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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s a fashion theory frame to forecast future fashion cycles of pants through analyzing

past fashion cycles of pants through a diachronic method. Pants pictures from 1967-2012, post-industri-

alized period of Korea were analyzed. Representative pant styles, fashion cycles of pants and the relation

of pant styles, length and width were identified. The total of 1006 pictures in fashion magazine published

over 46 yea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PASW 1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46 years, representative pant styles were skinny, regular and bell-bottom. The first cycle period was from

1969 to 1992 and lasted 24 years. The second cycle period was from 1993 to 2003 and lasted 11 years. The

third cycle is ongoing as of 2004. Fashion cycles have shown a general trend to be shortened. The relation

between pant styles, length and width revealed related results; in addition, pant length and width changed

significantly in a similar orientation. Fashion marketers can develop successful products using fashion cycle

theory from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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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대

변되는 산업의 발전과 1990년대 이후 ‘신세대’, ‘X세대’

등의 등장으로 소비 시장이 급격히 발달하였는데 매우

짧은 기간에 소비 사회로 이행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

가 중의 하나인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등의 사회 변동을 경험하면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형

태로 소비자의 패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되어왔다(Ko

et al., 2010).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의 소비 생활의 근간

이 되는 패션 생활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 왔는데 빠르

게 변화된 패션 현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는 산업기 전반에 대해 통시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작

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패

션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나 패션 트렌드의 예측은 시장에서의 기회 포착을 의미

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패션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지난 산업기 전반

의 패션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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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우리나라 소비 사회의 근간이 되는 패션 변화 트렌

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예측 방향을 가늠해 보는 연구

는 학문적인 면이나 기업의 마케팅 전략 개발 측면에서

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변

화 추세를 팬츠라는 아이템에 국한해서 주기를 파악해 보

고자 한다. 예측이 어려운 패션 트렌드에 있어 보다 구체

화된 아이템별 변화 경향의 분석은 명확한 예측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에서는 패션 트렌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하

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패션 현상이 사회 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20세기 이후로 패션 트렌드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Kroeber(1919)는 벨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순으로 50년

주기로 주기 변화가 있으나 이러한 주기는 1950년까지

적합하다고 하였다. Rhee(1995)는 20세기의 유행의 역사

는 10년을 주기로 엘레강스와 젊음이 반복되어 나타난

다고 하고 20년 주기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젊은이

들은 성장하면서 보아온 스타일에 대해 덜 새롭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고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의 시차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비슷하게 Sproles

and Burns(1994)도 새로운 유행은 적어도 25년이 지나야

다시 새롭고 멋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Geo-

rge(n.d.)는 헴라인 지수(hemline index) 이론을 제시하여

불황기-긴 스커트, 호황기-미니스커트의 주기 유행 이론

을 경제 변동 상관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상

의 주기 이론들을 토대로 패션 산업계에서는 미래의 패

션 스타일들을 예측하고 있다.

잡지는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도구

로서 그 시대의 소비 문화와 시장의 요구를 가장 잘 반

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 비해 기록성과 보관성이

뛰어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Jeong & Park, 1995). 잡지의 이러한 명확한

기록성을 전제로 패션 스타일을 분석해 본다면 신뢰할

만한 통시적 분석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대 산업화 시기인 1967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여성 잡

지를 대상으로 시대별 팬츠 스타일, 폭, 길이에 있어 어

떠한 변화의 트렌드가 있었는지 그 주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팬츠 스타일 트렌드 주기에

따른 미래 추세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변

화하는 패션 주기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국내 패션 업체가 소비자 선호 변화 방향에 맞게 성공적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화 이후 대표적 잡지인 여성 동아와

여성 중앙을 중심으로 196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잡지

를 통해 직접 화보를 활용하여 팬츠 스타일의 주기 변

화를 분석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해온 우리나라의 패

션 스타일의 변화 추세를 화보 사진과 함께 생생히 기

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트렌드

인간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것에 자극 받기 쉽

고, 또한 이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

용되어 급속한 사회적 동조 현상을 불러일으킬 때 이를

패션, 혹은 유행(fashion)이라 할 수 있다. 유행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사회적 동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에 새로운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된다(Ko &

Kim, 2009). 또한, 패션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스타일이나 시장에

서 판매되고 있는 구체적인 제품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패션은 사회적 동조 과정(Social conformity process)을 포

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Damhorst et

al., 2006).

패션 현상을 설명할 때 패션과 함께 항상 같이 주요

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트렌드다.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

는 경향, 변동, 추세를 말하며,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

에 걸친 성장정체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

으로 경제 분석에서 쓰이는 특수 용어라 할 수 있다(Doo-

san encyclopedia, 2013). 패션 용어로서 트렌드는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다음에

오는 패션의 경향’을 말한다 할 수 있겠다.

