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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components of visual image by researching main image-related adjectives applied 

to high-waist skirts. In addition,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and mutual influences of visual images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waistline and skirt length of high-waist skirts. The researchers made nine high-waist 

skirts-combinations of three different levels of waistlines and skirt lengths. The test involved 121 people who hold 

degrees in the field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panels tested actual images of all models wearing the high-waist 

skirts shown on a computer scree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our factors affected the visual image 

as waist-height and skirt-length changed: attractiveness, upper-body compensation, length compensation, and hips 

compensation. Among these factors, attractiveness was estim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torso and the 

hip were highlighted as the waistline increased from 3cm to 11cm, due to the optical illusion of a tighter skirt 

wrapping the bust, waist, and hips. As the waistline increased, the stature and leg length increased, possibly revising 

the overall appearance. For the skirt length, a length measuring 20cm above the knees, proved to be most attractive. 

This resulted in elongated height and leg length, and a slimmer overall look.

 

Keywords: high-waist skirt(하이웨이스트 스커트), visual image(시각적 이미지), waistline(허리선), skirt length 

(스커트 길이)

 

Ⅰ. Introduction

현대의 20대 여성들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

우며 둘레가 가늘고 다리가 길고 마른 체형을 선호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은 이에 일치하지 못하므로 

이상적인 체형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결점

을 여과해 주는 의복의 착용이 중요하다. 의복에 

적용시키는 착시는 시각대상이 ‘인체’라는 특수한 

대상이기 때문에 복잡한 효과를 갖는다. 인체에 대

한 지각은 사물지각보다 더 성공적으로 착시를 유

발시켜 키가 크고 마르게 보이려는 목적을 쉽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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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수 있을 것이다(Ryu & Yim, 1993). 20대 여성

들은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이 더 마르기를 원한다

(Lee, 2007)고 하였으므로 착용하는 하의는 상의에 

비해 디자인이나 패턴 설계 시 이상적인 형태로의 

체형적 보완이 더욱 필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대표적인 하반신 의복인 스커트는 상반

신 의복과 비교해 보면 형태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허리, 복부, 엉덩이, 하지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기능성과 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

다(Lee, Choi & Kang, 2004).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

는 허리를 강조해 주고, 복부에 긴장감을 주며, 엉

덩이의 라인을 잘 살려주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스커트

는 폭이나 옷감, 색상 등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지

만, 사람들은 주로 길이에 중점을 둔다. 그 사람의 

외관, 즉 전체적인 실루엣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바로 길이이기 때문이다. 스커트의 경우, 

길이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복잡하고 변화무쌍

한 패션을 특징짓는 분명한 기본 요소이다(Best, 

2006). 패션을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패션의 변

화를 실루엣이나 스커트 길이에 대한 변화라고 생

각하며, 특히 스커트 길이와 경제상황을 연관시켜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여성 패션에서 미니스커트 

스타일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지만, 한 시대

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 버린 스타일이 아닌 

20세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스타일이며, 그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패션계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커트 길이는 길어지기

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스커트

의 허리선높이는 상의와 하의를 구별하는 경계이

며, 시각적 효과를 위한 허리선높이는 다양한 방법

으로 디자인에 응용되어진다. 또, 허리선높이의 변

화는 유행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호하는 

허리선높이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0

년대에 높았던 허리선이 현재는 다양화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소재, 연령, 성별, 브랜드에 따라 허리

선높이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2006). 이와 같이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

이의 변화는 스커트의 형태를 결정하며, 그에 따라 

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면 

착용자의 체형 결점이나 선호하는 이미지의 의복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and Kim(2008)은 미니스커트의 실루

엣이 H-Line보다 A-Line일 때 하반신이 날씬해 보

이고 길어 보이며, 스커트 길이는 짧을수록 키가 

더 커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Lee(2007)는 스커트는 

슬랙스에 비해 더 낮은 벨트위치가 매력적인 이미

지로 평가되었고, 스커트와 슬랙스 모두 지나치게 

낮은 벨트위치는 종적으로 짧아 보이게 한다고 하

였다. Cha(2009)는 벌룬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는 

개더량, 겉감과 안감의 길이 차이, 안감 폭에 따른 

독립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시각적 이미지

는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서 그 의미가 변한다고 하였다. Park(2007)은 20대 

