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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notating of visual message and linguistic 
message in the advertisement of Jean-wear, and to identify the image type in the advertisement 
of Jean-wear.

Content analysis was done using the advertisement of J ean-wear from several fashion 
magazines which were published from January, 1996 to August, 1997.

The advertisement of Jean-wear reflects the reality using the photos,and is image appeal 
type, appeals to the modeFs lifestyle, the western value. And that mostly single person was ap
peared in the advertisement means solitude in modern society.

I.서 론

현대는 다양한 매체의 적극적 활용으로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각 매체 

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매체나 마찬가지로 잡 

지에도 한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그 시대의 

—568 —



제 5권 제 4호 李周衍•朴吉順 81

문화가 기사, 사진, 광고등에 구체 적 인 내용을 띠 

고 표출된다.

요즘 새로운 대중문화의 창조자로 대두되고 있 

는 젊은 계층인 신세대는 구매력이 강한 소비의 

주체자로써 특히 진웨어를 즐겨 입는다. 진캐주 

얼 웨어는 140여년전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의해 

처음 고안된 이래 형태와 기법이 무수히 달라지 

면서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랜기간, 그리고 가 

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랑받아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전통진에 

서부터 캐릭터가 강한 캐주얼 진, 그리고 디자이 

너의 의식이 반영된 디자이너진까지 다양한 진웨 

어들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진웨어의 변천과 확 

산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큰.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진웨어광고를 내용분석하 

여 진웨어 광고에 나타난 현시적 즉,메시지의 표 

면 또는 외연적 차원의 의미를 알아보고 나아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건전하고 효 

과적인 광고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진웨어 광고의 시각적 메시지의 현시적 의 

미를 알아본다.

2) 진웨어 광고의 언어적 메시지의 현시적 의 

미를 알아본다.

3) 진웨어 광고의 이미지 유형을 알아본다.

U • 이론적 연구

1. 광고연구

광고에 있어서 이미지의 의미작용은 의심할 바 

없이 의도적이다. 그러므로 광고메시지의 기호내 

용은 그 상품의 특정 속성에 의해 우선적으로 형 

성되며 이들 기호내용들은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 이미지가 기호 

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고에 있어서 이 

기호들이 최적의 해독을 목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을 확신할 수 있다. 광고 이미지는 솔직하거나 적 

어도 명확한 것이다.

광고는 1900년대를 전후로 하여 정보제공 또는 

설명중심에서 점차 이미지를 통한 설득중심으로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표현도 의미가 명료한 

언어중심에서 의미가 보다 모호하고 수용자의 해 

석이 요구되는 시각 이미지 중심으로 바뀌어 왔 

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돵고내용도 제품중심에 

서 점차 사용자 중심으로 강조점이 옮겨져 온 것 

으로 밝혀졌다n.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제작자 

들은 여전히 송신자 의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관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송신자 의미는 광고의 

명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로 광고텍 

스트의 잠재적 의미 또는 수용자의 의미를 소홀 

히 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언어와 시각요소, 

청각요소들로 구성되며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현 

시적 의미는 각 구성요소들의 배치 및 등장빈도 

등의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내용 

분석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분석기법으로 

Berelson은 내용분석을 ■•커뮤니케이션의 현시적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으로 기술하는 연 

구방법”2＞으로 정의해 그 분석대상을 현시적 내용 

으로 제한했다. Budd와 그의 동료들은 이 방법 

을，메시지 분석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체계적 

이며 과학적인 연구 방법"3＞이라고 주장하였으며 

Cartwright는 내용분석을 “상징적 행위의 객관 

적이고 체계적이며 수량화된 기술에 관한 것”으 

로 정의하였고,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시청각 작 

품의 연구까지 포함하였으며 Budd와 그의 동료 

들은 이 방법이 책, 잡지, 신문과 같은 인쇄미디 

어의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만화, 영 

화, 방송뉴스 등의 시각적 정보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분석은 텍스트의 현시적 내용, 즉 메시지 

의 표면 또는 외연적 차원의 객관적이고 체계적 

이며 양적인 기술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질적자 

료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자료와 패턴을 다 

룰 수 있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M. Sch나dson. Advertising, The Uneasy Persuation, N. Y : Basic Books. 1984. p. 76.
2) B. Berelson,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 Y: The Free Press, 1952. p. 18.
3) R. Budd, R. Thorp, and L. Donohew, Content Analysis of Communication, N. Y : Macmilla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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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진시장 현황

진은 미국의 금광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시작 

되었으며 미국문화를 대표하는 코카콜라, 리클리 

껌과 함께 3대 상품으로 손꼽힌다. 60년대식 청 

소년 문화의 대 변자로 진이 인식되 었으며 블루진 . 