패션에서 트렌드 주기가 중시되는 이유는 인간의 복

식과 복식행동이 사회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

이 변해왔고 복식은 일종의 상징으로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 앞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파악

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Ko &

Kim, 2009). 패션 시스템의 리테일 바이어와 패션 디자

이너가 상품 구성에 제한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어떤 스

타일이 유행이 되는 것은 소비자의 결정이다. 패션 잡지

들이 매 시즌마다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추려 소개하는

패션 ‘제안’은 상당수의 소비자가 그 새로운 룩(look)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션, 유행이 될 수 없다. 많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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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스타일이 확산, 전파되는 과정, 개인들의 상호

작용, 길에서 타인을 관찰, 매스미디어, 매장의 디스플레

이를 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Kean, 1997). 혁

신 소비자(Innovative consumer)가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

하고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s)가 혁신적인 스타일 중

선택하고 더 많은 대중들에게 그 스타일을 선보이게 되

고 추종자들(followers)이 적합한 스타일을 골라 추종하

고 널리 받아들여 유행이 된다. 또한 혁신자들은 더 새롭

고 도전적인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전의 유행이 쇠퇴하

면서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는 반복적인 유행의 생성 소

멸과정을 겪게 된다(Sproles & Burns, 1994).

유행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된 내용은

유행의 대상인 제품 특성에 관한 것, 채택을 통하여 유

행을 결정짓는 소비자 특성에 관한 것, 유행 스타일과

소비 형태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것, 그리고 확산 현상에 관한 것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품과 사회 환경 영향 요인

에 의한 패션 변화 트렌드 주기를 함께 살피고자 하였

다. 46년 간 통시적으로 잡지에서 보여지는 상품 스타

일의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정 스타일의

주기를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며 이 결과

를 통해 앞으로 진행해가는 주기에 맞춘 패션 상품 개

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패션 트렌드 영향 요인

Hamilton(1997)은 유행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으로서 개인적인 채택, 사회적 집단의 영향력, 패션 산

업의 영향력, 트렌드에 미치는 문화적 힘의 4가지 요인

을 제시하였다. Hamilton(1997)의 이론에 맞추어 패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로서 패션

의 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는 기술의

진보, 개인의 표현을 장려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

(Sproles & Burns, 1994)이 패션 변화에 우호적이며 전

통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개인의 표현보다는 집단, 부족

의 소속감과 역할을 나타내는 전통복식이 중요하며 패

션에 의해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다. 젊은이의 실험

정신과 정체성 추구는 빠른 패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Horn & Gurel, 1981), 재량 소득(가처분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패션 변화

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Kean(1997)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비용, 생산성, 정

부의 수입 쿼터, 무엇이 팔릴지에 대한 직감 등에 기초

를 둔 패션 산업에 의해 크게 제한되며 칼라, 소재, 스

타일 디테일은 원단 제조자, 디자인 회사, 생산자, 소매

상인 등 많은 채널의 사람들이 서로 교환하는 정보에 의

해 결정하는데 이런 패션 시스템은 될 수 있는 대로 복잡

성을 막고 심플하게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패션 시스템이 제시하는 칼라 트렌드에 의해 유행

칼라가 제시되고 유행 칼라의 제품만 생산되기도 하며

리테일 바이어는 직접 디자이너에게 스타일 수정을 요

구하게 된다고 한다.

Sproles(1985)는 개인의 독특한 취향은 새로운 스타일

의 채택에 영향을 끼치며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라이

프 스타일, 개인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영향

을 미치며, Kaiser et al.(1995)는 심리적 동요, 주저를 느

끼는 양면성(Ambivalence) 이론을 제시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동요, 주저, 너무 어리거나 성숙

하거나, 너무 포멀(formal)하거나 캐주얼하거나, 너무 똑

바르거나 규범에 벗어나거나 등의 차원에서의 양면적

현상을 제시하고 수많은 스타일 중에 어떤 것을 고를까

를 결정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상 패션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요인들과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패션 트렌드 주기는 이러한 다

차원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

어 있어 패션 주기에 있어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 비해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민 소득

의 증대,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의 진전 등 많은 영향 요

인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패션

트렌드 주기의 가속화를 예상할 수 있다.

3. 패션 주기 이론

유행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사회 환경에 적합하고, 소

비자 요구를 반영할 때 혁신으로 성공하고, 대중 유행으

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유행 스타일 분석은 의복 자체

에 실물, 사진, 그림 등을 통하여 계측하고 분석함으로

써 이루어지는데 패션 현상이 사회 내의 관심을 받기 시

작한 20세기 이후로 패션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이 제시되고 있다.