비만 체형 여성에게 적합한 플레어스커트에 관한 

연구에서 스커트 길이 48cm, 스커트 폭 225°의 플

레어스커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스커트에 관한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 연구가 이루

어져 왔으나,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에 

따른 연구는 진행된 것이 거의 없으며, 특히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에 따

른 시각적 이미지를 연구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

의 조합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커트의 다양한 시각

적 이미지는 착용자의 체형 보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커트 생산 업체에게도 좋은 자료를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표준체형 여성을 대상으

로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그 상호작용 효

과를 알아봄으로써 체형에 미치는 시각적 이미지

를 연구하여 소비자들에게는 하이 웨이스트 스커

트 선택 시 자신의 체형특성에 적합한 스커트를 선

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에게는 하

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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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미지의 구성 요인을 알아본다.

2. 허리선높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분

석한다. 

3.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분

석한다. 

4.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상호

영향력을 알아본다.

Ⅱ. Methods

1. Subject sampling

피험자는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 

자료에 제시된 20～29세 여성의 표준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편차 이내에 포함되는 표준 체

형에 가까운 여성을〈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고,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타이트 스커트로 선정하였으며, Gang & Suh(2002)

의 스커트 제도법을 바탕으로 타이트 스커트 기본

<Table 1> Body size of the subject              (cm)

Memeasurement item Size Korea Subject 

Bust circumference  82.90  83.50

Waist circumference  68.92  68.20

Hip circumference  91.37  91.30

Waist to hip length  22.86  21.30

Waist height  99.40  98.80

Hip height  77.73  77.50

Knee height  40.71  41.50

Stature 159.73 160.20

Waist lines + 3cm Waist lines + 7cm Waist lines + 11cm

<Fig. 1> Development conditions of high-waist skirts.

원형에서 허리선높이를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는 힘을 받는 부분이 없

어서 허리둘레의 여유분을 주지 않고 제도하였다.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는 네츄럴 웨

이스트 라인을 기본으로, 3cm 올라간 높이를 기준

으로 하여 그 위로 4cm씩 올라가는 허리선높이 7cm, 

11cm인 3단계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스커트의 길

이는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 길이, 미니 스커트 길

이, 내추럴 라인 스커트 길이의 3단계 길이로 나누

어,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위로 20cm, 무릎 위로 

10cm, 무릎길이의 3단계로 설정하여 스커트의 허

리선높이 변화 3단계와 스커트의 길이 변화 3단계

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9개의 패턴을〈Fig. 1〉과 

같이 설계하였고, 실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소재

에 의한 변화를 배제하기 위하여 30수 머슬린(cotton)

을 사용하였다. 9벌의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 실험

복의 사진은〈Fig. 2〉와 같다. 

2. Evaluation of the visual image

실험복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 시각적 이미지 평

가를 하기 위한 평가단으로는 평가에 대한 판단의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류학

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21명으로 선정하

였다. 평가는 2010년 10월 12일 부터 10월 19일까

지 실시하였다.

시각적 이미지 평가는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신체적 특성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평가문항을 선

정하였는데, 시각적 이미지의 평가문항은 선행연구

들(Lee, 2005; Cha, 2009)을 참고하여 하이 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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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 lines + 3cm Waist lines + 7cm Waist lines + 11cm

20cm

above

the

knee

length

10cm

above

the

knee

length

Knee

length

<Fig. 2> Images of high-waist sk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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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 평가에 적절하다고 생

각되는 26쌍의 형용사쌍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

의하여 선정하였다. 평가방법은 하이 웨이스트 스

커트 9벌의 사진을 컴퓨터 화면으로 평가단에게 제

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문항은 7점 척도로 

하였으며, 4점을 기준으로 4점보다 작을수록 왼쪽 

시각적 이미지에, 4점보다 클수록 오른쪽 시각적 

이미지에 가깝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3. Data analysis  

SPSS 12.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여 하이 웨

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에 따른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시각적 이미지의 요인구

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분

석을 하고,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

하여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그리

<Table 2> Primary hand factors of visual images 

Variables Visual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total variance 

(Cumulative % 

of variance)

