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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street fashion, to determine preferred design of jean and to analyze 
preferred jean styling based on types of jean pants design, toward 20s to 30s women. We observed outfits of jean 
styles on the street using photography method and conducted a survey to 400 females to get information of 
consumers. Four hund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As a result of street research, the majority of 
people were wearing jean pants with T-shirts, sandal/high heel shoes and totes. The results of market research 
showed that preferred jean styl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and marital status. Preferred color of jean 
pants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variable. Current popular jean style was a skinny style. We 
evaluated results of styling with different jean pants, creating five different image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ge/marital status and styling image in different jean styles. In a bootcut style, age variab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fferent styling images. Generally, most of people responded cute/casual image 
styling was the best for the bootcut style. In skinny pants,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 residence 
area and a styling image. Modern/chic image styling with skinny pants was the most favored one. In cropped jean 
pants, marital statu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yling image created. We realized that we can create different 
images through a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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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션 트 드는 인들의 삶과 유기 으로 연결

되어 인의 가치 , 라이 스타일, 그 시 의 상

황과 사회 ․정치 ․문화  향을 받아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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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진이, “ 패션에 나타난 진즈 웨어의 양면  가치에 한 연구” (동덕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

문, 2001), pp. 43-44. 
2) 최진경, “ 패션에 나타난 진즈 웨어(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에 한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3), p. 1.
3) 김해순, “데님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스티치 장식 기법을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2). pp. 1-105.
4) 최진경, op. cit., pp. 1-131.
5) 김민아, “데님(Denim)패션 디자인 연구: 신규 랜드 상품 기획, 개발을 심으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2), pp. 1-152.
6) 이진윤, “  Jean패션의 조형미 연구” (홍익 학교 산업미술 학원 석사학 논문, 2004), pp. 1-113.
7) 김민정, 채 석, “진즈 패션의 상징성 연구: 해외 디자이  랜드를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권 7호 

(2002), pp. 155-166.
8) 김소 , 양숙희, “진 패션의 미  특성에 한 연구: 반문화를 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권 4호 (1996),

pp. 573-585.
9) 이민경, 한명숙, “  데님 패션에 표 된 페미니즘 표 양식,” 복식문화연구 10권 4호 (2002), pp. 461-471.

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TV, 화, 신문뿐만 아니

라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문화

가 탄생하면서 문화의 개념은 통  엘리트, 고 문

화의 지 에서 다수의 을 한 문화와 일상

의 문화로 바 었다. 이러한 문화와 매체의 

향으로 생겨난  패션의 표  아이템  하나

인 진 웨어는 1950년 에 청년 문화가 형성된 후 

은이들의 표 인 패션이 되었다. 이 게 형성된 

은이들의 진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으로 되고 이

것이 다시 매체를 통해 상향 되어, 진 웨어

는 고  패션디자이 들도 디테일 장식과 의복의 코

디네이션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하여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고 성을 부여하고 가 시장에서의 실

용인 가치를 형성하면서 오늘날까지 발 하 다.
최근의 진 웨어 발달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시간 증 로 인하여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스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라이

스타일 한 캐주얼하게 바 고 어 보이고 싶은 소

비자 감성과 더불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컴퓨

터와 통신의 발달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시 공간 으로 자유로워진 인들이 유연하고 캐

주얼한 라이 스타일1)에 따른 패션을 요구하고 있다

는 도 진 웨어 발달에 큰 향을 주고 있다. 이외에

도 진 웨어의 발달은 유행에 한 심과 고 향

력, 스타마  효과와 함께 패션의식과 라이 스타

일이 변화하면서 은 층뿐 아니라 30～40  주부와 

직장 남성까지 간편하고 가벼운 의복에 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리미엄 진의 출 과 국내외 디자이

들의 컬 션에서 다양한 연출로 등장하면서 고 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진 웨어

는 기능성뿐 아니라 패션성을 가진 고감도 하이패션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가치와 비 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2). 한 의 진 웨어는 다양한 스타

일링을 통해 과거의 단일 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

양한 이미지를 표 할 수 있는 의상으로 인식되어지

며  패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트 드 아이템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천후와 같은 패션 아이템인 진 웨어에 한 최

근 10년간 선행 연구는 주로 디자인 , 문화사  

근으로 이루어졌다. 디자인  측면에서 근한 연구

로는 김해순(2002)3), 최진경(2002)4), 김민아(2002)5), 
이진윤(2004)6)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패션에