Kroeber(1919)는 벨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순으로 50년 주기로 주기 변화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러한 주기는 17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잘 맞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같

은 현상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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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1995)에 따르면, 20세기의 유행의 역사는 10년을

주기로 엘레강스-곡선과 젊음-직선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고 한다. 1910년대에는 여성적이고 곡선적인 엘레강스

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1920년대에는 직선

적이고 젊음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1930년

대에는 엘레강스를, 1940년대에는 젊음을 강조하는 직선

적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하는 엘레

강스-곡선과 젊음-직선의 반복은 계속 이어져 1950년대

는 엘레강스, 1960년대는 젊음, 1970년대는 복고풍의 엘

레강스로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부터 패션의 다양화

현상이 강해지고 유행 변화 속도가 빨라져 이전과 같은

규칙성은 약해졌으나 1980년대 말에는 젊음을 강조하는

미니스커트가 재출현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긴 주름치

마, 긴 타이트 스커트 등 엘레강스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이 성

장하면서 보아온 스타일이 비록 그들이 직접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롭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고 새로

운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의 시차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비슷하게 Sproles and Burns(1994)는 새

로운 유행은 적어도 25년이 지나야 다시 새롭고 ‘멋진

(cool)’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George(n.d.)는 헴라인 지수 이론을 발표하고 불황기-

긴 스커트, 호황기-미니스커트의 주기 유행 이론을 제시

하였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여성들이 실크 스타킹을 보

여주려고 스커트를 짧게 입지만 경기가 나쁘면 스타킹

을 살 돈이 부족해 긴 치마가 유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에 완벽히 적용되긴 어렵지만 경기 변동의 상관 관

계를 보여주는 지표인 헴라인 지수가 높아질수록 치마

길이는 더 짧아지고 현재까지도 타당한 이론으로 언급

되고 있는데, 영국의 언론 Daily-Mail(“The hemline eco-

nomy”, 2012)은 “영국 쇼핑가에선 ‘더블딥 침체’를 반

영하듯 1929년 대공항 이후 가장 긴 스커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도 George(n.d.)의

이론을 활용하여 패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Greenwood and Murphy(1979)는 변화의 주기성은 실

루엣뿐 아니라 디테일의 형태, 선의 종류, 색채, 재질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전

반적 주기 이론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품목의 트

렌드 변화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 Rhee(1995)는 재킷

의 패션 트렌드 변화에 있어 스타일, 폭(fit), 길이, 라펠

의 폭이 상호 관련되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하였다. 유

행의 전반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한 품목 내에서 상호

연관된 부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

상인 팬츠의 경우 스타일, 길이, 폭과의 상호 관련된 트

렌드 변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팬츠의 주요한 트

렌드 주기의 변화와 함께 각 부분별 관련성도 함께 검증

해 보고자 한다. 또한, Young(1937)은 여성복의 스타일

변화를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

도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대별 팬츠

스타일의 유형을 수치로 변경하여 상호 관련성을 통계

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67년 한국의 산업화 이후 잡지에 나타난

팬츠 스타일을 분석하여 팬츠의 통시적 접근을 통해 트

렌드 분석을 함으로써 미래 패션 주기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패션 기업의 상품 기획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고 예측 가능한 상품 기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패션 주

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팬츠 스타일을 대상으로 하

여 분석하였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의 산업화 이후 시대별 대표 팬츠 스

타일 유형을 분석한다.

한국의 산업화 이후 팬츠 스타일의 시대별 대표 스타

일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1967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잡지를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타일

유형을 조사하고 대표 스타일 유형을 추출하여 제시하

였다. 여기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 연구문제인 팬츠 스

타일 트렌드 주기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연구문제 2. 한국의 산업화 이후 여성 잡지에 나타난

팬츠 스타일의 시대별 트렌드 주기를 분

석하고 패션 주기 이론을 재정립한다.

한국의 산업화 이후(1967~2012년) 우리나라 여성 잡지

에 나타난 팬츠 스타일의 시대별 트렌드 주기를 분석하

고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된 주기

를 확인하고 패션 주기 이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Rhee

(1995)는 50년의 패션 주기를 보고했던 Kroeber(1919)의

연구를 지적하며, 벨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

루엣의 순으로 50년 주기로 주기 변화가 있다고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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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러한 주기는 17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잘

맞았고 그 이후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같은 현

상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0년대에 Rhee(1995)

와 Sproles and Burns(1994)는 각각 20년 주기 이론과 25년

주기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다시 20년이 흐른 지금 전반

적으로 패션 트렌드 주기의 가속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 주기 이론을 검증하고 재구성

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문제 3. 팬츠 스타일의 트렌드 변화에 있어 각

부분의 상호 관련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3-1. 팬츠 스타일과 길이의 관련성을 밝힌

다.

연구문제 3-2. 팬츠 스타일과 폭의 관련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3-3. 팬츠의 폭과 길이의 관련성을 밝힌다.

