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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ppearance-relative behaviors of adolescent female consumers on their
awareness of heath harmfulness and skinny jeans purchasing behaviors and identifies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wear-
ing satisfaction of skinny jeans.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students and 386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a reliability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From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on appearance-related behaviors and clothing benefits
of skinny jeans for female adolescents, each of the variance assessments clearly showed factorial structures. 2)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influences of appearance-relative behaviors on the clothing benefits of skinny jeans, respondents who
paid more attention to their appearance tended to consider hygiene and activity comfort less important. In addition,
respondents who had higher fashion concerns tended to consider aesthetic, practicability, desired trend, and activity com-
fort more important. 3) Respondents who had higher fashion concerns and considered activity comfort more important
among skinny jeans benefits showed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hen wearing skinny jeans. However, respondents who
thought aesthetic and health hygiene more important when buying skinny jeans showed a lower level of satisfaction when
wearing skinny jeans. Female adolescents showed less satisfaction when wearing skinny jeans, as they perceived harm-
fulness about skinny jeans more.

Key words: adolescents(청소년), appearance-relative behaviors(외모관련행동), awareness of health harmfulness(건
강유해성),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의복구매행동), clothing restraint(구속의복), skinny jeans(스키니 진)

1. 서 론

현대사회로 오면서 의복의 기능은 인류 초기의 신체를 보호

해 주는 역할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표출하며 개인화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역할로 변모하였다. 인간의 행동과 심리

에 미치는 의복의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나, 청소년

기에는 그 영향이 특히 더 크다(Horn & Gurel, 1981; Kim,

2007).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치면

서 사춘기 호르몬 분비로 이차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성

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외모로 비교평가하고 의상이나 몸치장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Hurlock, 1976).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청

소년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의복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

고자 하며 다양하게 욕구를 표출하며 의복문화의 주체가 되었

다. 이와 같이, 환경과 영양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성장이 빠르

게 이루지면서 청소년들의 의복선택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

고 있다. 

최근 사회전반에 확산된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청소년들은 대

중매체에서 보이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자신의 체형, 패션, 전체

적인 외모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과 자신을 비교해서 차이가 적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차이

가 크면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아무 생각 없

이 TV 속 스타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상적인 외모만을 추구하

다가 자신의 체형을 보정하거나 유행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신

체에 맞지 않고 몸에 꼭 조이는 의복을 착용하여 건강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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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Shin, 2006). 신체를 압박하는

의복의 종류를 ‘구속성 의복’ 혹은 ‘압박의류’라고도 하며 여성

의 브래지어, 거들 등의 화운데이션류의 체형보정 속옷뿐만 아

니라 겉옷 중에서도 신체를 압박하는 의복이 이에 속한다(Shim

& Choi, 1994). 최근 구속성 의복의 겉옷 중 하나인 스키니

진(Skinny Jeans)은 성인 뿐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Wearing skinny jeans”, 2011).

그러나 스키니 진은 의복에 여유분이 거의 없어 혈액순환 장해

와 하복부에 압력을 가해 소화불량, 변비,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야기해 여성의 건강에 장해가 될 수 있다(Na & Lee, 2010). 이

러한 구속성 의복은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신체를 압박하

여 성장을 저해하고 올바른 체형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속성 의복 착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속성 의복에 대한 연구들

은 진행되고 있으나(Na & Lee, 20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구속성

의복, 특히 스키니 진 구매행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의복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변인으로 외모관련행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007년도 기술·가정 개정 교육과정에

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교육내용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복선택과 착용’ 단원에서

의복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족하

게 편성되어 청소년들의 의복선택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중요

성이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구속성 의

복 착용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는

지, 건강유해성 지각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최종목적은 여자 청소년 소비자들의 외모관련행동, 스키니

진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지각정도 및 의복구매행동 분석을 통

하여 청소년의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를 대상으로 한 스키니 진 제품 생산과 판매전략 수립시 고려

해야할 사항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구속성 의복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청소년들의 발육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한 의생활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란 아동기

가 끝나는 약 12세부터 23,4세까지로,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약 10년간을 포함하는 시기지만 통상적으로 13-18세의 중

