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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relations between fashions and economic by analyzing the fashion style
expressed in women magazine advertisem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used content analysis with 1933 samples
in women magazine (‘Women Sense’, ‘Yeosung Dong-A’, and ‘Jubu Saeng-hwal’) which were issued in March, June, Sep-
tember, and December from 1994 to 2002. The data analyses were divided six elements: silhouette, color, pattern, length
of skirt & slacks, adjustment, and breadth of collar lap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ilhouette of
the period before and after economic crisis was expressed in square silhouette. 2. The color of the period before economic
crisis was expressed in white and black. The period after economic crisis was expressed in white, warm colors, secondary
colors with black. 3. The pattern was expressed in plain pattern. 4. The length of skirt & slacks was expressed in various
lengths. 5. The Adjustment was expressed in single button. 6. The breadth of collar lapel of the period before economic
crisis was expressed in large breadth. The period after economic crisis was expressed in small brea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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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사회경제 학자와 패션전문가들은 패션과 경제는 밀접

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컬러의 유행과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경기가 상승세일 때는 빨강, 주황, 녹색, 황금색

등의 따뜻한 컬러가, 하강국면에는 파랑처럼 차가운 느낌의 색

이나 회색, 검정 등 무채색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영국의

데스먼드 모리스 교수는 경기지수와 여성의 치마길이가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경기가 좋아지면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여성의 치마 길이가 길어진

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기가 좋아지면 옷은 심플해지고, 경

기가 나빠지면 디테일이 많아지며 옷이 화려해진다는 주장 등

이 제기되고 있어 패션과 경제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1994

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는 IMF 경제위기 전후의 시기로서

경제의 호황기와 불황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기가 확실히 구분되는 IMF 경제위기 전후의 시기의

패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패션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연속

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우먼센스, 여성동아, 주부생활에 게재된

의식주 광고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잡지광고는 제품정보를 전

달하는 기능과 아울러 특정한 시기의 사회문화적 현상-사회적

가치관, 이념, 의식 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잡지에 표현된 광고는 그 시대의 스타일이나 유행을 소개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잡지 광고에 표현된

패션스타일 분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의 경제지표를 참

고로 하여 마이너스 경상수지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를 경제 불황기로, 플러스 경상수지 시기인 1998년부터 2002

년까지를 경제 회복기로 분류하여 각 시기에 발행된 여성잡지

의 의식주 광고에 등장한 여성모델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내 여성잡지인

‘우먼센스’, ‘여성동아’, ‘주부생활’에 실린 의식주 광고에 등장

하는 여성모델의 패션스타일을 실루엣, 색채, 무늬, 하의길이,

여밈, 칼라라펠 넓이의 총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광고의 특성과 의식주 광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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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는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 문헌,

인터넷 사이트, 일간신문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증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연대별 3, 6, 9,

12월호에 발행된 ‘우먼센스’, ‘여성동아’, ‘주부생활’에 실린 의

식주 광고 중에서 전신 전면(全身 前面)광고와 7분신 전면(七

分身 前面)광고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경제적 배경에 따라 패션스

타일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환경 변화가

패션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 근

거를 통하여 확인해보고, 차후 경제 상황에 따라 패션스타일 기

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스타일과 경제 환경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패션의 변화에 대해 주장한 학자들

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eenwood(1978)는 “경제가

침체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으며, Troxell(1981)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는 느슨해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스

커트 길이는 길어지고 허리는 조이는 옷이 된다”고 하였다. 박

혜선(2002)은 “경제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패션 변화속도가

느려지며 스타일면에서는 스커트의 길이가 긴 스타일이 유행하

는 경향이 있으며 색상도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어두운 색

이 유행한다”고 하였다. Jernigan과 Easterling(1990)은  “소비

자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적을 때, 보다 적은 돈으로 새로운

패션 룩을 창조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구매하는데 스카프, 벨

트, 조화, 인조 장신구 같은 액세서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최신

의 패션 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기성복 산업은 퇴조할 수 있지만 패션 액세서리 산업은

발달한다”고 하여 경제가 어려울 때 패션 액세서리 산업이 발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가 호황일 때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사람들의 경

제활동이 활발하여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게 되면서 제품 판촉

을 위한 광고가 성행하게 되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을 비롯해 과다 노출된 여성이 자주

등장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 호황시에는

패션 분야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여성의 상품화 진행되고 짧

은 치마의 유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어두운 색이 유행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998년 밀라노와 파리 등 패션도시에

서 제시된 유행예상 컬러는 화사한 파스텔 톤이었지만 IMF 경

제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만은 회색 옷이 유난히 잘 팔렸다. 또

일본은 근 10년간 검은색 유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것도 오랜 경기침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00). 