Rhee(1995)는 재킷의 패션 트렌드 변화에 있어 스타

일, 폭, 길이, 라펠의 폭이 상호 관련되어 주기적으로 변

화한다 하여 한 품목 내에서 상호 연관된 변화의 방향

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팬츠

의 경우 스타일, 길이, 폭과의 상호 관련된 트렌드 변화

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팬츠의 주요한 트렌드 주기의

변화와 함께 각 부분별 관련성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했던 Young(1937)이 여성복의 스타

일 변화를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분석하려

고 시도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대별 팬츠

스타일의 유형을 수치로 변경하여 상호 관련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표본 선정

본 연구는 Greenwood and Murphy(1979)의 유행의 주

기성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단

계는 3단계로 제시되었는데 첫째, 분석대상을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선정하고, 자료로부터 분

석대상을 표집하며 선정된 자료가 과연 그 당시의 의복

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표본으로부터 매 해의 대표적인 의복의 형태를 규

명하고 형태를 분석하여 특징을 찾아낸다. 셋째, 특징적

으로 변화한 의복의 부위를 선정하여 이들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주기성을 밝혀낸다. 변화의 주기

성은 실루엣뿐 아니라 디테일의 형태, 선의 종류, 색채,

재질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는 여성 잡지 광고 및 패션 화보 컨텐츠(con-

tents)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Greenwood and Mur-

phy(1979)의 연구단계에 따라 당시의 의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많은 독자를 갖고 가장 대중적인 트렌드를 반영

하는 잡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잡지 선정에 있어 통

시적으로 패션 트렌드 주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잡지를 발간한 여성 동

아(Women's Dong-A, 1967-2012)와 여성 중앙(Women's

Choong-Ang, 1970-1994, 1997-2012)을 분석대상으로 최

종 선정하였다. 여성 동아와 여성 중앙을 선정한 까닭은

1960년대 이후 발간하고 있는 중요한 사적 자료로 지속

적으로 발행되어 큰 트렌드의 변화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고, 1960년대에 원색 화보 면을 대폭 증면하여 잡

지의 대형화가 촉진되는 시점에 발간되어, ‘읽는 잡지’

에서 ‘보는 잡지’로의 변화를 보여 주며 다양한 사진 자

료를 제공하여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성 동아

는 1967년 10월 동아일보사에서 창간한 여성 잡지로, 발

행 형태는 월간이며, 20 · 30대의 젊은 주부에서 50 · 60대

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을 독자층으

로 삼는다. 여성 중앙은 1970년 1월 중앙일보사에서 창

간한 여성잡지로, 발행 형태는 월간이며, 창간 이후 중앙

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하다가, 1995년 3월 폐간한 뒤,

1997년 중앙 M＆B가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면서 복간해

2001년 현재까지 계속 발행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종합

잡지이다(Doosan encyclopedia, 2013).

분석기간은 1967~2012년까지의 기간으로 총 46년 동

안 발행된 잡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단위는 매년 10월

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0월을 기준으로 설정

한 이유는 더워 바지가 짧아진다거나 추위에 겹쳐 입는

등의 계절적인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시기인 봄, 가을 중

패션 생산 및 유통의 기준이 되는 F/W(fall/winter) 시즌 중

가을 시기인 9월, 10월, 11월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10월

이 적합하다 판단되었고 매년 동일한 분석조건을 제공

하기 위해 매년 10월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측정

하였다. 표본 추출은 각 시대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분

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 표집 방법을 이

용하였는데, 10월 자료가 있는 경우 그대로 활용하였고

자료가 보존이 잘 되지 못했거나 소실되었을 경우 9월,

11월 자료를 추가하였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전체 년도

발행호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 중앙이 출간

되기 이전인 1967년, 1968년, 1969년과 여성 중앙이 일시

폐간되었던 1995년, 1996년 2년 간은 여성 동아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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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분석하였다. 총 46년 간의 자료로 1006편의 분석

대상물이 포함되었다.

3. 분석절차

시대에 따라 여성 잡지에 나타난 팬츠 스타일, 팬츠

길이, 팬츠 폭의 3가지를 분석하였다. 표본에 대한 분석

에는 3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3명의 전문 코더들

은 실제 분석에 앞서 분석유목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뒤 수집된 사진들을 판단분석 기준표에 의

해 코딩하였다. Greenwood and Murphy(1979)가 제시하

였던 유행의 주기성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에 따라 선정

된 자료가 과연 그 당시의 의복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하고 특징적으로 변화한 의복의 부

위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주기성을 밝혀내야 함에 따라

특정 의복 부위는 팬츠만을 대상으로 고려하였고 그 당

시의 의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타당성 분석이 되게 하기

위해 3명의 코더들이 판단분석 기준표에 따라 분석하였

다.

