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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that can express beautiful

silhouette by studying visual effect that depend on waist position of basic pants and

the change of round belt width and analyzing the study of visual effect of the pattern

design as well as the effect of design component. The stimuli are 21 samples: 7

variations of the location of the waistline and 3 variations of the width of the belt. The

data has been obtained from 35 fashion design majors. The data has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anova, scheffe’s test and the MCA method.

The visual effects by the location of waistline and the width of belt are composed of

3 factors : horizontal direction factor, vertical direction factor and flexuosity factor. In

these factors, horizontal factor is estimated by most important factor. Visual effect is

positive when belt width widens as the location of waist line goes down to position of

low belt. And in case the location of waist line is in the position of natural waist belt

and low rise belt, belt of 3.2 width is effective visu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location of the waistline and the width of the bel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factors. Factor that appears in visual effect of basic pants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pattern of pants and characteristic of body shape.

So we may receive better visual assessment if we consider the location of waist belt

and width of belt in side of visual effect and image, when we produce pants giving

variety to crotch depth.

Key Words : 수평방향요인 수직방향요인horizontal direction factor( ), vertical direction factor( )

굴곡성요인flexuosity factor( )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 권 호9 5

38

서론.Ⅰ

남성 전용의 것으로 생각되던 팬츠는 세기19

말 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착용하

게 되었으며 여성의 활동영역이 점차 광범위해지

자 팬츠가 활동의 편안함을 충족시켜 주어 유행

과 더불어 착용인구와 착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의복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다른 대상들과 달

리 무성의 언어 로서 자신을(nonverbal language)

가장 가까이서 정확히 표현하는 수단이 되며 사,

람들은 의복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 의복

단서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지각하고 평가한다.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신체형태는 시대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대 여성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20

가벼우며 둘레가 작은 것에 더 만족하며 상반신,

보다 하반신에 대해 마르고 작은 신체를 더욱 원

하므로1) 의복을 통해 착용자의 외모를 보완하여

신체적 결점을 보완해 주는 의복의 착용을 선호

한다.

팬츠에 있어서 신체에 꼭 맞는 실루엣은 브랜

드마다 변형된 라인을 보이는데 다리와 허리선을

강조하여 무릎선 위치를 올려 다리를 길어 보이

게 하는 효과를 연출하며 밑위길이가 다양해져,

기존의 허리둘레에서부터 골반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

성층에서는 종래의 남성들의 작업복이던 청바지

를 선호하며 현재 유행하는 로 라이즈 진(Low

은 밑위길이가 짧은 청바지로써 로 라Rise Jean)

이즈 진이 필수 아이템이 된 이유는 섹시함과 날

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최근의 유행경향과 일치하

기 때문이다 로 라이즈 진은 배꼽은 물론 골반뼈.

까지 드러나는데다 하체에 딱 달라붙는 실루엣으

로 섹시한 느낌을 주며 밑위길이가 평균 인, 5 7∼

치이지만 브랜드에 따라 밑위길이가 인치에3 4∼

불과한 겨우 엉덩이만 걸친 디자인도 나와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몸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수용한

디자인으로서 일명 착시라인이라고 불려진다‘ ’ 2).

선은 착시에 의한 미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중요

한 요소로서 의복이 입혀지는 인체와 중요한 관

계가 있기 때문에 체형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선

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착용자의 신체적인 결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복의 이미지는 의복의 선 형태 색채. , , ,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

성되며 또한 인체에 착용되어 신체의 특징적 형

태로 표현되어진다 이때 의복은 인체를 더욱 돋.

보이게 하거나 인체의 형태를 재구성함으로써 미

적 관련성을 갖는다 의복과 인체구조가 주는 복.

식조형에서의 시각효과는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

디자인 요소가 상호 어우러져 체형의 지각에 착

시현상을 일으키는 신체디자인 시각효과와 특별

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유발시키는 연상디자인 시

각효과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3).