서 진 웨어의 디자인 경향과 조형  특성에 하여 

분석하 다. 김해순은 진 소재가 가지는 다양한 상징

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진 웨어를 이용한 수공  기법과 단일 소재로서의 

한계 을 보완하는 방법에 하여 말하 고, 최진경

은 국내외 진 시장과 진 컬 션을 분석함으로써 진 

웨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기법에 하

여 연구하 다. 김민아는 진 소재가 다양한 부자재의 

사용과 코디네이션으로 고 스러움과 디테일에 변화

를  수 있는 소재라고 말하 으며, 이진윤은 진 패

션에 나타난 조형미를 선정미, 우아미, 실용미, 자연

미, 고 미, 미로 나 어 분석하 다. 문화사  측

면에서의 선행 연구는 김민정, 채 석(2002)7), 김소 , 
양숙희(1996)8), 이민경, 한명숙(2002)9), 이효진(2004)10)

이 있으며, 김소 은 반문화를 심으로 하여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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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효진, “데님의상의  문화사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54권 8호 (2004), pp. 75-86.
11) 노미경, 김찬주,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패션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6권 2호 (2005), pp. 32-44.
12) 이정숙, 성수 ,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행동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6권 3호 (2004), pp. 453-457.
13) 박원선, 이선재, “청바지의 착용태도  구매행동에 한 마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43권 (1999),

pp. 101-111.

반문화 패션으로 진 웨어를 정의하면서 진 패션의 미

 특성을 페미니즘, 에로시티즘, 해체주의로 나 었

으며, 김민정은 디자이  랜드의 진 패션 유형을 

분석하여 진 패션의 상징성을 능성, 일탈성, 과시

성, 유희성, 다문화성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이민

경, 한명숙은 진 웨어가 에로틱한 표 , 탈고정  성 

표 , 해체  표 으로 페미니즘을 반 한다고 하

으며, 이효진은 진 패션을 부각시키는 사회문화  요

인으로 티문화, 그리기 문화, 해체문화를 꼽으며, 
이러한 사회문화 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진 웨어의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 주제와 련 있는 진 웨

어에 한 연구로는 노미경, 김찬주(2005)11)
의 서울

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 패션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스트릿 리서치를 통하여 서울과 북경 

여성의 데님 패션의 디자인 선호도와 스타일링의 선

호도에 하여 연구하 고, 그 결과에서 서울의 여성

은 날씬해 보이고 심 한 디자인의 부츠컷 스타일의 

데님을 선호하는 반면, 북경의 여성은 밝은 컬러의 자

수, 릴 등의 장식이 많은 일자형의 데님을 선호한다

고 하 다. 스타일링 면에서도 서울의 여성은 정장풍

의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하여 체 으로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는 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반면, 북
경의 여성은 주로 루즈한 스타일의 활동 이고 캐주

얼한 연출을 선호한다고 하 다. 이외에도 이정숙, 성
수 (2004)12)의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행

동에 한 연구와 박원선, 이선재(1999)13)의 청바지 

착용 태도와 구매 행동에 한 연구가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진 웨어는 사회 문화  상

을 변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통해 패션

성을 가진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문화권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과 스타일링이 

달라진다는  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은 여성

들의 착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진 바지 디자인 유

형을 별해 보고 디자인 유형을 선별하여 스타일링

을 통한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확

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두었다.
첫째, 스트리트 리서치를 통하여 진 바지의 스타

일링을 분석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통계학  변인별 

진 바지의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한다. 
셋째,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을 분석해 보

고 디자인별 비조사를 거쳐 선정된 5개의 이미지

로 스타일링을 한 후 설문 조사하여 스타일링 선호도

를 분석한다.
본 논문을 통해 재와 앞으로의 진 웨어의 패션 

흐름에 반 인 제시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되

며, 한 국내 의류 시장에서 큰 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 바지의 스타일링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빠

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  흐름을 견하

는 디자인이나 마  분야에 연계시킬 수 있으리라 

기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스트릿 패션 리서치
스트릿 패션의 착장 실태에 한 자료 수집은 2006

년 9월 28일에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20～30 로 보

여지는 진 바지를 착장한 길거리의 여성을 심으로 

단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상 200명을 설정하

고 사진 촬 을 실시하 다. 촬 된 200개의 사진 

에서 별하기에 분명하지 않은 사진은 제외하고 

독이 확실한 사진 151컷을 추출해낸 후, 문가 2인
이 추출된 사진을 분석하고 의복 카테고리를 분류하

여 SPSS에 데이터를 입력하 으며 빈도분석을 실시

하 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진 바지를 주로 착용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층을 고려하여 서울과 수원, 분당을 

심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0  여성을 상

으로 선정하 다. 자료 수집은 일 일 설문지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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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경기 지역 200명(20～24세 50명, 25～29세 50
명, 30～34세 50명, 35～39세 50명)과 서울 지역 200명
(20～24세 50명, 25～29세 50명, 30～34세 50명, 35～
39세 50명)을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을 하여 2006
년 12월 4일부터 12일 기간에 이루어졌다. 

