하고 각각의 개념을 구체화함으

로써 인간의 정신 측면을 정의하 다(최 빈,2012).

2)페르소나의 개념과 특성

페르소나는 Jung이 개인의 인격과 행동을 형상화하는데 매우 요하

다고 본 몇 가지 원형 하나로, ‘응 원형’ 는 ‘외 인격’으로 설

명하고 있다.자아는 외부의 집단 세계에 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양식을 외부 세계와 하며 익히게 된다.이것을 Jung은 외 태

도 는 페르소나라고 하 다.집단이 개인에게 역할,의무,약속,그

밖의 여러 행동양식인 페르소나는 여러 개의 인격체처럼 어느 정도의 자

율성과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외 인격이라 부르기도

한다(이부 ,2011).

Jung은 페르소나를 개인의 공 얼굴이라고 표 하기도 하 는데

(Fawkes,2015),페르소나는 그리스·로마시 에 배우들이 공연할 때 썼

던 가면을 뜻했던 라틴어의 페르소나에서 유래한 말로 한 개인의 사회,

문화에 응하기 하여 지니고 있는 가면이나 외 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는 사회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신분,지 나 태도 같은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정인석,2008).Jung은 페르소나를 개인과 사회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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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무엇으로 보이는 것’에 하여 서로 타 하여 얻은 결과이며 이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이기는 하나 그 사람의 개성에 비추어 보아서

는 이차 인 실,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한 타 형

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 다.즉 페르소나는 하나의 가상이며 개성이라

고 착각하기 쉬운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라고 하 다.많은 집단정신 가

운데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 는가에 개인 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

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받아들인 것은 집단정신의 일부라는 은

틀림없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에서 페르소나는 두 가지로 크게 나 어 생각해보아야 한

다.하나는 집단정신에서 빌려온 행동의 틀이라는 의미이다.즉 집단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도리,본분,역할,사회 의무에 해당하는 것,그 집

단에서는 구나 그 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할 것으로서 직업이

나 역할에 따라서 요구되는 규범이자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다른 하

나는 진정한 자신의 내면이 아닌 가면 혹은 탈로서 가장 표면에 드러나

는 자아,혹은 외 인격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집단정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일 뿐 페르소나 그 자체는 아

니다.어떤 사람의 페르소나가 외부의 집단정신에 의해서 인정된 특성들

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으로 집단정신에 동일시한 페르소나를

갖게 되며,그 반면에 자신이 갈망하는 욕구나 심상만을 고려해 집단정

신들을 무시한다면 자기 심 인 사람,혹은 반항 인 페르소나를 갖게

된다.따라서 외부로 드러나는 페르소나는 집단정신이나 개인 인 욕구

의 어느 한 면에만 근거하지 않고 양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체로 당사자 개인 인 것보다는 집단 인 것이 더 많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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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응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페르소나

만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페르소나를 사용하며,상황과 요구된 역할에

따라 체로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내면서 응한다.개인에게 나타나는

페르소나는 다양하며 수없이 존재할 수 있다.한 개인에게 있어 어떤 시

에 어느 페르소나가 활동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역할

에 따라 달라진다.그리고 어떤 페르소나들이 개인에게 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역할에 따라 달라진다.그러한 페

르소나가 개인에게 드러나는 양상과 강도 등도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말하자면 성격이 개인의 기질과 환경,즉 부모의 가치 과 양육 방식,출

생 서열,서린 시기의 부모의 부재 여부,사회 문화 배경 등에 따라 달

라지듯이,페르소나가 개인에게 드러나는 양상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페르소나는 그 특성에 따라 심리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행

동,습 인 개인의 용모 자세,의복,얼굴 표정,머리 스타일 등까지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각 페르소나는 한 인격처럼 기능하면서 자율성

을 가지는 하 인격으로 볼 수 있다.이것은 페르소나마다 각각의 역사

와 기억들이 있으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의 심리 인 특성들이 있고

한 각각 다른 행동 인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 페르

소나가 나타나는 강도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

로 어느 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어느 때는 약하게 드러난다는 특징

을 가진다(서덕 ,2009).

정리해보면,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 응하기 해 타 해서 만들

어낸 응 원형 즉 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한 페르소나는 집단정

신에서 빌려온 틀이라는 의미와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자아인 외 인격

이라는 측면으로 나 어 생각하여야 한다.외부로 드러나는 페르소나는

집단정신과 개인 욕구 양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나타나지만 체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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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는 집단 인 것이 더 많이 개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페르소나의 기능과 유형

1)페르소나의 기능

사람은 페르소나를 통하여 이런 사람 는 런 사람으로 보이고자

한다. 는 가면 뒤로 숨기도 좋아해서 특정 페르소나를 보호벽으로 구

축하기도 한다.(Jung.1934/2004)연극에서 맡은 역할을 표 하기 한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던 페르소나의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

의 신분,지 나 태도와 같은 사회 역할을 표 할 수 있는 기능을 한

다.따라서 페르소나에는 사회 역할,입어야 할 제복의 종류,자기표

의 스타일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에서 Jung은 페르소나를 응 원

형으로 보았다.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 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 에 따라 사회가 기 하고 있는 역할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이러한 경향이 인간이라면 구나 가지

고 있는 응 원형으로 본 것이다.(정인석,2008).이러한 측면에서 페르

소나는 하나의 계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아로 하여 외부 세계와

계를 맺게 해주는 기능을 하며 여기에는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

록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페르소나는 응이라는 기능을 한다.개인에게 나타나는 페르소나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여러 페르소나들

어떤 페르소나가 개인에게 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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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내 욕구와 여러 외 가면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

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는 페르소나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정

인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자신의 다른 정체성에 한 의식

화와 통합 과정을 통해 하게 발달된 페르소나는 개인의 본질을 악

하는 정 인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즉,인간이 자신의 페르소나를

잘 인식하면 할수록 자아의 강화와 함께 통합 인 인격형성이 가능하여

의지에 의해 삶을 발 시키며 자기실 을 달성할 수 있다(박 ,2014).

2)페르소나의 유형

페르소나에 한 정신분석 연구는 Stone& Stone의 내면 화요법

을 통하여 가장 체계 으로 이루어졌다.이들은 내면 화 요법을 통해

각각의 페르소나들이 그 나름의 고유한 에 지 패턴과 신념,행동 양식

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한 인간처럼 얼굴 표정,자세,목소리,음색 등을

다르게 표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그리고 페르소나들은 하나의 하

인격과 같이 작동하면서 각각의 고유한 부분을 유하고 삶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이것은 각각의 페르소나가 한 인간처럼

어느 정도 자율 이고 반 구 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 인격의 일부분

으로서 그 나름의 심리 ,정서 ,행동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순환(1),2005).

개인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페르소나는 수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어

떤 개인에게 주로 나타나서 향을 미치는 페르소나는 몇 가지에 불과하

다고 할 수 있다. 한 어떤 시기에 개인에게 어떤 페르소나가 활동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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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하는 것은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페르소나들은 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강력하게 향

을 미치기도 한다(Stone& Stone,2015). 표 인 주요 페르소나는 보

호 통제 페르소나,성취 지향 페르소나,히피 지향 페르소나,완벽 지향

페르소나,비 페르소나,배려 지향 페르소나,권력 지향 페르소나,민

감한 어린이 페르소나,유희 어린이 페르소나 등으로 분류된다.

보호 통제 페르소나는 로이트 학 의 자아(superego)개념과 어

느 정도 유사하다.이 페르소나는 생애 기에 생겨나서 어떤 행동들이

사회 으로 수용되는지를 단한 다음 세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페르

소나를 만들어낸다.보호 통제 페르소나의 기능은 보호와 감독자로서의

역할이며 우리의 연약성을 보호하고 우리가 히 행동하도록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즉 우리 환경을 찰하고 어떤 행동이 가장 한지 그리

고 부분의 타인들을 편하게 하는지를 결정한다.보호 통제 페르소나는

기본 으로 이성 이고,남들이 보기에 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인 계 상황에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다.

성취 지향 페르소나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며 발 해나가

도록 부추기고,휴식을 취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페르소나이다.한 손에는 채 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끝내지 못한

일들의 목록을 든 채로 자신을 다그치는.일을 조직 으로 끊임없이 하

는 성공 인 문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이 페르소나가 없으면 무엇

인가를 성취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과도할 때는 무 야망

이 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반 되는 히피지향 페르소나도 존재하

며 우리가 삶을 즐기면서 천천히 일을 하고 자신을 돌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거나 힘들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기를 바

라는 페르소나를 말한다.



24

비 페르소나는 자신의 싫어하는 측면들을 지 하여 삶을 즐겁게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페르소나이다.이 목소리가 한 수 이

라면 행동을 객 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실수나 잘못,비효과 인 측면

을 알아내어 고쳐 나가도록 하지만,이 페르소나의 수 이 과도하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 으로 작용한다면 극도의 불행감이나

무능감,수치심,굴욕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완벽 지향 페르소나는 완벽성을 목표로 하면서 어떤 것이 할 만한 가

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페르소나이다.많은 경우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보호하거나 숨기기

하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에서 발 된 페르소나라 할 수 있다.

배려 지향 페르소나는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행

복에 더 신경을 쓰는 페르소나로 모든 에 지가 자신에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 맞추는 자기의 이면에는 분노,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권력 지향 페르소나는 자신이 강하고 주도 이며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페르소나이며,수동 이거나 약해서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는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는 우리 자신의 감수성과 두려움을 구체화 한

것이다.이 페르소나의 감정은 쉽게 상처받으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놀기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유희 어린이

페르소나도 존재한다(Stone& Stone,2015).

이처럼 다양한 페르소나는 개인의 성장 배경과 심리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 어 나타나기

도 한다. 한 하나의 페르소나만이 아니라 성취지향 페르소나와 비

페르소나가 동시에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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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르소나와 정체성의 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르소나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응하기 한 외 인격으로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의 고유한 심리구조

와 사회 요구 간의 타 에 도달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페르소

나와 정체성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하여 그 계를 정리하고자 하며,이

를 통해 정체성의 외 표 인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한 이론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체성과 자아에 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의 이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

으며,자아는 자아를 보는 시각에 따라 개인 자아와 사회 자아,실제

자아와 이상 자아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한 개인에 한 자각

은 다양한 방식과 에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개인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사회와의 계 속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크

다고 할 수 있다.사회 맥락 속에서 선택 으로 구성되고,유동 으로

변화하며,다 인 정체성은 페르소나로 표 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페르소나와 정체성의 계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상은 사물의 표면에 존재하는 외 인 것이고 본질은 그 안에 담긴 내

내용으로 페르소나는 정체성의 외 표 이라 할 수 있다.페르소나는

겉으로 보이는 상으로서 개인의 본질인 정체성의 외 표 이며 발

형식이라 할 수 있다.표 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페

르소나의 형태와 그 특징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페르소나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 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양

식으로,개인은 자신의 사회 역할을 표 하며 각각의 상황과 집단에서

요구된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내며 응한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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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의 특성은 Erikson이 말한 ‘∼로서의 자아’인 사회와의 상호 인

계 속에서 자각되고 평가되는 상호 인 정체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에릭슨은 ‘∼로서의 자아’는 마치 자기가 그 사람 ‘인 척’행

동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복수의 ‘∼

로서의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하 다(박아청,1993).개인은 다양한 역할에

서 비롯된 다 정체성을 다양한 페르소나로 표 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정체성이 페르소나로 표 되는 것은 아니다.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에 한 성찰 과정을

거치게 되며,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이며

응에 유리한 것인가를 단하여 선택 으로 페르소나를 표 하게 된

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표 하는 과정에서 패션은 Goffman이 언 한 다

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 하는 로 보

이도록 하기 해 사용하는 의복,화장품,액세서리(강혜원,1995)등의

정체성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패션은 다 페르소나

를 연출하는 데 있어 말투나 행동,표정보다 시각 으로 표 될 수 요소

이며,타인에게 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페르소나의 의미를 더욱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페르소나와 정체성의 계를 도식 으로 표 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개인의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

성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으며 작은 구로 형상화된 개인 이상 자

아와 개인 실제 자아,사회 이상 자아와 사회 실제 자아와 련

된 다 정체성으로 구성된다.이러한 다 정체성은 화살표의 치

나 방향,길이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과 같이 개인 특성이나 사회

구조 요구,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의한 원인이 다양하게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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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페르소나로 발 된다.각각의 페르소나들은 개인에게 존재하는 다양

한 외부 세계에 응하여 발 되며,이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

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 과정을

통해 페르소나가 결정된다.

페르소나 1과 외부세계 A와 같이 특정 상황과 역할에 하나의 페르소

나로 응하기도 하며,외부세계 E에 페르소나 4와 5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수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도 있다. 페르소나 2로 외부세계 B와 C에

발 되는 것과 같이 일부 페르소나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모두 드러날

수도 있다.이와 같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계 속에서 페르소

나와 정체성을 결정하며 이러한 과정은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이며 응에 유리한 가에 한 성찰 단과 략 선택을 통해 이루

어진다.

[그림 2-1]페르소나와 정체성 계도



28

제 3장 연구방법 차

본 장에서는 패션으로 표 되는 페르소나 내용과 그 형성 원인을 분

석하고,페르소나의 발 유형을 밝히기 하여 선택한 연구 방법을 설

명하고자 한다.1 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례연구방법과 페르소나

분석에 사용된 연구 방법인 ZMET를 활용한 은유추출기법에 해 설명

하고,2 에서는 연구의 진행 차,연구 상자 특성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연구방법

1.사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

로 응하는 개인들이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응시키고 있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

다.

질 연구의 목 은 의미와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다.연구 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 에 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

여 상황을 정의하고,그에 따라서 행 하는지를 그들의 에서 이해

하려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상황정의’라는 용어로서 의미와 이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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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강조하는데,‘상황’이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

이 그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과 의미가 달리 해석

되는 사회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자로서 연구자가 내부자들의

상황정의를 이해하게 될 때 내부자들이 왜 그 게 행 하고 상호작용하

며 살아가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고 하 다. 한 질 연구는 일상

세계를 기술하는 데 의미가 있다.일상 세계란 연구 장의 참여자

들이 일상 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상 세계의 기

술은 그들의 삶을 도 있고 그리고 심층 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

다.이러한 일상 세계 연구자가 심을 갖는 소수의 특정한 사례를

연구 상으로 하며,이를 통해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것을 연구하여 익

숙한 상을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으로 간주하고 새롭게 탐구하게 된

다.이러한 에서 질 연구는 양 연구에 비하여 우리 주 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상 세계에 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김

천,2006).

지 까지 자아나 정체성 련 연구들은 주로 의복구매동기,의복추구

혜택 등과 련된 양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개인

의 다양한 정체성의 발 인 페르소나라는 측면에서 보는 연구는 거의 진

행되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페르소나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질 연구가 필요하며,개인의 내면 무의식의 심층 인 욕구와

사회구조 인 필요를 모두 반 하여 패션으로 표 되는 페르소나의 특성

은 이를 검정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부족하다고 단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보다는 연구과제로 연구의 목 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도출하기 한 탐색 연구의 특성을 가지며 페르소나 발 원인과

발 유형에 한 설명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사례연구는 일반 으로 ‘어떻게’ 는 ‘왜’에 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30

때,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실생활에서 동시

에 일어나는 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 략이다.특히 사례연

구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

이고 심층 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

진 체계’나 하나의 사례( 는 여러 사례들)를 탐색하는 데 그 본질 목

이 있다고 할 수 있다.사례는 일종의 경계 지어진 체계로,경계 지어

진 체계는 체로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는 경계들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체를 형성하는 상호 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페르소나를 패션 스타일을 통해 표 하며,다 이고 구성

인 정체성의 외 표 을 패션 스타일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연출하

는 특정 집단을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 다.

사례 연구에는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 사례 연구와

다 사례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단일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심을 가지는 하나의 상을 심층 으로 악하거나 기존의 통념을 깨

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다 사례 연구는 특정 상이 서로 다른 맥

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 서로 독립 인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일반화된 을 제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사례 연구를 택하여 각각의 개인들을 둘러싼 다

양한 맥락 속에서 페르소나로 나타나는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개인과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악하고자 하 다. 한 각 사례별로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응유형이라는 두 가지의 분석단 를 사용하는

다 복합 사례 연구로 진행하여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의 표 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개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재구성 되는가를 심층

으로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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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MET를 활용한 은유추출기법

ZMET(ZaltmanMetaphorElicitationTechnic)은 은유유도기법이라고

도 하며 무의식 으로 형성되는 마인드와 사고를 비언어 ,시각 이미

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Zaltman,2003).소비자를

잠재니즈를 이해하기 한 개발된 마 기법 하나로 소비자가 직

가져온 그림들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은유를 인터뷰를 통해 추출하는

일 일 심층면 기법이다.조사방법으로는 최 로 미국 상무성의 특허

(No.5436380)를 받은 정성조사기법으로 충분한 통찰력을 제시하지 못하

는 기존의 정량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며,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단순

한 기능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동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 다(정효명,2004).

ZMET의 기본 제는 ‘사람은 언어만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없다’는 것이다.잘트만은 인간의 커뮤니 이션 약 80%가 비언어

이라고 하 다.인간의 사고는 이미지로 나타나며 부분의 생각이나

감정의 학습은 무의식 에 나타나고,감성은 이성과 동등한 수 으로

요한 것으로 지각된 사고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

으로 표 될 수 있다는 심리학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ZMET는 1:1면 방식으로 진행된다.먼 조사 상자에게 특정한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나 주제를 달한다.연구자는 조사 상자

에게 7∼8일 동안 질문에 해 깊이 생각해 본 후 이것에 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 해 수 있는 10여 가지의 이미지나 물건을 비

하도록 지시한다.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조사 상자가 수집해 온 이미

지와 물건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묘사하도록 한다(Wieners,2003).

ZMET는 7단계 는 10단계로 구성된다.7단계의 경우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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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찾은 그림이야기-그림비교-그림틀 확장-감각이미지-동 상은유-합성

이미지로 진행된다.10단계는 이야기하기- 락된 이미지-분류 작업-구조

유도-가장 표 인 그림-반 이미지-감각 이미지- 념도-요약 이미지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ZMET사용할 경우 특허와 련한 법률 제약

이 존재하여 ZMET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무의식 코드 조사법인

“심층 은유 악을 한 11단계 근법 DEM”이 개발되기도 하 다.

DEM은 사 비-워 업-그림 단서 찾기 선택-스토리텔링-기존 그

림 보완-그림 분류-주요 개념 유도-은유의 정교화 반 이미지-감각

이미지-단계 요약 이미지-사후 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옥남,2010).

본 연구에서는 의 ZMET와 DEM을 활용하여 새로운 은유추출기법

을 구성하 다.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무의식 차원의 사고를 측정하

기 해 이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인터뷰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개

인의 페르소나 각각에 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유개념도를 작성하지 않

아도 된다는 과 오랜 인터뷰 시간으로 인한 피로도 으로 인터뷰

결과에 미칠 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8단계로 수정하 다.