판단분석 기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팬

츠 스타일 중 분석대상 팬츠 선정을 위해 다양한 팬츠

길이 중 롱 팬츠만을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팬츠 길이

의 분석은 발목 길이의 10부를 중심으로 상향, 하향을

8부, 12부까지만 구체적으로 길이를 평가하였는데, 전

체 다리 길이를 10부로 보고 무릎에서 발목까지를 5부

로 고려하여 그 비율로 바지 길이를 분석하였다. 팬츠의

폭의 평가를 위해서는 무릎 선에서 직각으로 떨어지는

레귤러 팬츠를 기준으로 밑단이 밖으로 펼쳐지는 형태

이면 벨보텀 팬츠로, 안으로 줄어드는 형태이면 스키니

팬츠로 분석하였고 레귤러 팬츠를 중심으로 팬츠 밑단

에서 펼쳐지거나 오므러진 정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

으로 점수 부여는 길이는 8부(1점), 9부(1.5점), 10부(2점),

11부(2.5점), 12부(3점)으로, 폭은 레귤러를 2점으로 하

고 폭 넓이에 따라 각각 두 단계로 나누어 1점, 1.5점, 2점,

2.5점, 3점으로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매년 대표적인 스타일의 평가는 분석대상

기준에 맞는 화보를 수집하고 그 해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는 스타일을 평가하여 대표 스타일들을 선정하였다.

이 때 기사 자료의 언급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패션 기사

의 특성 상 유행 선도적인 경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스키니가 유행이라고 해도 실제 화보

자료에는 벨보텀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일치성

이 떨어져 순수하게 화보 자료만을 활용하여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코더들은 각자 사전 분석을 해

본 후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진 자료에 대해 분류 기준

을 논의를 하여 3명의 코더 간의 해석에 다른 차이를 줄

이고자 노력하였다. 코딩자 간의 신뢰도(interjudge relia-

bility)는 일치 코딩수를 총 코딩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93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3명의 코더 간의 합의를 통해 평가

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PASW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팬츠 스타일, 팬츠 길이, 팬츠 폭의 3가지를 각

각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분포표를 제시하였고, 팬

츠 스타일과 팬츠 길이, 팬츠 폭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일원분산분석(ANOVA)과 다중비교분석으로 분

석하였으며, 팬츠 길이, 팬츠 폭을 관련성은 상관 분석

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시대별 팬츠 스타일 분석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문제인 시대별 팬츠 스타일 주

기 분석을 위해 먼저 각 연도 대표적 부각 팬츠 스타일

을 분석하여 <Table 1>에 연도별 부각 스타일 비중(%)과

스타일 유형을 제시하였고, 시대별 대표적 스타일 예시

를 <Fig. 1>에 제시하였다. 대표적 스타일은 잡지에서 추

출한 팬츠 스타일 중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들에게 입혀졌다고 판단되

는 이미지를 패션을 전공한 대학원생 3명의 평가와 합

의를 통해 추출하였다. 팬츠 스타일은 크게 3가지 유형

으로 전반적으로 통이 좁은 스키니(skinny) 스타일, 일자

형의 레귤러(regular) 스타일, 밑이 넓은 벨보텀(bell bot-

tom) 스타일로 유형화 되었다.

팬츠 스타일의 구체적인 도입기부터 폐지기까지를

볼 수 있었던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1969년부

터 1974년까지의 6년 간은 밑이 넓은 벨보텀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75년부터는 일자형의 레귤러 팬츠 형태

가 1981년까지 약 7년 간 입혀졌고, 1982년부터 1988년

까지 7년 간은 레귤러 팬츠보다는 통이 좁은 스키니 스

타일이 주를 이뤘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년 간

은 일자형의 레귤러 팬츠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이전에

비해 패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1993년부터는 벨보텀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였는데 1969년 벨보텀 스타일이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기까지 24년만에 패션의 한 주기

– 791 –



68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6, 2013

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주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 간

다시 벨보텀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1997년, 1998년까지

2년 간 레귤러 스타일이 등장했다가 현재의 스키니 스타

일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스

키니 스타일이 입혀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잠시 레

귤러 팬츠가 스타일 전환기 패션으로 등장했다가 빠르

게 변화되어 2004년부터 벨보텀 팬츠 일색이 되었다.

분석기간 중 벨보텀 팬츠의 세번째 주기 출현을 보

이는 이 시기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벨보텀 팬츠

가 유행하였고, 2007년 스타일 전환기에 레귤러 팬츠가

2008년까지 입혀졌으며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스

키니 스타일이 전반적인 유행의 경향을 주도하고 있다.

시대별로 대표 스타일 외에 <Fig. 2>처럼 다양한 스

타일이 함께 선보였는데 2000년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여 사

회 내에서 한 가지의 주된 스타일만 유행했다고 보긴 어

렵고 다양한 스타일 중 가장 부각되었던 스타일이 있고

팬츠의 경우 전반적 스타일 유형과 핏에서의 주된 유행

의 일관성은 유지하였으나 <Fig. 2>에서와 같이 1999년

힙합 룩에서 영향을 받은 힙합 배기 팬츠가 기본 팬츠의

유행과 함께 유행하기도 하였고 1972년, 2010년 기본 팬

츠와 함께 핫팬츠가 많이 입혀지기도 하였다.

