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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에 따른 장신구 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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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shion lifestyle and the ornament wearing practices of 

college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45 college students (male students 36.7%, female students 63.3%) in 

the Cheongju area, Korea. Frequenc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s, χ2
 and ANOVA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ashion lifestyle of students was classified into 4 factors; fashion oriented, aesthetics pursuit, brand 

preference and reasonable economy. Based on the factor scores, 4 clusters were identified; practical, brand oriented, personality and 

self conspicuous. Female students were more affiliated to personality and self conspicuous group than male students. 2) They owned 

earrings, necklaces and rings, in the order.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wearing practices of ornament. 3)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rnament wearing practices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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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생활수 의 향상과 시장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

의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에 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

다. 즉 소비패턴이 개성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내재된 욕구나 가치  등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라이 스타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 스타

일이란 1963년 라이 스타일의 개념이 소비자 행동 연구

에 도입이 되면서 그 개념은 차 요성을 더해가고 있

는데, 그 이유는 인들이 이 의 단순한 소비자의 역할

에서 벗어나 ‘생활자’로 환되어감에 따라 이 처럼 단순

한 측면이 아닌 복합 인 생활의 주체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임경복, 1991). 한 고은주, 목보

경(2001)에 의하면 패션라이 스타일은 소비자의 다양하

고 복잡한 의복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며, 태

도, 욕구, 가치 등이 포함된 복합 인 개념이라고 하 다.

따라서 라이 스타일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시 별

로 특징 있게 변화되어감에 따라 개인이 구축한 가치  

인지를 표출하는 ‘이미지의 표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김남숙, 2001), 체 인 이미지 형성에는 개인이 속한 문

화  개별 상황 역시 반 된다고 할 수 있다(김시월 외, 

2004). 따라서 자신만의 표 방식이 다양한 사람들과 연령

층에서도 큰 변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시 과

는 다르게 학생들은 학생활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시

작하게 되면서 외모를 가꿀  알게 되어 타인으로 하여

 인정받기 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며, 한 유행

을 선도하려고 하는 의지와 자신만의 독특함을 창조하려

하고 패션스타일에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김정숙

(1985)은 자기의 외모에 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의복

의 사회 심리학  역할은 매우 요한 의미를 띄며, 스스

로의 정서  안정을 이루게 되고 사회로부터의 열등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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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탈피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개인을 한 것만

이 아닌 사회 체를 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

다. 

한편, 장식을 통해 타인에게 상징 인 내용들이 달되

기도 하는데, 장식의 소재들은 같은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징  언어의 요소로 사용된다고 하 으

며(Rawson, 1984),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기 한 생리  

측면이 아닌 사회  욕구충족의 장식 인 방식에 따라서 

장신구 착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최은 , 경란, 

2000). 특히 자기표 의 욕구가 강한 학생의 의생활 태

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패션에 한 흥미, 지식, 동

조성에 한 욕구, 경제 인 욕구, 편안함에 한 욕구, 

신에 한 욕구, 사회참여에 한 욕구 등을 포함한 의

복 련 욕구와 가족의 주기 개인의 생애주기의 기본 인 

욕구 등을 들 수 있다고 하 다(이은희, 경란, 2001).

최근에는 소  신세  개념으로 불리는 학생들의 의

생활 경향은 자기 스스로의 단에 따른 자기 연출이 우

선시 되면서 장신구는 외모에 한 자기 확신감과 안정감

을 주는 요한 매체로서 장신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

다(이은경, 박은순, 1998). 특히 서구문화와 달리 보수 인 

유교  신체 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신체장식은 

음과 축제의 정 인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패션뿐 아

니라 타 술 역에까지 표 역이 확 되어져 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이정혜, 김순자, 2004).

따라서 학생에 있어서 패션을 통한 자기표 은 요

한 의미를 지니므로, 장신구는 자신의 이미지를 한층 더 

향상시켜 주는 개성을 표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장

신구에 한 심은 패션라이 스타일과 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패션이미지

를 향상시키는 교육자료로서의 장신구 활용과 장신구 개

발에 도움을 주기 해서 충청북도 지역의 학생을 상

으로 하여 패션라이 스타일을 조사 분석하고 장신구 소

유와 착장실태를 조사하여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과의 

련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라이 스타일과 패션

라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리 알려진 독일의 사회

학자인 막스 웨버가 사회계층을 이해하기 하여 처음 사

용하 다(조윤기, 2006). 라이 스타일은 사람이 생활하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패턴으로 소비행동에 향을 주며 

개인의 문화, 사회계 , 거집단, 가족의 향 등을 받아 

습득되는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표 이라고 할 수 있

다(Blackwell et al., 2001).