시각적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디자인 요

소를 이용한 시각적 효과 연구4)5)6)7)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정한 아이템을 소재로 하는 시,

각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8)9)10)11)도 주로 이미지

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하반신은 팬츠에 의.

해 그 형태가 더욱 강조되어 이상적인 신체미를

강조하는 부위가 되었으며 불특정 소비자들은 자

신의 체형에 잘 맞는 옷을 원하면서도 만족스럽

지 못한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다소 감춰지거나

미화되어 보이기를 원한다 따라서 팬츠의 제작.

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기능성의 우수함만을 추구

하기 보다는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효과는 디자인 요소에 의한 효과 뿐만 아니라 패

턴디자인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변1.

화에 대한 시각적효과의 구성 요인을 알아본다.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 변화에 대한 시2.

각적효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베이직 팬츠의 벨트 폭의 변화에 대한 시각3.

적효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시4.

각적효과의 상호영향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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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절차.Ⅱ

자극물 선정 및 제작1.

의복자극물을 제작하기에 앞서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패

턴사와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허리선의.

위치변화는 제허리선 이하(Natural Waistline:

위치에서 씩 내려가는 단계로 까N.W.) 1cm 12cm

지 변화를 주어 단계로 하였다 벨트 폭의 변13 .

화는 기성복 베이직 스커트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12) 라운드벨트에 벨트 폭은 3.2〜
로 조사되었고 일반적인 기성복 팬츠의 벨3.7cm ,

트 폭은 를 기본으로 한다는 인3.2cm (1.25inch)

터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벨트 폭은

로 하고 씩 변화를 주어 까지3.2cm 0.5cm 8.2cm

단계를 선정 하였다 이때 실험복의 패턴11 . 13)은

기본바지원형으로 하고 실험복은 광목으로 제작

하였다.

기초실험은 팬츠의 허리선 위치 와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추출하기 위하여 같‘

다 다르다의 형용사쌍을 이용하여 의상디자인- ’

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에서 의복구성학을 강의하

고 있는 전문가 집단 명을 평가자로 하여 비교12

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허리선 위치변화. 7

단계 (N.W., N.W.-2cm, N.W.-4cm, N.W.

가-6cm, N.W.-8cm, N.W.-10cm, N.W.-12cm)

추출되었다 벨트 폭은 기초실험에서는. 3.2cm〜
까지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기초실험8.2cm

결과 이상의 경우는 요크로 보이는 경향6.2cm

이 있으며 는 벨트와 요크의 중간으로 약, 5.7cm

간 어정쩡한 느낌으로 평가가 되었으므로 벨트

폭 변화는 단계로 하였3.2cm, 4.2cm, 5.2cm 3

다 기초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의복자극물은 허리선 위치변화 단계와 벨트 폭7

변화 단계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개의 팬츠3 21

이다 허리둘레선을 기준으로 허리둘레선 위치의.

내츄럴 벨트 내츄럴 벨트에서(Natural Belt),

아래를 힙본벨트 내츄럴 벨5cm (Hipbone Belt),

트에서 아래를 로우 로 선정한10cm (Low Belt)

그림 허리선 높이에 의한 벨트의 분류< 1>

선행연구14)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밑위길이가 4

까지 짧은 로우 라이즈 청바지5inch (Low Rise)〜
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선 높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츄럴벨트 와(Natural Belt)

내츄럴 벨트에서 아래를 힙본벨트4cm (Hipbone

내츄럴 벨트에서 아래를 로우 벨트Belt), 8cm

내츄럴 벨트에서 아래를 로우(Low Belt), 12cm

라이즈 벨트 로 하였다 그림(Low Rise Belt) < 1>.

측정방법2.

평가자1)

본 연구의 평가자는 시각적 판단력 오차가 적

고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의상디자인 전공자가

의복 평가에 있어서 비전공자보다 비교적 객관적

이고 명확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15)

에 따라 년 월 일 월 일 동안에 상명2004 8 30 -9 2

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학년생 명을 평가3, 4 35

자로 선정하였다.

