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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Hemline Index’ theory by George (1926) and established a new fashion theory

frame to forecast future fashion cycles of skirts by analyzing the past fashion cycle of skirts through a dia-

chronic method. Skirt pictures from 1980-2013 (the post-industrialized period of Korea) were analyzed and

representative skirt styles, the fashion cycle of skirts and relation between skirt style, length, width and stock

index were identified. A total of 1496 pictures in fashion magazine published over 34 year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PASW 18.0. The results were: For 34 years, representative skirts styles were mini skirt,

midi skirt and long skirt. Fashion trend cycles of skirt length decreased for 10 years and the fashion cycle

showed a trend to shorten. Skirt length & stock index related negatively and skirt length & skirt width rela-

ted positively. All relations revealed significant results. Finally, the ‘Hemline Index’ theory of George (1926)

was verified. Fashion marketers can develop successful and suitable products using a fashion cycle the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Hemline index theory, Skirt length, Stock index, Skirts width, Trend cycle; 헴라인 지수 이

론, 스커트 길이, 주가 지수, 스커트 폭, 트렌드 주기

I. 서 론

인터넷과 스마트폰(Smartphone)의 활성화를 통해 페

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SNS(Soc-

ial Networking Service)가 발전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유행 스타일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패션 사이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Birtwistle & Moore, 2007; Choi et

al., 2008; Solomon & Rabolt, 2004). 특히, H&M, Zara

와 같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들은 10번 미만

으로 입혀질 옷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끊임없이

신상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빠른 패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Birtwistle & Moore, 2007).

이처럼 기업들은 빨라진 주기에 맞춰 매 시즌 상품 기

– 584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skim@dju.ac.kr

ⓒ 2014,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8, No. 4 (2014) p.584~597

http://dx.doi.org/10.5850/JKSCT.2014.38.4.584

〔연구논문〕



스커트 길이와 주가 지수 상관 이론인 헴라인 지수(Hemline index) 이론을 중심으로 한 패션 이론 검증 연구

-1980~2013년을 중심으로- 159

획 전 트렌드 분석을 선행하여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분석에 치우치는 경

우가 많고 그 이후의 장기간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특히 패션 트렌드 주

기의 예측은 더욱더 쉽지 않는데 복식은 일종의 상징으

로서 사회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Ko & Kim, 2009).

패션이란 어느 특정한 감각이나 스타일이 일정한 기

간 동안 대중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

을 반영하여 변화하며 일정한 주기성과 반복성을 지닌다

(Yu, 2004). 지금까지 많은 패션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확

실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간 패션 트렌

드 예측이 가능한 트렌드 주기 연구들을 해오고 있다. 패

션 현상이 사회 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20세기 이후로

패션 트렌드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Kroeber(1919)는 벨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

이트 실루엣의 순으로 50년 주기로 주기 변화가 있으나

이러한 주기는 1950년까지는 적합하다고 하였다. Rhee

(1997)는 20세기의 유행의 역사는 10년을 주기로 엘레강

스와 젊음의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하고 20년 주기 이론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젊은이들은 성장하면서 보아온 스

타일에 대해 덜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새롭게 인

식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의 시차 필요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비슷하게 Sproles and Burns(1994)도 새로운

유행은 적어도 25년이 지나야 다시 새롭고 멋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 패션 주기 연구로써

Kim(2013)은 팬츠의 패션 주기 분석에서는 대표 팬츠 스

타일 유형인 스키니(skinny) 스타일, 레귤러(regular) 팬

츠, 벨보텀(bell-bottom) 형태의 팬츠 스타일이 주기적으

로 출현하였고 전반적으로 주기의 감소 경향을 확인하

였다. 벨보텀 팬츠의 경우 제1주기는 1969년 벨보텀 팬츠

가 등장하여 다시 벨보텀 팬츠가 등장하기까지 총 24년

의 시간이 걸렸다. 다음 제2주기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의 11년의 기간으로 한 주기가 마감되었는데,

제1주기에 비해 급격한 주기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다음 제3주기는 2004년부터 연구가 진행된 2012년

까지 한 주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2주기와 비슷한

정도의 10여 년 주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와 관련된 패션 주기 이론으로써는 George(1926)

는 헴라인 지수(Hemline index) 이론을 제시하여 불황기

-긴 스커트, 호황기-미니 스커트의 주기 유행 이론을 경

제변동 상관관계로 설명하였다. 경기가 좋을 때는 여성

들이 실크 스타킹을 보여주려고 스커트를 짧게 입지만

경기가 나쁘면 스타킹을 살 돈이 부족해 긴 치마가 유행

한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에 완벽히 적용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도 타당한 이론으로 경기변동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는 지표인 헴라인 지수가 높아질수록 치마길이는 더

짧아지는 등 많은 언론에서 헴라인 이론을 적용하여 경

기와 스커트 길이의 상관을 제시하고 있다(Malm, 2012;

Menkes, 2008).