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 일컫는다(Kim & Rhee, 2001). 청소년

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

화와 독립성의 확보, 적절한 성적(性的) 적응, 친구관계의 협조

와 동일시, 직업의 선택 및 도덕관의 체득 등 자아주체성을 형

성하게 되므로 인간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며, 개인의

사회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사회참여에 필요한 가치,

태도, 기능을 개발해 나가게 된다(Chung, 2003). 청소년 소비자

는 소비자 발달단계에서 연령이나 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분류

된 유형의 하나로 그들만의 생활양식과 소비 특성을 갖는 10대

소비자이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여자 중고등학생 청

소년들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외모관련행동, 구속성

의복 및 의복으로 인한 건강유해성에 대한 지각, 의복구매행동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외모관련행동

현대인들은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

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

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외모관리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

다. 외모란 다차원적으로 정의되며 사람의 외모를 구성하는 다

양한 요소로 신체적 특성, 체격, 체중, 얼굴 모습, 의복과 액세

서리, 화장, 건강상태, 체취 등을 포함한다(Chung, 2003; Kim

et al., 2006).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모습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는 관계없이 미에 대한 이상형을 규정하고 이상형과 자신의 모

습을 비교하면서 외모꾸미기에 노력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외

모에 대한 만족은 또래와의 비교 혹은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이

상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Jang & Song,

2004), 청소년들이 갖는 자기외모에 대한 평가는 많이 접하는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기존 사회적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Richards et al., 1990).

청소년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

적이고 사실적인 의복과 외모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복과 외모에 대한 흥미가 높다(Ryan,

1966). 청소년기에는 가치관과 자아가 불확실하며 자신을 매력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외모나 의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를 두며 이에 외모, 체형, 패션, 헤

어, 장신구 등에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Lee(2003)의 연구에

서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을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

체수정요구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

수정요구도가 높고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청소년들은 보

통 동료집단에 동조하고 집단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을 피하려

고 하며, 이를 위한 동조 수단 중 하나로 의복이나 매력적인

외모를 사용하여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하고 집단에 소속

되려고 노력한다(Kim, 2001).

청소년들은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 위하여 외모, 체중, 의

복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외모를 유지하

고자 한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에

관한 연구로 외모관심, 의복관심, 유행관심, 피부 및 헤어관리,

몸매·체중관리 등을 진행하여 왔다(Hong, 2002; Song, 2011).

그러나 앞서 외모에 대한 정의를 고찰한 바와 같이, 외모에는

외모관심, 의복, 체형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이 포함되며, 최근

소비트렌드인 웰빙을 추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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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또한 외모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강미인’

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외모관리를 위해 의복

과 체형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모, 체형, 의복에 대한 관심과 더

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추가하여 좀 더 포괄적인 외모관련행

동을 조사하고자 한다. 

2.2. 구속성 의복과 건강유해성 지각

구속성 의복은 우리의 신체를 압박하여 동작의 자유를 제한

하는 의복으로 브래지어, 거들 등 몸매를 보정하는 화운데이션

류를 말한다. 이밖에 몸을 꼭 조이는 티셔츠, 스키니 진, 골반바

지, 레깅스 등의 의류품목과 넥타이, 벨트 등 지나치게 몸을 타

이트하게 조이는 액세서리도 구속성 의복에 포함된다. 체형보정

속옷과 같은 구속성 의복은 일상생활 중에 착용하게 되면 체지

방, 체중감소, 체형 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비만여성

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Kim & Song, 2010). 그러나 Shim

and Choi(1991)의 연구에 의하면, 인체의 생리적 측면에서 의복

이 인체에 가하는 구속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부온도가 현저

히 저하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는 구속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는 상반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인체의 구속

에 대한 영향의 심각성이 상실되어져 버릴 우려가 있어 연구자

들은 구속성 의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비율의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타이트한 옷

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건강관리협회(Lee, 2010)는 지나치게 몸

을 조이는 옷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인체에 여

유분이 없는 청바지와 같은 슬랙스 착용시, 하지부가 받는 구

속압은 근육피로와 혈류순환장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

으며 장시간 착용 시 인체에 구속을 가해 근육의 피로 증가와

순환장해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Shim & Choi, 1994). 이와

같이 구속성 의복은 몸매를 보정하여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입기 시작하였지만 심미성, 유행성 등을 지나치게 따르다 보니

인체를 지나치게 압박하여 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고 건강에 해

를 미칠 수 있다. 