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의 표현으로 반 기성정 

신을 표현했고 또 젊음의 상징으로 젊은이들에게 

는 유니폼으로, 중노년층에는 활동복과 레저복으 

로 인기가 높았다. 진을 착용함으로써 느껴지는 

평등감과 동질감 등이 패션정신이다. 우리 나라에 

는 6.25전쟁후 미군들의 암시장거래를 통해 진이 

처음 소개된 이후 50년 중반 태창기업에서 처음 

으로 데님 원단을 만들면서 청계천 및 평화시장 

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생겨 

났다. 60년대 들어서는 대학생층에서 청바지와 

통키타 또 생맥주가 어우러지는 청년문화속에서 

진은 패션으로 처음 자리잡았다. 당시엔 군복을 

검정색으로 물들여 입는 것과 낡은 청바지에 주 

황색 코듀로이 상의와 브라운색 단화를 신는 것 

이 대단한 멋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70년대 초에 

는 청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학가에서 청 

바지 착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대 

학생은 교복을 착용하였는데 청바지가 규제 대상 

이 되어 청바지는 반기성 문화의 표현이기도 했 

다. 제품의 질은 저급을 탈피하지 못했고 스타일 

도 기본형과 벨보텀(bellbottom)정도였다. 통키 

타 가수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한 진은 우리나라 

에서는 독특하게 대학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공감 

대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했다. 청년문화속에 

확고한 위치를 점하며 진즈가 어울리는 여자가 

제일 멋쟁이로 여겨질 정도로 패션감도가 높은 

옷으로 평 가 받았다.

80년대 들어서는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 도입과 

함께 브랜드 비즈니스 시대가 개막되었다. 82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자 많은 의류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처음 

으로 선보인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는 지난 82년 

미 국의 죠다쉬 엔터 프라이 즈사로부터 반도패 션 

이 도입한 아메리카 패션진 '죠다쉬'이후 83년에 

한주통산이 '리바이스'를, 삼도물산이 '써지오 바 

렌테'를, 뒤이어 쌍방울이 86년 리를 도입해 국 

내 시장에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진 

브랜드들이었지만 사실 진 전문 브랜드로서의 패 

션성보다는 주니어와 대학생층들을 겨냥한 이지 

웨어 수준이었다. 패션컨셉도 베이직진 이었지만 

정통진으로서의 묘미는 살려보지 못했다. 브랜드 

캐릭터를 강하게 내세우지 않아도 상품만 적당하 

면 좋은 매출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88년에 일경물산이 '게스'를, 설아패션이 '캘빈클 

라인'을, 89년에 금경이 '마리떼프랑스와저버'를 

도입하면서 시장은 한 번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진패션에 캐릭터가 가미되면서 이지웨어에서 타 

운성이 강한 아웃웨어로 패션의 격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들 캐릭터진 그룹들은 고가시장을 새 

롭게 개발해 내고 93년 이후 수입완제품 브랜드 

의 국내상륙을 가능케 한 반면 닉스나 베이직 진, 

옵트 등과 같은 국내브랜드의 런칭과 성공으로 

새로운 진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들의 성공은 단 

순히 진웨어의 제품으로서만이 아닌 신세대에 어 

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미지가 강하게 어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광고를 통 

해 신세대의 감성을 자극한 것이 성공의 요인으 

로 평가되고 있다.

m.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1996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신세대 패션 

잡지 중 비교적 구독률이 높고 진광고가 많이 게 

재된 쎄씨, 클라써】, 칼라, 휘가로, 레츠 등에서 반 

복되는 광고를 제외한 총 43개의 진광고들을 수 

집하였다.