본 연구에서는 Young(1937)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

여 여성복의 스타일 변화를 수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

처럼 각각의 시대별 스커트 길이 및 폭을 수치화하고 거

시적 사회 환경 중 경제요인인 종합 주가 지수와의 관련

성을 확인하여 20세기 초에 제시된 George(1926) 이론이

21세기인 현재에도 적용가능한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

국종합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상장주식

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대비하여 계산한

지수로 기준시점인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

로 하여 매일의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시도가 높은 여성의 스커트라는 아이템에 국한해서 주

기를 파악해 보고, 거시적 사회 환경요인 중 경기의 지표

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종합 주가 지수와의 관련성을 통

해 경기지표로써 패션의 변화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패션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패션 트렌드의 정확한

예측은 시장에서의 기회 포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패

션 트렌드 주기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예측가능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가 많이 부족한

패션 이론 연구에 있어 패션 주기 이론의 분석 및 검증

은 앞으로 패션 이론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전체 상품 부문에서 패션성이 중요해지는 시

점에서 패션 변화 트렌드 주기를 분석하고 경제요인과

의 관련성을 밝혀보는 것은 학문적인 면이나 기업의 마

케팅 전략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주기 이론

유행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사회 환경에 적합하고, 소

비자 요구를 반영할 때 혁신으로 성공하고, 대중 유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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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유행 스타일 분석은 의복 자

체에 실물, 사진, 그림 등을 통하여 계측하고 분석함으

로써 이루어지는데 패션 현상이 사회 내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20세기 이후로 패션 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들이 제시되고 있다. 패션 상품은 시장에 도입, 확산, 수

용과 소멸의 여러 단계를 거쳐 대중에게 알려지고 점차

많은 소비자들에게 채택되어 널리 확산되었다가 시간

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최근 유행 정보 전달이 빨라져

패션 사이클 또한 획기적으로 짧아지고 있는데(Choi et

al., 2008) 지금까지 소개된 패션 주기 이론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Kroeber(1919)는 벨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순으로 50년 주기로 주기 변화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러한 주기는 17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는 잘 맞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같은 현상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 Rhee(1997)에 따르면,

20세기의 유행의 역사는 10년을 주기로 엘레강스-곡선

와 젊음-직선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1910년대에

는 여성적이고 곡선적인 엘레강스를 강조하는 스타일

이 유행하였고, 1920년대에는 직선적이고 젊음을 강조

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엘레강스를,

1940년대에는 젊음을 강조하는 직선적 스타일이 유행

하였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하는 엘레강스-곡선와 젊음-

직선의 반복은 계속 이어져 1950년대는 엘레강스, 1960년

대는 젊음, 1970년대는 복고풍의 엘레강스로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부터 패션의 다양화 현상이 강해지고 유

행 변화 속도가 빨라져 이전과 같은 규칙성은 약해졌으

나 1980년대 말에는 젊음을 강조하는 미니스커트가 재

출현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긴 주름치마, 긴 타이트 스

커트 등 엘레강스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

행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이 성장하면서 보아온 스

타일이 비록 그들이 직접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

롭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고 새로운 것으로 보이기 위

해서는 최소한 20년의 시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슷

하게 Sproles and Burns(1994)는 새로운 유행은 적어도

25년이 지나야 다시 새롭고 ‘멋진(cool)’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 Kim(2013)은 팬츠의 패션 주기 분석에서

는 대표 팬츠 스타일 유형인 스키니 스타일, 레귤러 팬

츠, 벨보텀 형태의 팬츠 스타일이 주기적으로 출현한다.

벨보텀 팬츠의 경우 제1주기는 1969년 등장하여 다시 벨

보텀 팬츠가 등장하기까지 총 24년의 시간이 걸렸다. 다

음 제2주기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 총 11년

의 기간으로 한 주기가 마감되었는데, 제1주기에 비해 급

격한 주기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였고 제3주기는 2004년

부터 연구가 진행된 2012년까지 한 주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아지만 2주기와 비슷한 정도의 10여 년 주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Sproles and Bu-

rns(1994)가 새로운 유행은 적어도 25년이 지나야 다시

새롭고 ‘멋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고, Rhee(1997)