Lazer(1963)는 라이 스타일을 사회 체 는 일부계

층의 차별 이고 특징 인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문화와 

가치, 자원, 상징, 승인 등과 같은 체계  개념이라 하

다. Engel과 Blackwell(1982)은 생활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패턴으로 라이 스타일을 정의하 는데 이

는 문화, 사회에서의 계층, 거집단  가족 등의 향을 

받는다고 하 고 개인이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 으로는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생물이라 하 다. 따라서 라

이 스타일은 가치 , 개성과 상당한 의미 복이 있으며 

개성의 향과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  가치를 결합

한 생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 스타일은 

개인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데 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의류학 연구에서도 라이 스타일 개념이 용되어 발 되

어 왔다. 임경복, 이인자(1993)의 연구를 보면 라이 스타

일 유형이 유행추구집단, 가정지향성 집단, 외부지향성 집

단, 보수  알뜰 집단, 소극침체형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반 인 소비자 행동이나 특정제

품  서비스 구매행동, 매체이용패턴, 디자인 선호 등 다

양한 형태  차이를 규명하여 왔다(나 주 외, 2004).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소비자들이 처해있는 생활환

경에 응하여 형성되는데 이러한 라이 스타일은 소비 

 구매선택행동에 향을 미쳐 그들이 선택하는 소비품

목의 유형에 특징  양식을 갖게 한다고 하 고(나 주 

외, 2004), 따라서 개성도 가치와 더불어 라이 스타일을 

형성하기 때문에 라이 스타일만 제 로 악되면 소비자

들이 바람직한 혜택을 추구하기 하여 가족 내지는 개인

단 로 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다(Engel & Blackwell, 1982). 한 라이 스타일은 고정

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태도, 신념  외부의 사회

문화  환경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 다(최병룡, 

1992).

이에 오늘날 소비자들에 한 보다 다양하고 포 인 

정보를 얻기 하여 그들의 생활 반의 생각, 심, 태도, 

가치  등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가 필요시 

되고 있다고 하 다(이문 , 김용숙, 2005). 한편, Jarrow

와 Judelle(1974)은 한 시 의 사상이나 라이 스타일을 

반 하는 사회 상으로서 패션의 연속 인 변화는 곧 라

이 스타일 변화의 반 을 뜻하며, 이를 다시 말해 패션

라이 스타일이라고 하 다. 



대학생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장신구 착장 3



- 725 -

2. 장신구 착장 

장식은 무엇을 ‘치장한다’는 의미로 그 자체가 독립 인 

행 는 아니지만, 문명이 발 함에 따라 복식의 개념이 ‘입

는다’에서 ‘치장한다’로 바 었고(김민자, 1993), 장신구는 

좀 더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는데 있어 여러 종류의 소도구

와 신체 일부분에 끼우거나 걸 수 있는 장식을 목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임옥수(2000)는 고 사회에 있어서도, 

계층을 나타내기 하여 장신구를 사용했다는 설이 있으

며, 이러한 학설에 한 가장 이해가 쉬운 설명으로는 최

의 장신구가 아직 사회계층의 구분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

던 원시 사회에서 이미 존재했다는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하 다. 한 인들에게서도 고  특성이 내

재되어 있다고 하 고, 신분을 돋보이도록 하여 고가의 장

신구를 몸에 부착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며, 특히 고가의 

보석을 치장하는 것과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습 으로 착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 

손향미, 박길순(2003)은 신체를 장식한 문신 는 피어싱

과 같은 장식은 인간을 추체로 하는 인간의 내  이미지를 

표 하는 구 인 장식으로 이미 원시시 부터 존재하

으며 상징  주술의 의미를 갖는다 하 고, 한 신체를 

상으로 하는 패션  신체장식은 시  상황을 표 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그 시 의 역사  배경으로 시 사조, 생

활양식  술양식과의 계를 포함한다고 하 다.