측정도구는 인구 통계학  변인에 한 6문항, 진 

바지 디자인 선호도에 한 3문항,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사항에 한 2문항, 선호하는 진 바지 

스타일링에 련된 4문항 등이 포함된 총 28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 여기서 스타일링에 한 문항

은 사진 자극물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하여 본 연

구자는 문항구성 이 에 20～30  여성 30인에게 진 

바지 착용 시 표 하고 싶은 이미지가 무엇이지에 

하여 설문을 통한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빈도가 

가장 높았던 모던/쉬크(Modern/chic), 섹시(Sexy), 큐

트/캐주얼(Cute/casual), 빈티지(Vintage), 성  스포

티 (Unisex/sportive)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스타일링

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선정하 다. 진 바지 디자인이 

달라질 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하여 진 바지 디자인을 변인

으로 하여 비조사를 통해 추출한 5가지 이미지로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이것을 사진 촬 한 후 설문 

문항에 자극물로 제시하여 이에 한 선호도를 질문

하도록 하 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진 촬  후 진 바지 착장 실태분석 

 설문자료에 한 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버
 14.0)을 사용하 고, 빈도ㆍ분포  백분율, ANOVA 

분석, Duncan 평균 비교검정, Dunnett T3분석, Chi-square 
등을 실시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1. 사진 촬영에 의한 스트리트 패션 분석

1) 착장 유형 분석
진 바지를 입고 서로 다른 상의를 차려입은 길거

리 사람들의 착장 유형에 한 총 151컷의 사진을 분

석한 결과를〈표 1〉에 표시하 다. 진 바지와 함께 

착장한 상의 유형은 T셔츠만 입은 것이 26.5%로 가

장 많았고, 셔츠나 블라우스를 착장한 것이 17.9%, 
여러 종류의 T셔츠를 이어링을 한 스타일을 착장

한 것이 16.5%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체 으

로 진 바지와 착장한 상의 유형의 각 비율이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상의 유형이 진 바지와 

착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 바지와 착장한 신발류(foot waer)는 샌들/하이힐

이 가장 많이 보여졌는데, 이는 높은 굽의 샌들과 하

이힐을 착장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다리를 

길고 날씬하게 보이기 함이라고 사료된다. 한 이

러한 결과는 서울과 북경 여성의 데님 패션을 비교한 

논문의 결과에서 나타난 서울의 여성이 심 하고 날

씬해 보이는 스타일링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뒷받침

한다. 가방의 유형은 디자인에 따라 토트(Tote), 더

백(Shoulder bag), 클러치(Clutch), 호보(Hobo)로 나

어 분석하 으며, 그 결과 토트와 더백이 비슷한 비

율로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진 

바지가 캐주얼 의류로써의 단일  이미지를 벗어나 

<표 1> 스트릿 패션의 진 바지와 스타일링된 착장 유

형 분석   

진 바지와 착장한 아이템
빈도(비율)

(n=151) 

상의

(Top)

티셔츠 40(26.5)

셔츠, 블라우스 27(17.9)

티 이어드 25(16.5)

가디건+티셔츠, 니트 22(14.6)

니트 18(11.9)

자켓+티셔츠, 니트  8( 5.3)

퍼+티셔츠  8( 5.3)

기타  3( 2.0)

신발류

(Foot 
wear)

샌들/하이힐 94(62.3)

스니커즈 26(17.2)

랫슈즈 25(16.5)

스포티  스타일의 슬리퍼  5( 3.3)

부츠  1( 0.7)

가방

(Handbag)

토트(Totes) 71(47.0)

더백(Shoulder bag) 62(41.1)

클러치(Clutches)  7( 4.6)

호보(Hobos)  2( 1.3)

기타  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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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럽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아이템과 함께 착

장됨으로써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고 화, 여성화 경

향을 띠고 있는  패션에서의 진 바지의 이미지 

변화를 반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설문지법에 의한 진 바지 디자인 선호도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 상자는 표본 추출 시 학생, 졸업 후 직장

인, 결혼 후 등의 생활 주기에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

와 라이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연령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로 4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출하 으므로 각 그룹별 100인
으로 구성되었다. 결혼 여부는 총 400명의 51.8%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혼, 48.2%의 사람들은 기혼자 으

며 거주 지역은 200명이 서울, 200명이 경기도에 거

주하 다. 직업은 직장인 51.5%, 주부가 24.3%, 학생이 

21.2%, 기타 3%의 분포로 다양하 다. 