도 20년 주기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두 이론이 1990년까

지는 Kim(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인터넷 등의 등

장으로 정보화 혁명을 이룬 1990년대 이후는 주기가 반

감되어 패션 트렌드 주기에 있어 변화된 결과를 보이고

지금까지 패션 주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던 이론이

수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팬츠 스타일 주기

는 50년의 패션 주기를 보고했던 Kroeber(1919)의 연구,

1990년대 제시된 각각 20년 주기 이론과 25년 주기 이론

을 제시한 이론인 Rhee(1997)와 Sproles and Burns(1994)

의 연구, Kim(2013)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1900년대

초반까지 50년 주기로 변화하던 패션 주기가 1950년대

이후 점차 짧아져 1990년대까지는 25년 주기로 반감되었

다가 인터넷 정보화 혁명기 이후인 1990년 들어 다시 10여

년으로 반감되어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의 패스트 패션 현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겠

는데,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구매주기(buying cycle)와 생산기간(lead times)을 감

소시키고자 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패션 트렌드와 소

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상품이 끊임없이 제공

되며 이에 따라 패스트 패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패

션 트렌드는 상품이 소개되고 쇠퇴하기까지 PLC(Pro-

duct Lifecycle)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새로운 상품에 대

한 압박으로 PLC의 주기가 달로부터 심지어 날로 감소

되고 있고 미디어나 잡지의 발달이 패스트 패션의 성장

을 도우며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로 패션에 대한 자신

감이 강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원하게

되었다고 한다(Barnes & Lea-Greenwood, 2010). 또한

연예인 간은 셀레브리티(celebrity), 인터넷과 스마트폰

을 통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가

능하도록 돕는 디지털 기술은 패스트 패션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인터넷의 보급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유행 스

타일이 동시에 세계 패션 인구들에게 전달되면서 패션

사이클이 예전보다 5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빨리 진행되

는 것이 가능해졌고(Solomon & Rabolt, 2004) 빨라진 패

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타일이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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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목 받을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패션

기업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Choi et al., 2008).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의 다양

화가 진행되고 있듯이 패션 스타일에 있어 하나의 주된

흐름이 보여지긴 하지만 예전보단 훨씬 다양한 스타일

의 공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Kim, 2013).

2. 패션 주기 영향요인

Hamilton(1997)은 유행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미

시수준(micro-level)인 개인적인 요인부터 거시수준(ma-

cro-level)인 문화적인 영향까지 4가지로 정리하였다. 개

인적인 행동, 사회적 집단이 특정 상품과 스타일을 채택

여부, 패션 산업의 영향력, 트렌드에 미치는 문화적 힘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Table 1).

거시적, 미시적 요인들이 개인의 의복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착용한 의복, 산업

체가 제공하는 스타일, 문화적인 테마, 트렌드는 우리

가 무엇을 입을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 패션

의 확산에는 혁신의 소비자와 모방하는 소비자 모두가

필요하고 패션 산업의 마켓터, 유명 디자이너들은 소비

자들의 수용, 채택없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없

다. 문화의 성격은 그 사회의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는

데 예술, 기술 그리고 대중 문화는 스타일 트렌드를 결

정한다. 많은 인구 수의 인구 집단은 그들의 시장 내 광

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패션 트렌드를 형성하고 펑크

락, 랩퍼 패션처럼 소수 집단들도 시대 정신에 맞으면 패

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심의 문화 내에서

도 소수 집단과 유행을 따르지 않는 개인들은 일부러 유

행하는 의상을 택하지 않으므로 주류사회의 가치와 라

이프 스타일이 자신들과 맞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중 문화적 시스템의 영향요인으로써 경제요인의 영

향력을 밝힌 연구로는 1926년 와튼 비즈니스 스쿨(Whar-

ton School of Business) George(1926)는 헴라인 지수 이

론이 있다. 불황기-긴 스커트, 호황기-미니 스커트의 주

기 유행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헴라인 지수가 높아질수록

치마 길이는 더 짧아진다고 하며 경제와 패션 트렌드와

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 외 Sproles and Burns(1994)는

기술의 진보, 개인의 표현을 장려하는 자본주의 자유경

제시장이 패션 변화에 우호적이며 전통을 중요시하는 문

화는 개인의 표현보다는 집단, 부족의 소속감과 역할을

나타내는 전통 복식이 중요하며 패션에 의해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Horn and Gurel(1981)은 젊

은이의 실험 정신과 정체성 추구는 빠른 패션 변화에 영

향을 미치고, 재량 소득(가처분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패션 변화가 많이 일어

나게 된다고 한다. 또한 Behling(1985)은 많은 인구 수의

세대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회 내에서 형성하며 패션에 영

향을 끼침에 따라 그 시대의 평균 연령에 따라 패션의 방

향이 결정된다 하고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196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예를 제시

하였다.