1단계는 이미지 비 단계로 인터뷰하기 7∼10일 연구 참여자들에

게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

습을 떠올리며 이미지를 수집하도록 요구하 다.그들이 비해 온 이미

지를 같이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미지를 골라왔는지 무엇이 자신

을 잘 표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이야기를 나 었다.한 스타일 마

다 10개 내외의 이미지를 수집해오도록 요구하 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2단계는 찾지 못한 이미지에 해 얘기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가 인터

뷰에 가져오지 못했던 이미지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찾으려고 했으

나 가져오지 못했거나 1단계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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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 다.3단계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비한 이미지들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별로 그룹

핑을 하도록 요구하 다.이미지를 분류한 후 어떤 기 으로 가지고 분

류하 으며 각 그룹과 이미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얘기

하도록 하 다.4단계는 구성개념도출 단계로 연구자가 무작 로 3장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제시한 후 연구 참여자가 비슷한 2개와 다른 나머지

1개를 구분하도록 하여 구분한 기 과 의미에 해 설명하도록 하 다.

5단계는 표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단계로 어떤 이미지가 자신의 모

습을 잘 표 해주는 지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선택한 표이미지는 7단계 념도 작성의 출발 이 되기도 하

다.6단계는 감각이미지로 표 하는 단계로 시각,청각, 각,후각,미각

을 사용하는 표 으로 이미지를 설명하도록 하 다.연구 참여자들이 가

장 어려워하는 단계 으나 새로운 표 과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단계이

기도 하 다.7단계는 념도 작성으로 표이미지로 뽑은 이미지를 시

작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개념들 간의 계를 도식 으로 표

하도록 요구하 다.그 동안 논의되었던 이미지들을 검토하고 다 표 했

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한 후 연결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 다.이

단계에서 도출된 념도를 통해 각각의 페르소나에서 어떤 을 더 요

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8단계는 요약 이미지 묘사 단계

로 연구 참여자가 골라온 이미지들을 모아 각 페르소나에 한 생각과

느낌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 후 체 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구술하도

록 하 다. 념도를 기반으로 하 으며 각 사진들 간의 의미와 강조하

고자 하는 등을 반 하여 사진을 편집하도록 요구하 다.

각 단계별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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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유추출기법 인터뷰 단계별 진행 사항

내용

단계

면

내용
주요내용

1단계
이미지

비

-인터뷰하기 7-10일 ,자신의 다양한 패션 스타일별로 다른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수집

-응답자들이 비해 온 이미지들에 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단계

-7개에서 10개 정도의 이미지

2단계

찾지

못한

이미지

-응답자가 인터뷰에 가져오고 싶었으나 가져오지 못한 이미지나 마

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이슈를 이야기 하는 단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그림을 찾지 못한 경우

-1단계를 진행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

3단계
이미지

분류

-응답자가 이미지를 유의미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이 의미하

는 바를 이야기하는 단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별로 세트로 분류하고 분류된

세트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른 세트와 구분되는 이유를 설명

-그룹의 수나 이미지의 수는 제한이 없음

4단계

구성

개념

도출

-무작 로 선정한 3개의 이미지를 응답자에 제시하고 비슷한 2개와

다른 나머지 1개를 구분하고 그에 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단계

5단계
표

이미지

-응답자가 비해온 이미지들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표 해주

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

-응답자가 선택한 이미지가 왜 가장 표 인지 설명

- 념도 작성의 출발 이기도 함

6단계
감각

이미지

-응답자들에게 오감의 에서 그 개념에 한 생각과 감정을 설

명하도록 하는 단계

- 각,시각,후각,미각,청각 등을 사용하여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도가 몰아치는 소리,등 구체 인 표

7단계
념도

작성

-5단계 표이미지로 뽑은 그림을 시작 으로 하여 응답자에게 개

념들 간의 계를 도식 으로 표 하도록 요구

-논의되었던 모든 구성물을 검토하고 그 구성물들이 과연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 하고 있는지,빠진 것이 있는지 물어본 후 이제

까지 도출된 구성물을 연결하는 지도를 작성

8단계

요 약

이미지

묘

사

-골라온 이미지들의 몇몇 부분들을 모아 합성한 요약된 이미지를

묘사,구술

-주제에 한 참여자의 생각과 느낌을 종합 이고 통합 으로 표

해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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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차와 상의 특성

2∼30 성인기 여성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

을 연출한다고 밝혔으며,그 이유가 단순한 TPO에 따른 구분이 아닌 다

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했던 의도가 확인된 12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이들을 상으로 시청각자료의 수집,직 찰,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으며,심층인터뷰는 두 가지로 구성하 다.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해 ZMET를 활용한 은유추출기법 인터뷰와 패션 스타일의 변화를 통

해 페르소나를 표 하게 된 이유와 스타일 변경 사례,자신의 페르소나

에 한 주 만족이나 사회 평가 등에 한 경험,의복 구매와 보

시 차이 ,표 빈도와 선호도 등에 한 반구조화 된 문항으로 구

성된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하 다.

1.연구의 차

패션을 통해 표 하는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하여 ZMET(Zaltman

MetaphorElicitationTechnique)을 활용하여 설계한 은유추출기법을

용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다.은유추출기법은 무의식 으로 형성되는

마인드와 사고를 비언어 ,시각 이미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기법

을 말한다(Zaltman,2003).개인의 내면 무의식의 심층 인 욕구와 외부

세계의 필요를 반 하여 형성된 페르소나는 언어 기법을 사용해 묻고

답하는 기존의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되었고 따라서 특정 질문에 어울리는 그림을 찾게 한 뒤 그 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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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그림과 질문 주제의 연 성에 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통해 그

안에 담겨진 무의식 동기들을 추출하는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페르

소나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인터뷰에 사용할 이미지를 비하기 해 화나 이메일,카카오톡,

화상채 등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해 비 인터뷰를 진행하 다.어떤

상황에서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지,다른 패션 스타일

을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를 확인하 으며,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왜 이런 패션 스타일

을 연출하는 지,그때의 스타일과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비하도록 요구하 다.이미지를 찾는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페르소

나라는 연구 주제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선입견이 인터뷰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단되어,‘상황에 따라 다른’,‘어떤 사람이고 싶은

지’‘패션 스타일’과 같은 일반 인 문구들을 사용하여 질문하 다.연구

참여자들이 수집한 이미지를 검토하며 직 으로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

는 이미지는 제외하 고,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일반

인 이미지들을 찾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 인터뷰를 진행하 다.

본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한 은유추출기

법 인터뷰와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원인,발 유형을

악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연구 참여자들이

비한 이미지에 한 은유추출기법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동시에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에 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다.패션 스

타일의 변화를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게 된 이유와 스타일 변경 사례,

자신의 페르소나에 한 주 만족이나 사회 평가 등에 한 경험,

구매와 보 시 차이 ,표 빈도와 선호도에 한 질문들을 기본 인

질문들을 비한 후 인터뷰 진행 악되는 연구 상자들의 개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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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는 반구조화 된 문항으로 진행하 다.

한 본 연구는 사람을 상으로 의사소통, 인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간 상 연구로,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심의

를 받아(승인번호 IRB No.1512/002-003)연구계획서의 윤리 ,과학

타당성과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 등에 해 승인을 받았으

며,인터뷰 시작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의 목 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되었다.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례연구 방법론에 따라 시청각 자

료를 수집하 으며 직 찰을 실시하 다.어떤 맥락에서 패션 스타일

을 다르게 연출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페르소나를 표 하는지에 해

연구 참여자의 설명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밝힌 특정 상황과 패션 스타일 연출에 한 사

진들을 최 한 수집하여 참고하 다. 한 인터뷰 후로 알게 된 정보

를 바탕으로 집단의 분 기에 향을 받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사

회 계가 형성되는 공 인 공간을 직 방문하여 장의 상태나 조직

의 분 기,연구 참여자의 스타일,말과 행동 들을 찰하 다.가족이나

남자친구와 같은 사 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페르소나를 보이는 연구 참

여자의 경우는 인터뷰 직후 집으로 찾아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까

지 비하는 과정을 직 찰하 고,아나운서 비를 하는 상황에

한 이야기를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는 과거에 연구자가 함께 어떤 이미

지의 옷과 헤어스타일이 합할지에 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골랐던 경

험을 떠올리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하 다.

인터뷰는 1:1로 진행되었으며 최 한 연구 참여자가 밝힌 특정 상황

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 다.회사의 회의

실이나 학교,집,커피 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재 미국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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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 다.이 연구 참여자의 경

우 사 에 인터뷰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서로 공유하 으며,이메일과 카

카오톡, 화로 인터뷰 진행과정과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 충분히 설명하 다.특히 연구 참여자가 과거 비슷한 방식의 인터

뷰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인터뷰 과정을 쉽게 숙지할 수 있었고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각 연구 참여자 별로 비 인터

뷰를 포함하여 2회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연구 참

여자가 제시한 상황의 수와 비해온 이미지의 개수에 따라 매우 유동

이었는데 평균 으로 한 상황 당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패션과 페르

소나에 한 일반 심층인터뷰까지 포함하여 3시간∼ 5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실제 주제에 한 질문과 응답을 녹음한 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3시간 10분 사이 다.추가 인 자료가 필요하거나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화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보충하기도 했다.

2.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다 정체성의 표 인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

해 연출하는 특정 집단을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 다.연구 참여자는 목

표집에 의해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맞는 사람들로 선정하 으며 연구

참여자 주변 인물에 한 간 질문을 통해 연구 목 에 부합되는 사람

을 소개 받거나 이미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 참여자와는 다른 상황에 있

는 사람을 다음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덩이 표집 방법을 사

용하 다.이를 해 먼 사 인터뷰를 통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패

션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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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르게 입는 것 같아요’와 같은 답을 하는지,각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우선 으로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나 공,결혼 여부나 거주지,월수입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 을 연구자가 임의 으

로 용하지 않기 해 연구 참여자 선정기 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상되는 것만을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별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계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페르소나와 패션을 통해 발 되는 원인과 표 방법을 악하고자 하

다. 연구 참여자는 20∼30 성인기 여성을 상으로 하 는데 Erikson

에 따르면 성인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신의 사회 역할을 훌륭하

게 수행하는 것이 요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결과 으로 2015년 12

월에서 2016년 3월에 이르기까지 총 12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기본 인 인구 통계 변인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구성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 특성

이름 연령 직업 결혼여부 거주지 페르소나 수

강정화 30 행정직 미혼 서울 3

김보 28 학원생 미혼 서울 2

주민 32 회계사 기혼 서울 2

이수진 31 회계사 미혼 서울 2

한송이 33 시간강사 미혼 서울 2

홍수정 33 공무원 기혼 서울 2

박진아 34 회사원 미혼 서울 3

이보라 37 시간강사 미혼 서울 3

박 진 33 인턴 미혼 뉴욕 3

이 림 25 취업 비생 미혼 서울 2

강지연 28 취업 비생 미혼 서울 3

정진 34 교수 기혼 경기도 3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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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화는 학원을 졸업한 후 재 학의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으

며 학원과 교회,여행에서 패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 다. 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학원에 진학하여 치열하게 공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밝혔다.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고신교

의 향으로 검소하고 제하는 태도를 배웠다.평소 학원과 교회를

다니면서 보수 인 종교인과 모범 인 학생의 역할을 하 는데,여행을

통해서는 일탈을 꿈꾼다고 말했다,싱가포르에 거주하며 크루즈 회사에

서 근무하는 언니가 있어 주로 해외여행과 크루즈 여행을 즐긴다.

김보 은 재 학원에 재학 이며 학교와 가족으로 패션 스타일을

구분하 다.가족들은 포항에 거주하고 있어 학부,석사를 거쳐 박사과정

까지 모두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생활하 는데 학교라는 공간에 오래 머

물러서 학교가 동네처럼 익숙한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반면에 가족들과

는 주로 결혼식이나 명 ,생일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만나게 되어 학

교보다 더 특별하게 챙겨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엄마가 요구하는

기 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인터뷰 에 많이 표 하 다.

주민 은 의류학과 경 학을 공한 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회계

사로 활동한 지는 3년 정도 지났으며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다.패

션 스타일은 회사와 평소로 구분하 다. 부터 유치하고 귀여운 옷이

나 가방,문구류 등을 좋아하 는데 회계사가 된 후 검정색 정장을 주로

입어야 하는 분 기가 재미없다고 하 다.결혼 후 양가 어머님들이 이

제 좀 어른스럽게 입으라는 압박이 있다고 하 다.

이수진은 주민 의 직장 동료로 같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하는 업무가

달랐다.주로 기업의 재무 의 회계 실무자들을 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주민 의 사례보다 더욱 더 엄격한 정장을 입어야 하고 수강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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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요하게 생각한다고 하 다.패션 스타일을 공식과 비공식으로

구분하 는데 공식은 회사 내,외부 강의,클라이언트와의 미 의 상황으

로 구분하 고 비공식은 여행,데이트,운동 등의 상황이라고 하 다.

한송이는 여성스러움과 스포티함의 극단을 오가는 구속과 자유로 구

분하 다.여성스러움은 패션에 심이 많았던 엄마의 향이 매우 컸다

고 밝혔는데,자신의 방이 한 번도 핑크색이 아니었던 이 없었고 학교

에서도 이 게 입 보내시면 유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연락이 올 정도

이었다고 한다. 등학교 운동회 사진에 다른 아이들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자기만 릴달린 흰색 블라우스에 청치마에 흰색

타이즈와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재 는 얘기를 해주기도 하 다.한송이

는 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두 명 있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은 막내딸인 자기가 태어나서 맘껏 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홍수정은 공무원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민원이 들어온 기업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일을 마치

고 요가나 발 등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을 즐기고

비싼 옷이나 명품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 다.반면에 집에서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만날 때는 천연염색이나 원목가구 등 자연소재를

좋아해서 가정 이고 따뜻한 분 기를 즐긴다고 하 다.

박진아는 패션 기업의 MD로 한 업체에서 2009년부터 근무하다가 올

해 책임 으로 이직하 다.새로 일하게 된 회사는 오 토 구두나 부

츠를 착용해도 되는가를 고민해야 할 만큼 분 기가 경직되어 있어 옷을

고르는데 있어서 스트 스가 있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활동한 살사 동

호회에서는 공연 등을 할 때 주로 메인 치에 서서 할 만큼 재능을 인

정받고 있었고 여러 모임들을 기획하고 비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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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었다.특히 여행을 좋아해서 보통은 년 1∼2회 정도 해외여행

을 하는 편인데 작년에는 7회의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 으며 그 에

는 터키에 6개월간 견근무를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이태리나 랑스

등을 자주 여행한 경험이 있다.

이보라는 패션디자인 공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으며,석사를 졸업하

고 유학을 다녀온 직후 비교 어린 나이인 26살부터 강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지 은 박사논문을 쓰고 있으며 강의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가 자신의 주된 생활 역이라고 하 다.자신을 표 하는 데

있어 소극 인 편이었으며 주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리스 (listener)

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 다.

김소연은 어강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산업인력공단에서 기획한

청년해외인턴 로그램에 지원하여 재 뉴욕에서 의류 생산 업체의 인

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김소연은 평소 패션에 심이 매우 많아 패션이

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한국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나

어강사로 일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패션 스타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연

출하고 다녔는데,오히려 미국에서 패션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분 기에 맞춰 패션 스타일을 조율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

다.

이 림은 등학교 시 에서는 남자아이처럼 털털하고 활발한 성격이

었다.이후 서 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여성스럽게 바 었고 소 잘

노는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 다. 학에서는 사진 상학과를 공하며

자신의 끼를 더욱 표 하기 시작하 으며, 재는 3D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며 취업 비를 하고 있고 고 기획사에 다니는 남자친구와 5년째

사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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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연은 아나운서 비를 오랜 기간 해오다가 올해부터 다른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취업 비생이다.사람들에게 늘 밝고 큰 웃음을 보여주

곤 했는데 남들 앞에서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기 해 웃음으로

꾸며내는 것이 부담이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아나운서 시험 비

를 하면서 겪은 거듭된 실패로 의기소침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이번 인터

뷰를 통해 심리 상담처럼 자신에 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일을 생각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진 은 경기도 소재 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로 임용된 지 일 년 반

이 지났다.시간강사를 할 때와 다르게 학생들과의 지속 인 계가 시

작된 것과 교수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3년 결혼한 남편과는 커 티나 커 운동화 같은 아이템들

을 즐기며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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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해석

3장에서 실시한 페르소나에 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분

석을 실시하 다.ZMET를 활용한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

자들의 페르소나를 분석하 으며,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에

한 기본 구조는 질 연구자료의 분석방법인 지속 비교 분석방법

(Strauss& Corbin,1998/2001)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수집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요하다고 단되는 내

용에 코드를 부여하 고 개념 으로 유사하거나 련된다고 단되는 자

료들을 그룹 짓는 범주화 과정을 실시하 다.

제 1 자료분석방법

ZMET를 활용하여 설계한 은유추출기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페

르소나를 분석하 다.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다른

상황에 하여 각각 이미지를 비하여 의 8단계를 진행하 으며,연

구 참여자들이 이미지를 설명하고 답한 문구를 의미 있는 문구들로 역

별로 묶어 은유 구성개념을 도출해냈다.연구 참여자들이 답한 문구

들 복되는 용어를 제거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는 항목들을 의미

를 포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범주화 시켜 표층 은유를 분석하 다.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문가 3인의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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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수정하여 정리하 다.표층 은유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들은

연구 참여자의 페르소나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으로,구성 개념에 숨겨진

심층 은유를 악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각 상황별로 보여주고자 했던 페

르소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 다.

