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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look in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kirt and to evaluate the
visual effects and imag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ilhouette and length of the miniskirt from analyzing the mini skirt
style shown in 2007 S/S domestic fashion. The miniskirt style shown in 2007 S/S domestic fashion was analyzed with pic-
tures from a fashion website “Interfashion Planning” from Feb. to May of 2007. As a result, the basic lines of the miniskirt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side line. The lengths of miniskirts are classified into five steps of 25 cm,
27.5 cm, 30 cm, 32.5 cm, and 35 cm from the natural waistline. The stimuli were produced with imaginative sewing sys-
tem 3D CAD of i-design series. For the visual evalu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ilhouettes and length of the mini-
skirt, we used 13 pairs of items to find the visual effects, and 23 pairs of adjectives to measure the visual images. The
stimuli and adjectives were randomly given to the evaluators and were evaluated by the 7-point likert type scale. Data
we got from this experiment was analyzed statistically by using the SPSS 12.0 and practiced the Factor Analysis and Cor-
relation Analysi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iniskirts can be found in the lines, colors, and materials that are the elements
of fashion designs, colors and material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th that is the medium of the expression of design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visual effects and visual imag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ilhouettes and lengths of miniskirts, the
visual effect was composed of the three factors of the length of the lower body, the thickness of the lower body, and the shape
abdomen and it was showed that these three factors occupied 63.6% of the total variance. The visual image was composed of
four factors of elegance, personality, attraction, maturity and these four factors got 67.6% of the tot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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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있으며, 한 패

션업계 경영자는 “미니스커트 길이가 1년에 1cm 이상씩 짧아

지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 치마길이가 짧아질지가 패션업계

의 관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미니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작년의 미니스커트 대유행이 올해로 이어지면

서 강도는 더 세지고 있으며 성인남성의 한 뼘 정도 길이인 23

cm의 미니스커트도 나왔다. ‘미니스커트’라는 표현보다 ‘마이

크로 미니스커트’, ‘초미니스커트’란 말이 더 어울릴 정도다.

미니스커트가 초미니로 진화하는 이유는 맨살을 드러내지 않아

도 되는 레깅스의 유행과 다리를 강조하는 패션이 새로운 트렌

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07). 패션은 시대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상황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시대의 흐름 속

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한다. 특히 여성 패션에서 미

니스커트 스타일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지만 한시대의 일

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 버린 스타일이 아니고 20세기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스타일이며, 그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패

션계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패션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패

션의 변화를 실루엣이나 스커트 길이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

며 특히 스커트 길이와 경제상황을 연관시켜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김민자, 2004). 최근 여성들의 치마길이가 짧아지면서 스

커트 길이와 경제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쏟

아지고 있으며 경제학자들과 패션전문가들은 각각 상반되는 의

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니스커트의 디자인은 선, 색채, 재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는데, 색채와 재질은 옷감에 의해 결정되고, 선은 허리에서

Corresponding author; Jeong-Mee Kim

Tel. +82-51-620-6865, Fax. +82-51-623-6029

E-mail: jmkim@pknu.ac.kr



582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9권 제6호, 2007년

내려오는 옆선과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복식에서 선은 면을 분

할하고 형태를 이룰 뿐 아니라 느낌을 전달한다. 즉, 디자인에

사용된 선의 특성에 따라 의복이 주는 느낌이 결정되기 때문에

활용방법에 따라 착용자의 외모에 시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영, 2003). 의복의 시각효과는 인체의 형태와 의복의

형태, 착용방식 등이 어우러져 체형의 지각에 착시현상을 일으

킴으로써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러므로 시각적 평가는 신체적 특징과 이미지적 특징의 조화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디자인 요소에 의한 연구 뿐 만 아니라 패

턴디자인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니스커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최비숙(1998), 임영자ㆍ박

태용(2004), 김경화ㆍ김경애(2005) 등의 연구가 있는데, 주로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관점, 디자인적 관점 등에서만 연구되어

졌다.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는 196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패션아이템으로, 국내 패션시장에서 유행

하는 디자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체형 특성을 고려한 구성학적

측면의 패턴디자인과 함께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니스커트의 선, 색채, 재질 등 디자인 요소에

의한 연구뿐만 아니라 미니스커트의 착용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 및 이미지적 특징의 조화로 나타나는 시각적 평가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S/S 국내 패션브랜드를 비롯해 인

터넷 패션 몰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와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평가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ㆍ 미니스커트의 개념과 일반적 특징을 고찰한다.