2. 팬츠 스타일의 패션 트렌드 주기

팬츠 스타일의 주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잡

지 광고 및 패션 컨텐츠에 나타난 팬츠 스타일 주기를

연도별 대표 스타일 유형을 반영한 차트를 이용하여 제

시하였다(Fig. 3).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스타일 유형은

Table 1. Dominant pant style of each year

Year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N (total pants) 6 7 6 18 17 24 23 18 14 15

n (dominant style) 5 5 5 14 14 19 19 13 11 12

% (n/N) 83% 71% 83% 78% 82% 79% 83% 72% 79% 80%

Dominant style type Regular Bell-bottom

Year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N (total pants) 14 13 19 15 14 22 25 22 21 18

n (dominant style) 12 10 16 13 12 17 21 20 17 13

% (n/N) 86% 77% 84% 87% 86% 77% 84% 91% 81% 72%

Dominant style type Regular Skinny

Year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N (total pants) 23 21 22 27 31 24 22 20 11 13

n (dominant style) 16 16 15 20 22 17 15 15 7 9

% (n/N) 70% 76% 68% 74% 71% 71% 68% 75% 64% 69%

Dominant style type Regular Bell-bottom

Year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N (total pants) 29 33 28 28 25 25 27 27 28 31

n (dominant style) 19 23 17 18 16 15 17 17 18 21

% (n/N) 66% 70% 61% 64% 64% 60% 63% 63% 64% 68%

Dominant style type Regular Skinny Regular Bell-bottom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N (total pants) 27 29 30 34 32 28

n (dominant style) 15 17 16 20 18 15

% (n/N) 56% 59% 53% 59% 56% 54%

Dominant style type Regular Skinny

*The year that Women's Choong-Ang was not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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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좁은 스키니 스타일, 일자형의 레귤러 팬츠, 밑이

넓은 벨보텀 형태의 팬츠 스타일이 주기적으로 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제1주기는 1969~1974년 벨보텀 팬츠(6년 간), 1975~

1981년 레귤러 팬츠(7년 간), 1982~1988년 스키니 팬츠

(7년 간), 1989~1992년 레귤러 팬츠(4년 간)로 벨보텀 팬

츠가 등장하여 다시 벨보텀 팬츠가 등장하기까지 총 24년

의 시간이 흘렀다.

다음 제2주기는 1993~1996년 벨보텀 팬츠(4년 간), 1997

~1998년 레귤러 팬츠(2년 간), 1999~2001년 스키니 팬츠

1970 Bell-bottom (1969-1974) 1978 Regular (1975-1981) 1982 Skinny (1982-1988) 1990 Regular (1989-1992)

1993 Bell-bottom (1993-1996) 1998 Regular (1997-1998) 1999 Skinny (1999-2001) 2003 Regular (2002-2003)

2005 Bell-bottom (2004-2006) 2007 Regular (2007-2008) 2009 Skinny (2009-)

Fig. 1. Periodic representative pant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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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2002~2003년 레귤러 팬츠(2년 간)로 총 11년

의 기간으로 한 주기가 마감되었다. 앞에서도 설명되었

듯이 제1주기에 비해 급격한 주기 기간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다.

제3주기는 2004~2006년 벨보텀 팬츠(3년 간), 2007~

2008년 레귤러 팬츠(2년 간), 2009년~현재까지 스키니 스

타일이 전반적인 유행의 경향을 주도하고 있고 아직 한

주기가 마무리 되지는 못하였다.

이상 팬츠의 유행의 주기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팬츠의 패션 주기가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 <Fig. 4>에

서 팬츠 스타일이 출현기간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

지만 3가지의 형태가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벨보텀 팬츠의 출현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을 때

46년 간 3번의 출현을 보이는데 아직 마감되진 않은 세

번째 주기를 제외하고 첫번째 주기, 두번째 주기 24년에

서 11년으로 대략 반감됨을 확인할 수 있다.

Kroeber(1919)는 벨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순으로 50년 주기로 주기 변화가 있으나 이러

한 주기는 1950년까지는 적합하다고 하였고, 1990년대

제시된 이론인 Rhee(1995)와 Sproles and Burns(1994)는

각각 20년 주기 이론과 25년 주기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시켜 본다면,

1972 Short pants 1999 Hip-hop pants 2010 Short pants

Fig. 2. Extra pant style.