실험환경2)

의복자극물은 선행연구16)에 의하면 시각적 평

가를 위한 자극물의 제시방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인대에 착용시킬 경우 허

리선의 위치와 복부 부위의 형태로 인하여 시각

적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자세를 취

하고 있는 마네킹에 착용시켜 실험하였다 그리.

고 마네킹의 상의로는 기본 길원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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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자극물과 같은 광목으로 제작하여 착용시켰

다 실험에 사용된 의복자극물은 그림 와 같. < 2>

다 개의 의복자극물은 마네킹에 입혀진 상태. 21

로 평가자에게 무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자극물이

벨트의 폭

허리선 위치
3.2cm 4.2cm 5.2cm

N.W.

N.W.-2cm

N.W.-4cm

그림 의복자극물의 분류< 2>

놓여지는 위치의 배경에는 회색 보드지를 대어

배경색과 자극물의 대비현상을 막아 배경색의 영

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자극물과 평가자 사이.

의 거리는 로 하였다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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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2>

벨트의 폭

허리선 위치
3.2cm 4.2cm 5.2cm

N.W.-6cm

N.W.-8cm

N.W.-10cm

N.W.-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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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척도 구성3.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의 위치와 벨트 폭의 변

화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

목의 선정은 제시된 의복자극물을 의상디자인 전

공자 명에게 제시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하56

여 신체적 특징의 효과를 나타내는 평가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평가용어 중에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의미가 유사한

항목은 가능한 제외시켰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추출된 용어 중 시각적 효과를 위한 쌍의 항목14

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평가항목의 평가적합성,

여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베이직 팬츠의 시각.

적 효과의 평가용어로써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개의 항목을 제외한 쌍의 항목을 최종적으로1 13

선정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평가자에게 제.

시할 때는 항목을 무작위로 배치하여 단계 평점7

법으로 평가 하였으며 자료의 수량화를 위하여

왼쪽 극단에 점 오른쪽 극단에 점을 부여하였7 1

다.

자료의 분석4.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통계SPSS 17) 패키지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의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하여Varimax

요인을 추출하였다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

검증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에e .′

대한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과 다중분류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 및 논의.Ⅲ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에 의한1.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변화

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1>

과 같다 요인 수는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이상으Varimax 1

로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3 .

요인 은 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엉덩이가 커 보1 -

인다 골반이 작아 보인다 골반이 커 보인다 허, - ,

리가 가늘어 보인다 허리가 굵어 보인다 날씬해- ,

보인다 뚱뚱해 보인다 허벅지가 얇아 보인다 허- , -

벅지가 두꺼워 보인다의 평가용어에서 요인부하

치가 높게 나타나 수평방향요인이라 하였다 요.

인 는 다리가 길어 보인다 다리가 짧아 보인다2 - ,

상체가 길어 보인다 상체가 짧아 보인다 허리가- ,

길어 보인다 허리가 짧아 보인다 키가 커 보인- ,

다 키가 작아 보인다의 평가항목에서 요인부하치-

가 높게 나타나 요인명은 수직방향요인이라 하였

다 요인 은 허리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허. 3 -

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배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

는다 배가 강조되어 보인다 옆구리살이 나와 보- ,

이지 않는다 옆구리살이 나와 보인다 배가 나와- ,

보이지 않는다 배가 나와 보인다에서 요인부하치-

가 높게 나타나 굴곡성요인이라 하였다.

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3

이며 수평방향요인이 전체 변량의62.9% , 22.0%

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 수직방향요인이 굴곡성요인이21.1%,

로 나타났다19.7% .

허리선 위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2.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에 변화를 주어 시

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일원

변량분석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Scheffe <′

와 같다 표 에서 벨트 폭 단계에 대한2> . < 2> 3

허리선의 위치를 변화시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요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거의 모든 허리선의 위

치에서 요인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3 .