ㆍ 2007년 S/S 국내패션에 나타난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

성을 분석한다. 

ㆍ 미니스커트를 허리에서 내려오는 옆선에 따라 크게 2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2.2. 연구방법

미니스커트의 개념과 특성 : 미니스커트와 관련된 서적, 논

문과 기사자료를 통해 미니스커트의 일반적 특징을 고찰하고,

패션사이트 인터패션플래닝(http://www.ifp.co.kr)에서 2007년 2

월부터 8월까지 수집한 사진자료를 가지고 미니스커트의 조형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니스커트의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 : 디

자인 선정 - 패션사이트 인터패션플래닝에서 수집한 미니스커

트 사진을 통하여 미니스커트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미니스커트의 실루엣은 타이트스커트(tight skirt)에서부터 볼륨

감을 강조한 플레어(flared), 플리츠스커트(pleated skirt)까지 다

양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미니스커트의 실루엣 중에서 플레어

스커트와 플리츠 스커트는 패턴 제작시 다양한 변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미니스커트 실루엣은 옆선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가지 유형 중 미니스커트

DESIGN I은 힙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옆선으로 하고, 미니스

커트 DESIGN II는 힙에서 A라인으로 내려오는 옆선으로 하였

다. DESIGN I, DESIGN II의 도식화는 Fig. 1과 같다. 그리

고 2가지 유형의 미니스커트의 길이는 영 캐주얼 브랜드(Qua,

ASK, it-Michaa)의 디자이너와 패턴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길이

변화를 5단계로 설정하였다. 인터뷰조사 결과 영 캐주얼웨어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기본스커트의 길이는 제허리선에서 50~

57.5 cm, 미니스커트는 30~32.5 cm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업체에서 설정하는 미니스커트의 길이의 기준

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대체로 스커트길이가 33 cm 정도를

엉덩이가 보이지 않는 길이로 보기 때문에 기성복의 경우 미니

스커트의 길이는 33 cm를 기본 길이로 설정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제허리선에서 35 cm까지는 걷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뒤트임이 필요 없는 길이로 정하고 있으며 스커트 길이

가 35 cm 보다 길면 뒤트임이 필요하며 35 cm 보다 약간 긴

길이는 트임을 넣을 경우 트임 길이가 적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로 제품으로 생산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리고 “2002년만 해도 미니스커트의 길이는 30 cm정도면 충분

했지만 요즘은 25 cm 정도의 길이가 기본이다”(조선일보,

2007), “밀라노 뉴욕발 허리 밑 20 cm ‘나노미니’ 서울 상륙”

(주간조선, 2007) 등의 기사를 통하여 30cm보다 짧은 미니스커

트가 생산될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미니스커트의 길이

는 제허리선에서 25 cm, 27.5 cm, 30 cm, 32.5 cm, 35 cm의 5

단계로 결정하였다. 

자극물제작 - 자극물은 가상봉제 3D CAD인 i-디자이너 시

리즈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i -디자이너 시리즈는 의복의 시

뮬레이션을 실행하는 i-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바디형태를 변형

시키는 Body Order Tool, 의복의 코디네이션을 즐기기 위한 i-

D Fit, 그 외 i-D Fit에 얼굴과 액세서리 데이터 작성을 위한

i -D Face와 i -D Accessory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i-

디자이너는 패턴, 원단의 물성, 바디데이터를 기초로 의복의 3

Fig. 1. 미니스커트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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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형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패턴데이터

는 패턴 CAD로 제작한 패턴을 DXF 파일형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원단은 i-디자이너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면

소재의 물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한경희

외, 2005). 