Fig. 3. Periodic pant cycl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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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초반까지 50년 주기로 변화하던 패션 주기가

1950년대 이후 점차 짧아져 1990년대까지는 25년 주기

로 반감되었다가 1990년 들어 다시 10여 년으로 반감되

어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1900년대 지속적으로 발달되어온 대중 매체의

영향력과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인터넷 등 보다 빠른 정

보통신의 발달의 발달에 따른 영향력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국민 소득의 증대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대, 패

션 산업의 활성화, 교통의 발달 등에 따른 해외 여행 증

대로 인한 취향의 세계화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소

비자들의 빠른 취향의 변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

근의 빠른 패션 트렌드 주기는 빠르게 패션의 변화를 주

도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유통업인 H&M, 자라,

유니클로, 에잇세컨즈 등 SPA 유통의 발전에 잘 반영되

어 있는데 대표적인 패션 주기 가속화가 단적으로 반영

된 사례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Kroeber(1919), Rhee(1995), Sproles

and Burns(1994)의 결과를 합쳐 주기 변화를 <Fig. 5>에

도식화로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살펴 보면 팬츠 스

타일의 패션 트렌드 주기는 반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주기 변화를 변화가 지속된 기간까지 고

려한다면 패션 주기는 50년(150년 동안)→ 24년(약 50년

동안) → 11년(20년 이상 정도로 예측)으로의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선적으로 감소하

기보다는 당분간 10년 주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

며 어느 정도 지속기간이 지난 후 다시 반감되는 경향을

보일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팬츠 스타일, 길이, 폭의 관련성

팬츠 길이 및 폭의 변화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대별로 잡지 광고 및 패션 컨텐츠에 나타난 팬츠

길이 및 폭을 차트로 제시하고 전반적 팬츠 스타일 주

기와의 비교를 위해 도식화로 구성하였다(Fig. 6). <Fig.

6>에서 보면 팬츠 길이와 폭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방향

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Fig. 4. Pant cycle term.

Fig. 5. Change pattern of pan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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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통이 좁았으면 기본형 전환기를 거쳐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길이의 경우도 짧았으면 길어지고, 길었

으면 짧아지는 반복적 주기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스타

일의 변화에 맞물려 함께 변화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팬츠 스타일, 길이, 폭 간의 관련성을 확인

해 보기 위해 팬츠 스타일 별 길이, 폭의 일원분산분석

과 길이, 폭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Ta-

ble 3>에 그 결과가 보이는데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able 2>에 따르면, 스타일에 따른 길이, 폭의 차이

를 분석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모두 1% 수준에서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스타일에 따른 길이와 폭의 관련

성이 확인 되는데 구체적인 스타일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LSD 다중비교하였다. 그 결과 폭에 있어서는 스키

니 팬츠, 레귤러 팬츠, 벨보텀 팬츠 모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길이는 스키니 팬츠와 레귤러 팬츠는 차

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스키니 팬츠, 레귤러 팬츠 모두

벨보텀 팬츠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벨보텀 팬

츠의 경우 유의하게 길이가 길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Table 3>에 따르면 길이×폭의 피어슨 상관 계

수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길이,

폭이 각각 변화하기보다는 일관되게 길이, 폭이 트렌드

에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 산업화 시기에

나타난 팬츠 스타일 변화를 통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과

거 패션 트렌드 주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패션

주기를 예측할 수 있는 패션 주기 이론 틀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기업

의 상품 기획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예측 가능

한 상품 기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이론 자료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패션 주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팬츠 스타일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고 한

Table 2. ANOVA analysis of length and width by pant

style

Skinny

pants

Regular

pants

Bell-bottom

pants
F

Width
1.29 1.91 2.88

110.419**
Aa

B C

Length
1.84 1.96 2.64

025.720**
A A B

**p<.01
a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LSD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pant style, length

and width

Width Length

Width
Pearson coefficient 1 .676**

p - .000**

Length
Pearson coefficient .676** 1

p .000** -

**p<.01

Fig. 6. Relation chart of pants style, length and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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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주기 이론 구성을 위한 팬츠 스타일 트렌드 분석-1967~2012년을 대상으로- 73

국의 산업화 이후(1967~2012년) 팬츠 스타일의 시대별

대표 스타일 유형을 분석하고 팬츠 스타일의 시대별 패

션 트렌드 주기를 분석하여 이론 틀을 구성하였으며 마

지막으로 트렌드 주기에 따른 팬츠 스타일, 길이, 폭의

변화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잡지 광고 및 패션 화보 컨텐츠를 분

석대상으로 하였고, 통시적으로 패션 트렌드 주기의 변

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196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여성 동아와 여성 중앙을

분석대상 잡지로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1967~2012년

까지의 기간으로 총 46년 동안 발행된 잡지 1006편의 분

석대상물이 포함되었다. 시대에 따라 여성 잡지에 나타

난 팬츠 스타일, 팬츠 길이, 팬츠 폭의 3가지를 분석하

고 PASW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팬츠 스타일,

팬츠 길이, 팬츠 폭의 3가지를 각각 조사하여 빈도분석

을 통해 분포표를 제시하였으며 각각 변수들의 관련성

을 일원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

다.