이에 따라 추출된 항목의 수는 27개에서 110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비한 이미지의 개수가 을수록 항목의 수도 었고 연

구 참여자의 어휘 구사 능력에도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되었다.같은

개수의 사진이어도 8단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사진에 한 이야기

를 하게 하는데 연구자가 여러 방법으로 다른 표 을 유도해 보았지만

단어를 다양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계속 단어들

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 다.최종 으로는 범주화 시켜 추출된

구성개념과 7단계에서 작성한 념도에서 연구 참여자가 요하다고 밝

힌 표 개념을 심으로 페르소나를 유추하 다.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에 한 기본 구조는 질 연구자료의

분석방법인 지속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코딩은 자료

를 해체,검사,비교,개념화,범주화하는 과정이다.원자료에 한 검토

과정을 통해 상에 이름을 붙이고 내용을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일컫는

다.코딩의 과정은 텍스트로 사한 인터뷰 자료를 단 혹은 단어

단 로 분석하여 개념들을 추출해내고 이들에 한 반복 인 검토를 통

해 개념 유사성과 차이 에 해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Strauss

& Corbin,1998/2001).이를 개념별로 는 의미별로 분류하여 개념 으

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련되어 있다고 단되는 사건, 상 등을 재분

류하는 범주화를 실시하 으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해 질 연구 자

료의 코딩 경험이 있는 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해서는 재개념화를 실시하고 범주를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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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자신의 페르소나가 발 된다고 구분해 온 상황

은 역할이나 장소,상황 등 다양한 구분 기 이 혼재되어 있었다.이에

해서는 연구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

데,페르소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한 자기 자신의 인식인 정체

성의 발 이라는 측면에서 페르소나의 구분은 연구 참여자의 주 에 따

라 제시한 범주를 그 로 따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페르소

나를 패션스타일과 혼용하여 설명하기도 하 으며 패션에 한 이야기를

통해 페르소나를 설명하기도 하 다.이것은 인터뷰 비 단계에서 각각

의 패션스타일에 따라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어떤 사람으로 느

끼고 있는가에 한 질문을 하 는데 이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과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체 으로 패션에 한 심이

높고 극 으로 자신을 표 하는 경우 자신의 패션스타일에 한 언

을 주로 하며 페르소나를 설명하 는데 이는 페르소나와 패션을 구분하

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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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페르소나 분석

1.연구 참여자별 페르소나 분석

1)강정화

강정화는 학원,교회,여행에서의 패션 스타일이 다르다고 분류하

다.각 스타일별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해 ZMET 기법을 활용한 은유

추출기법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에서 추출된 구성개념은 “힘든 걸 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도서 에서 오래 공부하는 데 어울리는,화려해

보이지 않는,주변에 어울려서 튀지 않는”으로 도출되었다.강정화의 경

우는 학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원했던 이미지를 세 하고 시작하

다고 말했는데 쁘게 꾸미고 연구실에 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한 평가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학원

생활을 투에 비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며 서울 학교 학원생에 어울리는 공부하는 학생의 이미지를 명

확하게 갖고 있었다.도서 에서 어울리는 모습,외모로 튀지 않고,평가

받지 않기 한 패션 스타일을 연출했으며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

하며 발 해나가도록 부추기는 성취지향 페르소나를 표 한 것이라고

단된다.

교회에서 추출된 구성개념은 “단정하고 수수한, 고 도 하는,성숙

하고 착한,내면을 드러내는”이며 이런 모습을 표 하기 해 명품 가방

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수하고 청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해 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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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 학원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힘든 걸 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 도서 에서 오래 공부하는 데 어울리는

� 화려해 보이지 않는

� 주변에 어울려서 튀지 않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교회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단정하고 수수한

- 고 도 하는

-성숙하고 착한

-내면을 드러내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여행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일탈 인 재미를 추구하는

-편안한 휴식을 추구하는

-화려하고 섹시하게

-평소와 차이가 큰

울 다고 밝혔다.이것은 한 행동을 하도록 지켜주는 보호와 감독자

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악되었다.

여행에서는 유희 어린이 페르소나를 표 하고 있었는데,추출된 구

성개념은 “일탈 인 재미를 추구하는,편안한 휴식을 추구하는,화려하고

섹시하게,평소와 차이가 큰”이었다.여행지에서 하는 일상 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화려하고 섹시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드 스를 입고

다이닝이나 칵테일 바를 가는 것이 요한 여행지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

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강정화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강정화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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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학교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불안한 미래에 한 스트 스

� 힘들고 피곤한 삶

� 익숙해진 일상

� 남을 의식하지 않는

� 일 된 이미지의

� 편안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가족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부담스러운

� 보수 인 스타일의

� 엄마의 기 에 맞춘

� 마음이 불편해지는

� 건강하고 단정한

� 여성스럽고 쁜

2)김보

김보 은 학교와 가족으로 구분하 는데 학교의 구성개념은 “불안한

미래에 한 스트 스,힘들고 피곤한 삶,익숙해진 일상,남을 의식하지

않는,일 된 이미지의”로 추출되었다.무언가를 해내려는 마음이 커서

미래에 한 스트 스가 크고,앞을 향해 계속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힘

들고 피곤하다고 밝혔다.이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며 발 하도록 부

추기는 성취지향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부담스러운,보수 인 스타일의,엄마의 기 에 맞춘,마음이

불편해지는,건강하고 단정한,여성스럽고 쁜”이라는 구성개념이 추출

되었으며 불편하지만 엄마의 기 에 맞춰 순종하는 착한 자녀 페르소나

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김보 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김보 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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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회사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문가다운 신뢰감을 주는

� 근하기 어려워 보이게

�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평소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다양한 색깔의

� 어린 시 의 즐거움

� 따뜻하고 행복한

� 편안하고 여유 있는

3)주민

주민 은 회사와 평소로 구분하 는데 회사에서 추출된 구성개념은

“ 문가다운 신뢰감을 주는, 근하기 어려워 보이게,정해진 규칙을 지

키는”으로 클라이언트들에 비해 강하고 주도 이며 힘을 가져야 하는

권력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소의 구성개념은 “다양한 색깔의,어린 시 의 즐거움,따뜻하고 행

복한,편안하고 여유 있는”으로 삶을 즐기면서 천천히 일하고 단순한 삶

을 원하는 성취지향 페르소나의 반 에 있는 히피 지향 페르소나로 단

된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주민 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주민 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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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공식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포멀하고 심 한

� 정형화되고 일 된

�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해 연출한

� 답답하고 불편한

� 문가다운 신뢰감을 주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비공식 )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활동 이고 효율 인

�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 편안하고 부드러운

�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 나의 개성을 표 하는

� 남과 함께하는

4)이수진

이수진은 공식 과 비공식 으로 구분하 는데,공식 의 구성개념은

“포멀하고 심 한,정형화되고 일 된,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해 연출

한,답답하고 불편한, 문가다운 신뢰감을 주는”으로 남들이 보기에

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 에서는 “활동 이고 효율 인,독특하고 유머러스한,편안하

고 부드러운,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나의 개성을 표 하는,남과 함

께하는”으로 추출되었다. 군가와 함께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표 하는 것을 즐기는 유머러스하고 상상력이 있는 유희 어린이 페르

소나라고 할 수 있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수진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이수진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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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구속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 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

� 시선의 집 을 즐기는

� 정상 범 를 벗어나기 싫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자유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벗어나고 싶은

� 마구잡이로 조합하는

� 건강한 몸에 한 심

� 나약함을 감추기 한

� 강박 인

5)한송이

한송이는 구속과 자유로 구분하고 있다.구속의 구성개념은 “남의 시

선을 의식하는, 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

시선의 집 을 즐기는,정상 범 를 벗어나기 싫은”으로 구에게나 사

랑받고 뻐 보이기 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는 완벽 지향 페

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에서는 “벗어나고 싶은,마구잡이로 조합하는,건강한 몸에 한

심,나약함을 감추기 한,강박 인”으로 구성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이

를 통해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구체화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로

단하 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한송이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한송이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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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외면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완벽하고 압 인

� 화려하고 돈이 많아 보이는

�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 하고 친 한

� 건강한 여성의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내면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조용하고 편안한

� 따뜻하고 가족 인

�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

� 오래된 듯한

6)홍수정

홍수정은 내면과 외부로 구분하 는데 회사,학교,집으로 나 다기

보다는 같은 친구라도 외부로 보이는 페르소나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는 등 외부를 보여 때는 의도가 있

다고 밝히고 있다.외부의 경우 드러난 구성개념은 “완벽하고 압 인,

화려하고 돈이 많아 보이는,남들보다 앞서나가는, 하고 친 한,건

강한 여성의”로 완벽 지향 페르소나를 보이고 있다.

내면은 “조용하고 편안한,따뜻하고 가족 인,혼자만의 상상의 세계,

오래된 듯한”의 구성개념이 도출되었고 내추럴하고 무 자연 인 삶을

추구하는 히피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홍수정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홍수정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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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진아

박진아는 회사와 소셜 라이 ,여행으로 구분하 는데 회사에서는

“정의감에 불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능력 있고 문 인,권 으

로 통솔하는,친근하고 착한,냉철하고 자신감 있는,자기 리를 잘하는,

이성 이고 논리 인,도도하고 우아한,잘 어울리면서도 다르고 싶은,

안정 으로 속하고 싶은,틀에 박힌 규율,조직의 하나로 융화된”으로 보

호 통제 페르소나와 권력 지향 페르소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단

되었다.

소셜 라이 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많은 사람들과의

계를 즐기는,모임을 잘 이끌고 싶은,아름답게 꾸며진 것처럼 보이는,

차분하면서 따뜻하게,어린아이처럼 신나게,화려하고 강한 이미지”라는

구성개념이 도출되었고 권력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여행에서 나타난 구성개념은 “사회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편안한 자유로움을 느끼는,혼자라 외로운,무엇

이든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여행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어떤 모

습으로도 연출 가능한”으로 나이나 사회 지 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이 되고 싶어 하는 자유 지향 페르소나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박진아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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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회사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정의감에 불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 능력 있고 문 인

� 권 으로 통솔하는

� 친근하고 착한

� 냉철하고 자신감 있는

� 자기 리를 잘하는

� 이성 이고 논리 인

� 도도하고 우아한

� 잘 어울리면서도 다르고 싶은

� 안정 으로 속하고 싶은

� 틀에 박힌 규율

� 조직의 하나로 융화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소셜 라이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 많은 사람들과의 계를 즐기는

� 모임을 잘 이끌고 싶은

� 아름답게 꾸며진 것처럼 보이는

� 차분하면서 따뜻하게

�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 화려하고 강한 이미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여행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사회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

� 편안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 혼자라 외로운

�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 여행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 어떤 모습으로도 연출 가능한

[표 4-7]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박진아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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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보라

이보라는 자연인,사교인,학교로 구분하 는데 자연인의 경우 “꾸미

지 않은 자연스러움,편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소극 이고 낯을 가리는,밝고 정 인,주변에 어울리지만 자기 색은

있는,순수한 어린아이 같은”내면의 감수성과 두려움을 구체화한 민감

한 어린이 페르소나라고 단된다.

사교인은 “소녀스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가진,정성 들여 쁘게 꾸

민,화려하고 강한 스타일,숨겨진 매력의,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추구

하는”으로 이 이거나 다양한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변화 지향 페르

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하 다.

학교는 “지 인 학자의 모습으로,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틈이 있는 인간 인 매력을 가진,단정한 태도,

개성 있는 패션디자인 선생님,진심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정확하게 처

리하는”이라는 구성개념이 도출되었고 학교라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

하 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보라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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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자연인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 편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 소극 이고 낯을 가리는

� 밝고 정 인

� 주변에 어울리지만 자기 색은 있는

�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사교인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소녀스러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가진

� 정성 들여 쁘게 꾸민

� 화려하고 강한 스타일

� 숨겨진 매력의

�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학교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지 인 학자의 모습으로

�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 틈이 있는 인간 인 매력을 가진

� 단정한 태도

� 개성 있는 패션디자인 선생님

� 진심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

� 정확하게 처리하는

[표 4-8]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이보라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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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박 진

박 진은 패션이벤트,회사,친구로 구분하 는데,패션이벤트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남들보다 튀고 싶은,패션을 보는 안

목이 있는,자기만의 시각을 가진,섹시해 보이고 싶은”이라는 구성개념

이 도출되었고 자신이 가장 주도 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력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하 다.

회사에서 추출된 구성개념은 “강한 집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스스로 이루어내려는,빠르고 집 해서 하는, 체를 정확하게 컨트롤하

고 싶어 하는,평범하고 싶지 않은,조 이라도 더 잘하려는”으로 빠르게

일을 하면서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와 성취 지향 페르

소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단하 다.

친구에서 도출된 구성개념은 “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선망의 상이 되는,자유롭게 시도

하는,통찰력을 가지고 고민을 들어 수 있는 친구,집념을 가지고 열심

히 하는”으로 나이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자유 지향 페르소

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박 진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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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패션이벤트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

� 남들보다 튀고 싶은

� 패션을 보는 안목이 있는

� 자기만의 시각을 가진

� 섹시해 보이고 싶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회사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강한 집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 스스로 이루어내려는

� 빠르고 집 해서 하는

� 체를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 평범하고 싶지 않은

� 조 이라도 더 잘하려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친구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 선망의 상이 되는

� 자유롭게 시도하는

� 통찰력을 가지고 고민을 들어 수 있는

친구

�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표 4-9]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박 진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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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 림

이 림은 교회와 남자친구,생일 티로 구분하 다.교회에서는 “단정

하고 얌 하게 조심하는 모습,모두 비슷하게 조화를 이루는,말로 하지

않아도 당연한,깨끗하고 시작하는 모습으로”라는 구성개념이 도출되었

으며 교회라는 곳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

나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친구의 경우는 “상큼 발랄한 모습이고 싶은,볼륨감 있는 몸매처

럼 보이게,향기에 익숙해지게 하는,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완벽함을 유지하기 해 다 비해나가는,불편함을 참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이라는 구성개념들이 나타

났고 완벽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생일 티에서 도출된 구성개념은 “내가 제일 쁘고 싶은,자신감을

해 참아내는,섹시한 모습으로 보이게,새로운 옷을 보여줘야 하는,여

자들 사이의 경쟁심”으로 주도 이고 강한 모습이기를 원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라고 단된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 림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61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교회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단정하고 얌 하게 조심하는 모습

� 모두 비슷하게 조화를 이루는

� 말로 하지 않아도 당연한

� 깨끗하고 시작하는 모습으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남자친구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상큼 발랄한 모습이고 싶은

� 볼륨감 있는 몸매처럼 보이게

� 향기에 익숙해지게 하는

�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 완벽함을 유지하기 해 다 비해나가는

� 불편함을 참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

�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생일 티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내가 제일 쁘고 싶은

� 자신감을 해 참아내는

� 섹시한 모습으로 보이게

� 새로운 옷을 보여줘야 하는

� 여자들 사이의 경쟁심

[표 4-10]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이 림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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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지연

강지연은 친구, 요한 모임,아나운서 비로 구분하 으며 친구의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한,힐링이 되는,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

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언제나 통하는 감정을 나 는”이라는 구성개념

이 도출되었다.이 경우 사회 계에 한 고려나 어떤 연출 의도도

없는 것으로 자아를 있는 그 로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외 인격으로서

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되었다.

요한 모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남의 을 신경 쓰는 것이 힘든,겉으로는 밝아 보이게 속마음을

감추는”으로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

는 배려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하 다.

아나운서 비의 경우는 “꼭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열심히 노력했고

발 가능성이 많은,계속된 실패로 지친,나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모습

의,걱정과 스트 스가 심한,경쟁자들 속에서 차별화된 모습으로,타인

에게 찰되는 상황이 두려운”이라는 구성개념이 도출되었고 목표로 하

는 아나운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 지향 페

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강지연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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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친구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한

� 힐링이 되는

�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 언제나 통하는 감정을 나 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 요한 모임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 남의 을 신경 쓰는 것이 힘든

� 겉으로는 밝아 보이게 속마음을 감추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아나운서 비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꼭 성공하겠다는 자신감

� 열심히 노력했고 발 가능성이 많은

� 계속된 실패로 지친

� 나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모습의

� 걱정과 스트 스가 심한

� 경쟁자들 속에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 타인에게 찰되는 상황이 두려운

[표 4-11]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강지연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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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정진

정진 은 강의와 교수회의,남편으로 구분하 는데 강의에서 도출된

구성개념은 “ 문 지식이 풍부한 학자,핵심을 자연스럽게 달하는 강

의력,경험이 부족한 임 교수,고리타분하고 근엄한 모습,교수님의 권

를 가진,카리스마 있는,학생과의 지속 인 계 유지의 어려움,많은

것에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괴로움”으로 이상 이라고 생각하는 교수

의 모습을 표 하기 해 노력하는 완벽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교수회의에서는 “가식 으로 좋은 말만 하는,서로 비교하는,교수 집

단 구성원 수 에 어울리게,사회생활을 해 필요한,내가 하고 싶은

로 하고 싶은,나에게 맞는 충안이 필요한”이라는 구성개념을 추출하

으며 교수 집단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과 모습을 찾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에는 “동질감을 느끼도록 비슷하게,서로 도와주는,편안

한 계,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역할에 맞춰,불편함을 느끼는,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이라는 구성개념을 도출하 으며 결혼으로 인해

생기게 된 가족 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해 고

민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은유추출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정진 의 페르소나 구성개념과 표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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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1:강의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문 지식이 풍부한 학자

� 핵심을 자연스럽게 달하는 강의력

� 경험이 부족한 임 교수

� 고리타분하고 근엄한 모습

� 교수님의 권 를 가진

� 카리스마 있는

� 학생과의 지속 인 계 유지의 어려움

� 많은 것에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괴로움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2:교수회의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가식 으로 좋은 말만 하는

� 서로 비교하는

� 교수 집단 구성원 수 에 어울리게

� 사회생활을 해 필요한

� 내가 하고 싶은 로 하고 싶은

� 나에게 맞는 충안이 필요한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주제 3:남편

구성개념 표이미지 확장(꼴라쥬)

� 동질감을 느끼도록 비슷하게

� 서로 도와주는

� 편안한 계

� 결혼으로 생긴 새로운 역할에 맞춰

� 불편함을 느끼는

�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표 4-12]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정진 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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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르소나 형성 원인

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페르소나를 분석한 결과 개인에 따라 다

양한 상황에서 각각의 페르소나들을 형성하고 있었다.이러한 페르소나

들이 어떤 원인으로 형성되는 가를 악하기 해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 다.질 연구 자료의 분석 방법인 개방 코딩을 사용하여 일련

의 반복되는 내용이나 요하다고 단되는 내용에 코드를 부여하 고

개념 으로 유사하거나 련성 있는 자료들을 그룹 짓는 범주화를 실시

하 다.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라는 하나의 주제에서 연구 참여자들

이 제시한 페르소나 련 주제들은 각자의 상황과 역할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났다.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연

구 참여자들의 개인 이고 특수한 경험들을 그 로 표 하는 것이 좋다

고 단되었다.따라서 개념들을 표 하는 과정에서는 인터뷰의 내용을

충실히 반 하고자 하 으며 하 범주,범주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추상

화,일반화 시키는 작업을 실시하 다.이후 범주들 사이의 계를 반복

으로 분석하여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원인을 개인 특성과 사회구

조 요구,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 다.범주들 사이의 계

를 개인의 행 와 구조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이 상호 으

로 규정하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구조화 이론의 에서 재해석하고,

지속 으로 비교하여 재정의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 다.범주를 명명화

화는 과정에서는 유지헌,김민경(2013)과 이미아(2010),이승희,임숙자

(1998)의 연구를 참고하 다.