측정밥법 - 본 연구의 평가자는 시각적 판단력 오차가 적고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의상디자인 전공자가 의복 평가에 있어

서 비전공자 보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이경희, 1991)에 따라 2007년 05월 16일~05

월 25일 동안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3, 4학년 42명과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2, 3학년 57명을 평가자로 선정하

였다.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은 Fig. 2와 같다. 자극물은 미니스

커트 옆선의 변화 2유형과 5단계의 길이 변화로 2원 요인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자극물로서 평가자들에게 무순으로 제시되었

다. 

평가척도 구성 -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변화에 따른 미니

스커트의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의 선정은 Fig. 2에 제시된 의복자극물을 의상디자인 전공

자 70명에게 제시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신체적 특징의

효과를 나타내는 평가용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시각적 효과의 평가항목과 시각적 이미

지의 형용사 중에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의미가 유사한 항목과 형용사는 가능한 제외시켰다. 예비실험

을 통하여 추출된 용어 중 시각적 효과를 위한 13쌍의 항목과

시각적 이미지를 위한 22쌍의 형용사쌍을 선정하여 평가에 사

용하였다. 평가자들에게 제시할 때는 항목들을 무작위로 배치

하여 7단계 평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왼쪽 극단에 1점, 오른

쪽 극단에 7점을 부여하였다.

자료분석 -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미니스커트 옆선과 길이변화에 따

른 미니스커트의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리고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미니스커트의 일반적 고찰 

미니스커트의 미니(mini)는 ‘극소’라는 뜻인 미니멈

(minimum)의 약자로, 이는 최소 표현주의라는 미니멀리즘의

‘단순성과 최소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예이다. 디자이너 자크 델

라에이(Jacques Delahays)에 의해 미니스커트가 첫선을 보였을

때는 시대의 흐름에 앞선 충격적 디자인으로 인해 성공을 거두

지 못했다. 하지만 1965년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퀀트(Mary

Quant)와 조안 위르(Joan Huir)의 첫 컬렉션에서 선보인 미니

스커트는 젊음과 역동감 있는 모드로 여성들의 애호를 받기 시

작했다(정삼호·김영숙, 1996). 이어 프랑스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는 ‘다리를 길게 늘리자’ 라는 슬로건

Fig. 2. 의복자극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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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축적 모드의 미니스커트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선풍

적 인기를 끌었다(정현숙, 1992; 주간조선, 2007). 1960년대의

미니는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패션 혁명의 일부였으며 기존

의 사회가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 및 공격적 측면을 반영하

였다(채금석, 1997). 1960년대에 치마는 무릎에서 시작되었는데,

표준적인 치마길이는 25인치 또는 26인치였다. 그러나 1966년

까지 길이가 18인치인 치마가 대량생산되었으며, 많은 젊은 여

성들은 이보다 더 짧은 치마를 입기도 하였다. 모두가 이와 같

이 첨단을 걷는 치마를 착용한 것은 아니지만, 중년 여성과 그

이상의 여성들도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치마를 입었다(이재한,

2003). 특히 미니스커트는 1960년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1980년대에 다시 보여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디자이너들도

이 디자인을 그들의 패션에 적용하였다(Tortora·Enbank, 1998).

1960년대 미니스커트 스타일은 소비력을 가진 젊은 세대와 소

비문화의 확산, 미니멀리즘의 대두, 육체미의 변화, 성해방에 대

한 소망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런 배경 하에 등

장한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징은 기하학적 우주적 스타일과

극단적 노출 스타일, 유아적 유희적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패션계에 등장한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성은

60년대 재현 스타일, 더욱 극단화된 슈퍼 마이크로 미니 스타

일, 소프트한 미니스타일, 해체적 미니스타일, 글래머러스 스타

일로 표현되었다(임영자ㆍ박태용, 2004).

2007년 S/S 시즌 미니스커트는 티셔츠, 블라우스, 카디건, 재

킷 등 패션의 주요 아이템뿐만 아니라 스타킹, 레깅스, 롱부츠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캐주얼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페미닌한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Fig. 3). 