이상 패션 트렌드 주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패션 트렌드 주기는 이처럼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1세기에 들어 정보 통신의 발달과 국민 소득의 증대, 세

계 시장의 글로벌화의 진전 등 많은 영향요인이 존재하

는데 이들 요인 모두 경제적 요인임을 고려할 때 경제

적 요인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 중 경기를 대표하는 것

으로 여겨지는 종합 주가 지수와 패션 주기와의 관련성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패션 주기와 주가 지수

패션 현상을 설명할 때 패션과 함께 항상 같이 주요하

Table 1. Hamilton's micro-macro continuum theory

Level Influencing Factors

 Macro-

level

Cultural

system

- Social value & ideology

- Tradition versus change

- Media, art, economy, religion, poli-

tics

- Generation & demographic trend

Fashion

system

- Retail buyer, fashion designers

- Fashion media, promotions

- Global production system

Micro-

level

Negotiation

with others

- Consonance

- Fashion leader, innovators

- Trickle-down theory

- Trickle-across diffusion

- Trickle-up theory

Negotiation

with self

- Private choice & taste

- Aesthetic learning

- Disturbance, contradiction

From Hamilton. (1997).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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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등장하는 용어가 트렌드다.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경향, 변동, 추세를 말하며, 경제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

으로 경제분석에서 쓰이는 특수 용어라 할 수 있다 (“트

렌드 [Trend]”, 2013). 패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렌드란 용어는 사전적 정의처럼 경제적 현상과 강하

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George(1926)는 헴라인 지수 이론을 발표하고 불황기

-긴 스커트, 호황기-미니 스커트의 주기 유행 이론을 제

시하였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여성들이 실크 스타킹을

보여주려고 스커트를 짧게 입지만 경기가 나쁘면 스타

킹을 살 돈이 부족해 긴 치마가 유행한다고 하였다. 이

는 현대에 완벽히 적용되긴 어렵지만 경기변동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인 헴라인 지수가 높아질수록 치

마길이는 더 짧아지는 등 타당한 이론으로 언급되고 있

는데, 영국의 언론『Daily Mail』은 “영국 쇼핑가에선 ‘더

블딥 침체’를 반영하듯 1929년 대공항 이후 가장 긴 스

커트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는 등 현재까지

도 George(1926)의 이론을 활용하여 패션 현상을 설명

하고 있다(Malm, 2012). 헴라인 이론(Hemline theory)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가가 여성의 헴라인과 같은 방향으

로 움직인다는 이론으로 짧은 스커트(1920년대와 1960년

대)는 낙관적인(bullish) 시장의 상징이고 긴 스커트는

(1930년대와 1940년대) 하락세(bearish) 시장의 상징이다

(“Hemline theory”, 2014).

Malm(2012)에 따르면, 1929~1933년의 대공황기에는

헴라인이 길었고, 호황기인 1960년대엔 미니 스커트가 발

명되었다. 또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던 1980년대 초

반에는 스커트 길이가 길어졌으며, 1984~1988년의 여피

(yuppies)의 시대에는 헴라인이 올라갔고 1989~1992년 주

식시장이 폭락했던 시기에는 스커트가 다시 무릎 아래로

내려갔다. 다음 1993~2002년의 경제붐 동안에는 스커트

는 다시 짧아졌으며 더불 딥 경기침체기인 2010~2011년

에는 헴라인이 아래로 움직였고 현재인 2012~2013년에

는 침체기에서 벗어날 징조들을 보인다고 하였다.

Menkes(2008)도 경기침체기에는 심리적으로 비관적

으로 느껴 긴 소매, 하이 네크라인, 긴 스커트 등으로 신

체를 가리는 경향이 있으며 2008년 경제침체기에는 스

커트 길이가 길어졌다고 하였다.

경제지표 중 경기를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는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해내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 주가 지

수와 패션 주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

임을 대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매 거래

일마다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발표하고 있다. 한

국종합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상장주식

의 시가총액을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대비하여 계산

한 지수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인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매일의 상장주식의 시

가총액을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구한 것이다(Fu-

ture & Management, 2006).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션 주기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주

는 스커트 길이를 중심으로 패션 주기를 알아보고 경제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패션 기업의 상품 기

획을 위해 미래 패션 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적중률 높은

상품 기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

하였다.