구속성 의복의 하나인 스키니 진은 2005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착용되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스키니(skinny)란 단

어의 유래는 ‘스킨(skin)’으로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는다는

의미이며 스키니 진은 몸매가 드러나게 몸에 타이트하게 피트

되는 청바지이다(Yoon, 2007). 청소년들은 날씬함을 미의식의

기준으로 여기고 매우 마른 체형을 여자의 이상형으로 선호하

며 남녀의 이상적인 신체상을 비교해볼 때 남자보다 여자의 신

체에 대해 훨씬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선호한다

(Lee, 2000). 이러한 이유로 여자 청소년들은 날씬하면서 건강

한 체형을 넘어서 마른 신체이미지를 위해 몸에 꽉 끼는 의복

을 장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

다.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성인보다 인체에 더 심

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성 의복 착용에 대한

청소년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구속

성 의복 착용시 건강유해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이러한 건강유해성 지각 정도와 외모관련행동, 스

키니 진 구매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

다.

2.3. 의복구매행동: 의복추구혜택과 착용만족도

의복구매행동이란 소비자가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과 개인

적 욕구 등의 동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류제품을 지각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제품을 평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 구

매 후 행동을 하는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육

체적 행동 과정을 의미한다(Lim, 1992). 의복구매행동과 관련

된 변수들에는 구매동기, 정보탐색, 선호정보원유형, 제품평가속

성 및 제품추구혜택, 점포선택, 구매시기, 구매빈도, 구매가격,

의복 불만족 요인과 같은 구매 후 행동 등이 있다(Ju & Chung,

1999; Shon & Park, 2001; Kim, 2005). 본 연구에서는 스키니

진 의복구매행동의 중요변수로, 의복추구혜택과 착용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의복추구혜택은 의복을 선택할 때 추구하는 혜택(benefit)으

로, 혜택이란 특정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와 욕구로서 제품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관적 보상이나 긍정적 결과를 말한다(Park, 2001). Chung

(2003)은 남녀 고등학생 대상으로 의복추구혜택을 조사하였으

며 심미성, 유행성, 유명상표 추구, 경제성의 네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 청소년들의 의복추구혜택을 조사한 결과, 유행성에 대

한 추구혜택은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예능계, 상업계, 인문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Bae, 1994), 대중매체에 민감한 청소

년들은 의복 구매시 유행성에 대한 추구혜택을 중요시 생각하

고 있었다(Seong, 1997). 자아존중감은 심미성과 높은 상관관

계가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심미성에 대

한 추구혜택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Han, 2002),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거나 수입이 많은 청소년 집단이 심미성을 중요시 여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1994). 한편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키니 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조사한 결과, 심

미성과 착용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weo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스키니 진

구매 시 스키니 진 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의복추구혜택인 심미성, 유행성, 실용성과 함께 스키니

진이라는 구속성 의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성과 건강위생성

을 추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 사용한 후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

하게 된다. 만족과 불만족은 차기의 구매의사결정에, 혹은 사용

자의 구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Lee et al., 2010). 따라서 의복구매결정에 있어서 의복

의 착용 후 만족도는 의복구매행동의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여

대생들의 스키니 진 착용만족감을 조사한 Na and Lee(20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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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스키니 착용하였을 때 보행과 착탈의 시, 장시간 착용

하고 앉아 있을 경우 느끼는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키니 진과 같은 구속성 의복은 장시간 착용시 불

편함이 증가되고, 이는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착

용시 만족감이 높아야 제품선호도가 향상될 것이다. 특히 성장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의복

착용을 통한 만족도 향상은 어느 연령대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스키니 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착용자로 하여금 심

리적 만족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스키니 진을 착용할 때 활동하

거나 입고 벗을 때, 장시간 착용시 느끼는 불만족과 만족의 정

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스키니 진 착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의