3.2. 2007년 S/S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성

미니스커트의 조형적 특성은 복식디자인의 요소인 선, 색채,

재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디자인 요소 중 색채와

재질은 디자인 표현의 매체가 되는 옷감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복식디자인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

소는 선이며, 복식디자인은 선의 선택이라 할 만큼 선은 디자

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선은 가장 자유롭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고, 유행에 따라 민감하게 변

화하며,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

소이다(이은영, 2003). 

2007년 S/S시즌의 미니스커트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스커트(tight skirt)에서부터 볼륨감을 강조한 플레어

(flared), 플리츠스커트(pleated skirt)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4). 

복식에 표현된 색채는 복식의 형태와 함께 복식의 존재를 구

체화시킨다. 특히 실루엣의 변화가 적으며 단순한 의복에서는

색이 가지는 비중이 크다(김민자, 2004). 2007년 S/S 시즌의

컬러 트랜드는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영향을 받아 밝고 가볍게

전개된다. 파스텔 톤은 모든 컬러에서 등장하는데 전보다 더욱

연하고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 계열에서는 내

추럴 그린이 컴백하고, 옐로우 계열에서는 골든 옐로우의 비중

이 증가한다. 레드 계열에서는 핑크 코럴과 다크 레드의 강세

가 지속되는 반면, 기존의 오렌지 컬러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로

열 블루, 코발트 블루를 포함한 블루 계열의 강세가 크게 눈에

띄는데(http://www.ifp.co.kr), 미니스커트에서도 유행색이 반영

되어 white, golden yellow, pink coral, fresh red, pure blue,

푸른 빛을 띄는 신비로운 jewel violet, 쉬크한 느낌의 misty

gray, black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5). 

의복의 분위기는 재질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재질이 주

는 효과에 따라 디자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결정된다. 동일한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옷감의 섬유조성, 실의 굵기, 조직, 표면

형태, 유연성 등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의복이 주는 느낌에

차이가 있다(이은영, 2003). 2007년 S/S 시즌의 패브릭 트랜드

는 계속되는 내추럴 소재의 강세 속에 S/S 시즌답게 코튼과 리

넨 소재가 가장 부각되며, 텍스처와 두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량 면에서 섬세한 실크 패브릭은 면과 블렌드되어 소

재의 고급화와 경량화를 보이고 있으며, 메탈릭 소재가 그 효

과와 종류 면에서 다양해지며 중요한 그룹으로 떠오른다(http:/

/www.ifp.co.kr). 미니스커트에서는 면직물과 마직물 등의 자연

소재, 오간자(organza) 및 시폰(chiffon), 크레이프(crepe)와 조젯

Fig. 3. 2007년 S/S시즌의 미니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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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tte) 등의 다양한 실크소재들이 나타났는데, 얇고 비치는

오간자와 시폰은 여러 겹으로 겹치고 접거나 덧대어져 스타일

링되거나, 주름 가공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금속성

광택감의 메탈(metal)소재, 자수와 레이스(lace), 워싱처리된 데

님(washing denim) 등도 많이 보여졌다(Fig. 6).

3.2.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미니스커트의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 수는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 직교회전

Fig. 4. 여러 종류의 미니스커트.

Fig. 5. 여러 색상의 미니스커트.

Fig. 6. 여러 소재의 미니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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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이상으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종아리가 짧아 보인다-종아리가 길어 보인다, 키가 작

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

인다, 종아리가 굵어 보인다- 종아리가 가늘어 보인다, 다리가

휘어 보인다-다리가 곧아 보인다의 평가 항목에서 요인부하치

가 높게 나타나 하반신 길이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2는 허벅지

가 굵어 보인다-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 하체가 굵어 보인다-

하체가 가늘어 보인다, 다리가 굵어 보인다-다리가 가늘어 보

인다, 뚱뚱해 보인다-날씬해 보인다의 평가 항목에서 요인부하

치가 높게 나타나 하반신 굵기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3은 엉

덩이가 커 보인다-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골반이 두드러져 보

인다-골반이 납작해 보인다, 엉덩이가 처져 보인다-엉덩이가 업

되어 보인다, 허리가 굵어 보인다-허리가 가늘어 보인다의 평

가 항목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복부 형태 요인이라 하

였다.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6%이고 하

반신 길이 요인이 전체변량의 26.4%, 하반신 굵기 요인은 전

체 변량의 20.8%, 복부 형태 요인은 16.4%를 차지하여 하반신

길이요인과 하반신 굵기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 :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