개인 특성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개인의 성격,가치 ,

욕구 등 개인의 고유한 심리구조에서 비롯된 개인 특성들이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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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이에 반해 사회 구조 요구는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

범,역할 기 ,상황 합성과 련하여 작용하고 있는 외 인 요인들이

라 할 수 있다.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개인과 사회구조 간 충과

의가 이루어져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원인으로,단순히 사회의 요구를

개인이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분 기나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 치에 한 개인의 성찰을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

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그룹

화된 범주들은 인간 계의 의식,집단 분 기,집단 내 개인의 선택,사

회 요구에 지연 응으로 분석되었으며,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13]페르소나 형성 원인

범주화
유형 범주 하 범주

개인 특성

성격 성격

가치 가치

개인 욕구

보완 추구

자신감 추구

재미 추구

기분 환 추구

사회 구조

요구

집단 요구
1차 집단의 압박

2차 집단의 규범

역할 기 역할 기

상황 합성 상황 합성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인간 계의 의식
주변 평가 의식

타인의 시선 의식

집단 분 기

구성원의 외모

집단의 성격

집단 내 경쟁

집단 내 개인의 선택
동조 욕구

개성 추구

사회 요구에 지연 응

사회 치로부터의 벗어남

지역 범주·요구로부터의 일탈

연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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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특성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범주화시킨 페르소나 형성 원인 개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4]개인 특성 범주화 결과

개념 하 범주 범주
범주화

유형

� 이건 성격인 거 같아요
� 제가 자존심도 센 편이라서
� 체 매뉴얼을 알고 싶어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서

� 내 기본 성격 인 부분

성격 성격

개인

특성

�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런 가치에 맞는
� 제 나름 목표에 맞춰서

가치 가치

� 내 안의 나약한 면을 감추고 싶고
� 소심한 거 버리고
� 재의 나와 이상 인 나와의 괴리를
나타내는

보완 추구

개인

욕구

� 그 게 안하면 자신감이나 심 인 측면
에서 다운되는

� 뭔가 주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 자신감도 없고 도 잘 안 마주치고

자신감 추구

� 흥이 있는 것 같은
� 잘 차려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 추구

� 루틴한 삶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 변신을 한다는 자체가 좋고
� 학교와는 다르게 기분 환이 필요한

기분 환 추구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페르소나 형성 원인 개인

특성은 성격,가치 ,개인 욕구가 확인되었다.이는 페르소나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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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작용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 ,욕구,감정 등 개인의 고유한

심리구조에서 비롯된 개인 내 차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페르소나

는 개인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개인 특성

이라 할지라도 으로 개인의 내면 의식 속에서 자율 인 형성되기보

다는 사회 계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에 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이다.그러나 개인 특성은 제도 , 례 으로 작용하는 사회 구조

요구나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에 비해,개인의 특수한 상황

과 경험을 통해 내부에서 형성되거나,타인이 여하지 않아도 추구하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페르소나는 자신의 기본 인 성향,성격이 반 되어 있거나 자신이 정

한 삶의 방향,가치 이라는 개인 특성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성격

(personality)은 공 성격과 내 성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공 성격

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으로 개인이 밖으로 나타내는 버릇이나 습 ,태

도 등이다.성격의 어원이 Persona이며,한 개인이 사회 역할을 수행

할 때 자기 주 사람에게 표 하는 것(이인자,이경희.& 신효정,2006)

이라는 공 성격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박진아의 권력지향 페르소나는 자존심이

센 성격으로 인한 것이며,박 진의 권력지향 페르소나는 모든 일을 통

제하고자 하는 성격이 반 된 것으로,동일한 권력지향 페르소나이지만

개인의 개별 경험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들이 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여성스러움도 갖고 있으면서 우울하지 않고,자존심도 제가 센

편이라며 그런 것들이 조 많이 여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고 무 공격 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박진

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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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매뉴얼을 알고 싶어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거죠 체 큰 그

림을 보고서 어느 시 에 뭔가를 하고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고

요...통제할 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박 진,2)

정진 의 보호 통제 페르소나는 유행이나 자랑을 즐기지 않는 성격

이 여되고 있었다.교수회의라는 상황에서 집단의 분 기보다는 자신

의 개인 특성을 우선하 으며,이를 해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만들

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내가 막 옷을 바꾸고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굉장히 비싼 걸 사서

자랑하고 싶고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그래서 그 집단에서 빠지지

는 않는다 이 정도 수 에 스타일을 하나 잡아서.(정진 ,2)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치 을 다양하게 페르소나에 반 하고 있

었다.가치 은 사회학에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양식에 한 개

념’으로 정의 내리며,심리학에서는 ‘특정 상황이나 즉각 목표를 넘어

서 보다 궁극 존재의 최종 상태에 이르도록 행동과 단을 이끄는 신

념’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임경복,2010).

강정화의 성취 지향 페르소나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하나에만 집

하는 성격이 반 된 것이라 밝혔으며,박 진은 자유 지향 페르소나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이미지에 맞춘 모습을 만들고 싶다는 가치 을

표 하고 있었다.

1)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원 자료의 핵심 인 내용은 유지하되 비속어나

비문의 수정 수 에서 편집하 다.길이가 무 긴 경우 말 임표(...)를 사용하

으며 연구 참여자가 그 당시에는 언 하지 않았지만 내용의 흐름 상 포함되

어야 할 단어들은 []안에 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 다.(박진아,1)의 표기

는 연구 참여자 이름과 페르소나 분석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입하

여 구분하 다.



71

다른 사람들이 막 이 게 하고 왔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건 맞

는데 내가 모습은 되고 싶지 않다는 건 분명히 있어요.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고 이미지겠죠. 는 이런 모습이 좋았

던 것 같아요. 학원 생활할 때는.(강정화,1)

도 결혼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하거든요.비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런 제가 뭔가 원하는걸....죽기

에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나 에 가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

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걔는 걔고 나는 나니까 나는 도 하고

난 내가 할 거 다 해야 되겠어.이런 생각이 있어요.(박 진,3)

이러한 가치 은 개인들의 모든 행동에 반 으로 향을 미치게 되

어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한 노력을 하게 한다.그러한 노력

하나로 가치 에 부합하는 페르소나를 형성하며 행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페르소나를 통해 보완 추구,자신감 추구,재미 추구,

기분 환 추구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김 숙,이은

(2008)은 욕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욕구는 개인이 추구하는 바

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와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need’를 충

족시키기 해 여러 안 특정 안을 선택하는 ‘want’라 할 수 있으

며,복합 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다차원 인 상으로 보았다.이러한

욕구의 정의는 페르소나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이상과 실제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생긴 need를 충족시키기

해 페르소나를 선택하 다.페르소나를 통해 보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인 모습,남들에게 보여주고자 만든 이미지와

실의 자신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때 는 감추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보완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는 경우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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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irgy가 구분한 이상 자아 이미지와 실제 자아 이미지와의 괴리를

페르소나를 형성함으로써 좁히고자 한 것이다.

강정화의 교회에서의 보호 통제 페르소나와 정진 의 교수라는 역할

을 할 때의 보호 통제 페르소나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자아 이미지

가 자신이 실제로 지각하고 있는 실제 자아 이미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성숙함,순수함,깨끗함 이런 것들인데

[제가]그 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더 이런 걸

이 게 되고 싶은.이 게 입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 결코

그 지 않기 때문에 그 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강정화,2)

권 있고 능숙하고 멋있는 이미지를 해서...지 인 학자다운

모습을 표 하고 싶은 데 재 상황은 [그 지 않지].이 괴리를 지

우려는 좀 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정진 ,1)

한송이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라 주기를 원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상 인 사회 자아 이미지를 보완하기 해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면

을 감추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었다.

무 소심한 것 버리고 남을 의식하는 것도 싫고 그런 것을 벗

어나기 한 가면을 쓸 때의 스타일이랄까?제 속에 나약함을 감

추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무 여성스러운 게 꼭 장 이라고 생각

하지 않아서 는 그런 면을 좀 감추고 싶고 허약한 부분은 안 보

여주고 싶어서 오히려 더 털털한 척 담 한 척하게 되는 그런 모

습.(한송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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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이 림은 완벽 지향 페르소

나와 권력 지향 페르소나를 만들어 낸 이유 자신감을 요한 원인으

로 설명하 고,박 진은 자유 지향 페르소나에서 어떤 이미지의 옷을

입는가가 자신의 기분과 자심감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추 보다 멋을 더 요하게 생각해.내가 추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멋을 1순 로 하지 않고 가게 되면 그날 하루 종

일 신경 쓰이고 제 로 못 놀고 남자 친구 있는데도 계속 거울 보

게 되고 그래서.오늘 계속 자신감도 없고 행동에는 자신감도 없는

행동도 있고 되게 달라.(이 림,2,3)

오히려 아무 신경 안 쓰고 그 게 입었을 때 뭔가 더 주 드는

거 같고.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어떤 이미지로 입지 않고 그냥 아

무거나 걸치고 나가면 주 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제가 원하

는 것을 입는 게 덜 주 드는 것 같아요.그래서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한테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자신감이나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박 진,3)

연구 참여자들은 변신을 한다는 재미와 평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

운 페르소나를 만들어 냄으로써 기분 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홍수정의 완벽 지향 페르소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는 그 자

체에서 변신을 통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으며,강정화는 여행에서의 유희

어린이 페르소나를 통해 평소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기분 환을 하고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으로써 즐거움,재미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74

이 게 구분해서 나의 모습을 연출했을 때 난 좋아.우선 변신

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좋고.(홍수정,1)

밤마다 다이닝을 하잖아요.그때는 다 드 스를 입고 가잖아요.

그런 게 는 재 는 것 같아요....이것 것 바꿔 입고 하루에도 세

번 바꿔 입고 이런 게 뭔가 뮤지컬처럼 다이내믹한 것 같아요.자

거 타고 들어와서 씻고 드 스 입고 나가고 이런 게 드라마틱하

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흥이 있는 것 같아요.(강정화,3)

좀 제가 루틴 한 삶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즐겁고

유쾌하고 익사이 한 것들.학교나 교회와는 다르게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기분 환 하는 것 같고.그게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강정화,3)

2)사회 구조 요구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사회 구조 요구는 집단 요구,역할 기 ,

상황 합성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사회 구조 요인들은 페르소나로

연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으로,개인에게 존재하는

사회구조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구분된다.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과 역할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이상

이미지 등과 련한 것들로,개인의 자율 선택보다는 집단 내에서 제

도 , 례 으로 작용하는 사회 구조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범주화시킨 페르소나 형성 원인 사회 구

조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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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사회 구조 요구 범주화 결과

개념 하 범주 범주
범주화

유형

� 엄마 기 에서는 왜 이 게 하고 왔냐고
� 가족들이 평가를 해요
� 시어머님이 비싸고 편한 옷 입으라고
� 친척이 안 꾸미고 왔다고 하면 엄마는 나
한테 뭐라고 해요

1차 집단의

압박

집단

요구

사회

구조

요구

� 옷을 입을 때 틀에 딱 맞아야 되고 공식
이 있는

� 체메일이 오거나 사내에 붙이
� 드 스 코드,규율이 있는
� 상사나 주변에서 언질을 들은 이 있는
� 교회에서 교육을 그 게 받아서 혼났어요

2차 집단의

규범

� 어떤 task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확실하
게 해 수 있는

� 감사지만 서비스업이라서 여러 가지를 보
여줘야 해요

� 사회 통념상 기 되는 것들

역할 기
역할

기

�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이 있는
� 어느 방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가능하게

상황 합성
상황

합성

집단 요구는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압박과 규범

의 향을 받아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인의 가치,태도,

행동 수행에 직 혹은 간 으로 거 을 제공하는 거집단에 의

한 요구로 1차 집단의 압박과 2차 집단의 규범으로 구분되었다. 거집

단은 집단 구성원으로 소속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회원 집단과 비

회원 집단으로 분류되며,회원 집단은 의 빈도에 따라 다시 1차 집

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된다.1차 집단의 표 인 유형은 가족으로 구

성원들의 신념이나 행동 면에서 상호 간에 유사성이 매우 많으며 무제한

의 면 상호작용이 가능해 개인의 행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임

숙자 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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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페르소나에 향을 미친 1차 집단으로는 가족 특

히 엄마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친 한 계에 의한 요구이지

만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김보 의

착한 자녀 페르소나는 부모님의 만족감에 향을 주는 주변 친척들에 평

가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다시 김보 에 한 요구로 이어졌다.그 과정에

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페르소나를 엄마의 기 에 맞춰 연출하

다.

엄마 기 에서는 이게 왜 이 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생각하는 여자,딸 그런 이미지를 바라는데 나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몰고 가는 그 분 기가

싫어...몸도 마음도 불편한데 순종해요.그래야 편하니까....그들이

원하는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당히 해

도 엄마 기 에는 안 차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충 입고

그냥 한번 혼나자....아니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해 연출하는

것일 뿐.(김보 ,2)

페르소나 형성에 향을 미친 2차 집단의 규범은 주로 직장 내 존재

하는 복식 규범으로,Freeburg& Workman은 복식 규범을 확인하는 네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인쇄물 등의 자료의 내용분석을

통해 규범의 존재를 추론하거나,옷과 련된 행동의 제재를 찰하는

것,기 에 부합하기 한 사회 구성원의 노력을 찰하고,옷과 련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공개된 보고서를 찰하는 것을 통해 복식 규범

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은,하지수,2016).연구 참여자들은 행동의 제재,

구성원의 노력 찰,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복식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러한 복식 규범들로 인해 페르소나를 만들게 됨을 밝히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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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일단 기본 으로 남자들은 완 정장.여자들은 조 안

지키기는 해요.... 체 메일이 오거든요 아니면 붙여 놔요.어떤 옷

을 입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신입사원 교육할 때도 옷 같

은 것들도 [지침이 있고].(주민 ,1)

확실히 오 라인 베이스고 호텔이 끼어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드 스코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굉

장히....드 스코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박진아,1)

역할 기 와 상황 합성은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이상 이미지에 따라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

한다.무엇처럼 보이기 해 자신이 설정한 의도를 고려하기 보다는,주

어진 역할이나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추구되어야 하는 이상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를 따라야 하는 암묵 요구에 개인이 동조함으로

써 만들어낸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역할이란 주어진 치 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서 기 되는 행 로

연극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을 표 하기 해 사용한 가면이라는 페르소나

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역할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역할 기 는 특정한 치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기 되는 활

동 는 자질이며, 사회에서 많은 경우 역할 기 는 암시 으로 존

재한다(강혜원,1995).암시 이며 다양하게 요구되는 역할 기 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으

로, 부분의 연구자 참여자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와 련된 다양한

역할들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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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무 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다 보

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뢰감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좀 더 포멀한 스타일이 강화돼요.(이수진,1)

주로 민원인을 만날 때는 런 공무원은 성실한 사람이나 아는

게 많고 설명을 잘 해 다.이런 느낌을 주려고...일반 민원인이 아

니라 사고나 이런 게 많은 민원인.부정 수 이라든지 이런 거 해

결하러 갈 때,회사에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을 만나러

갈 때 강하게 를 러버리겠다.고압 으로 나는 의 윗사람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홍수정,1)

상황 합성에 의한 페르소나 형성 사례를 살펴보면,박진아는 회사에

서의 페르소나를 만들게 된 이유를 최근 이직한 상황에 의한 것으로 설

명하 는데.수직 인 회사 분 기와 인 네트워크 형성을 해 보호

통제 페르소나를 만들어냈음을 밝혔다.이 림은 생일 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이미지를 반 하여 권력 지향 페르소나를 형성하 으

며,강지연은 아나운서 시험을 비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방송국에서 요

구하는 기 과 아나운서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

이고....아직 인 네트워크가 약하잖아요.여긴 내 편이 없어서 좀

평화롭게 조용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그

래서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친근하고 순한 이미지로.(박진아,1)

친구들 만날 때 코스가 가라오 가고 클럽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섹시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그리고 항상 같은 크루다 보니

까 항상 겹쳐 애들이 갈 때마다.그래서 내가 옷을 새로운 걸 사서

입고 가게 되고.같은 섹시함이더라도 항상 다른 디자인으로.항상

옷을 새로운 걸 사게 돼.(이 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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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으로 방송국마다 다르게 하고 2차 으로는 지 재 어떤

아나운서를 필요로 할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그러면 난 어떠니까

난 이 게 보여야겠다.....스포츠 아나운서를 하는 데 진짜 처음으

로 인 옷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시스루 입고 메이크업도 아이라인

세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강지연,3)

3)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개인과 사회구조 간 충과 의를 통해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단순히 사회의 요구를 개인이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분 기나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 치에 한 개인의 성찰을 통해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요

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 행 와 사회 구조는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서로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구조화 이론에서는 개

인의 성찰성을 강조한다.즉 개인은 매일 일어나는 행동의 흐름에 따라

자신과 구조를 성찰 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사회 행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Giddens,2006).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선택 으로 페르

소나를 통해 표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 페르소나는 개인과 집단

모두를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페르소

나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범주화시킨 페르소나 형성 원인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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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범주화

개념 하 범주 범주 범주화
유형

� 다른 사람들과 시선도 의식하는 것 같고
� 내가 남들의 시선에 제약 인 날
� 제가 의식을 좀 하는 편이죠
�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의 시선

의식 인간

계의

의식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

�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 칭찬 한 번 더 받으려는 열망과 욕구
�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있는
� 언니는 원래 잘하니까 라는 것들을 기

주변 평가

의식

� 희 소그룹의 특징이 그래요
� 그 집단의 분 기가 그러니까 나도
�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단정해서 나까지
� 다 비슷한 단정함과 비슷한 느낌

구성원의

외모

집단

분 기

� 회사 분 기에 맞추는 면이 있어서
� 나도 그 집단의 일원인 이상 뭔가 좀 비슷한
� 그 집단의 수 에 맞추려면

집단의 성격

� 여자들에게 경쟁 아닌 경쟁 느낌
�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더 잘 보이려는 모습
을 반 하려고

�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뽑힐까

집단 내

경쟁

� 에 띄고 싶지 않은 심리
� 그 상황에 흡수되고 싶은 게 더 강해서
� 주변하고 잘 동화되고 싶고

동조 욕구
집단 내

개인의

선택

� 무리 에 섞이고 싶지는 않아서
� 나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욕구
�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빛났으면 좋겠다는 심
리

개성 추구

� 사회 으로 공 으로 얽 있는 모든 것을 벗
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서

사회

치로부터

의 벗어남
사회

요구에

지연

응

� 한민국이 아니어서
� 한국,서울 , 학원생이라는 것을 벗어나
� 우리나라에서는 못 입는

지역

범주·요구로

부터의 일탈

� 철딱서니 없이 굴어도 될 것 같고
� 나이도 벗어나게
� 서른넷이라는 나이게 갇 있고 싶진 않은

연령에 따른

압박으로부

터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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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개인 특성이나 사회구조 요구와 명확

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특히 동조 욕구나 개성 추구와

같은 개인의 욕구와 련된 요인들은 개인 특성으로 보일 수 도 있지

만,사회 계 속에서 선택 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단하

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분류하 다.동조나 개성추구는 집단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을 통한 개인의 선택

으로,개인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 의한 일방 요구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

다.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을 범주화 한 결

과,인간 계의 의식,집단 분 기,집단 내 개인의 선택,사회 요구에

지연 응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원인 주변 평가 의식과 타인의 시선 의식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 계를 의식하여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으로,타인의

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페르소나를 통해 좋은 인상을 주

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인희(1998)는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

으로 타인의 에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인상 리의 측면이 동기로 나타

난 것으로 보았으며,인상 리를 요하게 생각하면 익명의 타인까지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았다.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형성하는 페르소나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신의 감정과 같은 심리 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

는 방어 기제라 할 수 있다.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주변의 시

선도 의식하지만 스스로 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와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표 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경

우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2

겉으로 비치는 그 모습을 제가 자꾸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거

요,실상은 나를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괜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그리고 그냥 편하게 나가도 되는

데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는 것에 해서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걸

신경 쓰고 있는 나 자신에 해 화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타인

의 시선이 나에게 미치는 약간 화살표 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강지연,3)

내가 조 더 남들의 시선에 제약 인 날.남들의 시선이 의식

되는 날 이런 걸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한송이,1)

[제 모습을]이제 바꾸려고 생각 이에요.주변의 시선도 있고

내 자체 으로도 스스로도 이제 변할 때가 어요.(김보 ,1)

주변 평가 의식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성격이나 욕

구를 그 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한 주변의 평가를 고려하고

반 하여 의식 으로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련

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잘 한다고 명성을 얻고

싶고,인정받기 해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정욕구란 타

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선천 인 욕구가 아닌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 계에서 얻어지는 후천 욕구라 할 수

있다. 한 인정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타인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이며,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인 자기와 얼마나 일치하는 가 즉,자기

자신에 한 인정 욕구로 구분할 수 있다(“인정 욕구란”,2013).페르소

나 형성 원인과 련된 인정욕구는 주로 주변의 평가에서 오는,타인에

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3

는 즐겁게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을 못 받으

니까 부담이 돼서 하기 싫어진 거에요.제가 인정도 받고 싶은 것

도 있고 내심 언니는 원래 잘하니까 라는 그런 것들도 기 하는 것

도 좀 있는 것 같고.(박진아,2)

언제나 제 역할은 비슷한 것 같아요.항상 보면 기획이나 이런

거 늘 했었던 것 같아요.재 게 그걸 잘 만들고 싶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인정받는

그런 reputation.쟤한테 맡이면.이런 것.(박진아 2)

내가 이걸 해야 한다. 에 사람 보다 1미리라도 더 내려가겠다.