Cronbach's α

Attractiveness

Charming .822

5.379
28.311

(28.311)
.917

Cool .820

Stylish .801

Beautiful .788

Modern .769

Desirable .746

Youthful .688

Chic .674

Sexy .643

Upper-body 

compensation

Bust seems to highlight .839

2.474
13.019

(41.331)
.775

Bust seems large .735

Bust seems to lift up .694

Waist seems to highlight .530

Waist seems small .476

Length 

compensation

Height seems tall .771

2.374
12.496

(53.827)
.746Legs seem long .740

Body seems slim .644

Hips 

compensation

Hip seems large .865
1.626

8.560

(62.387)
.671

Hip seems to highlight .811

고 분석된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하이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의 시각적 이미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시각적 이미지 구성요인에 대한 하이 웨이스트 스

커트 허리선높이와 길이의 상호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Results and Discussion

1. Primary hand factors of visual images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

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매력성 요인, 요인 2

는 상체 보정성 요인, 요인 3은 길이 보정성 요인, 

요인 4는 엉덩이 보정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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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Table 2〉와 같다. 4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2.387%였고, 매력성 요인이 전체 28.311%를 차지

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상체 보정성 

요인은 13.019%, 길이 보정성 요인은 12.496%, 엉

덩이 보정성 요인은 8.560%를 차지하였다. 

2. Visual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waist line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요인별로 일원

변량분산과 던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Table 

3〉과 같다. 허리선높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는 무릎 위 20cm 길이에서는 상체 보정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이 p<.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 허리선높이 11cm일 때 상체 보정성 

<Table 3> Visual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waist line

Skirt 

lengths
Factor

Waist lines
F

3cm 7cm 11cm

20cm

above

the

knee

length

Attractiveness 4.84 5.04 4.80   1.607

Upper-body compensation
3.27

C

4.68

B

5.20

A
167.285***

Length compensation
4.66

C

5.03

B

5.44

A
 19.616***

Hips compensation 3.53 4.44 4.51   1.827

10cm

above

the

knee

length

Attractiveness
3.54

B

4.13

A

4.13

A
 12.508***

Upper-body compensation
3.13

C

4.56

B

5.05

A
157.546***

Length compensation
3.63

C

4.39

B

4.88

A
 49.829***

Hips compensation
3.65

C

4.29

B

4.72

A
 24.952***

Knee

length

Attractiveness
2.78

B

3.81

A

3.52

A
 25.205***

Upper-body compensation
3.39

C

4.78

B

5.10

A
117.483***

Length compensation
3.06

C

4.12

B

4.55

A
 39.876***

Hips compensation
3.86

B

4.49

A

4.66

A
 11.863***

*p<.05, **p<.01, ***p<.001.

요인인 가슴이 강조되어 보인다, 가슴이 커 보인다, 

가슴이 올라가 보인다,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허

리가 가늘어 보인다 등의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길이 보정성 요인인 키가 커 보인다, 다리

가 길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등의 이미지도 가장 

높게 나타나, 허리선높이가 높을수록 상체 보정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위 10cm 길이에서는 허리선높이 변화에 따라 

매력성 요인과 상체 보정성 요인, 길이 보정성 요인, 

엉덩이 보정성 요인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선높이 11cm, 7cm 하이 웨이

스트 스커트에서는 매력성 요인이 비슷하게 지각되

었으며, 허리선높이가 높을수록 상체 보정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 엉덩이 보정성 요인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무릎길이에서는 허리선높이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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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매력성 요인과 상체 보정성 요인, 길이 보정

성 요인, 엉덩이 보정성 요인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선높이 7cm, 11cm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에서 매력성 요인이 비슷하

게 지각되었고, 허리선높이 3cm는 매력적인 이미

지가 가장 낮았다. 허리선높이 11cm일 때 상체 보

정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의 이미지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7cm, 3cm의 순으로 나타

났다. 허리선높이 11cm, 7cm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

에서 엉덩이 보정성 요인이 비슷하게 지각되었고, 

허리선높이 3cm는 엉덩이 보정성 요인의 이미지가 

가장 낮았다.