건강유해성 지각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구

매 시 고려하는 의복추구혜택과 착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여자 청소년들의 스키니 진에 대한 의복추구혜택

및 건강유해성 지각이 착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hung(2003),

Jhun(2003), Kim(2010), Maeng(200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유해성 지각에

관한 문항은 스키니 진과 같은 구속의복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

향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Na and

Lee(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8문항을 사용하였다. 스키니 진 구매시 고려하는 의

복추구혜택에 관한 문항은 Zhang(2011), Kweon et al.(2010),

Park(2001)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스키니 진의 착용만족도 문

항은 Kim(2003), Na and Lee(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외모관련행동, 스키니 진의

건강 유해성 지각, 스키니 진 구매시 의복추구혜택 및 착용만

족도의 응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외모관련행

동, 건강유해성 지각, 의복추구혜택, 착용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11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경기

도 분당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8월 15

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분당 소재 중·고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여자 중학생 205명과 여자 고등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배부하

고 수거하였다. 총 410부 설문지 중 40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386부(중학생 188부,

고등학생 19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

법으로는 첫째, 외모관련행동, 스키니 진 구매시 의복추구혜택을

요인분석을 하여 차원을 밝히고,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 확인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다음, 여

자 중·고등학생의 외모관련행동과 건강유해성 지각정도, 스키

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 및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외모

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착용시 건강유해성 지각정도와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 및 착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유해성 지

각과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이 스키니 진 착용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관련변인의 하위차원 규명

4.1.1.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의 하위차원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8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문항의 내용 검토 후 요

인과 문항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한 문항을

제거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Table 1). 요인화한 범주

내에서 각 속성들 사이에 상호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서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측정변인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64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였다(Hair et al., 1998).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은 총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

며 각 요인은 포함된 속성의 의미를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요

인 1은 사람들과 유행하는 옷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유행하

는 옷 및 패션제품 코디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패션잡지를 즐

겨본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패션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체중변화에 민감, 비만에 대한 우려, 체형유지를 위한 다이

어트 경험과 관련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체형관심’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외모로 눈에 뛰고 싶어 하며 외모 가

꾸기에 노력하고 본인의 차림새에 민감하다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외모관심’으로, 요인 4는 건강을 위해 식사에 신경 쓰고 정

기적인 운동 및 충분한 수면을 하며 친환경제품 사용과 같은

문항으로 ‘건강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청

소년들은 건강 또한 외모관련행동 중 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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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패션관심은 고유치 5.44로 전체분산의 32%를 설명하는

차원으로,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 중 의복에 대한 관심이 가

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여자 청소년들의 스키니 진 구매 시 추구혜택의 하위

차원

스키니 진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16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2), 총 5개

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가

0.65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요

인은 포함된 속성의 의미를 고려하여 명명하였으며, 요인 1은

통기성 및 땀 흡수 우수성과 피부자극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건강 위생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스키니 진

착용으로 인해 날씬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며 체형을 커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항으로 ‘심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

Table 1. Factor analyses for female adolescents' appearance-relative behavior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concerns

I like to talk about fashionable clothes with others. 0.84

5.44 32.00 0.86

I am interested in trendy clothing. 0.81

I try to coordinate fashion styles with my clothes. 0.77

I enjoy reading fashion magazines. 0.72

I try to express my personality. 0.67

Body shape

concerns

I am sensitive to weight changes. 0.79

2.05 12.05 0.81
I am concerned about being overweight. 0.79

I have tried to lose weight to keep in good physical shape. 0.77

I pay attention to others' words about weights. 0.77

Appearance 

concerns

I like to attract others' attention with my good appearance. 0.81

1.81 10.64 0.81
I am interested in my appearance. 0.77

I try to take care of my appearance. 0.74

I am concerned about how I appear to others. 0.56

Health

concerns

I pay attention to what I eat for good health. 0.75

1.24 7.28 0.64
For good health, I try to exercise regularly. 0.72

I use eco-friendly goods for my health. 0.65

I try to have enough sleep for good health. 0.64

Table 2. Factor analyses for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nefits of skinny jean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Health 

