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 헴라인의 상관관계

-헴라인 이론의 검증-

안 인 숙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Does Economy Dictate Hemline Move?

-Verification of the Hemline Theory-

Insook Ahn
†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Received May 21, 2015; Revised July 15, 2015; Accepted August 26, 2015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hemline and macro-economic factors (rGDP, recess-

ion, and unemployment) are still applicable as well as analyzes time lags that reflect economic factors on

the hemline index using U.S. data. The hemline theory and fashion cyclical theory were applied to propose

the relationships studied. The data for the hemline measurements of women's day-wear were obtained from

US Vogue spring and fall editions from 1950 to 2014. Data were standardized by dividing the length from

shoulder to hemline by the length from the shoulder to ankle. I aggregated 2260 samples and hemline data

to create a yearly average. This study used OLS of Stata 13 program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factors and hemline. The main findings were the recession and unemployment influenced

hemline length for four years in a positive direction. Furthermore, the effects of previous recession and un-

employment on the current hemline were very close to the significant level respectively. This finding sup-

ports the hemline theory in that a recessionary economy is related to longer hemlines and hemlines become

shorter in flourishing economic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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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행은 일정 기간에 인기 있는 스타일 또는 어느 시장

내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수용되는 추세를 말하는

것으로 심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형태이자 시대의 반영체이다(Brannon, 2010). 헴

라인 지수(Hemline index)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

제학자인 테일러 교수(George Taylor)가 1926년 주창(van

Baardwijk & Franses, 2012)한 이후, 경기불황이 올 때마

다 각종 매체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

르면 여성의 치마길이는 주가지수, 국내총생산(GDP), 또

는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요인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호경기에는 치마길이가 짧아지고, 불경기에

는 치마길이가 길어진다는 이론이다.

헴라인 이론을 뒷받침하는 몇 편의 연구논문(Hong et

al., 2011; Jack & Schiffer, 1948; Kim & Lee, 2008; Lim,

2009; Mabry, 1971)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최근의 연구

가 아니다. 헴라인 이론에 대한 가장 근래의 연구로는

van Baardwijk and Franses(2012)가 수행한 것이 있다. 그

러나 헴라인 이론과는 달리 어떤 패션잡지나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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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헴라인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은 이론이라고 반박

한다. 더욱이, Docherty and Hann(1993)은 치마길이 변

화주기는 경기주기와 같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였다.

Mabry(1971)의 연구는 1970년대 초에 발표된 것이며,

헴라인과 다우존스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두 변수의 시계열 자료 간에 변동폭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1950년 이전에는 연도별 주가지수의 최고치와 최소치의

변동추세가 완만하게 움직였으나 그 이후부터 1970년

대까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

서 Mabry(1971)의 분석은 당시 다우존스의 시계열 자료

가 가지고 있는 단위근 또는 autocorrelation을 고려하

지 않는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van Baardwijk and Franses(2012)가 수행한 연구의

경우, 연구자료는 프랑스 잡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경제지표는 프랑스의 것이 아닌 세계의 경기지표로서

미국에서 발행되는 NBER의 경기순환지수를 사용하였

고, 치마길이의 측정도 길이에 따라 5개의 범주형 분석

(mini, above the knee, below the knee, ankle, and floor

length)을 하여 접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세편의 국

내 연구 또한 유용한 자료확보의 한계성으로 인해 외국

논문의 연구범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Lim(2009)의 연구는 일정 기간 내에서 지속

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 차례의 경제 위기

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전후 간의 스타일 변화를 분석하

였다. 한편, Docherty and Hann(1993)은 햄라인의 길이 변

화가 경기순환주기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물가상승률,

실업률, 또는 소비자의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팀은 헴라인 변동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인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경기일 경우, 헴라인의 길이가 3년 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길어진다고 한 van Baardwijk and Fra-

nses(2012)의 논문을 제외한 헴라인 이론을 다룬 논문들

은 패션이 판매시즌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획 및

생산과정을 간과한 판매시점의 자료를 해당 연도의 경

제상황과 비교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불경기 때마다 회자되는 헴라인 이론이 과학