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수는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이상으로 4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 요인 1은 천박한-우아한, 추한-아름다운, 부담스러운-적

당한, 단정하지 않은-단정한, 품위없는-품위있는, 비활동적인-활

동적인 등의 6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품위와 단정

함등을 나타내는 감성어휘들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이라 하였

다. 요인 2는 무난한-강렬한, 평범한-특이한, 수수한-화려한, 얌

전한-야한, 보수적인-개방적인, 섹시하지 않은-섹시한 등의 6개

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취향을 나타내는 감성

어휘들로 구성되어 개성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3은 사고 싶지

않은-사고 싶은, 입고 싶지 않은-입고 싶은, 매력없는-매력있는,

유행에 뒤떨어진-유행하는, 멋없는-멋있는, 어색한-자연스러운

등 6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호도와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감성어휘들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

인 4는 정장스러운-캐주얼한, 점잖은- 발랄한, 노숙한-귀여운,

무거운-경쾌한 등 4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성을

나타내는 감성어휘들로 구성되어 성숙성 요인이라 하였다. 4개

의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6%이고 품위성

요인이 35.0%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성 요인이 23.5%, 매력성 요인이 5.3%, 성숙성

요인이 3.8%로 나타났다. 미니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 요인 중

품위성 요인과 개성 요인, 2개의 요인이 전체변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58.5%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 미니스커트의 옆

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시각적 효과

의 항목 간에는 대체로 높은 정도의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특

히 하반신 길이와 하반신 굵기요인, 하반신 굵기 요인과 복부

형태 요인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이미지 간에는 품위성과 개성요인, 품위성과 성숙성 간에는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성과 매력성, 개성과 성

숙성, 매력성과 성숙성간에는 대체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 간의 상

관관계는 시각적 효과의 하반신 길이 요인은 개성 요인, 성숙

성 요인과 대체로 높은 상관을, 하반신 길이 요인과 품위성 요

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반신 굵기 요인은 성숙성 요

인과는 높은 정도의 상관을, 그리고 복부 형태요인도 성숙성과

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Table 1.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부하치 요인부하치 요인부하치

요인1: 하반신 길이요인 종아리가 짧아 보인다-종아리가 길어 보인다  .800  .125  .111

키가 작아 보인다-키가 커 보인다  .772  .139  .078

다리가 짧아 보인다-다리가 길어 보인다  .772  .245  .118

종아리가 굵어 보인다-종아리가 가늘어 보인다  .713  .213  .202

다리가 휘어 보인다-다리가 곧아 보인다  .587  .359 -.019

요인2: 하반신 굵기요인 허벅지가 굵어 보인다-허벅지가 가늘어 보인다 .055 .795 .276

하체가 굵어 보인다-하체가 가늘어 보인다 .335 .790 .142

다리가 굵어 보인다-다리가 가늘어 보인다 .354 .763 .139

뚱뚱해 보인다-날씬해 보인다 .435 .549 .288

요인3:복부 형태요인 엉덩이가 커 보인다-엉덩이기 작아 보인다 .095 .310 .794

골반이 두드러져 보인다-골반이 납작해 보인다 -.075 .283 .753

엉덩이가 처져 보인다-엉덩이가 업 되어 보인다 .383 -.071 .710

허리가 굵어 보인다-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390 -338 .404

회전제곱합  3.427 2.703  2.137

설명분산의 %  26.365  20.794  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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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 S/S 국내 패션 브랜드를 비롯하여 인터넷

패션몰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유행하고 있는 미니스커트의 일

반적 특징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

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평

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960년대 젊음과 역동감 있는 패션으로 유행한 미니스