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 시대별 스커트 길이의 변화 분석

Kim(2013)은 팬츠 스타일 주기는 50년의 패션 주기

를 보고했던 Kroeber(1919)의 연구, 1990년대 제시된 각

각 20년 주기 이론과 25년 주기 이론을 제시한 이론인

Rhee(1997)와 Sproles and Burns(1994)의 연구, 본인의

Kim(2013)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1900년대 초반까

지 50년 주기로 변화하던 패션 주기가 1950년대 이후

점차 짧아져 1990년대까지는 25년 주기로 반감되었다

가 인터넷 정보화 혁명기 이후인 1990년 들어 다시 10여

년으로 반감되어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패션 주기가 10여 년으로 감소

경향을 보임을 스커트 패션 주기에도 적용가능한지 가

설을 구성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

연구가설 H1: 1980년대 이후 스커트 길이의 패션 주

기는 10여 년으로 감소 경향을 보일 것

이다.

2) 연구문제 2: 스커트 길이와 주가 지수의 관련성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대표하기 위하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데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인 1980년 1월 4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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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매일의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을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구하여 나타내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종합 주가

지수를 스커트 길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George

(1926)는 헴라인 지수 이론을 발표하여 불황기-긴 스커

트, 호황기-미니 스커트의 주기 유행 이론을 제시하였

는데 한국에서 이 이론이 적용가능한지 실제 스커트 길

이와 주가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H2: 스커트 길이는 종합 주가 지수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3: 스커트 폭과 길이 부분의 상호 관련성

Greenwood and Murphy(1978)는 변화의 주기성은 실

루엣뿐 아니라 디테일의 형태, 선의 종류, 색채, 재질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Rhee

(1997)도 쟈켓의 패션 트렌드 변화에 있어 스타일, 폭

(fit), 길이, 라펠의 폭이 상호 관련되어 주기적으로 변화

한다 하였다. 유행의 전반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한 품

목 내에서 상호 연관된 부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의 대상인 스커트의 경우 길이, 폭과의 상호

관련된 트렌드 변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가설 H3: 스커트의 폭과 길이는 정적 상관이 있

을 것이다.

2. 표본 선정

연구단계는 3단계로 진행하였는데 Greenwood and Mu-

rphy(1978)의 유행의 주기성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에 따

랐다. 첫째, 분석대상을 선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선정하고, 자료로부터 분석대상을 표집하여 선정

된 자료가 과연 그 당시의 의복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

한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표본으로부터 매 해

의 대표적인 의복의 형태를 규명하고 형태를 분석하여

특징을 찾아낸다. 셋째, 특징적으로 변화한 의복의 부위

를 선정하여 이들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주

기성을 밝혀낸다. 변화의 주기성은 실루엣뿐 아니라 디

테일의 형태, 선의 종류, 색채, 재질 등 다양한 대상에 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잡지 광고 및 패션 화보 컨텐츠(con-

tents)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Greenwood and Mur-

phy(1978)의 연구단계에 따라 당시의 의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많은 독자를 갖고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대중적

인 잡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잡지 선정에 있어서는 통시

적으로 패션 트렌드 주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잡지를 발간한『여성동아』(여성동아 [Women's

dongA], (1980-2013))와『여성중앙』(여성중앙 [Women's

Joongang], (1997-2013))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여

성동아』는 1967년 10월 동아일보사에서 창간한 여성잡

지로, 발행 형태는 월간이며, 20 · 30대의 젊은 주부에서

50 · 60대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을 독

자층으로 삼는다(“여성동아 [Women's dongA]”, 1980-

2013).『여성중앙』은 1970년 1월 중앙일보사에서 창간

한 여성잡지로, 발행 형태는 월간이며, 창간 이후 중앙

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하다가, 1995년 3월 폐간한 뒤,

1997년 중앙 M&B가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면서 복간해

현재까지 계속 발행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종합잡지이

다(“여성중앙 [Women's Joongang]”, 1980-2013).

분석내용은 여성잡지 광고 및 패션 화보 컨텐츠만을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는데 기사에 실린 화보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른 시기의 사진을 게재할 수도 있으므

로 연구결과의 편파(bias)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수하

게 그 회에 실린 광고 화보와 이미지 위주의 패션 화보

만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스커트 스타일은 스커트 길이와 스커트 폭을 조사하

였고 스커트 길이는 밑위에서 발목까지를 10등분하고

0.5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스커트 폭은 5등분하여 평가

하였다. 먼저 스커트 스타일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짧

은 미니 스타일, 무릎선 길이의 미디 스타일, 길이가 긴

롱 스타일로 유형화하였는데, 1~4등분은 미니 스타일,

4.5~5.5등분은 미디 스타일, 6~10등분은 롱 스타일로 지

정하였다. 다음 잡지에서 추출한 스커트 스타일을 각각

평가하고 그 빈도를 측정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는 스타일이 그 해의 대표 스타일로 지정되었다.

분석기간은 1980~2013년까지의 기간으로 총 34년 동

안 발행된 잡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단위는 가장 계

절적 영향이 작다고 평가되는 10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1496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표

본추출은 각 시대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분석결과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여

성동아』,『여성중앙』10월호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 10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자료가 보존이 잘 되지 못했

거나 소실되었을 경우 9월, 11월로 확대하여 조사하였

다.