쟤보다는 잘해야지.칭찬 한 번 더 받아야지.지난 주 보다 나아지

셨어요.많이 좋아지셨어요.이런 칭찬 받고 싶은 그런 열망과 욕구

지.(홍수정,1)

집단 분 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

인의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되는 페르소나라 할 수 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

원의 외모를 보고 단하여 자신을 맞추거나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 자

신의 원래 모습과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형성된다. 한

집단 내 경쟁을 의식하여 집단 내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기 해 페르소

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 과 박 진은 회사 구성원들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페르소나를

결정하게 된 사례로,주민 은 회사에 존재하는 복장 규범을 입사 기

에는 그 로 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장 규범을 지키지 않는 동

료들을 보고 자신의 페르소나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 다.이와

반 로 박 진은 입사 첫 날 회사 구성원의 외모와 집단의 성격을 분석

하여 암묵 으로 복장 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하 고 자신이 회사

에서 표 하고 했던 페르소나를 수정하여 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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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기에는 진짜 FM 로 입었어요.근데 그 게 한 사람이 별

로 없더라고요.그리고 재킷이 무 불편한 거 요.그래서 재킷 잘

안 입고 카디건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입을 옷 살 때는 그런

거[보수 , 문 으로 보여야 한다고]생각하고 사요.....신입 때는 아

칼같이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조 만 지나면 아 좀 그 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주민 ,1)

여기가 일반 직장하고 같아요.그냥 회사인 거 요.패션 하우스

가 아니라. 무 다들 직장인이에요.일반 회사처럼 그런 느낌.디자

인 흑인도 카고팬츠에 목걸이 정도라...회사 내에서는 튀는 걸

시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첫 날 옷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갔을

때 회사가 덥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들이 느껴져서 땀이

흘 던 것 같아요.(박 진,2)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잖게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소그룹이

이 게 있잖아요.그런데 희 소그룹의 특징이 수수하게 하고 다니

거든요 제가 속해있는 그 그룹의 분 기라는 게 있잖아요.웬만하면

이 분 기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맞춰 입는 것 같아요.근데 우리

분 기가 달랐으면 어땠을까?우리 그룹이 여자들이 패션에 막 신경

을 쓰고 그랬으면 [달랐을까?]그런 생각은 있어요.(강정화,2)

지 이 게 구분하는 이유가 아직은 좀 보수 인 집단인 것 같아

서. 무 화려하고 이런 걸 선호하는 학교는 그런 풍 학교도 있지만

안 그런데도 많고,사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나를 볼지 모르

니까 단정한 게 일단은 제일 안 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이보라,

3)

패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틈에 가면 자기 방식

로 옷을 막 입거든요.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에 띄고 싶고 이

벤트나 이런 데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박 진,1)

그 안에서 제일 튀고 싶고 제일 반짝이고 싶어...다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어도 내가 제일 낫다고 하고 있어...남자들한테 잘 보이

는 것 보다 여자들한테 더.여자들 때문에 잘 입고 가는 거야.지기

싫어서.여자들에게 경쟁 아닌 경쟁 느낌.친구긴 하지만.(이 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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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개인의 선택은 동조와 개성 추구 요인이 련되어 있었다.자

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을 통

해 개인이 선택한 것으로,개인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 의한 일방 요

구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는 원

인이라 할 수 있다.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제일 튀고

싶고,자신의 개성이 표 되기를 원하거나,이와 반 로 무리 속에 융화

되고 싶은 동조 욕구를 해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었다.

동조는 개인이 인지하는 집단의 규범 인 기 를 충족하기 해 일어

나는 행동으로,다른 사람들의 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

을 말한다(박혜선,1991).Burnkrant& Csineau는 동조를 거집단의

향의 유형에 따라 규범 향과 정보 향으로 구분하 으며,규범

향은 소속되고 싶은 집단의 규범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변화

시키며 집단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박수진,2015).페르소

나 형성 원인에서 나타나는 동조는 규범 향에 의한 것으로,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 잘 동화되어 에 띄지 않고 싶은 심리나 간 정도에만

머물고 싶은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어디에 있거나 그 상황에 많이 흡수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는 좀 더 강해서 무 융화되지 않는다거나 무 체 인 것에

반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하지 않아요].(박진아,3)

여기서는 조 숨어있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oneofthem이

되고 싶은 거 요.여기서는 튀지 않게. 에 띄지 않게 내 캐릭터는

있게 무 그 게 [튀지는]말자.그런 마음.(강정화,1)

이거 입었을 때 쟤는 왜 게 입고 왔냐?이런 튀는 정도가 아

닌 선에서.뭐 상황이 있으면 무 못 입고와도 튀고 무 잘 입고

와도 튀잖아요. 간?그 게 입고 싶은 것 같아요.(김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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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성 추구는 회사에 가거나 길

거리에 있어도 남들과는 다르고 싶고 평범해 보이고 싶지 않은 경우,패

션이벤트에 참석했거나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해 페르소나를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인희(1998)는 개성 으로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굳이 달라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개성 추구 욕구보다는 구별욕구로 악해야 한다고 보

았는데,인터뷰 결과 집단 내에서 가장 돋보이고 싶어 하는 개성 추구를

해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었지만, 무 튀고 싶지는 않는 구별욕구 수

의 개성 추구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길거리에 남들은 되게 평범해 보일 지언정 나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욕구.이런 건 의류학을 하니까 더 깊이 내면 으로 그런

게 있어요. 무 무난해서는 안 될 것 같은.....그 지만 기괴해 보

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한송이,1)

오 닝이나 이런 데 한번 씩 가는 건데 아무도 를 모르지만

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에 띄고 쟤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난 거지?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싶었던 거죠.이벤트나

이런 데 가서 가장 원하는 상황이에요.스포트라이트를 받는.(박

진,1)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경쟁자들이 있는 곳

에서 내가 조 은 더 빛났으면 좋겠는 그런 심리도 있고 그런 모습

을 반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강지연,3)

사회 요구에 지연 응은 개인이 놓인 다양한 사회 치,지역

범주,문화,연령에 한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기 해 만들어 내는 페르

소나이다.개인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요구와 압박에 해 페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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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 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응하는 개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이

러한 페르소나들은 사회 ,지역 ,연령에 따른 제약을 느끼는 삶을 살

면서 여기에서 일탈할 때에만 나타나는 페르소나로,연구 참여자들의 사

례를 분석한 결과 여행이나 해외취업 등 한국 사회를 벗어난 상황이나

회사를 벗어난 공간에서 형성되는 페르소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결코 한 번도 한국에

서 입어본 이 없어요.엄마가 도 체 이런 걸 왜 사냐고 이 게

얘기하는 옷들인데 그걸 입고 나가면 큰일 나니까 결코 입지 못해

요.그래도 언젠가는 입어.한 번밖에 안이어도 사는 거 요.(강정

화,3)

회사에서 못 입으니까 더 입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원래

좋아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에는 평소에 좀 검은 옷이나 그런 걸

입었다면 요즘엔 평소에도 그런 옷 입기가 싫은 거죠.그래서 좀

이런 색깔이 한 거.어린이 옷 같은 거 좋아해요.회사 다니고 일

하기 싫고 그러니까 좀 애 같이.(주민 ,2)

서른 넷이라는 그런 나이에 갇 서 옷을 입고 싶진 않은 거에

요.그래서 조 더 자유롭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거죠.

주변에서 조 차분하게 입어라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그런데 여

기서는 나이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런 나이에서 자유로워

져서 시도하고 싶은 로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 진,3)

사회 으로나 공 으로 얽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서.가장 큰 나이라는 굴 도 좀 벗어나고 싶고....한민국에

사는 박진아 35살 회사원 이런 걸 다 없애도 되는.....내가 구여도

상 없고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여행 가면 아주 가 이에요.

한국에서 못 입는 거 맘껏 입어요.내가 미쳤지.이러면서 입지 못

하는 거 다 입는 것 같아요.(박진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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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과 유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르소나는 다양한 개인 특성과 사회 구

조 요구,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본 에서

는 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페르소나가 패션을

통해 발 되는 이유를 밝힌다. 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들을

형성 원인과 패션을 통한 발 원인,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에 따라 유

형화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 으로 밝히고자 한다.

1.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

본 장에서는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는 원인에 해 분석하는 것

으로 페르소나를 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패션 스타일의 변화

를 통해 각각의 페르소나를 표 하는 원인들을 살펴 으로써 패션을 통

해 드러나는 페르소나의 특징을 악하고자 한다.

이론 고찰을 통해 페르소나는 심리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행동,

습 인 개인의 용모 자세,의복,말투,목소리,의복,얼굴표정,머리

스타일 등까지 변화시키며 표 되는 특성이 있음을 악하 다.페르소

나를 표 하는 과정에서 패션은 Goffman이 언 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

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 하는 로 보이도록 하기 해

사용하는 의복,화장품,액세서리(강혜원,1995)등의 정체성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패션은 다 페르소나를 연출하는 데 있어

말투나 행동,표정보다 시각 으로 표 될 수 요소이며,타인에게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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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자신의 페르소나의 의미를 더욱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들은 회피형,

연출형,억제/분출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회피형은 패션을 통한 평

가와 련하여 논란 회피,외모 평가에 한 압박에 의한 것이며,연출형

은 역할 상징의 표 ,역할과의 분리,자기표 고려를 한 역할 이미지

연출과 어울림의 추구,조직 응을 한 집단 이미지 연출,이상 이미

지 표 과 부재 이미지 표 을 한 이상 이미지 연출로 구분되었다.

억제/분출형은 집단 압박으로 인한 은폐,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억제된

이미지 분출을 해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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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 범주화

개념 하 범주
범주화
유형

� 차림새 같은 게 논란을 일으키는 데 한 몫 하는
� 옷이나 액세서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논란 회피

회피형� 복장을 보고 단하잖아요
� 복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비하고 나
왔는지 생각할 수 있어서

� 후 근하게 입고 다니면 무슨 힘든 일 있나?

외모 평가에 한

압박

� 모두 다 내 모습이지만 잘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나의 모습

역할상징

의 표

역할

이미지

연출형

�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모습 에 하나라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 나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하나이기 때문에
� 이 두 개를 뗄 수가 없어서

역할과의

분리

� 내 색깔을 내고 싶은 것도 있고
� 나를 안 잃고 싶은 게 있는
� 내 캐릭터는 있되
� 내 바운더리는 확실한

자기표

고려

� 정상범 에서 벗어나는 게 싫고
� 어우러지는 그런 게 분 기에 맞는 게 요
� 비슷하게 간은 가야되지 않을까
� 다른 사람 의 계라든지 어울림이 요

어울림의

추구

집단

이미지� 그 조직에 응하면서
� 사회 인 활동 에 하나니까
� 그 집단의 분 기가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하는
� 그 집단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정도의

조직

응

� 다른 사람이 주기 원했던 이미지
� 내 스스로에게 원헀던 이미지
�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이상

이미지

표

이상

이미지
� 실제로는 안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으로 보이
고 싶은

� 실은 그 지 않지만
�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어서 그래 보이려고
� 나를 뭔가로 더 과장되어 보이고 싶어 하는

부재

이미지

표

� 회사에서 잘 못 입으니까 더 입는
� 평소에 하지 못해서 더 그런 것 같은

집단 압박으로

인한 은폐

억 제 /

분출형

� 제 안의 사치스러운 면을 거기서는 안하고 싶은
�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런 모습으로 안보이고 싶은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

� 평소에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용해보는
� 형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

억제된 이미지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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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피형

회피형은 패션을 통한 평가와 련된 것으로 논란을 피하고,외모 평

가에 한 압박에 의해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는 것을 말한다.이

는 외모에 의해 타인을 단하는 인상형성과 련된 개념으로

Schneider,Hastof& Ellsworth는 인상형성 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져있

으며 그 2단계에서 외모에 의해 정서반응이나 고정 념에 따른 단

이 형성된다고 보았다.특히 이 단계에서는 패션은 비언어 단서로 작

동하며,타인에 한 인상 단을 형성하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꼽았

다.Sears,Freedman,Peplau는 체 인상을 이루는 평가,능력,활동성

차원 에서 평가 차원이 가장 요하며,어떤 사람에 해 좋다는 인

상을 갖게 되면 계없는 다른 측면 다른 상황에서도 평가 인

차원의 단이 향을 미치게 됨으로 패션을 통한 인상형성이 요한 것

으로 보았다(이인자,이경희.& 신효정,2006).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페르소나의 표 에서 패션은 외

모에 한 고정 념이나 평가를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하 다.특히

패션 스타일로 인해 논란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해 페르소나를 연출하

거나 논란을 피하기 해 패션 스타일을 조 함으로써 페르소나를 만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정화의 경우 집단 내 논란을 피하기 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조

하 는데 그 과정에서 패션은 논란의 상이 되기도 하며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인 수단이 되기도 하 다.강지연은 사람에 한

평가에 외모가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

자신의 페르소나 표 에 있어 패션이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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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생활에 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보면 인간 계,사

람들 이런 게 더 힘들어하는 거잖아요.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문제

가 있으면 이건 가 해결해 수도 없고 피곤한데.어떻게 보면

그런 차림새 같은 게 한 몫 한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이 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강정화,1)

옷을 과하게 입지 않는다던지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다던지,높

은 신을 신지 않는다던지 (라는 방식으로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만들어요)...이런 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 입에)오르내리는 것들이 그런 게(패션이)양념이 되요..

(강정화,1)

사람들의 을 의식하는 제 모습이 왜 그럴까 했더니 흔히들 사

람의 얼굴도 요하지만 복장을 보고 사람을 단하잖아요.사람들

복장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생각할 수 있고,이 사람

이 어떤 식으로 비하고 나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강지연,

2)

반 로 생각하면 제가 사람들을 할 때,약간 후 근하게 입고

다니면 어? 사람 무슨 힘든 일 있나?그런 걸 다른 사람들도

(나에 해)그 게 생각( 단)하겠지.(강지연,2)

2)연출형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출형은 역할 이미지,집단 이

미지,이상 이미지로 범주화 되었으며,각각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한

페르소나 표 에서 패션은 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역할 이미

지는 역할 상징의 표 ,역할과의 분리,자기표 을 고려하기 해 패션

을 활용하 으며,어울림의 추구,조직 응은 집단 이미지를 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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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상 이미지는 이상 이미지 표 ,부재 이미지 표 을 한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역할상징의 표 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상징하는 페르

소나를 표 하기 해 각각 다른 패션 스타일을 통해 연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때 마다 그에 따른 역할

기 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때가 있으며 이때 역할긴장 혹은 스트

스가 생긴다(강혜원,1995).이러한 역할긴장이 생기는 상황들을 Saks&

Kruupat은 역할의 의무가 개인의 성격특성과 맞지 않을 때,새 직업을

얻었거나 새로운 문화권에 해 역할요구가 분명하지 않을 때,둘 이상

는 그 이상의 역할요구가 서로 맞지 않거나 는 무 많은 역할요구

가 주어질 때,여러 명의 역할 트 들이 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동양

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로 구분하 다.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해결방법으

로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역할의 우선순 에 따라

요한 것부터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강혜원,1995).이러한 다

양한 역할과 련하여 형성된 페르소나들은 각각의 역할 상징들을 잘 표

할 수 있는 패션스타일을 통해 응함으로써 역할 갈등의 상황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분석 결과,각각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이

나 가치 등을 페르소나로 표 하 으며 각각의 페르소나에 따라 다른 패

션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다.

감사 에 있을 때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시간과 안 만나는 시

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입기도 했어요.그런데 지 은 강

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원천 으로 안 되서 요즘에는 신경을 많

이 쓰는 편이에요.(이수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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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옷을 살 때 이 작업용[강의용]과 업무용 옷과 일상생활

에서 입는 옷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편이에요.(이수진,1)

역할과의 분리를 해 패션스타일을 활용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페르

소나를 분석한 결과,자신의 역할별 다 페르소나간의 분리를 해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을 이용하여 표 하고 있었으며,다 역할 간

분리 외에 역할과 자기 자신의 분리 해서도 패션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이 맡은 역할들과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패션을 통해 내가 표 되기를 원했으며,진짜 나의 모습이라

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역할 자기가 표 해야 하는 페르소나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이를 해 역할 간 분리,역할과 개인 정체성의

분리를 패션 스타일의 분리를 통해 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는 보온성과 스트 치가 요하면 가족은 디자인과 라인이

요해....학교는 기능이라던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

는 옷을 입는 거고 가족은 부모님이 말한 로 입는 게 덜 욕먹기

때문에 편하고...학교는 오히려 내 의지가 조 반 된 옷을 입는

것에 비해 가족은 내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좀 더 향을 많

이 받는 거지.(김보 ,2)

회계사라는 직업도 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에 하나이기 때

문에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모습 에 하나라고 생각 되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신뢰성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이

수진,1)

자기표 의 고려는 조직이나 상황,규칙에서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만

들어내면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해 패션스타일을 활용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는 페르소나와 자신의 개성과의 분리라고 볼 수도 있다.