장신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용 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장신구와 장식

으로 쓰이는 장신구로 구분된다. 실용 인 면에서의 장신

구는 표 으로 가방, 신발 등을 둘 수 있고, 장식 인 

면에서의 장신구는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로치 등과 

같은 장신구로 구분된다. 장신구는 반드시 착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 기분과 상태 그리고 의복을 착장했

을 때 스타일 는 분 기에 맞게 선택하여 착장함으로서 

자신의 미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한편, Feldon(2003)은 같은 민소매의 의복을 착장했을 

때에도 심 하고 짧은 시스 드 스를 입더라도 당한 맞

음 새에 클래식한 펌 스를 신고 진주 목걸이를 걸쳤을 때

와 굉장히 타이트한 맞음 새에 그물 스타킹과 스 이크 힐

을 신었을 때하고는  다른 그 의복이 하는 메시지는 

매우 다르다고 하 다. 임 미(1984)는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화로운 미가 부족하게 되고 기계화가 되어가

는 시 에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한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요한 소품이 된다고 하 다.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의복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라고 하 다(박기완, 1986). 이와 같이 장신구 

착장은 의복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만의 개

성을 표 하는데 한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Ⅲ. 연구방법  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 다.

첫째, 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의 유형은 어떠하며,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생의 장신구 소유와 착장은 인구통계학  특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과 장신구 착장

과는 어떠한 련성이 있는가?

2. 조사 상  기간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학

에 재학 인 학생이었다. 2006년 4월 순에 남녀 

학생 5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를 토 로 하여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작성

하 다. 본 조사는 5월 순부터 6월 순에 걸쳐 실시되

었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20부를 회수하 으

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단된 

것을 제외한 54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최은 , 경란, 2000; 유은정, 구양숙 

2002; 이수인 외, 200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목 에 맞

게 수정과 보완하여 작성하 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특성(7문항), 장신구 소유와 착

장실태(11문항), 패션라이 스타일(28문항)의 총 4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  특성과 장신구 소유와 착장

련 문항은 선다형과 기입형이었고, 패션라이 스타일 

문항은 5  리커트형으로 5 에 가까울수록 해당 문항 내

용에 해 정 임을 의미하며, 1 에 가까울수록 부정

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유와 착장실태 문항에 사용된 

장신구 종류는 비조사에서 학생들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팔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많이 착장

하고 있는 장신구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순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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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계

성
남학생 200 36.7

545(100)
여학생 345 63.3

연령

18-19세 208 38.2

544(100)20-21세 196 36.0

22-25세 140 25.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55 47.7

535(100)
자연계열 171 32.0

예술/체육 78 14.3

기타 80 15.0

이성친구
있음 200 37.2

538(100)
없음 338 62.8

가정의 

월 수입

100만원미만 71 14.1

504(100)

100-200만원미만 116 23.0

200-300만원미만 169 33.5

300-400만원미만 78 15.5

400만원이상 70 13.9

한달 용돈

10만원미만 84 15.9

527(100)

10-20만원미만 181 34.3

20-30만원미만 145 27.5

30-40만원미만 78 14.8

40만원이상 39  7.4

<표 1> 조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서 이를 반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설문문항의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과 기술통

계(평균, 표 편차)를 실시하 으며, 패션라이 스타일 문

항은 주성분분석과 직교회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추출된 요인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을 하 다. 한 집단별 패션라이 스타일유형과 장신구 

착장의 차이는 교차분석과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고찰하 다.

Ⅳ. 결과  고찰

1. 조사 상의 특성

1)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에 한 일반 인 사항을 악하기 해 성, 

연령, 월수입, 한달용돈, 공계열  이성친구 등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 상자는 남학생이 200명(36.7%), 여학생이 345명

(63.3%)이었고, 18～19세가 38.2%, 20～21세가 36.0%, 2

2～23세는 14.5%, 24～25세는 11.3%이었다. 공계열을 

살펴보면 인문사회(47.3%), 자연(32.0%), 술/체육(14.3%)

의 순으로 나타나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한편,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 용돈은 10～20만원 미만이 34.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한 조사 상의 37.2%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 다.