벨트 폭 에서 허리선의 위치변화에 따른3.2cm

시각적 효과를 각 요인별로 보면 수직방향요인에

서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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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에 의한 시각적 효과의 요인분석< 1>

평가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 수평방향요인1 :

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엉덩이가 커 보인다- .818 -.020 .157

골반이 작아 보인다 골반이 커 보인다- .802 .026 .154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허리가 굵어 보인다- .649 .242 -.022

날씬해 보인다 뚱뚱해 보인다- .610 .064 .412

허벅지가 얇아 보인다 허벅지가 두꺼워 보인다- .539 -.131 .376

요인 수직방향요인2 :

다리가 길어 보인다 다리가 짧아 보인다- .207 .833 .096

상체가 길어 보인다 상체가 짧아 보인다- .140 -.827 -.225

허리가 길어 보인다 허리가 짧아 보인다- -.166 -.787 -.256

키가 커 보인다 키가 작아 보인다- .283 .715 -.022

요인 굴곡성요인3 :

허리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063 .038 .807

배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배가 강조되어 보인다- .180 .261 .756

옆구리살이 나와 보이지 않는다 옆구리살이 나와 보인다- .233 .194 .756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다 배가 나와 보인다- .459 .237 .540

설명분산 2.869 2.742 2.572

설명분산의 % 22.067 21.145 19.783

굴곡성 요인에서는 수준에서 유의적인p<0.001

차이가 나타났다 폭의 벨트가 달릴 때 수. 3.2cm

직방향요인은 허리선의 위치가 이상(N.W.-4cm)

내려간 위치에서 신체의 수직 길이가 길어 보이

지만 그 중에서도 와(N.W.-4cm) (N.W.-12cm)

일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허리선의 위치가 에 있을 때, (N.W.-2cm)

수직방향요인이 제일 짧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또한 허리선의 위치가 내려갈수록 수직방.

향요인이 길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밑위길이가 짧은 바지는 다리가 골반에서 시작되

는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다리가 더욱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폭의 벨트가 달릴 때 굴곡성요인3.2cm

에서는 허리선의 위치가 와(N.W.-2cm) (N.W.

일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굴곡성이 작아-4cm)

보여 허리나 배의 굴곡이 강조되어 보이지 않으

며 허리선의 위치가 보다 로우웨이스(N.W.-4cm)

트가 될수록 굴곡성이 커 보여 허리나 배의 굴곡

이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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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허리선 위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 2>

벨트폭 요인

허리선의 위치

N.W. N.W.

-2cm

N.W.

-4cm

N.W.

-6cm

N.W.

-8cm

N.W.

-10cm

N.W.

-12cm
값F

3.2cm 수평방향요인 3.897 3.811 4.324 4.194 4.077 3.777 4.012 2.015

수직방향요인
4.071

a/b

3.972

a

4.507

b

4.118

a/b

4.316

a/b

4.250

a/b

4.508

b
3.987**

굴곡성요인
3.979

b/c

4.292

c

4.147

c

4.035

b/c

3.599

a/b/c

3.326

a/b

3.061

a
10.297***

4.2cm 수평방향요인
3.589

a

3.850

a/b/c

4.412

c

4.273

a/b/c

4.514

c

4.372

b/c

3.678

a/b
7.364***

수직방향요인
4.071

a/b

3.953

a

4.338

a/b

4.129

a/b

4.079

a/b

4.500

b

4.382

a/b
4.788***

굴곡성요인
3.871

b

4.339

b

4.386

b

4.207

b

4.343

b

3.840

b

2.993

a
10.893***

5.2cm 수평방향요인
3.474

a

3.514

a/b

4.078

a/b

3.772

a/b

4.071

a/b

4.306

b

3.594

a/b
4.464***

수직방향요인
4.057

a/b

3.764

a

3.979

a/b

3.966

a/b

4.316

a/b

4.500

b

4.422

b
6.132***

굴곡성요인
3.607

a/b

3.965

b

4.243

b

3.938

a/b

4.059

b

3.893

a/b

3.113

a
4.820***

**p<0.01 ***p<0.001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임ab: Scheffe'

벨트 폭이 일 때는 모든 요인에서4.2cm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수평방향요인은 허리선의 위치가 와(N.W.-4cm)