페르소나에 개인의 특성을 반 하기는 하지만 사회 요구나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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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해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경우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기

해 패션스타일을 활용함으로써 페르소나 표 에서 개인 특성을 유지하

는 경우라 볼 수 있다.연구 참여자들은 조직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동화나 순응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냈지만 그 에서도 자신의 개성은

잃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페르소나를 표 하는 과정 패션스타일을

요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하고 잘 어울려 지면서 내 바운더리는 확실한.튀지 않으면

서도 묻히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이보라,1)

나를 안 잃고 싶은.나라는 어떤 주체 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데,내 색깔을 내고 싶은 것도 있기는 있고.기본 으로는 체 인

상황이나 틀이나 사람들 간의 반 인 것에 맞춰가는 거고 그 다

고 나를 완 히 버리거나 나라는 존재감이 없는 것은 원하지 않

아서 를 나타내고 싶은 것 때문에 이 게 나눠지지 않았나.(박

진아,3)

그 집단에는 잘 어울려야 되는 거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그냥 내 스타일을 어 든 고수하겠다.최소한의

정도만 맞춰주고.튀지 않으면서도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충

을 해서 나에게 집 하는 거야.(정진 ,2)

집단 이미지는 어울림을 추구하거나 조직에 응하기 해 패션을 통

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원형으로 작용하는 페르소

나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맞춰 자신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특히 패션을 활용할 때 더욱 효과 일 수 있다.이 과정

에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거집단과 련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거집단이란 개인의 가치,태도,행동수행에 직 혹은

간 으로 거 으로 제공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거집단은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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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범 향,정보 향,가치 표 향을 미치는데,페르소나는

개인이 특정집단과 심리 으로 연 을 갖기 해 그 집단의 규범,가치

와 행동을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가치 표 향에 향을 받는 것이

라 할 수 있다(임숙자 외,2001).특히 패션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과

유사한 모습을 표 하거나 집단 내 융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집단을 따르게 된다.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집단 내에서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집단 구성원으로서 융화되기 해 집단구성원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연출

하여 어울림을 추구하거나,집단에서 요구하는 복장 규범을 수하며 조

직에 응하기 해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생활에서 융합이랄까.사고를 치지 않는 조용히 있고 싶

은 그런 게 제가 원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그러한 분 기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 같아요.오히려 그 곳에서 유니클로 패딩

을 입으면 에 띄는 거잖아요.어디든지 에 띄고 싶지 않은 마

음이 있고. 학원이나 교회나 여행이나 다 요한건 어우러지는

건데.(강정화,1,3)

다른 사람과의 계라든지 어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

는 부분이라면....기괴해지고 싶지는 않고 최 한 거기서 자연스럽

게 녹아드는.제가 기본 으로 갖고 있는 응이라던지 융화라던지

그런 키워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박진아,2,3)

어 든 이건 하나의 사회 집단이고 나도 그 집단 구성원 에

하나니까 나도 그 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는 거지.(정진 ,2)

회사에서 아무리 튀려고 해 야 정해진 틀이 있어서 한계가 있

고 평범하고,안 튀고 싶고,조직에 속하고 싶고 되게 무난하게.

(박진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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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미지는 이상 이미지 표 과 부재 이미지 표 으로 범주화

되었는데,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해

패션 스타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인은 스스로 정한 이상형이거

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 이미지를 페르소나를 통해 표 하고자 하

며,이것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가상의 페르소나

를 만들어낸다.이러한 과정에서 패션은 이상 이미지를 연출해내고 부

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부재 이미지 표

은 자신에게 결여된 이미지를 표 하기 해 보충하고 변신하기 해 패

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상 이미

지가 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페르소나가 필

요하기도 하고,자신에 한 이상형과 실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패션스타일을 활용하여 보충함으로써 이상 이미지의 페르소나를 연

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성숙함,순수함,깨끗함 이런 것들인데

[제가]그 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더 이런 걸

이 게 되고 싶은.이 게 입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 결코

그 지 않기 때문에 그 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강정화,

2)

좀 화려하게 있어보이게 명품 백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나가는

거지....실제로는 리치하지 않아 실제로는 푸어해.워킹 푸어야.정

말 리치해 보이[기 한]거지.(홍수정,1)

실은 그 지 않지만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같이.그게 제 꿈

이랍니다.여유 있고 회사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같이 보이고 싶

은.(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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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제/분출형

억제/분출형은 집단 압박으로 인한 은폐,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억

제된 이미지 분출로 범주화되었다.개인이 속한 집단 내 존재하는 규범

에 의한 압박으로 숨겨야 하는 모습이 존재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상황 속에서 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를 해 패션으로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자신이 가진 정체성이지

만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서 숨겨야 하는 압박이 존재하거나 자신의 선택

으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한 페르소나를 연출하기 해 패션 스

타일을 제한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은폐하기도 하고,새로운 패션 스타일

로 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은 자기를 숨기면서 다른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구조를 가진 가면이라는 페르소나의 정의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들에게 보여 질 때,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안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내 안에 사치스러운 면이 있는 데 그걸 꼬집어 말

할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원하진 않으니까.명품 가방

을 들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그런데 랜드명이 드러나기가 싫은

거에요.그래서 거꾸로 메면 랜드명이 제 몸 쪽으로 오잖아요...민

소매를 입는 다거나 짧은 걸 입거나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요.(강정화,2)

제가 무지개 색,모든 원색을 좋아해요.요즘은 회사에 잘 못 입

으니까 [평소에]더 입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회사에 다니

고 이런 들었고 일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린이나 백수 느낌의 옷

을 입죠.(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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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은폐는 한편으로는 억제된 이미지를 분출하게 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억제된 이미지 분출은 평소에 표 할 수 없고 표 되면

안 되는 페르소나를 구분하여 패션스타일로 표 하거나 특정 상황과 집

단을 벗어나 억제된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평소에 하지 못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 화려하거나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굉장히 차이가 커요.평상시의

삶과.(강정화,3)

혼자 외국에 있을 때도 그때부터 더 이런 피어싱 아이템 많이

했었어요.내 속의 나약함을 감추고 싶고 더 세보이고 싶어서.(한

송이,2)

안하던 짓을 하는 거죠.화려하고 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게 화려한 옷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굉장히

갭이 커요.... 투 으로 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쉬자는 마음이라 굉장히 달라요.(강정화,3)

2.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유형

페르소나와 정체성에 한 이론 고찰 결과,페르소나는 겉으로 드러

나는 상으로 정체성의 외 표 ,발 형식으로 표 하고자 하는 정

체성에 따라 다양한 페르소나가 존재한다. 한 모든 정체성이 페르소나

로 표 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

과정을 통해 페르소나가 결정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이고,사회 응에 유리한가를 단하여 선택 으로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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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소나를 표 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패션은 페르소나를 표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며,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다양한

원인과 패션스타일 연출 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 참여

자들의 페르소나 발 유형을 종합한 결과 개인 표 형,사회 충

형,이상 연출형으로 구분되었다.사회 계에 한 고려가 은,개

인 내부에서 악하는 자기의식을 드러내는 개인 표 형,사회 계

속에서 타 과 충의 과정을 거쳐 선택 으로 발 되는 사회 충형,

이상 모습을 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이상

연출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각 발 유형에

나타나는 주요 페르소나는 무엇이며,이러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원

인을 개인 특성,사회구조 요구,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

여 살펴볼 것이다.이와 함께 각 발 유형에 따른 패션을 통해 페르소

나가 발 되는 원인과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의 차이 들을 분석하여 페

르소나 발 유형에 따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이론 고찰과 연구 참

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페르소나 발 유형별 특징을 종

합해보면 다음 [표 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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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유형 종합

유형
구분 개인 표 형 사회 충형 이상 연출형

주요

페르

소나

�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

� 유희 어린이

페르소나

� 히피지향 페르소나

� 보호통제 페르소나

� 성취지향 페르소나

� 완벽지향 페르소나

� 권력지향 페르소나

� 보호통제 페르소나

� 성취지향 페르소나

� 완벽지향 페르소나

� 권력지향 페르소나

� 자유지향 페르소나

페

르

소

나

형

성

원

인

개인

특성

� 성격

� 가치

� 재미 추구

� 기분 환 추구

� 성격

� 가치

� 성격

� 가치

� 보완 추구

� 자신감 추구

사회

구조

요구

� 1차 집단의 압박

� 2차 집단의 규범

� 역할 기

� 역할 기

� 상황 합성

개인

과

사회

의

상호

작용

� 타인의 시선 의식

� 개성 추구

� 지역 범주,요구

로부터의 일탈

� 주변 평가 의식

� 타인의 시선 의식

� 구성원의 외모

� 집단의 성격

� 집단 내 경쟁

� 동조

� 개성 추구

� 주변 평가 의식

� 집단 내 경쟁

� 사회 치로부터

의 벗어남

� 연령에 따른 압박

으로부터의 일탈

패션을

통한

페르

소나

발

원인

� 역할과의 분리

� 억제된 이미지 분

출

� 논란 회피

� 외모 평가에 한 압박

� 역할 상징의 표

� 역할과의 분리

� 자기표 고려

� 어울림의 추구

� 조직 응

� 이상 이미지 표

� 집단 압박으로 인한 은

폐

� 이상 이미지 표

� 부재 이미지 표

�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

� 비효율 소비

� 일회 이벤트성

연출

� 평소 하지 않는 스

타일의 자유로운

시도

� 주변 스타일에 맞춤

� 장소와 시간에 따른 스

타일 연출 보류

� 규범을 지키기 해 불

편을 감수한 스타일 연

출

� 유행 스타일 추가,아

이템의 믹스매치,동일

스타일의 반복 등 충

안의 연출

� 특정 아이템 제거

� 특정 아이템 선호

� 이상 인물 모방

� 일반 기 ,규칙

에서 벗어나기

� 이상 이미지 연

출을 해 불편함

을 감수한 스타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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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표 형

개인 표 형은 개인 내부에서 악하는 자기의식을 외부로 그 로

드러내는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계에 한 고려가 은

페르소나 발 유형이라 할 수 있다.페르소나를 표 하는 과정에서 자

신이 속한 집단이나 인간 계에 한 고려 없이,자신이 가진 페르소나

를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발 유형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

표 형에서 주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유희 어린이 페르소나,히피

지향 페르소나와 같은 개인 감정이나 욕구,경험이 여된 페르소나들

이 나타났으며,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가진 모습인 것 같아요’,‘내가 원

래 이 게 생겼다’,‘나를 보여주는 옷 인거죠’등과 같이 페르소나를 표

하 다.

강정화는 여행이라는 상황에서 일탈 인 재미를 추구하는,평소와 차

이가 큰,화려하고 섹시하게,편안한 휴식을 추구하는 유희 어린이 페

르소나가 존재했다.사회 계를 고려하거나 이상 모습이 존재했던

학원이나 교회에 비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쉬는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제가 좋아해요”와 같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한다는 표 을 자

주 사용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 하는 것으로 단하여 개

인 표 형으로 분류하 다.이러한 페르소나가 형성된 데에는 “꼭 여

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학교와는 다르게 기분 환이 필요한 것 같아

요”,“매일 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밤마다 다이닝을 하고 드

스를 입고”“이것 것 바꿔 입고,씻고 드 스 입고 나가고 이런 게

드라마틱한 것 같고”와 같이 재미 추구,기분 환 추구를 충족시키는

개인 특성이 가장 크게 작용 작용하고 있었다.“여행을 좋아한다기 보

다는 지 내가 루틴 한 삶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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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회와는 다르게 이런 모습”,“학교에서의 투 인 삶이 아닌”과 같

이 단순히 여행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학원과 교회,한국이라는 사

회에서 벗어나는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

인이 존재했다.강정화의 유희 어린이 페르소나는 자신의 역할을 분리

하며 발 되는 페르소나로 여행에서의 패션은 “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학교,교회와는 다르게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

데”와 같이 결코 학원과 교회에서 입을 수 없다고 밝혔다.“구두는 꼭

챙겨가요.학교에서도 안 신고 교회 갈 때도 웬만하면 구두를 신고

가는 일은 없는데 여행갈 때는 구두랑 칵테일 드 스를 꼭 가져가요”,

“제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걸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액세서리도 열

심히 하고”,“빨갛고 화려한 네일도 해요 화려하고 쁘고 이런 것들 원

래 되게 좋아해요”,“잠깐인거니까 그리고 일탈 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

잖아요.돌아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니까

최 한 다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와 같이 원래 화려하고 섹시한 것을

좋아하지만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억제된 이미지 분출을 해 여행에서

의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 하고 있었다.“진짜 1년에 한번 입는 그

런 드 스를 입는 거죠.딱 붙는 정말 미니 드 스라든지”,“그때 가서

이것 것 이벤트로 즐겁게 하다오는 그런 행 ”,“여러 벌 입고 바꾸고

꾸미고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과 같이 일회 인 이벤트성 연출 방식과

평소에 하지 않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시도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방식을

보 다.이러한 여행에서의 패션을 해 구매하는 의복들은 “일 년에 몇

번 안 입더라도 꼭 사야 되는 거에요”,“그게 에게 의복 지출비가 있

으면 굉장히 비효율 인 지출인 거잖아요.엄마가 도 체 이런 걸 왜사

냐고 이 게 얘기하는 옷들인데”,“언젠가는 입어 한번밖에 안 입어도

사는 거에요.그런 옷을”과 같이 매우 비효율 인 소비임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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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송이는 자유라는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마구잡이로 조합하는,건

강한 몸에 한 심,나약함을 감추기 한 민감한 어린이 페르소나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개인 특성으로는 “원래

본심에 털털한 면도 있긴 해요”“어릴 때부터 엄마가 딸이라고 쁘게

키워서 여성스러운 건 있지만,딴에는 오빠들하고 동 이 되려고 어려도

세보이려고 하는 기질이”“그냥 내재된 것 같아요”와 같은 성격 요인이

존재했다.특히 이 페르소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흐트러지고

그런 모습들”“정돈되어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다 싫고 내 마음 로 하고 싶은 경향인거죠”“그런 것을 벗어나기 한

가면을 쓸 때의 스타일”이라는 해방감을 추구하기 해 만들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페르소나는 “나의 여성스러운 게 꼭 장 이라고 생

각하지 않아서 는 좀 그런 면을 감추고 싶고”“인간 계에 있어서 소

심하고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털털하고 보이시하게 보여야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리고”와 같은 이유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페르소

나를 만들고 있었다.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기 해 “형

색 이런 것들도 사용해보고”,“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과감한 색깔

이런 것들”“스포티하고 언밸런스하고 색감도 화려하고 이상한 아이템

들”과 같은 평소에 하지 않은 스타일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시도하는 패

션 스타일 연출방식을 사용하 다.

홍수정은 내면이라는 주제에서 조용하고 편안한,따뜻하고 가족 인,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히피지향 페르소나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나는 원래는 되게 편안한 걸 좋아해”,“나는 그냥 되게 조용하고

자연 인 거”,“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야 이거는”,“남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에 있는 사람하고만 같이 편안한 삶”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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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내면을 그 로 보여주는 것으로 악되어 개인 표 형으로 분

류하 으며,이러한 페르소나는 성격이라는 개인 특성과 타인의 시선

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결과로 형성되었다.홍수정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내면과 외부라는 주제로 분류하고 있었으며,자신의

체 페르소나 외부에서의 페르소나로 인해 역할의 분리가 필요했다.

특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상 이미지 연출하는 외부 페르소나에

한 반작용으로,더욱 편안함을 강조하는 패션으로 페르소나를 표 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개인 표 형에는 민감한 어

린이 페르소나,유희 어린이 페르소나,히피지향 페르소나가 존재했다.

이러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성격,가치 ,재미 추구,

기분 환과 같은 개인 특성이 주로 작용하 으며,사회구조 요구로

인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았다.이는 개인 표 형에 존재하는 페르소나

는 개인 특성이 작용한 자기내면에서 형성된 페르소나이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으며,사회구조 요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페

르소나를 그 로 표 할 수 있다. 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

신의 개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며,지역 범주,요구로부터의 일탈과 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원인들이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있었

다. 체 으로 페르소나는 사회 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개인 표

형에서는 보다 개인의 요구가 많이 여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결

과로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페르소나들은 역

할과의 분리가 필요하고 억제된 이미지를 분출하기 해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었으며 이를 해 비효율 소비,일회 이벤트성 연출,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

용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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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 충형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을 선택 으로 표 하는 페르소나

유형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에 의해 페르

소나를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타 과 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주

로 자신에 한 타인의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을 어떻게 표 해야 하는지

를 결정하게 되며,자신에 해 타인이 가지기를 바라는 이미지를 표

하기도 한다.사회 충형에는 보호통제 페르소나,성취지향 페르소나,

완벽지향 페르소나,권력지향 페르소나가 주로 나타났다.특히 사회

충형으로 구분된 17개의 페르소나 보호통제 페르소나는 7개로,보호

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며,개인의 환경을 찰하여 어떤 행동이 가

장 한지 단하여 남들이 보기에 한 행동을 하는 보호통제 페르

소나의 특성에 의해 사회 충형에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정화는 학원에서 힘든 걸 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스스로 만

족해야 하는,도서 에서 오래 공부하는 데 어울리는,화려해 보이지 않

는,주변에 어울려서 튀지 않는 보호통제 페르소나가 존재했다. 한민

국,서울 , 학원생에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페르소나를 만

들고 있어 사회 충형으로 구분하 다.이러한 페르소나는 하나에만

집 하는 성격,힘들게 견디며 성취해야 하는 성격,검소함을 요시하는

가치 이라는 개인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

격과 구성원의 외모를 고려하여 도서 에 어울리는 모습을 만들고 싶고,

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동조욕구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인이

존재했다.연구실 내에서 패션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과

도한 패션으로 인해 인간 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회피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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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해 스

머 처럼 구분되지 않도록 주변 스타일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거나,주말

이나 여행을 통해 꾸미는 스타일 연출 보류의 방식으로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다.