적인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치

마길이가 거시경제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만일 있

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

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지표와 그 국가에

서 발행되는 패션잡지를 통해 헴라인 변화를 측정함으

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와 헴라인과의 상관관

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는

헴라인 이론에 대한 학술적 유효성 검증 측면뿐만 아니

라, 의류업체들이 다음 시즌 상품기획을 함에 있어 이 결

과를 고려하여 헴라인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한다면 잘못

된 헴라인 예측으로 인해 발생될 기업의 손실을 낮추고,

올바른 예측으로 인해 판매와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유행과 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

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유행과 스타일의 변

화가 패션의 내재된 논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화한다

고 주장하는 부류(Kroeber, 1919; Lowe & Lowe, 1990;

Lowe & Lowe, 1984; Richardson & Kroeber, 1940; Yo-

ung, 1966)이며, 또 다른 부류는 변화가 자체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 즉 전쟁,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 변화

에 기인한다고 본다(Blumer, 2007; Simmel, 1957; Spro-

les, 1985; Veblen, 1994).

1. 스타일 변화의 주기성

다수의 연구자들이 유행의 주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 중의 대표적인 학자는 Kroeber(1919)

로, 그는 스타일 변화에 대한 연구로 드레스 스타일 변

화를 최초로 측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1844년부터 1919년까지 이브닝드레스의 길이, 허리, 목

트임 길이, 스커트 폭 넓이, 그리고 어깨선 길이를 측정분

석하였다. 그 후, Richardson and Kroeber(1940)는 1787년

부터 1936년까지 약 3세기 간의 자료를 측정하여 치마길

이와 폭, 허리선 높이와 폭, 그리고 목선의 길이와 넓이

의 변화를 분석하여 스타일 변화가 1세기에 걸쳐 주기가

완성된다고 보고하였다. Weeden(1977)은 1920년부터

1976년까지『뉴욕타임즈』신문(『The New York Times』)

에 실린 일상용 원피스를 대상으로 스타일 변화를 관측

하여 스타일 변화의 주기성을 보고하였다.

Kim(2013)은 1967년에서 2012년까지 국내 여성 잡지

에 게재된 여성 바지스타일의 주기분석을 통하여 벨보

텀(bell-bottom), 레귤러(regular), 그리고 스키니(skinny)

스타일이 세 번의 주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Hong et al.(2011)는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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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ue』코리아지에 게재된 사진을 대상으로 미니스커

트의 주기를 고찰한 결과 연구대상기간 동안 세 차례의

주기가 있었다고 한다. 가장 최근 연구로는 Ahn(2014)

이 1950년부터 2013년간 미국『Vogue』편집란에 실린

일상용 원피스와 치마길이의 측정분석을 통해 총 4번의

완성된 스타일 변화주기와 1번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

기를 보고하였다. 반면, 몇몇의 연구에서는 패션스타일

변화의 주기성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Doc-

herty & Hann, 1993; Docherty et al., 2000). 스타일 변화

에 대한 타 문화권 국가들과의 비교연구로는 Balkwell

and Ho(1992)가 타이완과 미국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으며, Curran(1999)은 유럽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시기가 흐르면

서 당해 연도 내에 다양한 길이의 치마길이가 공존하면

서 유행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 헴라인 변화와 경제와의 관계

Mabry(1971)는『Vogue』,『Harper's Bazaar』,『Lady

Home Journal』, 그리고『Good Housekeeping』의 네 잡

지에 실린 패션사진들의 치마길이 변화를 분석한 후 경

제지표 중의 하나인 다우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

rages)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치마길이와 다우지수의

변화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경기의 한 지

표인 다우지수가 상승하면 여성의 치마길이가 짧아지

고, 불경기에 다우지수가 하락하면 치마길이도 짧아진

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로는 Hong et al.(2011)은 스커트 길이와 경

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일부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

하였는데 2006년 이전에는 불경기 시에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Kim and Lee(2008)는 1994년에서