일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반신의(N.W.-8cm)

수평너비가 가장 좁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전반적으로 허4.2cm

리선이 낮아질수록 수평방향요인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와 가 거의 같N.W. (N.W.-12cm)

은 수준으로 수평방향요인이 넓어 보이므로 제허

리선에서 내려갈수록 항상 좁아 보이는 것이 아

니라 많이 내려가면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폭의. 4.2cm

벨트가 달리는 경우 수직방향요인에서는 (N.W.

일 때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2cm)

었으며 일 때 가장 길어 보이는 것, (N.W.-10cm)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굴곡성요인은 허리선의.

위치가 일 때 가장 굴곡이 작아 허리(N.W.-4cm)

나 배의 굴곡이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

고 허리선의 위치가 내려갈수록 굴곡이 커 보여,

허리나 배의 굴곡이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벨트 폭이 의 경우는 모든 요인에서5.2cm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

수평방향요인에서 허리선의 위치가 (N.W.-10cm)

일 때 가장 좁아 보이고 일 때 가장 넓어 보N.W.

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수직방향요인에

서는 허리선의 위치가 (N.W.-10cm), (N.W.

일 때 가장 길어 보이고 일-12cm) , (N.W.-2cm)

때 가장 짧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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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리선의 위치가 제허리선에 있을 때보다

까지 내려가면 수직방향요인은 짧아(N.W.-6cm)

보이지만 그 이상 내려가면 오히려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폭의 벨. 5.2cm

트가 달리는 경우 굴곡성요인에서는 허리선의 위

치가 일 때 허리나 배의 굴곡이 가(N.W.-12cm)

장 강조되어 보이고 일 때 강조되어(N.W.-4cm)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

는 의 벨트는 허리선위치가 네츄럴 벨트의3.2cm

위치에 있을 때 신체의 수직 길이는 가장 짧아

보이지만 허리와 배의 굴곡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힙본벨트의 위치에,

있을 때는 모든 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가장 긍정

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대 여성의 체형이 하반신 비율의 증가로 사지20

가 길어지고 가늘어지는 변화를 보이며18) 허리둘,

레에서부터 넓적다리둘레에 이르는 실루엣선이

더 가늘게 보이기를 원한다19)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날씬하고 길어 보이

는 시각적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변인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업체 패턴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도 일반적으로 쓰는 로우 웨이스트 팬츠의 벨트

폭이 에 허리선에서 정도 내려간3.25cm 3-4cm

위치의 팬츠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시각적 효과

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벨트 폭. 4.2cm

일 때 허리선이 힙본 벨트와 로우 벨트의 위치

인 경우 모든 요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시각적 효

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허리선의,

위치가 내츄럴 벨트의 위치에서 로우라이즈 벨트

의 위치로 내려갈수록 요인별 효과는 달라지지만

로우라이즈 벨트와 내츄럴 벨트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벨트 폭 일 때는 허리선이 로우. 5.2cm

벨트의 위치에 있을 경우 모든 요인의 시각적 효

과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요즘 나오는 밑위길이가 짧은 골반바

지 중 지퍼 부분이 로 짧고 허리벨트 부8 10cm〜
분이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벨트 폭 보3.2cm

다 배 정도 넓은 바지가 허리선을 낮춰주기1.5

때문에 허리는 가늘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만드

는 효과를 준다20)는 기사와 동일한 결과로 평가

되어진다 따라서 베이직 팬츠의 패턴을 제작할.

때 허리선의 위치와 벨트 폭의 설정에서 상체와

하체의 프로포션에 따라 벨트의 폭을 적절하게

고려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벨트 폭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3.