김보 은 가족이라는 주제에서 부담스러운,보수 인 스타일의,여성

스럽고 쁜,엄마의 기 에 맞춘 착한자녀 페르소나가 존재했다.이 페

르소나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자신의 의지보다는 엄마의 기

에 따른 요구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 충형으로 분류하

다.김보 은 이 페르소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

는 모습이고 건강하고 쁜 여성의 이미지이지만,스스로는 불편하고 강

요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으로 느끼고 있었다.이것은 스타일에 한 취

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격이라는 개인 특성에 의

한 것이며,주변 친척들의 평가는 부모님의 만족감에 향을 미쳤고 이

는 다시 김보 에 한 요구로 이어지는 1차 집단의 압박이라는 사회구

조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힐을 신거나 바

디 핏 되는 디자인,꼿꼿한 자세,검은색 주의 보수 인 패션 스타일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강요되는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

었다.그러나 가족의 취향에 맞춰야 하는 1차 집단의 압박에 해 불편

을 감수한 스타일 연출 방식으로 응하고 있었으며,이것은 평소에는

가족과 분리되어 있고,결혼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모임이라는 상황 속

에서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만들어진,일시 인 불편함의 감수라는 충

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박진아는 회사라는 상황에서 정의감에 불타는,능력 있고 문 인,

권 으로 통솔하는,자기 리를 잘하는,이성 이고 논리 인 모습을

추구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와 잘 어울리면서도 다르고 싶은,안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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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속하고 싶은,틀에 박힌 규율,조직의 하나로 융화됨을 추구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회사에서 요구되는 역

할과 지 에 맞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사회 충형

으로 분류하 다.이러한 페르소나 형성에 작용하는 총 를 메는 성격인

개인 특성이 존재했으며,사회구조 요구에 의한 원인으로는 2차 집

단의 규범이 존재했다.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요인으로는 직장

복식 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 상사의 지 을 받기도 하는 등의 주변 평

가 의식,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튀고 싶지 않고 틀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동조 욕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박진아의

회사는 수직 인 구조가 명확했으며,개인 능력을 상 으로 정확하

게 평가하지 않는 고과제도가 존재하 으며 이러한 집단의 성격에도

향을 받아 안정 으로 회사생활을 하고자 하는 보호통제 페르소나를 형

성하게 되었다.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으로는 회사에 존재하는

틀에 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조직에 융화되기 해 직장 복식 규범을

따르는 어울림의 추구와 조직 응이라는 요인이라는 집단 이미지 연출

형으로 분류되었다.패션 스타일은 체 인 규범에 배되지 않으면서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만 사용하는 충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

었다.옷을 구매할 때도 하나 정도는 회사에 맞게 사고 나머지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 구입한 후 정장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하는 방식을 택해 연출한다고 하 다.

박 진은 회사로 구분한 주제에서 강한 집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

는,스스로 이루어내려는,빠르고 집 해서 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성취지

향 페르소나와 평범하고 싶지 않은,조 이라도 더 잘하려는, 체를 정

확하게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가 존재하고 있었다.페

르소나가 형성된 원인 개인 특성은 주어진 업무가 있으면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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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 해서 끝내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하는 자신의

성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패션을 통해서도 나

타난다고 하 는데,매일 자신의 옷을 고심하고 세 하는 것은 모든 것

을 통제한 상태에서 컨트롤하려는 성향이 반 된다고 하 다. 한 평범

하게 입고 싶지 않고 자기의 센스를 보여주기 한 페르소나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회사라는 조직에 융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특

성을 잃고 싶지 않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패션하우

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개성을 표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치마를 입고

회사에 출근한 첫 날 자신의 패션 스타일이 회사 분 기와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 고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고 포멀한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 다.그러나 평범하게 입고 싶지 않다는 개성추

구 욕구가 기본 으로 존재하고 있어 체 스타일은 모노톤으로 튀지 않

게 연출하면서도 외투 안에 독특한 컬러나 디자인의 재킷을 매치하거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충안을 마련하 다고 밝히고 있다.

홍수정이 외부로 구분한 주제에서는 완벽하고 압 인,화려하고 돈

이 많아 보이는,남들보다 앞서나가는, 하고 친 한 모습을 표 하기

해 완벽지향 페르소나가 나타났다.이러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개

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으로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요한 타인의 시

선 의식 요인과 업무 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자

했던 인간 계를 고려한 요인이 나타났으며,홍수정이 맡은 일반 민원인

응 와 부정수 조사 업무와 같은 다양한 역할기 라는 사회구조 요

구가 존재하고 있었다.이러한 역할의 분리를 해 각기 다른 패션 스타

일을 연출해야 하는 페르소나 발 원인이 존재했으며,이를 해 문

이고 성실한 공무원의 이미지,강압 이고 계 계를 확실하게 표

할 수 있는 이상 이미지를 표 하기 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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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었으며,이러한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타일을 유지하는

편이라고 밝혔다.자신이 평소에 추구하는 편안한 패션 스타일 선택에

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강하고 문 인 이미지를 표 하는 것이 요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말에 활용하는 것으로 스타일 연출을

보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진 은 교수회의라는 주제에서 가식 으로 좋은 말만 하는,서로 비

교하는,교수 집단 구성원 수 에 어울리게,나에게 맞는 충안이 필요

한,사회생활을 해 필요한 보호통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자신이

속한 집단에 어울리기 해 충안을 만들어내며 응하는 페르소나로

악되어 사회 충형으로 구분하 다.이러한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

들의 기 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극 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개

인 특성도 존재하지만,옷을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비교하는 집단의

분 기,교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치,분 기를 깨고 싶지 않지

않은 동조 욕구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요인으로 인해 충형의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진 은 교수회의는 정보

교환이나 사교활동 등으로 필수 인 사회 활동이라고 인지하고는 있었

다.그러나 자신의 연구에만 집 하고 싶고 칭찬이나 비교를 싫어하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기 해,교수 사회에서 자신에게 기 되는 역할

에 한 타 을 패션으로 해결하고자 하 다.모피 코트나 청바지와 같

은 극단의 수 이 아닌,집단 구성원의 수 에 맞춰 간정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에게 편안한 충된 스타일을 찾아 반복 으로 표 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으로 이용하 다.이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면

서도,집단 구성원의 하나로서 잘 어울리기 한 충된 방식으로 사회

에 응하고 있었다.

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사회 충형은 보호통제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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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지향 페르소나,완벽지향 페르소나,권력지향 페르소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페르소나 형성에는 자신의 성격,가치 이라는

개인 특성이 향을 미쳤으며,1차 집단의 압박,2차 집단의 규범,역

할 기 와 같은 사회 구조 요구가 존재했다.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에 의한 원인으로는 주변 평가 의식,타인의 시선 의식,구성원의 외모와

집단의 성격,집단 내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페르소나를 결정하기도 하

으며 자신의 집단 내 개인의 선택인 동조와 개성 추구를 해 페르소

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는

원인으로 논란 회피,외모 평가에 한 압박이라는 회피형과 역할 상징

의 표 ,역할과의 분리,자기표 고려라는 역할 이미지,어울림의 추구,

조직 응의 집단 이미지,이상 이미지 표 형이 모두 나타났으며,집

단 압박으로 인한 은폐로 억제/분출형의 발 원인이 존재했다.사회

충형에는 개인 표 형과 이상 연출형에 비해 패션을 통한 페르소

나 발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이는 개인 요구와 사회 기

를 충하는 페르소나를 표 하는 수단으로 패션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를 해 주변 스타일에 맞추거나,장소에 시간에

따라 스타일 연출을 보류하기도 하 으며,규범을 지키기 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방식을 사용하 다. 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동일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충안을 연출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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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연출형

자신에 해 형성된 이상화된 이미지가 표 되는 페르소나로 자신에

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연출하는 페르소나 유형이라 할 수 있

다.이는 페르소나의 어원인 가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자신

이 희망하는 이상 이미지를 표 하기 한 패션 스타일을 활용하여 페

르소나를 연출하는 것은 효과 인 방법이며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만들

어낸다는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특성을 갖는다.이상 연출형에

는 보호통제 페르소나,성취지향 페르소나,완벽지향 페르소나,권력지향

페르소나,자유지향 페르소나가 주로 표 되고 있었다.자유지향 페르소

나를 제외하면 사회 충형과 동일한 페르소나들이 나타났는데,이는

이상 이미지는 주로 사회 계 속에서 타인에 의해 기 되는 것으

로,이를 페르소나를 통해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정화는 교회라는 상황에서 단정하고 수수한, 고 도 하는,성숙하

고 착한 모습을 표 하며 교회라는 곳에서 한 행동을 하는 보호통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교회에서 보여야 하는 이상 인 자신의 모습

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런 모습을 표 하기 해 노력한다고

밝 이상 연출형으로 분류하 다.이러한 페르소나가 형성된 개인

특성으로는 자신이 가진 종교 가치 과 어린 시 교육의 향이 존재

했으며,사회구조 요구로는 어린이반 선생님에 한 역할 기 가 작용

하고 있었다. 한 자신이 속한 교회 내 소그룹의 평가를 고려하는 개인

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이러한 페르

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게 된 원인으로는 자신이 정한 순종 이고 청년

의 모습이라는 이상 이미지를 표 해야 하며,자신의 내부에 없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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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하는 이상 이미지 표 과 부재 이미지 표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치스러운 면을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 원인이 존재했다.강정화는 특히 특정 아이

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패션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는데,명품 가방을

착용하지 않거나 후드 티,민소매,짧은 치마와 같은 단정하지 않고 노출

이 많은 패션 스타일은 사용하지 않았다.

강지연은 아나운서 비라는 주제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자신감,발

가능성이 많은,나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모습의,경쟁자들 속에서 차별화

된 모습을 표 하기 한 완벽 지향 페르소나를 나타내고 있었다.강지

연의 페르소나는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 모

습을 연출하기 한 것으로 이상 연출형으로 분류하 다.이러한 페르

소나는 자신감을 추구하는 개인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아나운서

에 따른 역할 기 라는 사회구조 요구가 존재했다. 한 경쟁자들 속

에서 선택되어야 하는 집단 내 경쟁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

해 형성된 원인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

으로 표 한 이유를 방송국과 아나운서의 종류에 따라 이상 이미지를

표 해야 하며,시험에 합격하기 해 자신에게 없는 모습,실제의 자신

과는 완 히 다른 나를 표 해야 하는 부재 이미지 표 에 의한 것이라

고 밝혔다.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기 해 시험에 응시한

방송국의 분 기와 아나운서의 종류에 따라 이상 인물을 모방한 연출

을 하 으며,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이상 기 에 맞춰 노출이 있는 스

타일과 강한 헤어메이크업을 하는 등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하 다.

박 진이 패션이벤트라고 분류한 주제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싶은,남들보다 튀고 싶은,패션을 보는 안목이 있는,자기만의 시

각을 가진 모습으로 표 하는 권력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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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된 원인으로는 자신감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개인 특성과 패션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에 띄고 핵심

인물이 되고 싶은 집단 내 경쟁이라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요인

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패션 공부를 하지 않은 비 공자라는 개

인 경험으로 인해 더욱 패션 스타일을 통해 화려하고 주목받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 으며,이는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더욱 과장되게 보이고

싶어 하는,부재 이미지 표 에 의한 것으로 단되었다.안나 투어와

같은 패션이벤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상 인 인물처럼 보이기 한 패

션스타일을 연출했으며,패션 스타일을 자기 방식 로 표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해 화려한 컬러와 믹스 앤 매치를 다양

하게 시도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 다.

박 진이 친구로 분류한 주제에서 나타나는 페르소나도 이상 연출

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하고 싶

은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선망의 상이 되는,자유롭게 시도하는 모

습을 표 하는 자유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들에게 이

게 보 으면,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그런 존재

가 되고 싶은 바람이라는 표 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 연출형으로 분류

하 다.자유 지향 페르소나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

고 살고자 하는 가치 ,자신감의 추구라는 개인 특성이 존재했으며,

사회 치로부터의 벗어남,연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요인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표 하게 된 원인은 다른 사람이 주기 원했던 이

미지가 존재하고,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패션

스타일을 통해 표 되기를 바라는 원하는 이상 이미지 표 에 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나이에 맞춰 정형화되는 틀을 벗어나기 해 일반



115

기 와 규칙을 벗어난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 으며,친구들에

게 무 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표 할 수 있

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함으로써 자유롭게 살고 싶은 자기만의 이상

인물을 모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림이 생일 티로 구분한 주제에서는 내가 제일 쁘고 싶은,자

신감을 해 참아내는,섹시한 모습으로 보이게,새로운 옷을 보여줘야

하는,여자들 사이의 경쟁심으로 인한 권력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

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자신감을 추구하는 개인 특성과 상황 합성

이라는 사회 구조 요구에 인해 형성되었다.특히 주변 평가를 의식하

고 집단 내 경쟁을 요하게 생각하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다.이 림은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 가장 튀고 제일

쁜 모습이길 원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지만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고,특히 패션에 있어서의 경쟁이 가장 요하다고 밝혔다.

클럽이나 가라오 와 같은 장소에서 표 되는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섹시

한 이미지를 표 하고 싶어 했으며,설 이라는 이상 인물을 모방하

는 연출을 하기도 하 다. 한 생일 티가 이 지는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자들의 평가보다는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의 경쟁심이 요하

기 때문에 더욱 섹시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 으며,이를 해 추 나

높은 굽의 힐로 인한 불편함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사용하

고 있었다.같은 그룹과 지속 인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돋보이기 해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 고,이를

해 매번 쇼핑을 하고 같은 섹시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새

로운 옷을 입는 것을 요하다고 밝혔다. 한 자신감을 해 보여주기

용품으로 명품 가방이라는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방

식도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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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나타난 이상 연출형에서는 보호통

제 페르소나,성취지향 페르소나,완벽지향 페르소나,권력지향 페르소나,

자유지향 페르소나가 주로 나타났다.이러한 페르소나가 형성된 개인

특성으로는 성격,가치 ,보완 추구,자신감 추구가 존재했으며,역할 기

와 상황 합성과 같은 사회구조 요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주변 평가 의식,집단 내 경쟁,사회 치로부터의 벗어남,연

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원인

도 존재했다.페르소나에 표 되기를 바라는 이상 이미지가 나에게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패션을 통해 표 되기를 바랐으며,여기에는

보완 추구와 집단 내 경쟁이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이러한

페르소나가 패션으로 발 되는 원인으로는 원하는 이상 이미지 표 ,

부재 이미지 표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 요인이 확인되었다.이를 해

특정 아이템의 제거 는 선호,이상 인물 모방,일반 기 ,규칙에

서 벗어나는 스타일,이상 이미지 연출을 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

션 스타일 연출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특히 사회구조 요구인 다양한

역할 기 로 인해 이상 이미지를 패션으로 표 하고 있었으며,이를

해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거나 이상 인물의 모방,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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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체 연구 참여자의 페르소나와 각각의 페르소나들

이 패션으로 발 되는 유형을 종합하여 정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다.

[표 4-19]연구 참여자의 페르소나 종류와 발 유형 빈도

은유추출기법으로 분석한

페르소나의 종류

페르소나 발 유형

개인

표 형

사회

충형

이상

연출형

7 보호통제 - 7 4

3 성취지향 1 3 2

0 비 - - -

5 완벽지향 1 3 4

1 배려지향 - 1 -

6 권력지향 1 4 5

2 민감한 어린이 2 - 1

2 유희 어린이 2 - -

2 히피지향 2 - 1

2 자유지향 - - 2

1 착한자녀 - 1 -

1 변화지향 - - 1

계 9 17 18

12명의 연구 참여자의 페르소나를 분석한 결과 보호통제 페르소나(7),

권력지향 페르소나(6),완벽지향 페르소나(5),성취지향 페르소나(3)가 주

로 나타났으며 비 페르소나는 나타나지 않았다.남들이 보기에

한 행동을 하도록 조 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 인 계에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권력 지향 페르소나,목표를 달성하고 발 해

나가도록 하는 성취 지향 페르소나,완벽성을 목표로 하는 완벽 지향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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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소나는 개인이 타인 혹은 타인과의 계나 사회 성공등과 련하여

나타나는 페르소나라 할 수 있다.이것은 페르소나를 두 가지 과

련하여 설명하는 것과 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페르소나는 개인 내부

에서 악하는 자기의식이 외부로 드러난 자아라는 의미로 악되기도

하고,동시에 사회 계에서 요구되는 행동양식,집단정신의 일부라고

이해되기도 한다.페르소나는 이 양 면을 모두 고려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증 연구 결과 체로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많이 개입되

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된 페르소

나 사회 상황과 련된 페르소나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단하

건데,사회 계기능이라는 페르소나의 이론에서 제시된 특성을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이것은 페르소나의 발

유형에 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연구 참여자들의 페

르소나 발 유형을 정리한 결과 개인 표 형(5)에 비해 이상 연출

형(18)과 사회 충형(17)이 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이는 개

인 내부에서 악하는 자기의식을 그 로 드러내는 개인 차원의 페르

소나 보다는 사회 계 속에서 타 과 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내

고,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더욱 요한 페르소나의 역할이다.즉,페르소나는 사회

계 속에서 충과 연출을 통해 형성된다는 이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해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페르소나를 이해하기 해서는 사회 응기능과 이상 연

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람들은 사회 응을 해 패션을 통

해 발 되는 페르소나를 극 으로 활용하는데,조직에 응하고 어울

림을 추구하기 해 주변 스타일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거나,집단의 압

박에 의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스타일을 연출을 보류하기도 하며,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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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규범을 지키기 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을 활

용한다. 한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패션 아이템의 믹

스 앤 매치,동일 집단 내 같은 스타일을 입는 것과 같은 동일 스타일의

반복 등의 충안을 연출하는 방식은 착용자가 집단의 요구와 타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이상 연출 기능의 측면에서는 이상 이미지를

표 하고 개인 선택에 의해 은폐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특정 패션 아이템

을 제거하거나 선호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이상 인물을 모방하는 패

션스타일,이상 이미지 연출을 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스타일 연

출방식을 통해 이상 연출 기능의 페르소나를 효과 으로 표 한다.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속에서 복합

이고 다 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실증 연구를 통해 개개인들

의 사례를 고찰해 본 결과 패션을 통해 발 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성찰 개인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에서 외 인격, 응원형으로 정의되는 페르소나가 실제 개인의

삶에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과정에서는 패션 스타일의 선택을 통한 개

인 특성을 강조한다.이것은 Jung(1934/2004)이 얘기한 것과는 상반된

다.Jung은 페르소나를 자기 자신이 개별 이라고 믿게 만드는 가면일

뿐 집단정신에 의해 조정된 연기되는 역할로 보았다.페르소나를 분석하

면 극히 개인 인 것처럼 보 던 페르소나는 집단 인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서,페르소나는 개성과 련해서는 가상일 뿐,단순한 사회

타 물이라 하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찰한 개인들은 자신이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어떻게 표 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

이 밝 졌으며,단순히 사회 요구에 그 로 순응하기 보다는 개인 특

성과의 충과 타 을 통해 자발 으로 페르소나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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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직이나 상황,복장 규범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의도 으로 만들어

내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한 교묘하게 충된 패션 스타

일을 활용하면서 나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

었다.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를 유지하기 해서는 개인의 개성을 억

압하더라도 사회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암묵 이고 구조

인 제약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인들은 이러한 사회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를 통해 새

롭고 창의 인 응양식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취향을 반 하여 변형해간

다.Giddens(2006)는 성찰 개인은 매일 일어나는 행동을 성찰 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 행을 수행하거나 는 수행하

지 않을 수 있는 자발 능력을 갖는다고 하 다. 인은 이러한 성찰

개인으로서 단순히 사회 요구에 의한 페르소나가 아닌 자신의 행동

을 성찰하며 선택 으로 개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체 인 존재인 것이다.