2.2. 경제위기 전후(1994년~2002년)의 사회경제적 배경

IMF 경제위기 전후를 분류하는 기준은 ‘경상수지와 외환보

유액Table 1’으로 하여 마이너스 경상수지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를 IMF 경제위기 전으로, 플러스 경상수지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IMF 경제위기 후로 분류하였다. ‘경

상수지’란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

에 관한 수지를 말하는 것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상품

과 서비스 등의 수출과 관련해 늘어나는 생산과 일자리가 수입

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

만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 소득 수

준이 낮아지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채가 늘어나면서 대

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 나아가 국내외 여건악화로 자본유

입이 급격히 둔화되거나 대규모 자본 유출이 나타날 경우 외화

유동성의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Table 1에서 1994년 이래 경상

수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996년에는 230억 달러까

지 적자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된 주요인이 된 것이다. 

경제위기가 패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7년 말

발생한 IMF 경제위기 전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먼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전인 1994

년~1997년까지의 시기는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민주화가 뿌리

를 내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각종

비엔날레나 문화 행사가 경쟁적으로 치러진 시기이다. 또한 맞

벌이 부부의 증가로 외식과 남편의 가사 참여가 증가하였고 신

세대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영향력이 커진 시

기이다.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2002년의 시기는 경제를 회

복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다. 직장

에서는 평생직장 개념이 소멸되고 평생고용 시대의 도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재택근무, 탄력시간 근무 등의 다양한 근무

형태의 도입, 주 5일제 근무 등이 나타났다(황경숙, 2000). 특

Table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달러)

경상수지 금 및 외환보유액

1994년 -3,866.9 25,672.8

1995년 -8,507.7 32,712.1

1996년 -23,004.7 33,236.7

1997년 -8,166.7 20,405.5

1998년 40,364.9 52,040.8

1999년 24,476.7 74,054.5

2000년 12,241.2 96,198.1

2001년 8,238.9 102,821.4

2002년 6,092.1 121,412.5

자료원: 한국은행, 한국통계연보, 200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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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주 5일제 근무확산은 여가활용과 스포츠의 대중화, 캐주얼

과 스포츠 의류 시장의 상승을 촉진시켰다. 성 역할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갈수록 증가하였

으며, IMF 경제위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직업의 안정성보다 수

입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홍정우, 2003).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를 구축하는 등 IT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하였다(홍정우,

2003). 정보화나 디지털화 사회는 편리하고 재미있어 첨단적이지

만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와 이에 반하여 ‘웰빙’과 ‘로하스’라이

프스타일이 확산되어 심신을 릴렉스 시키는 것과 ‘건강’, ‘내추럴

’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적으로는 출생률의 감소와 생

산 가능 연령의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실버(silver)시장

부상, 신세대풍의 퇴조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출

생률의 감소는 소비시장의 축소로 이어졌으나 경제활동 계층의

일시 증가로 질적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장은 고급화, 개성

화 되는 등 질적 성장을 하였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실버

시장의 부상은 안전지향, 건강지향, 자연지향적 소비행태로의 변

화를 초래하였다(이유순, 2002).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방법

이 연구는 ‘우먼센스’, ‘여성동아’, ‘주부생활’, 3종의 여성잡

지에 게재된 의식주 광고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각 연도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3, 6, 9, 12월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IMF 경제위기 전의 전신 전면의

광고 수는 725개, 7분신 전면의 광고 수는 516개로 총 1241

개(우먼센스 741개, 여성동아 236개, 주부생활 264개)이며,

IMF 경제위기 후의 전신 전면의 광고 수는 391개, 7분신 전면

의 광고 수는 301개로 총692개(우먼센스 304개, 여성동아 193

개, 주부생활 195개)이다. IMF 경제위기 후의 광고 수가 감소

한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해 광고비가 격감되어 광고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전후의 총 1933개

의 광고에 대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기준은 1) 의식주와 관련된 광고 2) 여

성 광고모델 3) 최소한 1 Page 이상의 광고 4) 전신 전면(全身

前面) 광고 혹은 7분신 전면(七分身 前面) 광고로 한정하였다. 

여성모델의 패션스타일 분석항목의 측정기준을 대표하는 광

고사진은 각 1장씩을 선정하여 의류학 전공자 3인에게 보여 준

후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3.2. 용어의 정의

3.2.1. 패션스타일

패션스타일은 복식의 디자인상의 특징, 또는 복식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는 1) 실루엣 2) 색채 3) 무늬 4) 하

의길이 5) 여밈 6) 칼라라펠 넓이의 총 6항목으로 분류하여 살

펴보았다. 