벨트 폭에 변화를 준 베이직 팬츠의 시각적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일원변량분석

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Scheffe < 3>′

다 표 에서 허리선 위치에 대한 벨트 폭 변. < 3>

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허리선의 위치별로 그

리고 각 요인별로 비교하여 보면 수평방향요인은

벨트 폭 변화에 따라 (N.W.-6cm), (N.W.-8cm),

의 위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N.W.-10cm)

났다 그리고 수직방향요인은 의 위. (N.W.-4cm)

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굴곡성요인

은 의 위치에서 벨트(N.W.-8cm), (N.W.-10cm)

폭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

선에서 의 위치에 벨트가 달리는 경(N.W.-4cm)

우 벨트 폭이 좁을수록 수직방향요인이 길어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Scheffe′

벨트 폭이 달릴 때는 벨트 폭이 달4.2cm 3.2cm

릴 때의 시각적 효과와도 유사하고 벨트5.2cm

폭이 달릴 때의 시각적 효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위치에 폭의 벨. (N.W.-6cm) 4.2cm

트가 달릴 때는 수평방향요인이 가장 좁아 보이

며 폭의 벨트가 달릴 경우 가장 넓어 보, 5.2cm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 (N.W.-8 cm)

위치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는 수평4.2cm

방향요인과 굴곡성요인에서 제일 날씬해 보이고

굴곡이 작아 허리나 배의 굴곡이 강조되어 보이

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 위. (N.W.-10cm)

치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에 수평방4.2cm

향요인이 제일 좁아 보이고 벨트 폭이 넓어질수,

록 굴곡성요인에서 허리나 배의 굴곡이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 3.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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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벨트가 달릴 때 가장 넓어 보이고 허리나 배

가 가장 많이 강조되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의 위치에 벨트가 달릴 때는 대.(N.W.-12cm)

체로 벨트 폭에 상관없이 신체의 수직 길이는 길

어 보이며 하반신의 굴곡은 강조되어 보이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표 벨트 폭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 3>

허리선 위치 요인
벨트폭

3.2cm 4.2cm 5.2cm 값F

N.W.

수평방향 요인 3.897 3.589 3.474 2.154

수직방향 요인 4.071 4.071 4.057 .005

굴곡성 요인 3.979 3.871 3.607 1.333

N.W.-2cm

수평방향 요인 3.811 3.850 3.514 1.525

수직방향 요인 3.972 3.953 3.764 1.552

굴곡성 요인 4.292 4.339 3.965 1.904

N.W.-4cm

수평방향 요인 4.324 4.412 4.078 1.522

수직방향 요인
4.507

b

4.338

a/b

3.979

a
6.178**

굴곡성 요인 4.147 4.386 4.243 .853

N.W.-6cm

수평방향 요인
4.194

a/b

4.273

b

3.772

a
3.436*

수직방향 요인 4.118 4.129 3.966 .754

굴곡성 요인 4.035 4.207 3.938 .883

N.W.-8cm

수평방향 요인 4.077 4.514 4.071 3.252*

수직방향 요인 4.316 4.079 4.316 2.027

굴곡성 요인
3.599

a

4.343

b

4.059

a/b
6.848**

N.W.-10cm

수평방향 요인
3.777

a

4.372

b

.4.306

a/b
4.348*

수직방향 요인 4.250 4.500 4.500 1.867

굴곡성 요인 3.326 3.840 3.893 3.612*

N.W.-12cm

수평방향 요인 4.012 3.678 3.594 2.163

수직방향 요인 4.508 4.382 4.422 .605

굴곡성 요인 3.061 2.993 3.113 .129

*p<0.05 , **p<0.01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임abc: Scheffe

이상의 결과에서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는 제허

리선, (N.W.-2cm), (N.W.-4cm), (N.W.-6cm)

즉 내츄럴 벨트와 힙본 벨트위치에서 폭3.2cm

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수직방향요인은 긍정적으

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힙본 벨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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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수평방향요4.2cm

인과 굴곡성요인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로우 벨트 위치에 달리는 경우는 수평방향요,

인과 굴곡성요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즉. (N.W.-8cm), (N.W.-10cm)

로우 벨트의 위치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5.2cm

경우에는 신체의 수직길이는 길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츄럴 벨트와 로우라이즈 벨트의.