hygiene

Skinny jeans should have good ventilation. 0.82

4.90 28.83 0.80
Skinny jeans should absorb perspiration well. 0.77

Skinny jeans should not irritate my skin. 0.68

Skinny jeans should not overly tighten my body. 0.53

Aesthetic

Skinny jeans make me look slender. 0.86

2.21 13.48 0.81Skinny jeans make my legs look longer. 0.86

Skinny jeans cover my body shape well. 0.74

Practicability

Skinny jeans are timeless fashion items. 0.77

1.52 8.91 0.70Skinny jeans do not wrinkle easily. 0.72

Skinny jeans are easy to wash and do not get dirty easily. 0.65

Activity

comfort

Skinny jeans are good for activities. 0.85

1.28 7.52 0.72Skinny jeans are comfortable to wear. 0.78

Skinny jeans are easy to wear. 0.60

Trend 

sought

Skinny jeans tend to have famous brand names. 0.78

1.11 6.56 0.65Skinny jeans are flattering fashion items. 0.76

Skinny jeans show styles reflecting fashion trends.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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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은 유행 타지 않으며 구김이 적고 세탁의 용이성에 대한

문항으로 ‘실용성’으로, 요인 4는 입었을 때 활동적이고 착용이

편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활동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으로 요인 5는 유명한 브랜드 제품, 돋보이는 디자인, 유행을

반영한 스타일과 같은 제품의 유행 추구에 대한 내용으로 ‘유

행추구’로 명명하였다. Zhang(2011)은 일반 청바지의 의복중요

속성으로 관리적 속성, 심미적 속성, 상징적 속성을 제시하였으

며, Park and Park(2009)은 일반 청바지 구매시 평가기준으로

심미적 기준, 상표의 명성 및 유행 반영의 내용을 포한한 외재

적 기준, 품질성능적 기능을 제시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

찰한 일반 청바지 구매시 제품의 중요속성들은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에서 심미성, 실용성, 유행추구

의 요인과 내용상 일치하나, 이 세 요인들 외에 스키니 진이

착용시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다는 제품 특성으로 인해 활동성

과 건강위생성이 스키니 진 구매시 의복추구혜택으로 추가 제

시될 수 있음을 밝혔다.

4.2.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의 건강유해

성 지각정도에 미치는 영향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 전반

적인 외모관심(평균=3.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체

형관심(평균=2.98), 패션관심(평균=2.93), 건강관심(평균=2.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키니 진의 건강유해성 지각정도의 전

체 응답을 살펴본 결과(평균=2.68), 5점 척도의 평균인 3점보

다 다소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은 스키니 진과 같은 구속의복이

건강에 미치는 해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구속성 의복이 건

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각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었으

므로 건강에 미치는 의복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교과과정에 부가해야 할 것이다.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의 건강유

해성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3),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

요인들 중에서 체형관심만이 구속성 의복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체형에 대

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속성 의복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지각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행스타일이 몸에 타이트하

게 붙는 의복형태로 전개되면서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학

생일수록 좀 더 신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몸을 구속하는 의복

을 선호하면서도(Cho & Koh, 2001; Chung, 2003), 한편으로

는 이러한 구속성 의복이 자신의 건강에 해를 끼침을 직접 경

험함에 따라 구속성 의복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 대하여 더

많이 지각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겠다. 

4.3.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의복추구혜

택 및 착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자 청소년들의 스키니 진 구매시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전

체 응답 결과, 심미성(평균=3.5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건

강위생성(평균=3.39), 실용성(평균=3.34), 활동성(평균=3.19), 유

행추구(평균=3.0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스키니 진 구

매시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키니

진 추구혜택의 다섯 요인 모두 5점 척도의 3점 이상으로 여자

청소년들은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에 대하여 꼼꼼하게 파

악하여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스키니 진 착용시

만족도(평균=3.35)는 5점 척도의 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스

키니 진을 입었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구매 시 고려하

는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스키니 진 의복추구혜택 중 건강위

생성에 대하여, 건강관심은 정적 영향을, 외모관심은 부(-)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스키니 진 구매시 건강위생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반

면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건강위생성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련행동 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모관심, 체형관심, 패션관심 순으로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외모, 체

형과 패션에 관심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관심, 신체매력 및 체중관심과 같은 신체이