2.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 

1) 요인분석 결과 

패션라이 스타일 문항은 주성분 분석법과 직교회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이상인 것과 요인 부하량이 

0.4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의 요인(유행추구, 심미성추구, 랜드지향, 경제성 시)이 

추출되었다(표 2). 이는 이수인 외(2004)와 유은정, 구양숙

(2002)의 라이 스타일 요인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분류되었으며, 청주지역 학생들의 패션라이 스타일에

서 유행추구가 가장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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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

신뢰도

(α)

유행

추구

나는 패션을 리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799

4.28 18.62 .87

나는 새로운 패션경향을 알고 그 패션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이길 원한다. .769

패션에 관한 기사나 잡지를 즐겨본다. .734

새로운 패션경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은 나를 패션리더로 생각

한다.
.721

나는 새로운 패션경향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627

나는 의복에 있어 유행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550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에서 남의 주목을 받고 싶다. .547

옷을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543

구입할 계획이 없어도 옷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513

심미성 

추구

의복을 잘 입는 것은 중요하다. .763

4.09 17.80 .83

의복을 멋있게 입는 것도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한 부분이다. .732

옷을 입을 때는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658

의복은 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649

옷은 입는 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624

개인이 입은 의복은 그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577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쓴다. .523

브랜드 

지향

옷은 역시 비싼 것이 좋다. .842

2.17  9.44 .76비싸더라도 유명 브랜드 옷을 구입한다. .837

유명 상표가 제값을 한다. .715

경제성 

중시 

디자인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 .696

1.62  7.06 .51
옷은 세일기간을 이용하거나 할인 매장에서 구입한다. .648

옷을 살 때 옷이 값에 비해 얼마나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582

정장보다는 캐주얼을 선호한다. .513

계 52.94 .88

<표 2> 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 요인분석 결과

2) 군집분석 결과

패션 라이 스타일 요인에 따라 조사 상자들을 동질

인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기 해 요인분석 결과로 추

출된 4개 요인을 가지고 군집분석(K-Means Cluster)을 하

다. 가장 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하여 군집의 

수를 3개, 4개, 5개로 하여 각 군집의 빈도의 성과 요

인 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한 결과 군집간의 특성이 

부각되는 4개의 군집을 선정하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명명하 다. 

집단 1은 유행추구정도가 낮고 경제성을 시하는 경

향을 보여 실용추구형이라고 명명하 으며, 집단 2는 

랜드지향 정도가 가장 커서 랜드추구형이라고 명명하

다. 집단 3은 심미성을 추구하는 정도가 가장 크고 유행

에 한 심도 크게 나타나서 개성추구형 집단으로 명명

하 으며, 집단 4는 패션에 한 심이 높고 랜드 지

향 정도도 커서 자기과시형 집단으로 명명하 다. 이러한 

결과는 백화 을 이용하는 성인 여성의 패션라이 스타일

은 개성추구형, 실용주의형, 자기과시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연구결과(유은정, 구양숙, 2002)와 성인 남성의 패션라이

스타일은 개성추구, 패션추구  경제성 추구형으로 분

류되었다는 연구결과(홍성순, 2007)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패션 라이 스타일 유형별 인구통계학  특

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 상의 성과 이성친구 유무에 있어 패션라이 스

타일 유형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연령, 공  월 

평균수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랜드추구형이 

30.9%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개성추구형은 

18.8%로 낮은 분포 비율을 보 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

리 개성추구형에 34.1%, 자기과시형에 29.3%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자기과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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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실용추구형

(n=116)

브랜드추구형

(n=108)

개성추구형

(n=148)

자기과시형

(n=147)
계  χ²

성
남학생 45(28.6) 59(30.9) 36(18.8) 51(26.7) 191(100)

25.14***

여학생 71(21.6) 49(14.9) 112(34.1) 96(29.3) 328(100)

연령

18-19세 50(25.9) 44(22.8) 57(29.5) 42(21.8) 193(100)

 6.9120-21세 39(20.7) 37(19.7) 52(27.7) 60(31.9) 188(100)

22-25세 27(19.7) 27(19.7) 39(28.5) 44(32.1) 137(100)

전공

인문계열 52(26.0) 35(17.5) 61(30.5) 52(26.0) 200(100)

 9.37자연계열 34(20.4) 44(26.3) 48(28.7) 41(24.6) 167(100)

예체능계열 14(20.0) 6( 8.6) 16(22.9) 34(48.6) 70(100)

이성

친구

있음 29(15.5) 32(17.1) 61(32.6) 65(34.8) 187(100)
14.28**

없음 85(26.2) 75(23.1) 84(25.9) 80(24.7) 324(100)