3.2.2. 전신 전면(全身 前面) 광고

전신 전면 광고는 모델의 신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머

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 있는 광고를 말한다.

3.2.3. 7분신 전면(七分身 前面) 광고

7분신 전면 광고는 모델의 신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머

리부터 무릎까지 나타나 있는 광고를 말한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실루엣 분석

연도별 실루엣은 Table 2와 같다. 실루엣은 경제위기 전후

모두 사각형 실루엣(66.4%, 92.6%)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특

히 경제위기 후에는 다른 실루엣에 비해 사각형 실루엣이 차지

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전의 삼각형 실루엣

(25.4%)과 X자형 실루엣(5.3%)의 비중은 경제위기 후의 삼각

형 실루엣(3.9%)과 X자형 실루엣(3.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는 경제위기 이후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과장되지 않은 실루

엣의 유행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더 간소화되

고 간편한 사각형 실루엣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4.2. 색채 분석

연도별 색채는 Table 3과 같다. 경제위기 전후의 색채는 경

제위기 전의 경우 흰색(21.4%)과 검정색(23.5%)의 무채색이 우

Table 2. 경제위기 전후의 연도별 실루엣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X자형  25(6.7)  20(7.8)  12(3.6)  9(3.2)  66(5.3)  6(5.1)  7(4.8)  0(0)  2(1.7)  7(5.3)  22(3.1)

삼각형  99(26.4)  53(20.8)  79(23.7)  84(30.3)  315(25.4)  5(4.2)  15(10.3)  5(2.6)  2(1.7)  0(0)  27(3.9)

사각형  231(61.6) 180(70.6) 230(68.8) 183(66.1)  824(66.4) 107(90.7) 122(84.1) 185(96.9) 111(95.7) 125(94.7) 650(92.6)

기  타  20(5.3)  2(0.8)  13(3.9)  1(0.4)  36(2.9)  0(0)  1(0.7)  1(0.5)  1(0.9)  0(0)  3(0.4)

총 계 375(100) 255(100) 334(100) 277(100) 1,241(100) 118(100) 145(100) 191(100) 116(100) 132(100) 7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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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나타났으며, 흰색보다 검정색이 더 많이 나타났다. 경제

위기 후에는 검정색(18%)과 함께 흰색(28.3%), 난색(16.6%)의

밝고 따듯한 색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경기가 상승세일

때는 빨강, 주황, 녹색, 황금색 등의 따뜻한 컬러가, 하강국면

에는 파랑처럼 차가운 느낌의 색이나 회색, 검정 등 무채색이

많이 등장한다고 한 주장과 같이 경제위기 전에는 검정색을 중

심으로 한 어두운 색이, 경제위기 후에는 흰색과 난색의 밝고

따뜻한 색이 많이 나타났다. 

4.3. 무늬 분석

연도별 무늬는 Table 4와 같다. 연도별 무늬는 경제위기 전

후 모두 민무늬(63.7%, 78.3%)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전에는 민무늬 이외에도 플라워(9.4%),

체크(8.0%), 도트 무늬(3.0%) 등이 꾸준히 나타났으나 경제위

기 이후에는 민무늬에 편중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화려한 무늬보다는 더

간소화되고 심플한 민무늬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경제

가 불황일 때 디테일 등이 많아지고 의상이 화려해진다는 주장

에 비추어 볼 때 경제위기 전의 불안했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하의길이 분석

연도별 하의길이는 Table 5와 같다. 연도별 하의길이는 경제

위기 전의 경우 스커트는 무릎위 길이(27.2%)가 무릎아래 길이

(19.2%)보다 많이 나타났고, 슬랙스는 12부 길이(14.5%)가 10

부 길이(7.5%)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경제위기 후에는 무릎위

길이(30.1%)가 무릎아래 길이(20.1%)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슬랙스는 10부 길이(8.7%)가 12부 길이(6.5%)보다 더 많이 나

타났다. 이는 경제가 불황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경

제가 호황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는 학자들의 주장

과 비교하여 볼 때 경제위기 전후 모두 무릎위 길이가 우세하

게 나타났으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후의 스커트 길이에서 무릎위 길이 비율이 경제위기 전보