2002년까지 여성 잡지에 실린 광고분석을 통해 경제위

기 전후의 경제상황과 패션스타일 변화의 상관성 연구

에서 경제위기 전의 스커트 길이가 후의 길이보다 약간

짧게 관측되었으나 두 시기 모두 무릎 위 길이가 지배적

이었으며, 이는 헴라인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Lim(2009)은 1973년, 1998년, 그리고 2008년에

생긴 불황기별 한국 패션트렌드 분석에서 불황기 이후

에는 일반적으로 몸매의 곡선과 허리를 강조를 통해 여

성미를 강조한 스타일, 절제된 시스루룩, 그리고 스커트

길이가 길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국내 잡지에 나

온 패션사진 분석을 통한 헴라인과 경기의 상관관계 결

과도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가장 최근 경기와 헴라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van Baardwijk and Franses(2012)이 프랑스 패션잡지인

『L' Officiel』에 실린 1921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션사

진과 세계 경제지표로 경기침체기를 중심으로 경기주

기를 파악하는 전미경제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2010)의 자료 중 경기후퇴

기의 기간을 활용하여 연구한 결과, 경기와 헴라인 길이

의 변화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

하면, 현재의 경제변화는 약 3년 후 의류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경기변화

가 헴라인 변화에 3년 선행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보고를 하지 않았다.

3. 경기순환주기(Business cycle)

각국의 경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장기 추세

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순환

변동한다. 경기순환주기는 호경기 시에는 상승하여 정

점(peak)에 이르게 되고 이후 불경기 시에는 하강하다가

저점(trough)에 이르게 되며 다시 상승으로 반전한다. 이

때, 경기의 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한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주기(cycle)라고 부르는데(The

Bank of Korea, 2015), 미국의 경우 1950년에서 2015년 현

재까지 총 10번의 경기순환주기가 있었다(NBER, 2010).

경기순환주기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들과 상관관계 속

에서 진행이 되는데 거시경제지표들은 생산성, 이자율,

물가, 실업률, 투자, 소비자 수입과 지출 등이다(Stock &

Watson, 1999). 일반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 소비, 투자,

실질소득, 도 ·소매업체의 판매 감소, 실업률 등의 현상

은 경기순환주기의 위치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

난다(Stock & Watson, 199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1950년에서 2014년 동안 경제와 헴라인 길

이의 변화관계에 대하여 패션잡지에 나온 사진자료를 통

해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경제와 헴라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1-1: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인 실질국내

총생산량과 헴라인의 상관관계를 분

– 757 –



118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5, 2015

석한다.

연구문제 1-2: 경기순환주기 중 경기불황기간과 헴

라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1-3: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인 실업률과

헴라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경제현상이 헴라인 변동에 몇 년간의 시

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1: 실질국내총생산량이 헴라인 변동에

어떤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2: 경기불황기기간이 헴라인 변동에 어떤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한다.

연구문제 2-3: 실업률이 헴라인 변동에 어떤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2. 연구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변동이 여성 스타일 변화, 특

히 헴라인 길이의 변화에 미친다는 기존의 헴라인 지수

이론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연

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Eq. 1>과 같다.

Hemlinet =

β0 + pHemlinet-1 + β1MacroVart-k + εt
..... Eq.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헴라인 값은 해당 자료의 목선에

서 치마나 드레스의 헴라인 길이를 목선에서 발목까지

길이로 나눈 값의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모델은 헴라인

변동에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이전 연도

의 햄라인 값을 모델에 반영하였고 둘째, 거시적 경제 변

수로 경기불황기간, 실질국내총생산, 그리고 실업률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Stata 13 통

계프로그램의 최소자승추정법(OLS)을 적용한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3. 자료측정 및 수집방법

1) 헴라인 측정 및 자료수집 방법

헴라인 자료는 1950년에서 2014년에 발간된 미국

『Vogue』의 패션편집란에 실린 사진자료 중 측정에 적

합한 자세, 즉 전신이 직립된 상태로 나온 사진만을 대

상으로 이브닝드레스가 아닌 일상복 중 원피스나 치마

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수의 논문들이 패션스타일 변화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Vogue』가 일반 대중들이 구