위치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다른 벨3.2cm

트 폭에 비하여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평

가되었으며 대부분의 허리선 위치에서 폭, 4.2cm

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개 요인이 모두 효과적3

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우 벨트의 위치에. 5.2cm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다른 벨트 폭에 비하여

수직 방향요인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선의 위치와 벨트 폭의 변화에4.

따른 시각적 효과의 상호작용 효과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

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그 결< 4> .

과 개의 요인이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3 p<0.05

가 나타났다 주 효과에서는 허리선의 위치는. 3

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벨트 폭은 수평방향요인 굴곡성요인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다.

표 허리선의 위치와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이원변량분석< 4>

변량원

수평방향 요인 수직방향 요인 굴곡성 요인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허리선

위치(A)
41.250 9.345*** 24.434 11.280*** 100.963 21.134***

벨트폭(B) 8.916 6.060** 1.352 1.872 6.326 3.973*

상호작용

(AB)
18.648 2.112* 8.291 1.914* 18.137 1.898*

*p<0.05 , **p<0.01, ***p<0.001

그림 의 수평방향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서< 3>

벨트 폭은 허리선의 위치가 제허리선과 (N.W.

일 때를 제외하면 폭의 벨트가 시-12cm) 4.2cm

각적효과가 가장 긍정적이며 제허리선과, (N.W.

의 경우는 폭의 벨트가 수평방향-12cm) 3.2cm

의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 허리선 위치에서는 폭의(N.W.-10cm) 3.2cm

벨트와 폭의 벨트에 대한 수평방향요인의5.2cm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러나 벨트 폭은5.2cm (N.W.-8 cm), (N.W.

를 제외한 허리선에서 수평방향의 시각적-10cm)

효과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허,

리선의 위치가 (N.W.-2cm), (N.W.-4cm), (N.W.

일 경우에는 벨트 폭과 벨-6cm) 3.2cm 4.2cm

트 폭에 대한 수평방향의 시각적 효과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의 수직방향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 4>

면 와 의 위치만 제외(N.W.-6cm) (N.W.-10 cm)

하고 모든 허리선 위치에서 벨트 폭이 가3.2cm

장 긍정적인 수직방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그리고 보다 허리선이 높은 경. (N.W.-6cm)

우는 벨트 폭의 시각적 효과가 가장 좋지5.2cm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허리선이 이보다 더,

낮은 경우는 그 경향은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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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평방향요인에 미치는< 3>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수직방향요인에 미치는< 4>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의 굴곡성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5>

에서 사이에 허리선이(N.W.-2cm) (N.W.-8 cm)

있을 경우 벨트 폭의 굴곡성의 시각적 효4.2cm

과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보다 더 낮은 허리선의 경우는 벨트(N.W.-8cm)

폭이 가 가장 굴곡성의 시각적 효과가 부3.2cm

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의, (N.W.-10cm)

벨트와 의 모든 벨트 폭의3.2cm (N.W.-12cm)

경우 설문지 점 척도 중 평균값인 에 미치지7 3.5

못하는 수치이므로 시각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굴곡성요인에 미치는< 5>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상호작용효과

결론.Ⅳ

본 연구는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

여 허리선 위치 단계와 벨트 폭 변화 단계의7 3 2

원 요인 설계를 통하여 시각적 효과를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벨트 폭의 변1.

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요인분석 결과는 수평

방향요인 수직방향요인 굴곡성요인의 개의 요, , 3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평방향요인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 변화에 따른 시2.

각적 효과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의 벨트와 밸트 폭이 힙본 벨트의3.2cm 4.2cm

위치에 있을 때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벨트 폭인 경우는 힙본 벨, 4.2cm

트와 로우 벨트의 위치에 있을 때 시각적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벨트 폭 일 경우 허리. 5.2cm

선의 위치가 로우 벨트의 위치에 있을 때 모든

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

다 벨트 폭이 넓어질수록 허리선의 위치가 내려.