커트가 2007년 S/S 시즌티셔츠, 블라우스, 카디건, 재킷 등 패

션의 주요 아이템 뿐만 아니라 스타킹, 레깅스, 롱부츠 등과 조

화를 이루면서 캐주얼한 이미지 뿐만 아니라 페미닌한 이미지

를 표현하면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둘째, 2007년 S/S시즌 미니스커트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

는 타이트스커트에서 부터 볼륨감을 강조한 플레어, 플리츠 스

커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니스커트의 색은 유행색이 반

영되어 white, golden yellow, pink coral, fresh red, pure

blue, jewel violet, misty gray, black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니스커트의 소재는 면직물과 마직물 등의 자연소재, 오간자

및 시폰, 크레이프와 조젯 등의 다양한 실크소재, 금속성 광택

감의 메탈소재, 자수와 레이스, 워싱 처리된 데님 등이 나타났다.

셋째,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미니스커트의

시각적 효과는 하반신 길이 요인, 하반신 굵기 요인, 복부 형

태 요인의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6%로 나타났다.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미니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는 품위성 요인, 개성 요인,

매력성 요인, 성숙성 요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

Table 2.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요인분석 

평가항목 요인부하치 요인부하치 요인부하치 요인부하치

요인 1: 품위성요인 천박한-우아한 .817 -.234 .128 -.225

추한-아름다운 .802 .025 .272 -.113

부담스러운-적당한 .759 -.453 .196 -.053

단정하지 않은-단정한 .761 -.429 .069 -.136

품위없는-품위있는 .514 -.331 .279 -.301

비활동적인-활동적인 .436 -.354 .329 .277

요인 2: 개성요인 무난한-강렬한 -.175 .769 -.046 .328

평범한 -특이한 -.184 .716 -.013 .079

수수한-화려한 -.308 .711 .105 .210

얌전한-야한 -.481 .643 -.001 .259

보수적인-개방적인 -.445 .583 .216 .376

섹시하지 않은-섹시한 -.199 .581 .417 .116

요인 3: 매력성요인 사고싶지 않은-사고싶은 .235 -.180 .832 .008

입고싶지 않은-입고싶은 .298 -.153 .789 .007

매력없는-매력있는 .164 .178 .763 .222

유행에 뒤떨어진-유행하는 .068 .189 .698 .248

멋없는-멋있는 .218 .391 .623 .069

어색한-자연스러운 .519 -.265 .519 .158

요인 4: 성숙성요인 정장스러운-캐주얼한 -.188 .257 .112 .787

점잖은-발랄한 -.102 .445 .098 .676

노숙한-귀여운 -.113 -.088 .557 .615

무거운-경쾌한 -.085 .311 .452 .603

회전제곱합 4.371 4.368 4.241 2.587

설명분산의 % 19.004 18.978 18.437 11.232

Table 3.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상관관계

하반신길이 하반신굵기 복부형태 품위성 개성 매력성 성숙성

하반신길이 1.000

하반신굵기 .591*** 1.000

복부형태 .436*** ..566*** 1.000

품위성 -.252*** .168** .181*** 1.000

개성  .482***  .122*  .346*** -.488*** 1.000

매력성  .176***  .344***  .346*** .470*** .173** 1.000

성숙성 .434***  .591***  .436*** -.232*** .604*** .429*** 1.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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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67.6%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

미지간의 상관분석 결과 시각적 효과의 하반신 길이요인은 시

각적 이미지의 개성, 성숙성요인과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하반

신 굵기 요인과 복부 형태 요인도 성숙성요인과 상관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스트레이트실루엣과 A라인 실루엣의 미니스커트는

길이에 따라 하반신길이와 굵기, 허리와 엉덩이, 골반 등의 형

태까지 시각적으로 달리 보이고, 시각적 이미지도 여러 요인으

로 다르게 보이므로 착용자의 인체의 형태와 착용방식 등을 고

려한다면 착장 이미지면에서 더욱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미니

스커트의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평가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미니스커트의 옆선과 길이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와 변인간의 상호영향력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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