둘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극도로 비언어 인 커뮤니

이션이다.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으로 집단 구성원 간 언어 의사소통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

다.실증 연구에서 보면 완벽 지향 페르소나를 가진 연구 참여자의 경

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페르소나가 표 되는 상황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계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

나지 않는 환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그런 경우에 패션을 통해 페

르소나를 연출할 때에는 가격이나 랜드,패션을 입고하는 활동이 더욱

요하다고 하 는데,이 는 바로 에서 패션을 통해 발생하는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의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개인의 다양한 역



121

할을 짧은 시간에 표 해야 하며,익명성에 기반을 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인들에게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다 이고 유동 이다.페르

소나 발 유형 분석 결과,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가 2개 이상

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하나의 역할과 상황 내에서도 다수의 페르

소나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표 되는 방식도 다양하게 조합되어 나타

난다는 새로운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성취 지향 페르소

나를 가진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어떤 사람으

로 보이고자 하는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패션을 통해

표 하는 이상 이미지 연출형으로 분류되기도 하 으며,논란을 회피

하고 어울림을 추구하기 해 집단 구성원의 외모에 맞추는 사회 충

형으로 구분되기도 하 다. 다른 연구 참여자는 하나의 상황에서 권

력 지향 페르소나와 성취 지향 페르소나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페르소나가 패션으로 발 되는 유형은 개인 표 형,사회 충형,이

상 연출형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르소나 연출을 변경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는데,이것은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의 유동 특성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성취 지향

페르소나를 가진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교라는 상황과 그 속에서 표 하

고자 했던 페르소나는 동일하지만 재 한국에서의 패션스타일 활용 방

식과 과거 유학생으로서의 패션스타일 연출방식은 매우 상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와 과거 모두,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

이고 싶은 가치 에 의해 성취 지향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으며,구성

원의 외모와 집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페르소나를 표 하고 있었다.그러

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타인의 의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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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방식의 차이를 인식하 고,이에 따라 자신의 페르소나를 표

하는 패션스타일 활용 방식을 유동 으로 변경시켰다.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유동 특징은 개인이 속한 사회 구조의 특수한 맥락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응하기 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의 에서 보면 성찰 능력을 가진 개인과 구

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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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페르소나는 개인의 다 정체성의 외 표 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

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 된다.극도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

이 직면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페르소나는 매우 다양하며,이

는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패션 스타일을 통해 성찰 으로 구 될 수 있

다는 에서 패션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 연구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개인이 속한 사회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

해 형성되는 정체성의 외 표 을 Jung의 페르소나 이론을 통해 분석하

고,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유형과 형성 원인,발 유형을 밝

히고자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 결과 페르소나는 자아가 외부 세계에 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양식으로 개인의 다 정체성의 외 표 이라 할 수

있다.표 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종류와 집단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상황

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 선택 으로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모든 정체성이 페르소나로 표 되는 것은 아니며,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 맞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표 할 것인가에 한 성찰 과정을

통해 페르소나가 결정된다.하나의 상황에서 다수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

도 있으며,일부 페르소나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모두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이 개인과 사회의 긴장을 이며 응에 유리한

가를 단하여 선택 으로 페르소나를 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각의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 유형

이라는 두 가지의 분석단 를 사용하는 다 복합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의 표 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개인들의 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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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형성되고 재구성 되는가를 실증 으로 악하고자 하 다.이를

해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 으며 직 찰,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한 은유추출기법

인터뷰와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원인,발 유형을

악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로 구성되었다.연구 참여자는 목 표집에 의

해 자신의 다 정체성의 표 을 패션 스타일이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연출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사회 상호작용과 역할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20∼30 성인기 여성 총 12명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

행하 다.인터뷰 자료는 은유추출기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페르소

나를 분석하 으며,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발 유형에 한 기본 구조

는 지속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범주화하 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 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를 분석한 결과,남들이 보기에

한 행동을 하도록 조 하는 보호 통제 페르소나, 인 계에서 주도

권과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권력지향 페르소나,목표를 달성하고 성

공하도록 하는 성취지향 페르소나,완벽성을 추구하는 완벽 지향 페르소

나 등 4가지 페르소나가 패션을 통해 주로 발 되는 주요 페르소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4가지 페르소나는 모두 사회 인 상황에서 타인

과의 계를 시하는 페르소나로,개인보다 집단이 더 많이 개입되어

형성되는 페르소나의 이론 특성이 실제 개인의 삶에서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은 개인 특성,사

회구조 요구,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개인

특성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개인의 성격,가치 ,욕구이

며,사회 구조 요구는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역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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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합성과 련하여 작용하고 있는 외 인 요인들로 확인되었다.개

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인간 계의 의식,집단 분 기,집단 내 개인의

선택,사회 요구에 한 지연 응으로 개인과 사회구조 간 충과

의가 이루어져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원인으로,단순히 사회의 요구를 개

인이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분 기나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 치에 한 개인의 성찰을 통해 자신의 페르소나

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셋째,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원인은 회피형,연출형,억제/분출형

으로 나타났다.회피형은 패션을 통한 평가와 련하여 논란 회피,외모

평가에 한 압박에 의한 것이며,연출형은 역할 상징의 표 ,역할과의

분리,자기표 고려를 한 역할 이미지 연출과 어울림의 추구,조직

응을 한 집단 이미지 연출,이상 이미지 표 과 부재 이미지 표 을

한 이상 이미지 연출로 분석되었다.억제/분출형은 집단 압박으로

인한 은폐,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억제된 이미지 분출을 해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 발 유형은 개인 표 형,사회

충형,이상 연출형으로 구분되었다.각 유형별 페르소나 형성 원인과

패션을 통한 발 원인,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개인 표 형은 사회 계에 한 고려가 은,개인 내부에

서 악하는 자기의식을 드러내는 페르소나 발 유형이다.성격,가치

,재미 추구,기분 환과 같은 개인 특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타인

의 시선 의식,개성 추구,지역 범주·요구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페르소나 형성 원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역할과의 분리와 억제된 이미지 분출을 해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었으며,이를 해 비효율 소비,일회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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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성 연출,평소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자유로운 시도를 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둘째,사회 충형은 사회 계 속에서 타 과 충의 과정을 거

쳐 선택 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 유형으로,성격,가치 이라는 개인

특성이 향을 미쳤으며,1차 집단의 압박,2차 집단의 규범,역할기 와

같은 사회 구조 요구가 존재했다.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원

인으로는 주변의 평가 의식,타인의 시선 의식,구성원의 외모,집단의

성격,집단 내 경쟁,동조와 개성 추구를 해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페르소나는 논란 회피,외모 평가에 한 압박이라

는 회피형 원인과 역할 상징의 표 ,역할과의 분리,자기표 고려,어

울림의 추구,조직 응,이상 이미지 표 의 연출형 원인,집단 압박

으로 인한 은폐라는 억제/분출형 원인에 의해 패션을 통해 발 되고 있

었다.이를 해 주변 스타일에 맞추거나,장소에 시간에 따라 스타일 연

출을 보류하기도 하 으며,규범을 지키기 해 불편을 감수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사용하 다. 한 정해진 규칙 내에서 유행 스타일

을 추가하거나 아이템들의 믹스 앤 매치,동일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방

식 등을 통해 충안을 연출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셋째,이상 연출형은 이상 모습을 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페르소나 발 유형이다.성격 가치 ,보완 추구,자

신감 추구라는 개인 특성과 역할 기 와 상황 합성이라는 사회 구조

요구,주변 평가 의식,집단 내 경쟁,사회 치로부터의 벗어남,연

령에 따른 압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원인에

의해 페르소나 형성되었다.이러한 페르소나는 이상 이미지 표 ,부재

이미지 표 ,개인 선택에 의한 은폐를 해 패션을 통해 발 되었으며,

이를 해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거나 이상 인물의 모방,불편함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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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악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는 성찰

개인성의 강조,비언어 커뮤니 이션 기능의 강화,다 이며 유동

특성의 확 라는 의미를 갖는다.Jung은 페르소나를 집단정신에

의해 조정된 사회 타 물로 보았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찰한 개인

들은 사회 요구에 그 로 순응하기보다는 개인 특성과의 충과 타

을 통해 자발 으로 페르소나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특히 패션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반 하고 충된 패션 스타일을 활용하며 자신만의 개성

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으며,이는 인들의 성찰 개인성이 강조

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의사소통

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패션을 통해 페르소나를 표 하는 것은 비언

어 커뮤니 이션이라 할 수 있다.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짧은 시간에

표 해야 하며,익명성에 기반을 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인들에게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이러한 사회의 페르소나는 다 이고 유동 인 특

성을 갖는다.하나의 역할과 상황 내에서도 다수의 페르소나가 존재했으

며,다양한 패션 스타일 연출 방식의 조합을 통해 발 되고 있었다. 한

자신이 속한 사회 구조의 맥락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페르소나를

변경시키며 패션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응하는 방식의 페르소나 발

은 다 이며 유동 인 특성이 확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페르소나를 분석하기 해 ZMET를 활용한 은유추출

기법을 용하 으며,페르소나의 형성원인과 발 유형 등 패션을 통한

페르소나 발 의 기본 구조를 분석하기 한 유형별 특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이는 페르소나 상과 형성 원인,발 유형 등을 밝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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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존의 이론 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를 정의내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

다는 데 학문 의의가 있다.

둘째,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이론 개념으로 존재하는 페르소나를

개인의 패션을 통한 발 의 에서 근하여 실증 으로 고찰했다는

데 학문 의의가 있다.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의 이론을 바탕으로 페르

소나와 정체성의 계를 정의 내렸으며,이를 통해 페르소나의 발 원

인과 패션으로 발 되는 원인,발 유형에 한 질 분석을 실시하

다.개인의 특수하면서 구체 인 실증 사례를 통해 얻은 고유한 자료

들은 다양한 역에서 이루어질 페르소나 연구에 시사 을 제공할 것으

로 기 된다.

셋째,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의 형성원인과 발 유형에 한

분석은 개인의 다 페르소나를 패션을 통해 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동

기와 의복 추구 혜택에 한 다양한 을 제시하고 새로운 소비자 유

형에 한 마 략을 수립하는 데 실무 의의가 있다.

그러나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한 비교 제한 사례 연구

로 인해 페르소나 발 구조를 유형화할 수 없었다는 데 연구에 한계가

있다. 한 실증 분석을 통해 나타난 페르소나의 형성 원인과 발 유

형을 통해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합한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성찰의 과정을 바탕으로 연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개인과 구조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역동 으로 형성 재형성 시키는 과정에 한 분석은 부족

하 다고 단되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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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본 연구에서는 2∼30 성인기 여성을 상으로 했다는 에서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 특성을 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10 와 4∼50 의 연구 참여자를 추가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연구 참여자

를 선택하여 패션에 나타난 페르소나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둘째,과거 페르소나에 한 자료를 추가하여 페르소나 변경 사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페르소나를 통시 에서 악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

서 밝히지 못한 개인이 구조에 향을 미치는 구체 사례를 악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언어로 표 하기 힘든 페르소나를 설명하기 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은유추출기법을 통해 패션으로 발 되는 페르소나를

분석해 보았다.이를 통해 밝 진 패션을 통해 발 되는 페르소나를 상

담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면 페르소나 검사지(박순환(2),

2006)를 통해 정성 조사방법으로 분석된 결과와 비교 검증하는 후속연

구를 제안하고자 한다.이는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후속 연구

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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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may besaidthatasanexternalexpressionofmultiple

identitiesformedby interaction with othersinasocialcontextto

which individualbelongs and revealed through fashion in various

manners.Researchonapersonarevealedbyfashionhassignificance

inthatpersonarequiredbyanindividualsituationandaroleinan

extremelydiversifiedmodernsocietyvariesconsiderablyanditmay

berealizedreflectively throughafashionstyleinanindividuallife.

Thisstudyconductedanempiricalanalysisonpersona'sformation

causesanditsmanifestationtypesbyfashion,assumingthatpersona

formingone'sidentityselectivelybasedonsocialdemandsandvalue

standards and expressing itintentionally is revealed by fashion.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a rel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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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 and identity,and interview by the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andin-depthinterview weredonefor12adultwomenin

their20s~30s to examine formation and manifestation causes and

types.Analyticfindingsareasfollows.

Firstly,persona may be an externalexpression ofindividual

multipleidentitiesanditisformedselectivelyandvariesasakindof

anidentitytobeexpressed, individualrolerequiredbyagroupand

asituation.Everyidentityisnotnecessarilyexpressedasapersona.

Itis determined through a reflective process on whatand how

identityistoberepresenteddependingonanindividualsituationand

a role,expressing a persona advantageous to socialadaptation

selectively.

Secondly,analysisonapersonarevealedbyfashionshowsmainly

4kindsofpersonasincludingaprotectivecontrol-personainducingto

doaseeminglyproperbehavior,power-orientedpersonainducingto

have an initiative and control in interpersonal relations,

accomplishment-oriented persona inducing to achieve an aim and

succeed, and perfection-oriented persona inducing to pursue

completeness.4kindsofpersonasaboveareonestolaystresson

relationship with others in a socialsituation,and an empirical

researchshowsthattheoreticalcharacteristicofapersonawherea

group isintervened to a largeextentthan individualisrevealed

throughfashioninanactualindividuallife.

Thirdly,formationcausesofapersonarevealedbyfashionmay

beexplained asindividualcharacteristics,social-structuraldemands

and individual-socialinteractions.Individualcharacteristics include

one'spersonality,valuesandneedscausingtoform apersona,and

social-structuraldemandsareexternalfactorsactingonanorm,role

expectation and situationalrelevance demanded by a group to



141

individual. Individual-social interaction may be explained as

consciousness in human relationship,group atmosphere,individual

selection within agroup,delayed responsetoasocialdemand.it

showsthatpersonaisestablishedundernegotiationandconsultation

betweenindividualandsocialstructure.

Fourthly,asforcausesby whichpersonalisrevealedthrough

fashion,itshowstypesofevasion,presentation,control/eruption.The

evasion type refers to avoidance to controversies overevaluation

throughfashion,causedbypressureonanappearanceevaluation.The

presentationtypemaybeanalyzedasexpressionofarolesymbol,

separation from a role,role image presentation for considering

self-expressionandpursuitofharmony,groupimagepresentationfor

adaptationtoanorganization,idealimageexpression,andidealimage

presentation forexpressing an absentimage.The control/eruption

typeincludesconcealmentbygrouppressureandindividualselection,

andexpressionofapersonathroughfashionforeruptingcontrolled

images.

Manifestationofapersonathroughfashionhastypesofindividual

expression,socialnegotiationandidealpresentation.Followingsare

formationandmanifestationcausesofapersonathroughfashionby

typealongwithpresentationmethodsofafashionstyle.

Firstly,individualexpression type is a personalmanifestation

identified within individual showing self-awareness with less

consideration on social relationship.It is form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ersonality,values,pursuit of fun and

diversion,showing thatpersonaisformedby interactionsbetween

individualandsocietylikeconsciousnessofothers'eyes,pursuitof

individuality,regionalcategory and deviation from demands.Such

personasarerevealedthroughfashionforseparationfrom arol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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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ptionofacontrolledimage,directingafreefashionstylerarely

usedusuallyalongwithinefficientconsumptionandpresentationof

one-timeevent.

Secondly,socialnegotiation type is the type ofa persona

revealed selectively under agreementand negotiation in a social

relation,influencedbyindividualcharacteristicsincludingpersonality

andvalues,andthereweresocial-structuraldemandslikepressures

by the primary group, norms by the secondary group, role

expectation.Ascausesbyinteractionsbetweentheindividualandthe

social,itshowed thatpersona is formed by consciousness about

evaluation by people around,self-consciousness,appearance ofa

member,characterofagroup,competitionwithinagroupandfor

conformityandpursuitofindividuality.Suchpersonasarerevealed

through fashion by causes of evasion including avoidance to

controversies and pressure on an appearance evaluation., of

presentationincludingexpressionofarolesymbol,separationfrom a

role,considerationofself-expression,pursuitofharmony,,adaptation

to an organization,idealimageexpression,and ofcontrol/eruption

including concealmentby group pressure.Hence,research subjects

adapted to a stylearound them,reserved theirstylepresentation

accordingtowhereandwhen,orusedafashionstylepresentation

methodsubmitting toinconveniencetoobserveanorm.Besides,it

showed thatthey makeuseofnegotiation through addition ofa

fashionablestyle,mixandmatchofitems,andrepetitionofthesame

stylewithinfixedrules.

Thirdly,idealpresentationtypeisthetypeofapersona revealed

toshow animageabsentinanindividualfortheidealimage.In

otherwords,personaisformedbyindividualcharacteristicsincluding

one'spersonality,values,pursuitofcomplementationand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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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ocial-structuraldemandsincludingroleexpectationandsituational

relevanceandbyindividual-socialinteractionsincludingconsciousness

about evaluation by people around,competition within a group,

deviationfrom asocialpositionandfrom pressurebyage.Sucha

personaisrevealedthroughfashionforexpressionofanidealimage,

representation ofan absentimage and concealmentby individual

selection,preferringcertainparticularitem,imitatinganidealperson

orusingafashionstylepresentationtoacceptinconvenience.

Analysis shows that persona revealed through fashion has

significance in the contemporary including emphasis on reflective

individuality,reinforcementofanonverbalcommunicationfunctionand

expansionofamultipleandflexiblecharacteristic.Jungassumeda

persona as social compromise adjusted by group spirituality.

However,individualsinthisstudywerebuildinguptheirpersonas

spontaneously through negotiation and compromis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conforming to a social demand. In

particular,they werepursuing their own individuality continually

whilereflecting theirtastethroughfashionandusing anegotiated

fashion style, showing a characteristic emphasizing reflective

individualityofmodernpeople.Furthermore,inanenvironmentwhere

communicationforshowingtheirinnersideisabsent, expressionof

a persona through fashion may be regarded as nonverbal

communication.Forcontemporarypeoplewhohavetoexpresstheir

variousroleswithinashorttime,exposedtoanenvironmentbased

on anonymity,nonverbal communication function of a personal

revealedthroughfashionistobeintensifiedincreasingly.Insucha

modernsociety,personahasamultiandflexiblecharacteristic.There

existedagreatnumberofpersonasinasingleroleandasituation,

revealedbycombinationofdiversefashionstylepresentations.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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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ationofapersonarecognizingacontextualdifferenceofa

socialstructuretowhichindividualbelongs,resultinginachangeof

apersonaandrespondingtoitthroughachangeofafashionstyle

may be explained as extension of a multiple and flexible

characteristic.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reinterpreted multiple

clothing behaviors in terms ofa persona and suggested a new

research methodology for analyzing formation causes and

manifestationtypesofapersonathroughdesigning theMetaphor

ElicitationTechniqueinaresearchfieldonpersonasrevealedthrough

fashionwherethereisnoprecedentresearch.Hence,itisassumedto

increase understanding on consumers expressing their individual

multiplepersonasthroughfashion.

keywords : Persona,Multiple Identity,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Persona Manifestation,Fashion Style Presentation,

CauseofPersonaFormation,TypeofPersonaManifestation

StudentNumber:2007-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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