2) 진 바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상자의 연령과 선호하는 진 바지의 스타일

과의 연 성을 확인하기 하여 Chi-검정 분석을 실

시하 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연령과 선호하

는 진 바지 실루엣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표 2> 연령집단과 진 바지 실루엣 선호도와의 연 성 분석

진 바지

실루엣

실측 빈도(기  빈도)
(%)

χ2 값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부츠컷
14(33.3)

(14.0)
32(33.3)
(32.0)

44(33.3)
(44.0)

43(33.3)
(43.0)

χ2(12, N=400)
=57.056***

스키니
68(43.0)

(68.0)
47(43.0)
(47.0)

29(43.0)
(29.0)

28(43.0)
(28.0)

일자형
 6(15.0)

( 6.0)
12(15.0)
(12.0)

22(15.0)
(22.0)

20(15.0)
(20.0)

크롭 진
 8( 5.8)
( 8.0)

 7( 5.8)
( 7.0)

 3( 5.8)
( 3.0)

 5( 5.8)
( 5.0)

기타
 4( 3.0)
( 4.0)

 2( 3.0)
( 2.0)

 2( 3.0)
( 2.0)

 4( 3.0)
( 4.0)

***p<0.001.

있었다(p<0.001). 
기  빈도보다 실측빈도가 20～24세와 25～29세

에서는 ‘스키니’가 상 으로 높은 출 률을 나타냈

으며, 30～34세와 35～39세에서는 ‘부츠컷’의 출 률

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을수록 최근 새롭게 

유행하는 ‘스키니’ 실루엣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30  이후의 연령은 ‘부츠컷’ 실루엣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해석되었다.
결혼 여부와 진 바지 실루엣 선호도는〈표 3〉에서 

보듯이,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p<0.001). 
미혼의 경우 ‘스키니’를 선호하는 경향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여성의 경우 ‘부츠컷’과 ‘일자

형’을 미혼 여성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스키니 선호자도 상당수 있어 기혼 여성의 다양한 

취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서 진 바지 

실루엣의 선호도는 연령과 결혼 여부에 향을 받으

며, 보다 고 미혼인 여성이 스키니 진을 좀 더 선호

함을 알 수 있었고, 이외에도 체형이나 패션 의식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에 하여 향

후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제언해 본다. 
체 으로도 스키니 진이 400명  42%에 해당

되는 172명이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설문조사 시 에서 국내 

진 바지 트 드가 스키니 진임을 시사하 다. 그 다

음 순은 33%를 차지한 부츠컷이었고, 일자형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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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결혼 여부와 진 바지 실루엣 선호도와의 연

성 분석

진 바지 

실루엣

실측빈도(기 빈도)
(%)

χ2 값
결혼 여부

미혼 기혼

부츠컷
 59(68.8)

(28.5)
74(64.2)
(38.3)

χ2(4, N=400)=
21.614***

스키니
108(89.0)

(52.2)
64(83.0)
(33.2)

일자형
 20(31.1)

( 9.7)
40(29.0)
(20.7)

크롭 진
 15(11.9)

( 7.2)
 8(11.1)

( 4.1)

기타
  5( 6.2)

( 2.4)
 7( 5.8)
( 3.6)

***p<0.001.

크롭 진은 5.8%를 차지하 다.