종합 주가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

로 하여 매일의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이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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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가치를 구하여 나타내고 있으므로 1980년의 종

합 주가 지수부터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매년 10월

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절차

여성잡지에 나타난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의 2가지

를 분석하였다. 표본에 대한 분석에는 3명의 대학원생

이 참여하였다. 3명의 전문 코더들은 실제 분석에 앞서

분석유목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뒤 수집

된 사진들을 판단분석 기준표에 의해 코딩하였다. 각자

사전분석을 해본 후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진자료에

대해 분류기준을 논의를 하여 3명의 코더 간의 해석에

다른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코딩자 간의 신뢰도(interjudge reliability)는 일치 코딩

수를 총 코딩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0.91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목들에 대한 시대적 차이는 PASW 18.0 통계패키지

를 활용하여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의 3가지를 각각 조

사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분포표를 제시하였고, 각각 변

수들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스커트 길이*종합 주가 지

수, 스커트 길이*스커트 폭을 상관분석(Pearson 상관계

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시대별 스커트 길이의 주기 분석

본 연구에서 시대별 스커트 길이 주기 분석을 위해 연

도별로 스커트 길이를 분석하여 스커트 유형 출현빈도

를 제시하고 대표 스타일을 추출하였다(Table 2). 각 스

타일로 각 연도별 대표적 스타일을 <Fig. 1>과 변화 차

트를 <Fig. 2>에 제시하였고 대표적 스타일은 잡지에서

추출한 스커트 스타일 중 그 시기에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는 대표적 스타일로 크게 3가지 유형인 짧은 미니

스타일, 무릎선 길이의 미디 스타일, 길이가 긴 롱 스타

일로 유형화되었다.

스커트 스타일의 지속기간에 따라 살펴 보면 1980년

부터 1984년까지의 5년간은 롱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 2년 간은 미디 스커트가, 1987년

부터 1989년까지는 미니 스커트, 1990년부터 1991년까

지는 미디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1992년부터 1996년까

지의 5년 간은 롱 스커트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

디 스커트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디 스커트가

유행하다 2013년에는 미니 스커트가 많이 입혀졌다.

조사기간 중 완벽한 주기를 보이는 시기는 롱 스커트

주기로 1984년에 끝나고 다시 롱 스커트 유행이 1996년

에 끝나는 주기로 13년 주기를 보였으며 시작하는 시점

으로 살피지 않은 이유는 1979년에 시작되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끝나는

주기로 대신하였다. 미니 스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87년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여 다시 미니 스커트가 과

반수를 차지하며 유행하는 시기는 2006년이나 1994~

1996년에는 미니 스커트가 롱 스커트와 함께 유행하였

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스타일은 롱 스커트로 주기로 제

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었다. 그러나 평균해

보면 가설에서 설정하였던 10여 년의 주기로 점차 패션

주기가 10여 년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전 연구자들(Kim, 2013; Rhee, 1997;

Sproles & Burns, 1994)의 결과와 통합하여 패션 주기가

점차 10여 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던 Kim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시

대별로 대표 스타일 외에 다양한 스타일이 함께 선보였

는데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경향을 보여 사회 내에서 한 가지의

주된 스타일만 유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다양한 스타일

중 가장 부각되었던 스타일이 있고 다양한 길이의 스커

트가 함께 입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았을 때 연구가설 H1(1980년

대 이후 스커트 길이의 패션 주기는 10여 년으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이다)는 지지된다.

2. 스커트 길이와 주가 지수의 관련성

스커트 길이와 주가 지수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스

커트 길이와 종합 주가 지수와의 상관분석 및 스커트 스

타일에 따른 주가 지수의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

시하였다. 종합 주가 지수의 변동 차트는 <Fig. 3>으로

함께 제시된 차트는 <Fig. 4>와 같다. <Table 3>에 스커

트 길이와 주가 지수의 상관분석 결과가 보인다. 상관

분석을 위해서는 스커트 길이는 밑위에서 발목까지를

10등분하고 0.5 단위로 기록한 최대 빈도의 대표 스타

일 수치를 사용하였고 주가 지수는 매년 10월 31일의

종합 주가 지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커트 길이와 종합 주가 지수는 피어슨(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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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on) 상관계수 −0.524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Table 4>에 스커트 스타일에