다 조금 더 증가하였고, 슬랙스 길이에서 경제위기 전보다 경

제위기 후에 더 짧아진 것을 볼 때 경제가 불황기일 때 하의

길이는 길어지고 호황기일 때 하의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이 나

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4.5. 여밈 분석

연도별 여밈은 Table 6과 같다. 연도별 여밈은 경제위기 전

후 모두 싱글버튼(37.1%, 28.3%)이 더블버튼(6.5%, 0.9%)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

면 경제위기 후 더블버튼의 출현이 많이 드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옷은 심플해지고, 경기가 나빠지

면 디테일이 많아지며 옷이 화려해진다는 주장에 비추어볼 때

경제위기 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옷이 한층 심플해진 것으로

Table 3. 경제위기 전후의 연도별 색채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한색 48(12.3) 42(14.2) 54(14.0) 62(18.6) 206(14.7)  24(16.8)  14(8.1)  32(14.2)  29(20.4)  15(10.2) 114(13.7)

난색 48(12.3) 42(14.2) 64(16.6) 40(12.0) 194(13.8)  22(15.3)  30(17.2)  37(16.4)  24(16.9)  25(17.0) 138(16.6)

중성색 72(18.5) 48(16.2) 39(10.1) 53(15.9) 212(15.1)  15(10.4)  17(9.8)  34(15.0)  32(22.5) 19(12.9) 117(14.0)

흰색 79(20.3) 77(26.0) 80(20.7) 65(19.5) 301(21.4)  42(29.1)  45(25.9)  69(30.5)  38(26.8)  42(28.6) 236(28.3)

회색 53(13.6) 34(11.5) 41(10.6) 33(9.9) 161(11.5)  10(6.9)  34(19.5)  23(10.2)  6(4.2)  5(3.4)  78(9.4)

검정색 89(23.0) 53(17.9) 108(28.0) 80(24.1) 330(23.5)  31(21.5)  34(19.5)  31(13.7)  13(9.2)  41(27.9) 150(18.0)

총 계 389(100) 296(100) 386(100) 333(100) 1,404(100) 144(100) 174(100) 226(100) 142(100) 147(100) 833(100)

Table 4. 경제위기 전후의 연도별 무늬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도트  11(3.0)  7(2.7)  8(2.6)  10(3.5)  36(3.0)  0(0)  1(0.7)  3(1.6)  0(0)  0(0)  4(0.6)

플라워  26(7.0)  26(10.0)  35(11.4)  28(9.9)  115(9.4)  9(7.6)  9(6.0)  3(1.6)  2(1.7)  2(1.7)  25(3.6)

체크  38(10.3)  19(7.3)  22(7.1)  18(6.4)  97(8.0)  6(5.1)  12(8.1)  6(3.1)  10(8.4)  10(8.4)  44(6.3)

가로줄  5(1.4)  13(5.0)  13(4.2)  8(2.8)  39(3.2)  1(0)  1(0.7)  1(0.5)  6(5.0)  6(5.0)  15(2.2)

세로줄  25(6.8)  14(5.4)  8(2.6)  11(3.9)  58(4.8)  5(0)  6(4.0)  8(4.2)  8(6.7)  8(6.7)  35(5.0)

민무늬  226(61.0) 162(62.6) 207(67.2) 184(65.0)  779(63.7)  97(82.8) 114(76.5) 166(86.9)  84(70.6)  84(70.6) 545(78.3)

기타  39(10.5)  18(7.0)  15(4.9)  24(8.5)  96(7.9)  0(0)  6(4.0)  4(2.1)  9(7.6)  9(7.6)  28(4.0)

총 계 370(100) 259(100) 308(100) 283(100) 1220(100) 118(100) 149(100) 191(100) 119(100) 119(100) 6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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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4.6. 칼라라펠 분석

연도별 칼라라펠은 Table 7과 같다. 연도별 칼라라펠은 경제

위기 전의 경우, 대(大)(49.0%)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위

기 후의 경우, 소(小)(41.9%)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 후의 시기에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인하

여 디테일이 최소화되었으며, 경기가 회복되면서 옷이 심플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IMF 경제위기 전후의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국내 여성잡지에 나타난 패션을 비교분석함으

로써 패션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잡지인 주부생활, 우먼센스, 여성동아의 의식주 광고에 표

현된 여성모델의 패션스타일을 실루엣, 색채, 무늬, 하의길이,

여밈, 칼라라펠 넓이의 총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 실루엣은 경제위기 전후 모두 사각형 실루

엣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채는 경제위기 전

의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의 무채색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후에는 검정색과 함께 흰색, 난색, 중성색 등의 밝은