3) 진 바지 색상 
진 바지 색상의 선호도는 재 시장에 나와 있는 

진 바지 색상  가장 표 이라고 생각되는 5가지 

색상에 하여 명목척도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Chi-
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에서 보여주듯이 연

령집단과 선호하는 진 바지의 색상은 통계 으로 유

<표 4> 연령집단과 진 바지 색상 선호도와의 연 성 분석

진 바지

색상

실측 빈도(기  빈도)
(%)

χ2 값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진한 청색

(인디고)
19(32.0)
(19.0)

30(32.0)
(30.0)

36(32.0)
(36.0)

43(32.0)
(43.0)

χ2(12, N=400)
=40.336***

검정색
10(12.0)
(10.0)

17(12.0)
(17.0)

17(12.0)
(17.0)

4(12.0)
( 4.0)

회색 워싱
25(13.5)
(25.0)

13(13.5)
(13.0)

7(13.5)
( 7.0)

9(13.5)
( 9.0)

청색

(부분 워싱 처리)
28(26.0)
(28.0)

29(26.0)
(29.0)

26(26.0)
(26.0)

21(26.0)
(21.0)

청색

(골드 워싱 처리)
18(16.5)
(18.0)

11(16.5)
(11.0)

14(16.5)
(14.0)

23(16.5)
(23.0)

***p<0.001.

의한 연 성이 있었다(p<0.001). 20～24세에서 ‘회색 

워싱’을 가장 선호하 고, 25～29세와 30～34세는 ‘검
정색’, 35～39세는 ‘진한 청색(인디고)’을 상 으로 

높은 비율로 가장 선호하여 연령별 진 바지 색상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체 으로 

비율만을 살펴볼 때 진한 청색(인디고)의 선호도가 강

세를 보 다. 
이와 같이 트 드를 앞서는 20～24세는 회색의 워

싱 색상을 선호하고, 30  후반은 지난 시즌에 많이 

입었던 진한 청색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드 

워싱도 높은 비율로 선호하 다. 실버와 골드가 함께 

트 디한 색상으로 제시되었지만 은 연령층은 시

크하고 모던한 회색 싱을, 좀 더 나이가 든 연령층

은 럭셔리해 보이는 골드나 진한 청색을 선호함으로

써 각 연령에 합하게 트 드를 받아들여 자기 멋을 

즐기고 각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최근의 소

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서 트

디한 진 바지 색상을 수용하고 선호하는 단계가 다

르므로 각 랜드는 타겟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정확

히 악할 필요가 있으며, 색상 구성(color assortment)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를 반 한다면 성공

인 상품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이러

한 연구를 지속하여 진 바지 색상의 유행주기를 읽고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패럴 업계에 공

한다면 많은 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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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 바지 스타일링 
 
1)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과 연령에 따른 변

수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분산 분석

(ANOVA)를 실시하 고, 사후 검정으로 모집단의 분

<표 5> 연령집단과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에 한 ANOVA  사후검정

진 바지 

스타일링

고려사항

평균

F연령
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트 드
3.28 3.01 2.88 2.69

2.97 5,225**
C BC AB A

**p<0.01, A,B,C는 Duncan의 범 .

<표 6> 연령집단과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에 한 ANOVA  Dunnett T3 분석결과

진 바지

스타일링

고려사항

연령별 평균

Dunneet T3 : p value
F

AB AC AD BC BD CD

체  이미지

A 3.65

0.931 0.209 0.841 0.012* 0.254 0.971 3.219*

B 3.78

C 3.35

D 3.47

체 3.56

체형 보완

A 3.44

0.935 0.831 1.000 0.156 0.876 0.990 1.151

B 3.56

C 3.29

D 3.39

체 3.42

소품(가방, 신발, 
악세서리)과의

조화

A 3.71

0.066 0.002** 0.064 0.832 1.000 0.992 4.795**

B 3.36

C 3.23

D 3.31

체 3.40

진 바지 입을 

시간 장소

A 3.49

0.000** 0.999 0.999 0.000** 0.000** 1.000 9.772***

B 4.09

C 3.43

D 3.43

체 3.61

***p<0.001, **p<0.01, *p<0.05.
Note: A는 20～24세, B는 25～29세, C는 30～34세, D는 35～39세 집단임.

산이 동일한 경우 Duncan 평균 비교검정,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Dunnett T3 분석을 실

시하여〈표 5〉와〈표 6〉에 제시하 다. 
먼  체 평균 수를 살펴보면 “진 바지 입을 시간, 

장소, 경우(T.P.O.)”가 3.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 체 인 이미지”가 3.56, 체형 보완이 3.42,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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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트 드가 2.97 순으로 평가되어 소비자들은 진 바

지 스타일링 시 TPO를 가장 많이 고려하며 트 드를 

가장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OVA 분석결과, ‘트 드’ 항목에서 통계 으로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트 드’는 