따른 주가 지수의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보인다. 분석결

과 스커트 스타일에 따라 주가 지수의 차이가 1% 유의

수준에서 확인되었고 미니 스커트, 미디 스커트, 롱 스

커트 모두 LSD 다중비교 결과 큰 차이를 보여 주가 지

수와 스커트 스타일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미니 스

커트일 때 주가 지수 평균은 1328.63, 미디 스커트일 때

Table 2. Representative skirt style of each year

Year Mini skirt (n) Midi skirt (n) Long skirt (n) N Max-n / total N (%) Representative style

1980 0 0 12 12 100

Long

1981 2 2 6 10 60

1982 4 10 16 30 53

1983 0 4 16 20 80

1984 6 4 22 32 69

1985 0 34 4 38 89
Midi

1986 0 44 6 50 88

1987 18 6 6 30 60

Mini1988 26 10 10 46 57

1989 28 12 10 50 56

1990 6 26 8 40 65
Midi

1991 16 26 4 46 57

1992 12 10 22 44 50

Long

1993 18 2 36 56 64

1994 30 6 38 74 51

1995* 9 2 13 24 54

1996* 12 5 15 32 47

1997 16 36 10 62 58

Midi

1998 2 28 24 54 52

1999 2 28 10 40 70

2000 2 28 10 40 70

2001 2 36 24 62 58

2002 0 32 6 38 84

2003 2 26 8 36 72

2004 8 28 2 38 74

2005 2 28 10 40 70

2006 16 8 14 38 42

Mini

2007 38 14 2 54 70

2008 40 14 6 60 67

2009 42 18 4 64 66

2010 26 12 18 56 46

2011 24 34 0 58 59
Midi

2012 26 34 10 70 49

2013 28 16 8 52 54 Mini

Total 1496

*The year that『여성중앙 [Women's Joongang]』was not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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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iodic representative skirt style.

From 여성동아 [Women's dongA]. (1980-2013). http://wo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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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iodic stock index chart.

Fig. 4. Chart of stock index and skirt length.

Fig. 2. Periodic skirt length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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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85.67, 롱 스커트일 때는 주가 지수 평균이 496.50

으로 큰 차이를 보여 미니 스타일의 경우 주가 지수 평

균이 높아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황기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전 George(1926)가 헴라인 지수 이론에서 불

황기-긴 스커트, 호황기-미니 스커트의 주기 유행 이론

을 제시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 현재도 George

(1926)의 이론이 타당하게 적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연구가설 H2(스커트 길이는 종합 주가 지수와 정

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3. 스커트 폭과 길이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스커트 폭과 길이 부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0.505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Table 5). 또한 <Table 6>

에 스커트 스타일에 따른 스커트 폭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스커

트 스타일에 따라 스커트 폭의 차이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각 스커트 간의 차이를 좀더 자

세히 보여줄 수 있는 LSD 다중비교 결과에서 미니 스커

트와 롱 스커트는 유의한 정도로 폭의 차이를 나타냈고

미디는 다른 스타일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미니 스커트의 경우 폭이 좁고 롱 스커트

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

으며 연구가설 H3(스커트의 폭과 길이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Table 7).

Table 4. ANOVA analysis of stock index by skirt style

Mini skirt Midi skirt Long skirt F Sig.

Stock index
1328.63 785.67 496.50

6.842 .004**
A

a

B C

**p<.01

a: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LSD

Table 6. ANOVA analysis of skirt width by skirt style

Mini skirt Midi skirt Long skirt F Sig.

Skirt width
1.31 1.76 2.15

4.712 .017*
Aa

A/B B

*p<.05

a:
 

Post Hoc multiple comparison: LSD

Table 7. Hypothesis testing

Subject Hypothesis Adoption

Subject 1 H1: Fashion trend cycle of skirt length would decrease at 10 years. Approved

Subject 2 H2: Skirt length & stock index would be related negatively. Approved

Subject 3 H3: Skirt length & skirt width would be related positively. Approved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skirt length and skirt

width

Skirt length Skirt width

Skirt

length

Pearson coefficient 1 .505

p .002

N 34 34

Skirt

width

Pearson coefficient .505 1

p .002

N 33 33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stock index, skirt le-

ngth

Index Skirt length

Index

Pearson coefficient 1 −.524

p −.001

N 34 34

Length

Pearson coefficient −.524 1

p −.001

N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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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주기 이론으로써 스커

트 길이와 경제변동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George(1926)

의 헴라인 지수 이론(불황기-긴 스커트, 호황기-미니 스

커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패션 주기를 시각적으로 가

장 잘 나타내주는 스커트 길이를 중심으로 스커트 길이

와 경제요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패션 주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 패션 주기 예측을 수월하게 하여

패션 기업의 적중률 높은 상품 기획이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대중적인 잡지를 대상으로 여성잡지 광고