가정의 

월수입

100-200

만원 미만
50(28.4) 33(18.8) 45(25.6) 48(27.3) 176(100)

 7.33200-400

만원미만
45(19.0) 54(22.8) 73(30.8) 65(27.4) 237(100)

400만원 이상 11(16.4) 15(22.4) 20(29.9) 21(31.3) 67(100)

**p<.01, *** p<.001.

<표 4>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별 인구통계학  특성 빈도(%)

집단

요인

실용추구형 

(n=116)

브랜드추구형

(n=108)

개성추구형

(n=148)

자기과시형

(n=147)
F 값

유행추구
M 2.41 2.72 3.49 3.44

151.50***

L c b a a

심미성

추구

M 3.37 3.85 4.09 3.64
 51.94***

L d b a c

브랜드

지향

M 2.42 3.66 2.52 3.52
146.89***

L b a b a

경제성

중시

M 3.77 3.24 3.43 3.54
 22.14***

L a c b b

***p<.001.

abc: LSD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는 동일한 집단을 의미함.

<표 3> 학생 패션라이 스타일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과 개성추구형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성친

구가 없는 경우는 개성추구형과 실용추구형에 속한 경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은 랜드추구형, 

여학생은 개성추구형이 많았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학

생은 자기과시형 패션라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장신구 소유와 착장실태

1) 장신구 소유실태

학생들은 어떠한 장신구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장신구별 소유정도를 조사하여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신

구 소유는 성, 연령, 이성친구 유무에 따라서는 부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공계열과 가정의 월수

입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은 귀걸이(64.2%), 목걸이(61.4%), 시계(50.3%), 

반지(46.1%), 팔 (26.8%)의 순서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계를 제외한 장신구 소유는 성에 따른 유의

한 차이를 보 고, 팔 를 제외한 장신구 소유는 이성친

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귀걸이와 팔  

소유정도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귀걸

이, 목걸이, 반지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하고 있는 장

신구의 순서도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시계

(52.55%), 목걸이(37.5%), 반지(29.5%), 팔 (15.0), 귀걸이

(13.5%)의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귀걸이(89.0%),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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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귀걸이

(n=317)

목걸이

(n=297)

반지

(n=252)

시계

(n=275)

팔찌

(n=146)

성

남학생(n=200)  26(13.5)  73(36.5)  53(26.5) 105(52.5)  30(15.0)

여학생(n=345) 290(84.1) 225(65.2) 199(57.7) 170(49.3) 117(66.1)

χ² 307.0*** 77.9*** 65.7*** 0.52 22.9***

연령

18~19세(n=208) 127(61.1) 102(49.0)  91(43.8) 104(50.0)  45(21.6)

20~21세(n=196) 135(68.9) 113(57.7) 100(51.0)  92(46.9)  64(32.7)

22~25세(n=140)  54(38.6)  82(58.6)  60(42.9)  78(55.7)  37(26.4)

χ² 32.0*** 4.2 2.9 2.50 6.2*

이성

친구

있음(n=199) 128(64.3) 134(67.3) 111(55.8) 111(55.8)  62(31.2)

없음(n=337) 184(54.6) 159(47.2) 137(40.7) 158(46.9)  81(24.0)

χ² 4.8* 20.5*** 11.5*** 3.9* 3.2

*** p<.001

<표 5>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장신구 소유실태 소유빈도(%)

구분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성

남학생(n=200) 1.48(1.27) 2.23(1.68) 1.97(1.58)

여학생(n=345) 4.33(1.27) 3.55(1.61) 3.20(1.78)

t 값 -25.15*** -9.08*** -8.08***

연령

18~19세(n=208) 3.29(1.89) b 2.81(1.75) b 2.58(1.79) b

20~21세(n=196) 3.81(1.66) a 3.27(1.70) a 3.06(1.82) a

22~25세(n=140) 2.52(1.87) c 3.15(1.81) ab 2.54(1.77) b

F 값 20.44*** 3.58* 4.70**

이성

친구

있음(n=199) 3.54(1.81) 3.56(1.68) 3.26(1.83)

없음(n=337) 3.13(1.90) 2.77(1.73) 2.45(1.73)

t 값 2.42** 5.10*** 5.14***

*p<.05, **p<.01, ***p<.001.

abc: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6>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장신구 착장실태

(75.7%), 반지(65.5%), 시계(49.3), 팔 (33.9%)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한 학 2-3학년에 해당하는 20-21세의 학생