20～24세가 3.28, 35～39세가 2.69로 한 수 차

이를 보 으며, 사후검정 결과 가장 은 연령층인 

20  반의 소비자가 진 바지 스타일링에 있어서 다

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밝 졌다. 
한〈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고려

되는 “T.P.O.”의 경우는 연령별 유의차가 확인되었는

데(p<0.001), 사후검정 결과 20～24세와 25～29세(AB), 
25～29세와 30～34세(BC), 25～29세와 35～39세(BD)
에서 서로 유의하게 각 집단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 체 인 이미지’를 고려하는 경우는 25～29세
와 30～34세(BC)간에 차이가 있으며, 25～29세의 평

균 수가 3.78로 훨씬 30～34세보다 “이미지”를 고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품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표 7> 디자인별 진 바지 스타일링 

스타일링

바지유형

연출 이미지

모던/쉬크 섹시 큐트/캐주얼 빈티지 성 /스포티  

부츠컷

 

스키니 

 

경우는 20～24세와 30～34세(AC)간에 유의차가 확인

되었으며, 20～24세가 소품과의 조화를 30～34세보

다 훨씬 고려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세분한 연령집단은 진 바

지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항목에서 체형 보완을 제외

하고는 모두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 체형 보완의 경

우는 모든 연령에서 고려되는 사항인 만큼 진 바지 

디자인은 체형 보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체 인 

이미지가 상당히 높게 고려되는 만큼 연령별 소비자

가 원하는 이미지가 무언지에 하여 심을 두어야 

하고 은 학생들의 경우 소품을 시하므로 잘 어

울릴 수 있는 소품 개발도  캐주얼에 있어 요함

을 시사하 다.  

2) 진 바지 디자인별 스타일링 선호도
스타일링 선호도 결과를〈표 7〉에 제시하 다. 스

타일링 선호도 측정은〈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

진 자극물에 번호를 붙여 설문지에 추가하여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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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스타일링

바지유형

연출 이미지

모던/쉬크 섹시 큐트/캐주얼 빈티지 성 /스포티  

일자형

진 바지 

 

크롭 진 

며, 여기서 이미지명은 기입하지 않았다.

(1) 부츠컷 스타일링
Chi-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연령과 부츠컷 스타일링 선호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었고(p<0.05), 결혼 여부, 
거주 지역과는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체 인 비율을 살펴보면〈표 7〉의 3번 이

미지인 ‘큐트 캐주얼’ 이미지 선호도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섹시’ 이미지가 그 뒤를 이었다. 특
히 ‘빈티지’나 ‘스포티 ’ 이미지를 연출은 선호도가 

매우 낮아 연출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로 보면 20～24세, 25～29세와 35～39세는 큐트/캐주

얼 이미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보 고, 30～34세
는 부츠컷 스타일링에 있어서 ‘섹시’ 이미지를 연출

했을 때 가장 맘에 드는 이미지라고 응답하 다. 특히 

모던/쉬크 이미지 연출을 했을 때 20～24세와 30～34

세가 선호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같은 부

츠컷 진 바지이지만 스타일링하여 서로 다른 이미지

를 연출했을 때 이에 한 소비자의 반응도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고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2) 스키니 진 스타일링
2006년 시즌의 트 드인 스키니 진의 경우〈표 9〉

에 표시된 바와 같이 거주 지역과 스키니 진 스타일

링 선호도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

(p<0.001). 그러나 연령, 결혼 여부와는 연 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모던/

쉬크 이미지 연출에서는 서울보다는 경기 지역 거주

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링이었으며, 그 다음 순 의 

큐트/캐주얼 이미지를 연출한 경우도 경기 지역 거주

자들의 선호 경향이 서울 거주자보다 컸다. 스키니 

진을 통한 섹시한 이미지 연출은 서울 거주자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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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령집단과 부츠컷 스타일링 선호도와의 연 성 분석

스타일링

연출 이미지

실측 빈도(기  빈도)
(%)

χ2값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모던/쉬크
25(21.8)

(25.0)
19(21.8)
(19.0)

25(21.8)
(25.0)

18(21.8)
(18.0)

χ2(12, N=400)
=21.589*

섹시
23(30.5)

(23.0)
27(30.5)
(27.0)

40(30.5)
(40.0)

32(30.5)
(32.0)

큐트/캐주얼
29(31.5)

(29.0)
39(31.5)
(39.0)

21(31.5)
(21.0)

37(31.5)
(37.0)

빈티지 
17(11.0)

(17.0)
7(11.0)
( 7.0)

11(11.0)
(11.0)

9(11.0)
( 9.0)

성 /스포티  
6( 5.3)
( 6.0)

8( 5.3)
( 8.0)

3( 5.3)
( 3.0)

4( 5.3)
( 4.0)

*p<0.05.