독하는 패션잡지이라기보다는 패션리더그룹에 속하는

독자들이 구독하는 고급 패션잡지라는 한계점을 지니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Vogue』가 스타일 변화연구의 자

료의 출처로 사용된바(Ahn, 2014; Belleau, 1987; Do-

cherty et al., 2000; Hong et al., 2011; Marbry, 1971; Yu,

2004), 본 연구에서도 자료의 출처로『Vogue』를 활용하

였다. 매년 봄호로는 3월호를 가을호로는 9월호를 사용

하여 자료를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3월호는 봄/여름

컬렉션을, 9월호는 가을/겨울 컬렉션을 다루기 때문이

다. 해당호의 측정대상자료가 10개 미만인 경우는 바로

이전 또는 이후의 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총

2,260개의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방식은 Curran

(1999)과 Ahn(2014)이 사용한 방식으로 우선 어깨선에

서 헴라인까지 측정하고, 그 값을 어깨선에서 발목까지

측정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구하였으며. 해당 연도의 자

료는 그 연도의 개별적 값을 합한 후 평균값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연도별 헴라인 변동은 <Fig. 1>에 도표화

하였다.

2) 실질국내총생산

첫 번째로 사용한 거시경제변수는 실질국내총생산

(rGDP: real Gross Domestic Product)이다. 국내총생산

(GDP)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내에서 그 나라의 국

민과 외국인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의 합

을 국내총생산이라고 한다(The Bank of Korea, 2015).

그러나 국내총생산은 매년도에 생산한 것을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도출한 것으로 연도별 경제상황을 인

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등의 물가변동률이 반영이

되지 않은 GDP로 비교분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무국이 2009년도 물가를 기

준으로 환산한 미국 실질국내총생산 자료(U.S. Depart-

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5)

를 사용하였다.

3) 경기후퇴기간(Recession)

경기후퇴기는 경기순환주기 내에서 경기후퇴국면으

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그 규모가 경기 전반에 걸쳐 축

소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 실질국내총생산, 소비, 투자,

실질소득, 도 ·소매업체의 판매 감소 등의 현상이 현저

하게 나타나며 이 같은 상태가 최소한 몇 달 이상 지속

되는 상태를 경기후퇴기라고 한다(NBER, 2010).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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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NBER(2010)이 발표한 경기순환주기 중 195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생한 경기후퇴기기간을 거

시경제변수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변수의 값은 van

Baardwijk and Franses(2012)가 사용한 수치변환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기침체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0.10

경기침체기간이 두 달에서 네 달 사이 지속한 경우:

0.35

경기침체기간이 다섯 달에서 일곱 달 사이 지속한 경

우: 0.60

경기침체기간이 여덟 달에서 열 달 사이 지속한 경우:

0.85

경기침체기간이 해당 연도에 11개월에서 12개월 지속

된 경우: 1.1

4) 실업률(Unemployment rate)

마지막으로 실업률은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

partment of Labor)에서 발표한 1950년에서 2014년까지

의 월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환산하여 연도별 실

업률을 구하였다. 실업률은 16세 이상의 인구로 직업이

없거나 4주 이상 활발히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확보한 통계치이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B

LS], 2015).

헴라인 조사대상을 1950년 이후에서 시작한 이유는

1950년 이전에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로 인한

외부적 환경에 따라 생산의 중심이 소비자 중심의 상품

보다 전쟁물자 위주로 생산하게 되었다, 또, 다수의 여성

들이 전쟁에 나간 남성들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역할과 산업체의 노동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외

부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여성 소비자의 새로운 패션스

타일에 욕망이나 기대가 왜곡되었다. 경제측정방식 측면

에도 2차 대전 이전의 경제측정방식과 전쟁 후의 방식

이 동일하지 않고, 시계열 자료분석 시, 차이가 많은 역

사적인 시계열 자료를 비교할 경우 초기 자료인 1950년

대 이전의 자료로 인해 그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다(Stock

& Watso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를 포

함한 그 이후의 헴라인과 거시경제요인들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는 <Table 1>

에 제시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인

헴라인과 거시경제변수들의 값을 최소자승회귀(Ordi-

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 방식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각 시계열 자료가 OLS를 통한 회귀분석 수

행 전제조건에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안정성(statio-

narity), 이분산(heteroscedasticity), 그리고 잔차의 계열

상관관계(serial correlation in residuals)를 점검하였다.