미지 꾸미기에 관심과 노력을 더 많이 할수록 의복을 통해 자

기표현을 추구한다는 선행연구(Nam et al., 2009)의 연구와 일

맥상통하다.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 중 실용성에는 패션관심과 함께

건강관심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패션관심과 건강관

심이 높을수록 구김이 적고 세탁이 쉬우며 유행을 타지 않는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

는 외모관련행동으로는 패션관심, 외모관심(-), 건강관심 순으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effects of female adolescents' appearance-relative behaviors on their awareness of health harmfulness

of skinny jea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Awareness of health harmfulness 

of skinny jeans 

Fashion concerns -0.05 -0.74

0.03 4.43
**

Body shape concerns 0.21 3.86
**

Appearance concerns 0.04 0.70

Health concerns -0.06 -1.13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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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패션과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수록 활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외모 전반에 대

한 관심이 많을수록 활동성은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구매혜택 중 유행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패션관심과 건강관심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과 건강에 대

하여 관심이 많은 여학생일수록 스키니 진 구매혜택 중 유행추

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응답자들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수록 스키니 진 구매 시 건강위생성과 활동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심미성, 실용성, 유행

추구, 활동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외모, 체형, 패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건

강에 관한 관심 역시 의복구매 시 고려하는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에 건강과 관련된 의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할 것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착용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Table 5),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 중 패션관심 변인만

이 스키니 진 착용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고등학생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스키니 진을 착용하였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키니 진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

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건강, 전반적인 외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effects of female adolescents' appearance-relative behaviors on clothing benefits of skinny jea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Health hygiene

Fashion concerns  0.10 1.63

0.09 9.91
***

Body shape concerns  0.03 0.63

Appearance concerns -0.15 -2.28
*

Health concerns  0.28 5.70
***

Aesthetic

Fashion concerns  0.15 2.51
*

0.15 17.41
***

Body shape concerns  0.15 2.82
**

Appearance concerns  0.21 3.51
**

Health concerns  -0.04 -0.90

Practicality

Fashion concerns  0.29 4.79
***

0.10 12.15
***

Body shape concerns 0.05 1.02

Appearance concerns  -0.03 -0.57

Health concerns  0.11 2.30
*

Activity comfort

Fashion concerns  0.31 4.89
***

0.08 9.12
***

Body shape concerns  0.02 0.44

Appearance concerns -0.16 -2.44
*

Health concerns  0.12 2.42
*

Trend sought

Fashion concerns  0.37 6.09
***

0.15 17.60
***

Body shape concerns  0.02 0.29

Appearance concerns -0.02 -0.46

Health concerns  0.13 2.60
*

***
p < 0.001, 

**
p < 0.01, 

*
p< 0.05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effects of female adolescents' appearance-relative behaviors on their satisfaction wearing skinny

jea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Satisfaction wearing skinny jeans

Fashion concerns 0.46  7.72
***

0.18 22.37
***

Body shape concerns -0.04 -0.80

Appearance concerns -0.01 -0.24

Health concerns 0.00  0.07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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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체형 등의 다른 외모관련행동 요인보다 스키니 진 착용시 심

리적 만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4. 여자 청소년의 스키니 진 의복추구혜택 및 건강유해성

지각이 착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자 청소년 소비자들의 스키니 진 구매 시 고려한 의복추

구혜택이 스키니 진의 착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건강위생성, 심미성, 실용성, 활동성, 유행추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스키니 진의 착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 중 심미성, 건강위생성은 스키니 진의 착용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 구매 시 활동성을 추구할수록 착용만족도가 높은 반면 심

미성과 건강위생성을 더 많이 추구하는 여학생일수록 착용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 생활 활동이 많

은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입고 벗기 편하거나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의복혜택을 추구하므로 이에 따라 착용만족

도도 향상됨을 예측할 수 있다. 