<표 9> 거주 지역과 스키니 진 스타일링 선호도와의 

연 성 분석

스타일링 

연출 이미지

실측빈도(기 빈도)
(%)

χ2 값
거주지

서울 경기

모던/
쉬크

44(55.0)
(22.0)

66(55.0)
(33.0)

χ2(4, N=400)
=23.314***

섹시
51(48.0)

(25.5)
45(48.0)

(22.5)

큐트/
캐주얼

47(49.0)
(23.5)

51(49.0)
(25.5)

빈티지
26(14.5)

(13.0)
3(14.5)
( 1.5)

성 /
스포티

32(33.5)
(16.0)

35(33.5)
(17.5)

***p<0.001.

장 선호했던 스타일링이고, 체  비율에서 가장 선

호도가 낮은 빈티지 이미지를 연출했던 스타일링은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 지역 거주자들보다 훨씬 높은 

선호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과 으로 스키니 진은 모

던하고 쉬크한 이미지 연출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소

비자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유형임을 확인시켜 주었

다.

(3) 일자형 진 바지의 스타일링
일자형 진 바지 스타일링 선호도와의 연 성을 확

인하기 하여 Chi-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결혼 여부, 거주 지역과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크롭 진 스타일링
Chi-검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10〉과 같다. 

결혼 여부와 크롭 진 스타일링 선호도와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연 성이 있었고(p<0.05), 연령, 거주 지역

과 크롭 진 스타일링 선호도와는 연 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크롭 진 스타일링에 있어서〈표 7〉의 섹시한 이미

지 연출이 가장 호응이 좋았는데,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좀 더 선호 경향을 보 다. 그 다음 순 의 

큐트/캐주얼 이미지 연출은 미혼의 선호 경향이 기혼

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 특히 성 /스포티  이미

지 연출은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선호하는 스타

일링이었다. 즉, 미혼은 크롭 진을 이용하여 성 /
스포티  이미지를 연출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기혼

은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했을 때가 가장 뻐 보인다

고 생각하여 진 바지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고, 연령에 따라서도 그

들이 받아들이는 스타일링 이미지도 달라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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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결혼 여부와 크롭 진 스타일링 선호도와의 

연 성 분석

스타일링

연출

이미지

실측빈도(기 빈도)
(%)

χ2 값
결혼 여부

미혼 기혼

모던/
쉬크

21(25.9)
(10.1)

29(24.1)
(15.0)

χ2(4, N=400)
=12.504*

섹시
45(56.4)

(21.7)
64(52.6)

(33.2)

큐트/
캐주얼

52(49.7)
(25.1)

44(46.3)
(22.8)

빈티지 
32(25.9)

(15.5)
18(24.1)

( 9.3)

성 /
스포티  

57(49.2)
(27.5)

38(45.8)
(19.7)

*p<0.05.

들의 사랑을 계속 받을 것으로 측되며, 향후 진 시

장은 계속 확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진 바지 착장 실태를 확인하기 한 

스트리트 패션 분석과 인구 통계학  변인별(연령, 결
혼 여부, 거주지) 진 바지 디자인 선호도, 진 바지 스

타일링 선호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진 바지 착장 실태를 확인하기 하여 스트

리트 패션을 고찰한 결과, 진 바지와 스타일링한 아

이템에 있어서는 상의의 경우 T셔츠가 가장 많았고, 
셔츠나 블라우스, 여러 종류의 T셔츠를 겹쳐 이어

드한 스타일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신발류

는 하이힐과 샌들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진 바지가 캐주얼 의류로서 뿐 아니라 여성스런 느낌

의 블라우스, 하이힐이나 샌들과 같은 아이템과 매치

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로 입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진 바지의 디자인에 있어서 선호도를 조사

한 결과, 연령과 결혼 여부에서 유의한 연 성이 있

었다. 체 으로는 스키니 진 바지의 선호도가 가장 

강세 고, 연령에 따라서 20～24세와 25～29세는 ‘스
키니’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30～34세와 35～39세의 

경우 ‘부츠컷’을 가장 선호하 다. 한 미혼의 경우 

‘스키니’를 선호하는 반면 기혼은 ‘부츠컷’을 선호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유행의 수용이 빠른 은 연령