Fig. 1. Average annual historical values for the hemline ratio.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nnual data

N Mean S.D.

Hemline 65 0074.81 0006.65

Recession 65 0000.25 0000.27

rGDP* 65 7877.72 4352.40

Unemployment 65 0005.86 0001.63

*rGDP in billions of chained 2009 dollars

– 759 –



120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5, 2015

안정성은 Dickey-Fuller 테스트를 통하여 ‘시계열 자료

가 단위근이다’는 귀무가설의 채택 여부를 검증하는 것

으로, 자료 중에 단위근인 비 정상(non-stationarity) 시계

열이 존재할 경우 1차 차분(first difference)을 구하여 1차

차분으로 구성된 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하는지를 재차

살펴, 정상성을 가질 경우 그 자료를 시계열 분석에 사용

하였다. Dickey-Fuller 검증결과 헴라인, recession을 제외

한 실업률, rGDP의 시계열 자료는 단위근을 가지고 있

어서 안정성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귀무가

설이 수용되지 못하였다(Table 2). 따라서 실업률과 실질

국내총생산의 자료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차분(Un-

employmentt - Unemploymentt-1, rGDPt - rGDPt-1)을 구해

새로운 변수(dUnemployment와 drGDP)들을 구하였다.

이분산 검증을 위해 Breusch-Pagan 검증을 사용하였으

며 잔차의 계열 상관관계는 Durbin-Watson 방식을 통해

검증한 바, 모두 전제조건에 부응하였다.

1. 실질국내총생산과 헴라인의 관계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이 헴라인

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들이 몇 년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실

질국내생산(rGDP)과 헴라인 관계, 그리고 시차적인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Ta-

ble 3). 선행 작업으로 rGDP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

여 1차 차분인 rGDPD1을 구하고 헴라인을 이전 연도

헴라인과 rGDPD1에 회귀를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

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2
=.46, F(5, 54)=9.05, p<

.001). 즉 이전 연도의 헴라인 길이와 rGDPD1의 두 요인

이 해당 연도 헴라인 길이의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

였다. rGDPD1의 헴라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rGD-

PD1이 1만큼 증가할 때 1년 후와 2년 후의 헴라인이 경

우 치마길이가 짧아지고 3년 차에는 변화가 없다가 다

시 4년 차에 헴라인이 소폭으로 짧아지는 것으로 나왔

다. 그러나 헴라인 변동에 대한 rGDPD1의 영향은 통계

적인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매우 미세한

수준임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경기후퇴기기간과 헴라인 관계

헴라인과 경기후퇴기기간의 상관관계와 recession이

헴라인 변동에 미치는 시차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Table 4). 헴라인과 recession의 관계

분석을 위해, 헴라인을 이전 연도 헴라인 값과 recession

Table 2.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Variable N Test statistic Z(t)*

Hemline 64 −3.34 0.01

Recession 64 −3.56 0.00

rGDP 64 −3.03 1.00

Unemployment 64 −2.76 0.06

drGDP** 63 −4.88 0.00

dUnemployment*** 63 −7.03 0.00

*Z(t): Mackinnon approximate p-value

**drGDP: rGDPt - rGDPt-1

***dUnemployment: Unemploymentt - Unemployementt-1

Table 3. OLS: U.S. rGDP

 Hemline  B (p-value) SEM

L.Hemline .63 (.00)  .10

rGDPD1

L1 −.00 (.33)  .00

L2 −.00 (.52)  .00

L3 .00 (.82)  .00

L4 −1.00 (.88)  .00

R
2

.46 (.00)