및 패션 화보 컨텐츠를 분석하였고 시대별 스커트 길이

의 주기 분석, 스커트 길이와 주가 지수의 관련성, 스커

트 폭과 길이 부분의 상호 관련성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여 진행하였다. 분석기간은 1980~2013년까지의 기간으

로 총 34년 동안 발행된 잡지의 총 1496개의 이미지를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종합 주가 지수는 1980년 1월 4일

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매일의 상장주식의 시가총

액을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구하고 있어 1980년

의 종합 주가 지수부터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유목들에 대한 시대적 차이는 PASW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의 3가

지를 각각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분포표를 제시하

였고, 각각 변수들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스커트 길이*

종합 주가 지수, 스커트 길이*스커트 폭을 상관분석과

일원분산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스커트 스타일은 1980년부터

1984년까지의 5년 간은 롱 스커트, 1985년부터 1986년까

지 2년 간은 미디 스커트,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미

니 스커트, 1990년부터 1991년까지는 미디 스커트, 1992년

부터 1996년까지의 5년 간은 롱 스커트, 1997년부터 2005년

까지는 미디 스커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니 스

커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디 스커트가 유행하

다 2013년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연구결과 가설에

서 설정하였던 10여 년의 주기로 점차 패션 주기가 10여

년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이전 연구자들(Kim, 2013; Rhee, 1997; Sproles &

Burns, 1994)의 결과와 통합하여 대략 패션 주기가 점차

10여 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던 Kim(2013)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연구가설 H1(1980년대 이후 스

커트 길이의 패션 주기는 10여 년으로 감소 경향을 보

일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스커트 길이와 주가 지수는 유의하게 부적 상관을 보

였고 스커트 스타일에 따른 주가 지수의 일원분산분석

의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 주가 지수와 스커트 스타일

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미니 스커트일 때 주가 지수

평균은 1328.63, 미디 스커트일 때는 785.67, 롱 스커트

일 때는 주가 지수 평균이 496.50으로 큰 차이를 보여

미니 스타일의 경우 주가 지수 평균이 높아 호황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불황기-긴 스커트, 호황기-미

니 스커트의 이론을 제시한 George(1926)의 헴라인 지수

이론과 같은 결과를 보여 George(1926)의 이론이 타당하

게 적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구가설 H2(스커

트 길이는 종합 주가 지수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스커트 폭과 길이 부분의 상호 관련성은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고 미니 스커트의 경우 폭이

좁고 롱 스커트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여

연구가설 H3(스커트의 폭과 길이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Damhorst et al.(2006)는 패션은 거시적 그리고 미시

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의복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

였다. “무엇을 입을까, 입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인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환경

요인 중 경제요인인 종합 주가 지수와 패션 스타일의 관

련성을 입증하였다. 패션의 확산에는 혁신의 소비자와

모방하는 소비자 모두가 필요하고, 패션 산업의 마켓터,

유명 디자이너들은 소비자들의 수용, 채택 없이는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없는데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비

자는 Menkes(2008)가 경기침체기에는 심리적으로 비관

적으로 느껴 긴 소매, 하이 네크라인, 긴 스커트 등으로

신체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상황에 따

라 심리적 영향을 받아 복식 행동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는 두 방향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종합 주가 지수의 방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패션

기업은 유행할 스커트 스타일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

는데 종합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 스커트 길이가

짧아질 것을 예상하고 상품 기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짧은 스커트가 입혀지기 시작한

다면 George(1926)가 주장하였듯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써 2013년 10월 자료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미니 스커트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008년 경제금융위기 이후 2014년 현재 경제

는 전세계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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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으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패션 스타일에 있어 하나의 주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다른 연구결과로서 본 논문에서는 패션 주기의 감

소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유니클로, H&M, 자라

와 같은 세계적인 SPA 브랜드들이 새로운 상품을 끊임

없이 제공하며 패션 사이클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도 빨라진 패션 주

기의 경향을 확인하고 상품기획 주기를 보다 빠르게 운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전체 주기를 10여

년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막연하기만 했던 스타일 지

속기간의 가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스커트 부분 간 상관을 보였는데 전반

적으로 미니 스커트의 경우 폭이 좁고 롱 스커트로 갈수

록 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여 상품 기획 시 패션 이론

으로써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나타

난 스커트 길이의 변화를 통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과거

패션 트렌드 주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패션 주

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패션 기업의 상품 기획

에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예측가능한 상품 기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갖기도 한

다. 스커트 길이 및 폭 스타일 분석을 위해 자료추출에

있어 대표 잡지를 선정하고 통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

록 2가지 잡지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는데 분석에 2가지

잡지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잡지 편집의 방향에 따라

전체 대중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해 편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큰 규모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런

우려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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