색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늬는 경제위

기 전후 모두 민무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의길이에

있어서 경제위기 전에는 스커트 길이의 경우 무릎위 길이가, 슬

랙스 길이의 경우 12부 길이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위기 후에는 스커트 길이의 경우 무릎위 길이가,

슬랙스 길이의 경우는 10부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었다. 여밈은 경제위기 전후 모두 싱글버튼이 우세하게 나타났

으나, 경제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경제위기 후 더블버튼의 출

현이 많이 드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칼라라펠은 경제위기 전

Table 5. 경제위기 전후의 연도별 하의길이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무릎  9(2.4)  3(1.2)  13(3.9)  22(7.9)  47(3.8)  12(10.2)  18(12.4)  34(17.8)  20(17.2)  17(13.9)  101(14.6)

무릎위  70(18.7)  76(29.9)  93(27.8)  52(18.7)  291(23.4)  32(27.1)  23(15.9)  23(12.0)  17(14.7)  12(9.8)  107(15.5)

무릎아래 102(27.3)  47(18.4)  55(16.5)  34(12.2)  238(19.2)  12(10.2)  32(22.1)  36(18.9)  27(23.3)  32(26.2)  139(20.1)

12부 48(12.8)  61(23.9)  41(12.3)  30(10.8)  180(14.5)  7(5.9)  18(12.4)  2(1.1)  4(3.5)  14(11.5)  45(6.5)

10부 38(10.2)  11(4.3)  18(5.4)  26(9.4)  93(7.5)  6(5.1)  11(7.6)  24(12.6)  5(4.3)  14(11.5)  60(8.7)

8부  1(0.3)  1(0.4)  1(0.3)  0(0)  3(0.2)  2(1.7)  2(1.4)  17(8.9)  11(9.5)  5(4.1)  37(5.3)

반바지  11(2.9)  21(8.2)  26(7.8)  14(5.0)  72(5.8)  6(5.1)  5(3.5)  8(4.2)  2(1.7)  4(3.3)  25(3.6)

기타  95(25.4)  35(13.7)  87(26.0)  100(36.0)  317(25.6)  41(34.7)  36(24.7)  47(24.5)  30(25.8)  24(19.7)  178(25.7)

총 계 374(100) 255(100) 334(100) 278(100)  1.241(100) 118(100) 145(100) 191(100) 116(100) 122(100)  692(100)

Table 6. 경제위기 전후의 연도별 여밈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싱글버튼  121(32.4)  62(24.3)  94(28.1)  103(37.1)  380(30.6)  37(31.4)  49(33.8)  45(23.6)  35(30.2)  30(24.6)  196(28.3)

더블버튼  31(8.3)  31(12.2)  11(3.3)  8(2.9)  81(6.5)  0(0)  1(0.7)  3(1.6)  1(0.9)  1(0.8)  6(0.9)

기타  222(59.3)  162(63.5) 229(68.6)  167(60.0) 780(62.9)  81(68.6)  95(65.5) 143(74.8)  80(68.9)  91(74.6) 490(70.8)

총 계 374(100) 255(100) 334(100) 278(100) 1,241(100) 118(100) 145(100) 191(100) 116(100) 122(100) 692(100)

Table 7. 경제위기 전후의 연도별 칼라라펠

경제위기 전 경제위기 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대  59(47.2)  43(63.2)  29(42.0)  36(45.5)  167(49.0)  11(40.7)  9(33.3)  5(21.7)  0(0)  1(5.6)  26(24.8)

중  37(29.6)  11(16.2)  14(20.3)  24(30.4)  86(25.2)  11(40.7)  4(14.8)  12(52.2)  3(30.0)  5(27.8)  35(33.3)

소  29(23.2)  14(20.6)  26(37.7)  19(24.1)  88(25.8)  5(18.6)  14(51.9)  6(26.1)  7(70.0)  12(66.6)  44(41.9)

총 계  125(100)  68(100)  69(100)  79(100) 341(100)  27(100)  27(100)  23(100)  10(100) 18(100)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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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大)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후의 경우, 소

(小)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전후의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실루엣, 무늬,

여밈 항목은 경제위기의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색채, 하의길이, 칼라라펠 넓이의 항목은 경제적인 영향

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의식주 광고에 나타난 여성모델의 패션스타일 변

화를 알 수 있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패션스타일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패션과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패션스타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검증을 통하여 업체에서 경제상황에 따른 패션스타일을

기획하고 예측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연구는 수집된 자료가 인쇄매체인 잡지광고를 통하여 이

루어졌으므로 재질의 시각적 판단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분석

항목에서 재질을 제외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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