Table 4. OLS: U.S. recession and unemployment

Hemline B (p-value) SEM Hemline B (p-value) SEM

L.Hemline 0.58 (.00) .25 L.Hemline 0.59 (.00) 0.11

UnemploymentD1 Recession

L1 1.13 (.07)  .61 L1 4.00 (.09) 2.30

L2 0.22 (.72)  .61 L2 2.30 (.33) 2.32

L3 0.64 (.29)  .61 L3 1.08 (.64) 2.33

L4 0.15 (.81)  .60 L4 1.65 (.48) 2.32

R
2

0.48 (.00) R
2

0.5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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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귀를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R
2
=.50, F(5, 55)=10.99, p<.001). 즉, 헴라인

길이의 전체 변량의 50%가 이전연도의 헴라인 길이와

recession의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Recession이 헴

라인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불황기간이 길어

지면 그 영향으로 헴라인이 변동한다. 즉 어떤 해의 경

기상태가 좋지 않아 불황기에 들어가면, 그 영향으로 향

후, 헴라인 길이가 4년간 길어진다. 특히 경기침체기가

시작되면 그 다음연도 헴라인이 p=.05 기준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9)에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경기후퇴기기간이 헴라인 변동에 1년을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정도는 다르지만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업률과 헴라인 관계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요인 중의 하나인 실업률과 헴

라인의 상관관계 분석과 실업률의 헴라인에 대한 시차

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Table 4). 선행작업으로 실업률의 시계열 자료가 안

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1차 차분인 UnemploymentD1

을 구한 다음, 헴라인을 이전 연도 헴라인 값과 Unem-

ploymentD1에 회귀를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델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R
2
=.48, F(5, 54)=9.82, p<.001).

즉 이전 연도의 헴라인 길이와 UnemploymentD1의 두

요인이 해당 연도 헴라인 길이의 전체 변량의 48%를 설

명하였다. 실업률이 헴라인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UnemploymentD1이 1만큼 높아지면, 그 영향으로

치마의 길이가 향후 4년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기기간 변수가 헴라인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 그 다음연

도 헴라인이 p=.05 기준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

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7)에서 길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거시경제요인과 헴라인의 관계

와 거시경제요인의 헴라인에 대한 시차적 선행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실질국내총생산을 제외한

거시경제요인, 즉 경기침체기기간과 실업률은 헴라인

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간이 길

어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런 영향이 반영되어 다

음연도 헴라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1)에서 현

저히 길어짐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경제연구소

(NBER, 2010)가 2009년 9월에 경기침체기가 끝났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2010년도 가을

컬렉션의 헴라인이 짧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불경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직장을 구하기

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실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변수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실업률과 경기불황기간

모두 헴라인 변동에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침체기마다

거론되는 헴라인 이론이 1920년대에 George Taylor가 주

창했던 진부한 이론이 아닌 현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유효한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경기가 불황이

면 헴라인이 길어지고, 호경기에는 헴라인이 짧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전의 두 연구(van Baardwijk & Fran-

ses, 2012; Mabry, 1971)에서 경제와 헴라인 간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Docherty and

Hann(1993)이 헴라인 길이 변화는 실업률과 관련이 있

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Hong et al.(2011)의 불경

기 시에 스커트 길이가 호 경기 시에 비해 짧아졌다는 결

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van Baardwijk and Franses

(2012)의 연구에서 헴라인은 3년 전의 경기상황이 반영

되어 변동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 연도의 헴라인

변동은 바로 이전 연도의 거시경제지표 즉, 실업률과 경

기불황기간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범위 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의류의 생산과정은 소

비자 유행유형을 파악하고 유행예측을 통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앞서서

진행되어 상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판매체

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경기가 헴라

인 변동에 신속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이전 논문과 상이한 결과는 첫째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헴라인 측정방식과 van Baardwijk and