스키니 진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착용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유해성에 대한 지각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스키니 진의 착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7), 여자 청소

년들의 스키니 진 착용에 대한 건강유해성 지각 정도가 착용만

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스키니 진 착용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 이미 경험하고 인지하였기 때문에 스키니

진의 착용만족도가 떨어지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따

라서 청소년들의 스키니 진 착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키니 진의 날씬하게 보이고 다리가 길어보이게 하는 의복의

시각적 효과는 유지하되, 스키니 진 착용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패턴 및 스트레치 소재 등을 사용한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이러한 스키니 진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전략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 스키니 진에 대한

건강유해성 지각 및 구매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

고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건강유해성 지각 정도와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 및 착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스키니 진을 착용하였을 때 청소년들

의 착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스키니 진과 같은 구속성 의복의 겉

옷류에 대한 청소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략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구속성 의복이 청소년

건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발

육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패션

관심, 체형관심, 외모관심, 건강관심의 네 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으며 전체적으로 외모관련행동 중 자신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

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건강위생성, 심미성, 실용성, 활동성,

유행추구의 다섯 차원이 추출되었다. 여자 청소년 응답자들은

스키니 진 구매시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 다음 건강

위생성, 실용성, 활동성, 유행추구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미성, 건강위생성, 실용성, 활동성 등

의 구매혜택을 강화한 상품 전략으로 청소년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구속성 의복이 인체에 미치

는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으며, 스키니 진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effects of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nefits of skinny jeans on their satisfaction wearing skinny

jea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Satisfaction wearing skinny jeans 

Health hygiene -0.14  -2.36
*

0.04 4.32
**

Aesthetic -0.20  -3.45
**

Practicality 0.01 0.13

Activity comfort 0.19 3.31
**

Trend sought 0.04 0.72

**
p < 0.01, 

*
p < 0.05

Table 7. Sim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effects of female adolescents' awareness of health harmfulness on their satisfaction wearing skinny

jea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usted R
2

F-value

Satisfaction wearing skinny jeans Awareness of health harmfulness of skinny jeans -0.39 -8.37
***

0.19 45.33
**

***
p < 0.001, 

**
p < 0.01



44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2년

구매시 추구혜택 중에서 건강위생성보다는 심미성을 더 추구한

다는 응답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구속의복을 장시간 착용시

나타나는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적 장애 및 건강에 미치는 악영

향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여자 청소년들의 외

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착용시 건강유해성 지각 정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스키니

진을 입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더 잘 인지하

고 있었다. 또한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의 하위차

원들이 스키니 진 구매시 의복구매혜택과 착용만족도과 같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중요성을 부가하고 열중하게 되어 구체적

으로 의복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이루려는 방향과 기대

가 설정되기 때문에 외모관련행동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주

게 된다(Cho & Koh, 2001).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구매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스키니 진 구

매시 건강위생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반면 외모관심

이 높을수록 건강위생성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모, 체형과 패션에 관심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더 중요하

게 생각하며, 패션관심과 건강관심이 높을수록 실용성을 중요

시 여겼다. 패션과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수록 활동성을 중

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활동성은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패션과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여학생일수록 스키니 진 구매혜택 중 유행추구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았을 때,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수록 스키니 진 구매 시 건강위생성과 활동

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

소비자들은 심미성, 실용성, 유행추구, 활동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에

따라 의복구매혜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청소년 소비자들의 외

모관련행동을 기준으로 한 고객 세분화를 통해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차별적으로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외모관련행동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추

가하여 살펴보았으며 건강관심과 같은 요인이 구속성 의복의

의복구매혜택의 중요 영향변인임을 새로이 밝혔다.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이 스키니 진 착용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스키

니 진을 착용하였을 때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패션관심

이 높은 청소년을 일차적 목표고객으로 하여 제품판매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스키니 진 구매시 추구혜택이 착용시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의복 구매 시 활동성을 추구할

수록 착용만족도가 높은 반면 심미성과 건강위생성을 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여학생일수록 착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여자 청소년들은 스키니 진 착용에 대한 건강유해성에 대

하여 많이 알수록 착용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스키니 진 제품 개발 시, 활동하기 편안

하고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디자인 및 패턴, 그리고 소재 등

을 고안하여 스키니 진 착용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청소년

소비자를 소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서울과 분당 소재의 인문계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의 대표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 진행이 요구된다. 또한 성별,

연령별, 가계소득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의 다른 인구통계적 혹

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과 의복구

매행동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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