2. 분석 방법

광고에 나타난 기호유형 이나 특성 등을 분류하 

여 그 빈도수를 알아보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광고의 표현양식 및 광고의 현시적 의미를 알아 

보며 또한 카피가 전달하는 의미를 알아보았다. 

의류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준거집 

단의 토론을 통해 광고의 시각적 이出지를 알아 

보았다. 또한 X2 검증으로 광고의 시각적 메시지, 

언어적 메시지, 이미지등의 항목들의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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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분석
의타대상

1.시각적 메시지의 내용분석

1） 사용기호의 유형

사용기호 중 사진위주가 91%（39개）로 가장 빈 

도가 높았고, 사진과 그림 강조한 것이 5%（2개）, 

만화2%（1개）, 언어 위주2%（1개）로 나타났으며 

사용기호중 사진위주의 광고가 많은 것은 사진을 

통하여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사용기 호 의 유형

91%

口 사진과 그림 강조

口 사진 위 주

皿만화 ;

臼 언어적 위주

2） 기호의 주요 내용

인물과 제품을 동시에 나타난 것이 77%（33개） 

로 가장 많았고, 제품만이 12%（5개）, 인물만이 

12%（5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단일 속성 

보다는 인물을 이용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호와 주요나용

12%
'2%竇、\ |口인룯과 제 품을 등시 에

r—23 口제품

X. J 国인물___________________
、、、--- ^76%

3） 의미대상

라이프스타일 소구가 80%（39개）였고, 배경, 

소도구를 이용하여 간접적 이미지 소구한 것이 

20%（10개）였는데 이는 진웨어를 착용하는 사람 

들에 관한 의미를 즉,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 

해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o라아프스터일 소구

。밴경괂소도구로 이용하여 간 
접적 어마지 소구

4） 인물기호의 특성

외국인 61%（25개）로 가장 많았고, 동양인이 

32%（13개）, 유명인이 7%（3개）, 혼합형이 2%（1 
개）였는데 외국인 즉 서양인을 모델로 사용함으 

로써 세계적인 브랜드임을 암시하고 서구지향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신체적인 면에서의 서구화를 

동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물가호의 특성

伊3 유꼉 인 I 
m 외국인 I 
g 동양인 

国 혼합

5） 인물기호의 사회적 관계

1인이 59%（2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흔 

성집단이 21%（8개）였으며 그 중 상호독립적인 

관계가 50%（4개）, 친구관계가 25%（2개）, 연인 

관계가 25%（2개）였으며, 동성집단이 10%（4개） 

였고 상호독립적 관계가 25%（1개）, 연인이 

50%（2개）, 동성집단이 25%（1개）였고 커플이 

10%（4개）였으며 그 중 상호독립적 관계는 0%, 
친구가 75%（3개）, 연인이 25%（1개）였다. 이 결 

과는 현대 젊은이들의 소외감, 독립심 등을 1인 

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암시, 또한 집단에서는 

젊은이들의 집단으로서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 

게 제품을 인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집단양상에 

서도 가장 두드러진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 

로 나타나 군중 속의 고독을 표현하고 그들의 개 

성과 자신감 등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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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가호의 사회적 관用 혼성집단

归 흔성집단
I 国동성집단

何카플

|口1 인

口상호독랍적 

曰조! 구 

■•연인

동성잡단 커플

50%

J 毋상호독럽적

m 친구，

」旦연언

图상호독립적 

口 친구

꿘 연인

6） 인물기호의 활동

스포츠, 레저, 휴가, 휴식이 69%（27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활동이 5%（2개）, 배경없음이 26 
%（10개）였다. 이것은 야외의 생활, 스포츠, 레 

저, 여행, 휴식 등의 배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의 단면과 그들이 추구 

하는 삶임을 보여준다.