Franses(2012)가 사용한 다섯 범주 방식의 차이에서 발

생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본 연구는 헴라인 자료와 거

시경제지표를 동일 국인 미국 자료를 사용한 반면 van

Baardwijk and Franses(2012)의 헴라인 자료는 프랑스

잡지에 나온 자료를 사용하면서 경기지표로는 미국의

NBER 지수를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Hemlinet = β0 +

pHemlinet-1 + β1MacroVart-k +εt)과 van Baardwij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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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ses(2012)의 연구모델 (Hemlinet = β0 + pHemlinet-1

+ τlog(trend) + β1MacroVart-k + εt)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주제의 범주는 아니지만, 의류생산시스템

이 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예측에서 생산판매시점까

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지 또한 국내의

존에서 글로벌 소싱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시대가 지나면서 경제가 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전제하에 1950~

2014년, 1960~2014년, 1970~2014년, 그리고 1980~2014년

간 경기와 헴라인의 관계를 각각 비교하여 분석하였으

나 특이한 결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요

인들과 헴라인의 역 관계, 즉 헴라인이 거시경제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OLS regression을 사용

하여 점검하였으나, 헴라인의 경제요인에 대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950년부터 2014년까지 패션잡지인 미국『Vogue』 편

집란에 실린 사진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헴라인 이

론이 현재까지 타당한 이론이라는 것을 정량적 연구를

통해 밝힘과 동시에 거시경기지표 중 경제침체기간과

실업률이 1년 후의 헴라인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실질국내총생

산량은 헴라인 변동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관계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거시경제변수

와 헴라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거시경제변인 중에서 경기후

퇴기간이나 실업률을 사용하기를 권유한다. 본 연구결

과는 경기와 패션과의 연관성에 대한 패션이론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류업체들

이 다음 시즌 상품기획 시 이전 연도의 경기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헴라인을 결정한다면 유행예측에 대한 불확

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

황기인 시장상황에서 의류업체가 다음 시즌 상품인 스

커트나 드레스의 길이를 결정할 때, 회사가 경제상황과

그리고 경제상황과 햄라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짧은

헴라인의 스타일 상품들을 기획하여 시장에 출시할 경

우, 이 상품들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

게 되고, 판매부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판매부진은

가격할인을 야기하며, 마침내 수익이 줄거나 손실까지

초래한다. 또 의류업체나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구매하

고자 하는 스타일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

로부터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장

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의류업체들은 단기

적으로는 판매증진으로 인한 매출과 이윤의 증대를 가

져오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패션은 당 시대의 다수의 소비자

들에게 수용되는 스타일로서,『Vogue』가 일반 대중이 읽

는 패션잡지라기보다는 패션선도자들이 선호하는 잡지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중들이 많이

보는 잡지를 자료원천으로 하거나 패션카탈로그를 활

용하여 연구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이론구축에 지대한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기와 헴라인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경

기변동 시 왜 소비자들이 헴라인 선택에 영향을 받는지

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은 답할 수 없다. 의류의 구매나

착용은 개인의 미적 기준이나 당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유행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류

는 로맨스 정보를 함유하는 등의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Adam & Galinsky, 2012). 예를 들면 몸에 밀착된

스타일이나 노출이 많은 의류의 착용이 성적인 의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Durante et al., 2008; Grammer

et al., 2004). 다른 예로 불경기로 인해 많은 남녀들이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보유하

고 있는 남성의 수는 줄어들고,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

적인 소수의 남성을 차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숫자가 상

대적으로 증가한다면 여성들 간의 경쟁이 높아지게 된

다. 따라서 불경기 시에 왜 여성들이 긴 헴라인 스타일

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을 진화론(Evolu-

tion theory)을 바탕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ocherty and Hann(1993)은 헴라인 길이 변화는 경기

순환주기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물가상승률, 실업률, 또

는 소비자의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경기 관련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시경제지

표 외에 소비자의 수입을 변수로 사용하여 경기와 헴라

인의 관계연구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경기와 패션스타일 변화관계

에 대한 몇 편의 논문들이 있으나 연구결과들이 상이하

게 나오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스타일 선택은 문화

적인 차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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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측정방식과 연

구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다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헴라인 선택에 대한 반

응의 상이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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