시대별 팬츠 스타일 주기 분석을 위해 먼저 시대별로

대표적 팬츠 스타일을 분석하여 각 연도별 대표적 스타

일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 스타일은 잡지에서 추출한

팬츠 스타일 중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들에게

과반수 이상 입혀진 스타일을 패션을 전공한 대학원생

3명의 평가와 합의를 통해 추출하였다. 팬츠 스타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전반적으로 통이 좁은 스키니 스

타일, 일자형의 레귤러 팬츠 스타일, 밑이 넓은 벨보텀

스타일로 유형화 되었다. 시대별로 대표 스타일 외에 다

양한 스타일이 함께 선보였는데 2000년 들어 포스트모

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

여 사회 내에서 한 가지의 주된 스타일만 유행했다고 보

긴 어렵고 다양한 스타일 중 가장 부각되었던 스타일이

있고 기본 팬츠 외에 핫팬츠나 힙합 배기 팬츠 등이 유

행하기도 하였다.

팬츠의 패션 주기 분석에서는 대표 팬츠 스타일 유형

인 스키니 스타일, 레귤러 팬츠, 벨보텀 형태의 팬츠 스

타일이 주기적으로 출현하였다. 제1주기는 1969~1974년

벨보텀 팬츠(6년), 1975~1981년 레귤러 팬츠(7년), 1982

~1988년 스키니 팬츠(7년), 1989~1992년 레귤러 팬츠

(4년)로 벨보텀 팬츠가 등장하여 다시 벨보텀 팬츠가 등

장하기까지 총 24년의 시간이 걸렸다. 다음 제2주기는

1993~1996년 벨보텀 팬츠(4년), 1997~1998년 레귤러 팬

츠(2년), 1999~2001년 스키니 팬츠(3년), 2002~2003년

레귤러 팬츠(2년 간)로 총 11년의 기간으로 한 주기가 마

감되었다. 제1주기에 비해 급격한 주기 기간의 감소를 확

인할 수 있다. 제3주기는 2004~2006년 벨보텀 팬츠(3년),

2007~2008년 레귤러 팬츠(2년), 2009년~현재까지 스키

니 스타일이 전반적인 유행의 경향을 주도하고 있고 아

직 한 주기가 마무리 되지는 않아지만 2주기와 비슷한

정도의 10년 주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결과는 Sproles and Burns(1994)가 새로운 유행은 적

어도 25년이 지나야 다시 새롭고 ‘멋진’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고 하고, Rhee(1995)도 또한 20년 주기 이론을 제

시하였는데 두 이론이 1990년까지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나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정보화 혁명을 이룬 1990년

대 이후는 주기가 반감되어 패션 트렌드 주기에 있어

변화된 결과를 보이고 지금까지 패션 주기의 가이드라

인 역할을 해왔던 이론이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팬츠 스타일 주기는 본 연구가 진행된 지난 한국 산업화

의 반세기 동안 24년, 11년으로 반감되었으나 더 시대

를 확장하여 이전 연구들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50년의

패션 주기를 보고했던 Kroeber(1919)의 연구, 1990년대

제시된 각각 20년 주기 이론과 25년 주기 이론을 제시한

이론인 Rhee(1995)와 Sproles and Burns(1994)의 연구,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00년대 초반까지 50년

주기로 변화하던 패션 주기가 1950년대 이후 점차 짧아

져 1990년대까지는 25년 주기로 반감되었다가 인터넷 정

보화 혁명기 이후인 1990년 들어 다시 10여 년으로 반감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2000년

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

듯이 하나의 주된 흐름이 보여지긴 하지만 예전보단 훨

씬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팬츠 스타일과 길이, 폭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

두 통계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팬츠는 스타

일, 길이, 폭이 각각 변화하기보다는 일관되게 스타일과

길이, 폭이 트렌드에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밑이 넓은 벨보텀 스타일은 길

이도 길고, 폭이 넓은 형태를 많이 보이고, 일자형 레귤

러 스타일은 길이도 폭도 중간 정도의 결과를 보인 반면,

통이 좁은 스키니 형태의 경우 길이도 짧고 폭도 좁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팬츠 스타일 분석

을 위해 자료 추출에 있어 대표 잡지를 선정하고 통시

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2가지 잡지에 한정하여 진행하

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 잡지의 경우 활자 위주의 잡

지 구성으로 화보가 충분치 않아 대표 스타일 분석을 위

해 사진이 좀더 충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또

– 797 –



74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6, 2013

한 분석에 2가지 잡지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잡지 편

집의 방향에 따라 전체 대중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반영

되지 못해 편파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시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 한국 현

대 산업화 이후의 패션 트렌드의 큰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

다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런 우려

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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