이 다른 연령보다 귀걸이와 팔 의 소유정도가 높았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이 장신구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소

유하고 싶은 장신구를 조사한 결과(이은희, 경란, 2001), 

남학생은 신발, 시계, 모자, 목걸이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신발, 귀걸이, 목걸이, 머리핀, 가방 순으로 나타나서 다소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장신구의 범 를 확 하 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장신구 착장실태

학생들의 장신구 착장실태를 악하기 알아보기 

하여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의 착장빈도를 5  척도(1=

 착장하지 않음, 5=항상 착장함)로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신구 착장정도는 소유실태와 마찬가지로 성, 연령, 이성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공계열과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 으로 보면 귀걸이, 목걸이, 반지의 순으로 착장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여학생이 이들 장신구의 착

장빈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남학생의 경우 목

걸이, 반지, 귀걸이의 순으로 착장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

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의 순으로 착장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21세의 학

생이 이들 장신구를 가장 많이 착장하 고, 그 다음으로 

귀걸이는 18-19세 학생이, 목걸이는 22-25세의 학생이 

착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

이 이성친구가 없는 학생보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의 장신구를 더 많이 착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

서 인구통계학  특성은 학생의 장신구 착장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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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라이프스타일유형

장신구

실용추구형

(n=116)

브랜드추구형

(n=108)

개성추구형

(n=148)

자기과시형

(n=146)
F 값

귀걸이 착장 2.89 c 2.66 c 3.89 a 3.43 b 11.73***

목걸이 착장 2.55 c 2.42 c 3.72 a 3.29 b 17.08***

반지 착장 2.11 b 2.45 b 3.14 a 3.01 a  9.58***

*** p<.001

<표 8>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장신구 착장

구분 실용추구형 브랜드추구형 개성추구형 자기과시형 χ²

귀걸이 소유(n=317) 59(13.5) 48(44.4) 115(76.7) 95(65.1) 34.91***

목걸이 소유(n=297) 54(47.0) 48(44.4) 124(82.7) 94(64.4) 52.51***

반지 소유(n=252) 43(37.4) 47(43.5) 95(63.3) 85(58.2) 22.92***

*** p<.001

<표 7>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별 장신구 소유실태 소유 빈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과 장신구 소유  착장과의 

련성

1) 패션스타일 유형과 장신구 소유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라 장신구 소유정도가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모두 개성추구형과 자기과시형 집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실용추구형이나 랜드추구형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성과 자기과시  패

션스타일을 시하는 집단에서 장신구 소유에 한 욕구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은 , 경

란(2000)이 청소년의 경우 라이 스타일에 따라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의 종류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

반된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청소년과 학생이라는 조사

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과 장신구 착장

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과 장신구 착장빈도는 

어떠한 련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해 분산분석을 산

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라 장신구 착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즉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는 개성추

구와 자기과시형 집단에 속하는 학생이 실용추구형이나 

랜드추구형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이 착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라이 스타일 특성에서 개성을 

추구하고 유행에 심이 있으며 심미성을 추구하는 학

생일수록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착장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제언

청주지역 학생을 상으로 패션라이 스타일을 살펴

보고 장신구 소유와 착장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련

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생의 패션라이 스타일은 유행추구, 심미성

추구, 랜드지향, 경제성 시의 4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패션라이 스타일 요인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용추구형, 랜드추구형, 개성추구형, 자기과시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개성추

구형과 자기과시형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학생들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의 장신

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장신

구는 남학생의 경우 시계이었고, 여학생은 귀걸이이었다. 

장신구 소유와 착장빈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셋째, 패션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라 장신구 소유  착

장실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개성추구형과 자기과시형 집

단에 속한 학생의 장신구 소유와 착장빈도가 더 많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학생의 패션

라이 스타일과 장신구 착장은 련성이 있어 개성과 자

기과시를 추구하는 라이 스타일의 학생이 장신구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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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착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장신구는 자신

의 이미지를 한층 더 향상시켜 주는 개성을 표 하는 도

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패션이미지를 향상시켜주는 장신구 활용의 교육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학

생들의 장신구에 한 심은 종 의 연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 으므로 련업체에서는 학생의 감성을 반 한 

장신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은 표본 집단이 충청북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범 하게 해석하여 일반화시키기

에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장신구 착장, 패션라이 스타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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