언물기호의 활동

口 스포츠,레저,휴가,휴식

皿사회 적 홭동

1丁모틈 （배경멊음）

7） 제품기호

자연스럽게 등장 74%（32개）, 제품만 별도로 

나타난 것이 12%（5개）, 제품없음이 14%（6개）였 

다. 제품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진 속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소구형이 아닌 

감정과 감각에 소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 

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상 

관없는 장면을 보여주는 광고도 적지 않아 기호 

의 해체로서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재 품기 호

14災〜，〜
12%4厂、 h□차오 스럽 개 등 장

묘 ） 皿제품만 별도

\ J 丄曰제푤없음_________
、----- X74%

8） 두드러진 색상

파랑색이 34%（15개）로 가장 많았고, 무채색이 

18%（8개）, 빨강이 2%（1개）였고 혼합색상이 

45%（20개）였다. 젊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색 

을 바탕색이나 혹은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드러죄 색상

가

0  라
0 채
 하

U  

빨
 파
 
무
 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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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각적 메시지의冶분석

항 목 statistic DF P-value

사용기호의 유형 99.047 3 0.001***

기호의 주요내용 36.465 2 0.001***

의미대상 17.163 1 0.001***

인물기호의 특성 34.571 3 0.001***

인물기호의 사회적 관계 25.103 3 0.001***

혼성집단 1.000 2 NS

동성집단 0.500 2 NS

커플 1.000 1 NS

인물기호의 활동 25.077 2 0.001***

제품기호 32.698 2 0.001***

두드러진 색상 18.727 3 0.001***

언어기호의 특성 47.571 2 0.001***

파랑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9） 언어기호의 특성

영어로고가 83%（35개）로 가장 많았고, 영어와 

한글로고가 12%（5개）, 한글로고가 5%（2개）였 

다. 인물기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로고를 사용 

한 서구지향적 카피가 가장 많은 것은 세계관적 

가치관 및 세계적 브랜드임을 암시, 혹은 외국의 

것을 지향하는 가치 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적 메시지의 

분석항목들중 인물기호의 사회적 관계중 혼성집 

단,동성집단,커플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반면 사용기호의 유형, 기호

언어기호의 특성 

의 주요내용, 의미대상, 인물기호의 특성, 인물기 

호의 사회적 관겨】, 인물기호의 활동, 제품기호, 

두드러진 색상, 언어 기호의 특성등에서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진 

웨어 광고의 시각적 메시지에는 항목별로 두드러 

지는 기호사용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2. 언어적 메시지 분석

Sheath（1991）의 소비가치 분석 범주인 정서가 

치, 기능가치, 사희가치, 상황가치, 진귀가치 중 

진귀가치의 언어적 메시지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카피의 내용

■□영어로고 1
□ 영어와 한글 로고! 

量환글 로고 !

진귀가치 정서가치

备％ 4T\ 33%
Gy 기능가치

사회가치

상횡가치 

13%

19%

- 573 -



86 진웨어 광고의 내용 분석 복식문화연구

〈표2〉 언어적메시지의 %2분석

빈도 %

X2=7.226

DF=4

P-value=NS

정서가치 10 33

기능가치 2 6

사회가치 6 19

상황가치 4 13

진귀가치 9 29

1） 정서가치 : 기분, 좋은 때, 에너지, think, 젊 

음, 본질, 자유, 고통, keep out, 무한주의

2） 기능가치 : 거품없음, 베이직

3） 사회가치 : 영웅, James Dean, sign, neuter 
gender, 일본, 애족

4） 상황가치 : deads, last, 종점 폐허

5） 진귀가치 : 예쁘다, 평범 할수없음, origin of 
love, originalite, 생명, 본질, 선택, 양보할 

수없음, 속임수

〈표 2〉에서와 같이 언어적 메시지에도 사용기 

호의 차이가 정서가치, 기능가치, 사회가치, 상황 

가치, 진귀가치 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V. 광고의 이미지 분석

광고의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섹시한 

이미지가 25%（1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파 

괴적 이미지가 11%（5개）, 모호한 이미지 10%（4 
개）, 자유이미지 10%（4개）, 일상적 편안함 7%（3 
개）, 강함, 고독, 과시적, 단순함, 유희적, 젊음의

진광고의.이미지

〈표 3> 이미지의 %2분석

빈도 %

%2=20.857

DF=11

P-value=0.035*

섹시 11 25

파괴적 5 11

모호 4 10

자유 4 10

일상적 편안함 3 7

강함 2 5

고독 2 5

과시적 2 5

단순함 2 5

유희적 2 5

젊음 2 5

기타 3 7

이미지가 각각 5%（2개）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3개）로 나타났다.