가야 시각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므로 허리

선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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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팬츠의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3.

적 효과는 내츄럴 벨트와 로우라이즈 벨트의 위

치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다른 벨트3.2cm

폭에 비하여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대부분의 허리선 위치에서 폭의, 4.2cm

벨트가 달리는 경우 개 요인이 모두 효과적으로3

나타났다 또한 로우 벨트의 위치에 폭의. 5.2cm

벨트가 달리는 경우 다른 벨트 폭에 비하여 수직

방향요인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의 위치와 벨트 폭의4.

시각적 효과의 상호영향력은 주효과에서 허리선

의 위치는 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3

나타났으며 벨트 폭은 수평방향요인 굴곡성요인,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수평방향요인은.

로우 벨트의 위치에 폭의 벨트가 달리는4.2cm

경우 시각적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힙본 벨트의 위치에 폭의 벨트가 달, 3.2cm

리는 경우 수직방향요인의 시각적 효과가 좋고,

폭의 벨트가 달리는 경우 굴곡성요인의4.2cm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베이직 팬츠의 시각적 효과에

서 나타난 요인은 체형의 특징과 팬츠의 패턴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밑위길이에 변

화를 주어 팬츠를 제작할 때 허리선의 위치와 벨

트의 폭을 시각적 효과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더

좋은 시각적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극물로 마네킹을 사용하

였기 때문에 인간의 인체에 직접 착장했을 때 나

타나는 패턴의 변화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평가자의 연령이 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복20

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재은1) (1993), 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20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지연2) (1999), 슬랙스의 바지통과 밑위길“

이에 따른 동작기능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3) (2003), “

수트디자인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

53(6), pp.131 143.〜
김윤경 이경희 의복무늬의 시각적4) , (2000), “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pp.861

872.〜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가지 무5) , , (2000), "4

채색 의복의 형태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

지" , 한국의류학회지 24(8), pp.1177〜
1186.

오해순 이경희 의복재질의 시각적6) , (2002), "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10),

pp.114 125.〜
주소현7) (1998), 의복 배경 비율의 조합에" , ,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웅희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소8) , (1997), “

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6),

pp.1060 1071.〜
한정숙 류숙희 테일러드 자켓 디9) , (1997), “　

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칼라길이- ,

단추수 변화를 중심으로, single/double -”,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376 1386.〜
조훈정 손영미 앙상블 수트의 의10) , (2002), “

복형태구성요인의 시각효과에 대한 실험연

구 제 보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1 )- -”, 복

식 52(6), pp.51 69.〜
오은주11) (1998), 자켓과 스커트의 비율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미란 이정순 대 브랜드의12) , (2002), “20

기본 스커트의 치수 실태 및 패턴분석”,

복식문화연구, 2(3), pp.392 406.〜
나미향 허동진 정복희 이정순 김정숙13) , , , ,

공저 (2003), 산업패턴설계 여성복" - "Ⅰ ,

교학연구사, pp.70 71.〜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 권 호9 5

50

곽병진14) (2001), 여성용 슬랙스 디자인에“

관한 감성공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5) (1991), 의복형태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김희정 이경희 의복자극물과 제16) , (1993), “

시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

회지, 17(3), pp.428 435.〜
강현철 한상태 이은수 지음17) , , (2002), 마"

케팅 리서치를 위한 데이터 분석과SPSS

활용", 자유아카데미, pp.191 245.〜

정재은 남윤자 대 여성의 신18) , (1999), “20

체 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년-1992

도와 년도의 비교1997 -”, 한국의류학회지

23(1), p.168.

이영주 박옥련 이정옥19) , , , Op cit., p.381.

박세은의 패션20) “ (2005, 4, 30), 스포츠한

국 온라인 신문 자료출처2005, 5, 20,

http:www.sports.hankooki.com/Q&A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2005 5 10 , 2005 6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