과 미혼 집단이 최근 유행하는 ‘스키니’ 실루엣의 진 

바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 바지 색상 선

호도도 연령 세분 집단과 한 연 성을 가졌으며, 
가장 은 연령집단은 트 디한 회색을 선호하 고, 
30  후반은 진한 청색(인디고)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

을 보 다. 본 연구 결과로 부터 좀 더 세분화된 연령 

집단에서 디자인 선호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

로 보다 섬세하게 타겟 소비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진 바지 스타일링 선호도에서는 인구통계학

 변인과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 진 바지 디

자인에 따른 스타일링 선호도에 하여 분석한 결과, 
진 바지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에서 연령에 따라 ‘체
형 보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가장 진 바지 스타일링에 있어 고려되는 항목

은 진 바지 입을 시간, 장소, 경우(T.P.O.)이며, 가장 

덜 고려되는 항목은 트 드로 분석되었다. 특히 25～
29세 연령에서 가장 T.P.O.를 고려했는데, 이는 직장 

여성일 경우가 많아 온타임과 오 타임을 착용시 고

려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20～24세 연령은 ‘트
드’와 ‘소품과의 조화’도 다른 연령보다 더 고려하

는 것으로 났다.
진 바지의 디자인별 스타일링 선호도를 분석한 결

과, 부츠컷 스타일링은 연령집단과 유의한 연 성이 

있었으며, 20～24세, 25～29세와 35～39세는 ‘큐트/
캐주얼’ 이미지를, 30～34세는 ‘섹시’ 이미지로 연출된 

것을 가장 선호하 다. 이와 같이 같은 부츠컷 진이

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스타일링이 가능하

며, 연령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타일링에는 차이가 있

었다. 스키니 진 스타일링은 연령집단, 결혼과는 연

성이 없었으나 거주 지역과는 유의한 연 성이 있

었다. 체 으로 스키니 진은 모던/쉬크 이미지로 

스타일링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었지만, 서울 거주자

는 섹시한 이미지, 경기도 거주자는 모던/쉬크한 이

미지로 연출된 것을 선호하여 거주별 차이를 보 다. 
일반 일자형의 바지는 인구통계  변인과 무 하

고, 크롭 진의 경우는 결혼 여부와 유의한 연 성이 

있었으며, 미혼은 성 /스포티  이미지, 기혼은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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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미지로 스타일링 된 것을 선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진 웨어가 본래 가졌던 캐쥬얼 이

미지를 벗어나 고 스럽고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함

께 착장됨으로써 고 화, 여성화 되어가는 진 웨어의 

이미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진 

랜드들이 상품 기획과 고, 홍보 기획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감성을 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 선호하는 

진 바지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 세분

화를 통한 상품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 층과 미혼 여성의 경우 트 드에 민감하고 패션 

트 드를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에 감안

해야 할 것이며, 기혼 여성의 경우 편안함과 실용성

을 더욱 시한다는 을 반 하여 상품 기획의 방향

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한 진 바지 스타일링 시 체 인 이미지를 높

게 고려하는 만큼 스타일링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 연

출이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런 

을 반 하여 연령 별 소비자가 원하는 이미지에 

한 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 바지 

디자인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 한 달라진다는 

에서 디자인과 소비자 타켓에 따른 세분화된 마  

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진 바지를 스타일리

쉬하게 입는 것에 소비자의 심이 많은 편이므로 진 

랜드들은 세분화된 타겟 소비자의 요구를 반 한 

디자인 출시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다

양한 이미지의 매장 디스 이나 화보, 고를 개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장내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소비자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링을 제시

한다면 소비자를 유인하여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20～30  여성을 상으로 사진 촬

과 설문지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근하여 소비자

들의 재 스트릿 패션의 양상을 고찰할 수 있었고, 
특히 이를 기 된 설문지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디자

인 선호도와 스타일링 선호도를 찰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진 바지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던 과 스타일링의 선호도를 통하여 진 랜드

의 코디 상품으로 추가해야 하는 상품이 무언지에 

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본다.
스타일링에 한 사진 자극물이 다른 요인을 배제

하기 하여 표 체형의 모델을 사용하 으나, 향후 

여러 가지 체형별로 각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

일링을 제시해보는 것도 매우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

각한다. 한 모델의 얼굴을 제거하거나 자세를 동일

시하지 못하여 통제가 부족했다는 에서는 연구의 

제한 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방법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심도 있는 연

구를 진행하기를 제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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