〈표 3〉에서와 같이 진웨어광고의 이미지에는 

섹시함, 파괴적, 모호함, 자유, 일상적 편안함, 강 

함, 고독, 과시적, 단순함, 유희적, 젊음, 기타 등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I. 결 론

잡지를 중심으로 진웨어 광고를 시각적 메시 

지, 언어적 메시지, 이미지 등을 내용분석하여 진 

웨어 광고에 나타난 외연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진웨어 광고의 시각적 메시지를 사용기호의 

유형, 기호의 주요내용, 의미대상, 인물기호 

의 특성, 인물기호의 사회적 관계,인물기호 

의 활동, 제품기호, 두드러진 색상, 언어 기 

호의 특성 등으로 분석한 결과 광고는 주로 

사진위주였고 인물과 제품을 동시에 반영하 

였고 라이프스타일의 소구, 스포츠 및 레저 

를 배경으로 하였고 제품기호가 자연스럽 게 

등장하였으며 두드러진 색상은 파란색이었 

으며 언어기호는 주로 영어로고였다. 이 결 

과로 진웨어 광고는 사진을 통해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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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반영하였고, 인물의 이미지를 소구하 

였으며 특히 진웨어를 착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소구하였고 외국인 

을 모델로 사용함으로써 서구지향적 가치 

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모델이 주로 1인으 

로 등장함으로써 현대인의 소외감을 나타 

내었으며, 야외의 생활이나 레저 스포츠, 

휴식 둥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현대인의 일 

상생활의 일면을 보여주었고, 제품을 광고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시킴으로써 정보소구 

보다는 감각에 소구하는 경향이 컸으며, 본 

래 진의 색상이 블루인 영향도 있지만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 기 때문에 젊 

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색의 상징성을 

이용하는 표현 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내용분석을 통해 밝혀진 진웨 

어 광고의 현시적 의미는 젊음, 자유, 레저, 

활동성, 현실감, 소외감 등이었고 억압, 나 

이듦, 일, 전통성, 일치감 등은 배후에 은폐 

되고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다.

2. 진웨어광고의 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정서가치(33%)로 가장 많은 사용되는 기 

호였고 다음으로 진귀가치(29%), 사회가 

치(19%), 상황가치(13%), 기능가치(6%)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홍성순 

(1994)의 감정적 소구유형을 많이 사용한 

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진웨어광고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섹시한 

이미지가 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파괴 

적 이미지가 11%, 모호한 이미지 10%, 자 

유이미지 10%, 일상적 편안함 7%, 강함, 

고독, 과시적, 단순함, 유희적, 젊음의 이미 

지가 각각 5%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로 

나타났다. 섹시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 

난 것은 흥성순(1994)의 성적 소구유형이 

캐주얼 광고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진웨 어의 내용분석 결과 진웨어 광고에 

는 다양한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메시 

지들은 시각적, 언어적 메시지, 이미지별로 많은 

유형이 있었고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사실은 외국에 비해 광고의 표현기법 

이 제한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것이며 이 자료를 바탕으 

로 날로 다양해져가는 의류품목과 또 많은 브랜 

드들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능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진웨어 광고들의 

사용기호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기호유형들을 

광고에 사용함으로서 대중의 기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광고들과 실제 판매실적 

과의 비교로 광고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유행되고 있는 일부의 브랜드의 모호 

한 이미지에 기호해체적인 광고유형은 의미없는 

광고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여, 이는 광고업 

계와 의류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혼동을 

줄 뿐이므로 광고제작자들은 유행에만 치중하여 

해독하기 어려운 광고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문화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웨어 광고의 실 

제 현황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분석하여 

체계화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토대로 각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광고제작에서 소비자의 광고 수용까지 

일련의 흐름을 분석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광고 

자료가 수집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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