종합해 보면 허리선높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

미지는 허리선높이 11cm, 7cm, 3cm 순으로 모두 

상체 보정성 요인, 길이 보정성 요인, 엉덩이 보정

성 요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하이 웨이스트 스

커트의 이미지는 허리선이 높을수록 상체와 엉덩이

가 강조되어 보이며, 길이 보정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이 

높으면 타이트한 스커트로 인해서 가슴과 허리, 그

리고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게 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허리선이 높을수록 

키도 커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스커트 길이에서 허리선높이 7cm의 

스커트가 허리선높이 3cm와 11cm보다 매력성 이

미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높은 허리선높

이인 11cm나 가장 낮은 허리선높이인 3cm보다는 

중간 높이로 생각되는 허리선높이 7cm의 하이 웨

이스트 스커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Ryu and Yim(1993)

의 연구 결과에서 하이웨이스트는 허리선이 없는 

것보다 더 키를 커 보이게 하며 날씬하게 보이게 하

며, 허리선이 높을수록 착시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

니라, 허리 위 8cm 정도의 위치가 가장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고 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3. Visual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kirt length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

른 시각적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요인별로 

일원변량분산과 던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Table 

4〉와 같다.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라 허리선높이 

3cm에서는 매력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무릎 

위 20cm, 무릎 위 10cm, 무릎길이 순으로 무릎 위 

20cm일 때 매력성 요인인 매력 있는, 멋있는, 유행

하고 있는, 아름다운, 현대적인, 사고 싶은, 젊어 보

이는, 세련된, 섹시한 등의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길이 보정성 요인인 키가 커 보인다, 다

리가 길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등의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허리선높이 7cm에서도 스커

트 길이 변화에 따라 매력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은 p<.001 수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무릎 위 20cm, 무릎 위 10cm, 무릎길이 순으로 

무릎 위 20cm일 때 매력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

인의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릎 위 10cm, 

무릎길이는 길이 보정성 요인이 비슷하게 지각되

었다. 허리선높이 11cm에서도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라 매력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은 p<.001 수

준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

미지는 모든 스커트 길이에서 매력성 요인, 길이 

보정성 요인이 차이를 나타내었고, 상체 보정성 요

인, 엉덩이 보정성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매력적으로 느끼고, 길이 

보정성 효과도 크게 나타나 키가 커 보이고, 다리

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and Kim(2008)의 연구결과, 스

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키가 더 커 보이고, 다리와 

종아리의 길이가 길어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와 비

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매력성 요인의 이미지도 좋게 나타났는데, 이는 요

즘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고 있고, 평가단이 대학생

과 대학원생으로 연령이 낮아서 짧은 스커트 길이

를 선호하므로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체 보정성이나 엉덩이 보정성에 대한 

착시효과는 스커트 길이와는 상관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상체 보정성과 엉덩이 

보정성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스커트 길

이가 짧았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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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isual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kirt length

Waist 

lines
Factor

Skirt lengths

F20cm above

the knee length

10cm above

the knee length

Knee

length

3cm

Attractiveness
4.84

A

3.54

B

2.78

C
100.740***

Upper-body compensation 3.27 3.13 3.39   2.858

Length compensation
4.66

A

3.63

B

3.06

C
61.780***

Hips compensation 3.53 3.65 3.86   2.016

7cm

Attractiveness
5.04

A

4.13

B

3.81

C
40.573***

Upper-body compensation 4.68 4.56 4.78   2.683

Length compensation
5.03

A

4.39

B

4.12

B
22.589***

Hips compensation 4.44 4.29 4.49    .899

11cm

Attractiveness
4.80

A

4.13

B

3.52

C
39.960***

Upper-body compensation 5.20 5.05 5.10    .699

Length compensation
5.44

A

4.88

B

4.55

C
15.947***

Hips compensation 4.51 4.72 4.66    .742

*p<.05, **p<.01, ***p<.001

4. Mutual influences of visual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waist line and skirt length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

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이원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Table 5〉와 같다. 상호작용 효과는 매

력성 요인, 길이 보정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Table 5> Mutual influences of visual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waist line and skirt length 

Variance
Attractiveness Upper-body compensation Length compensation Hips compensation

Mean square F Mean square F Mean square F Mean square F

Waist line

(A)
 71.186  28.301*** 678.719 436.638*** 256.187 96.004*** 178.764 52.967***

Skirt length

(B)
432.191 171.822***   6.182   3.977* 241.487 90.495***   5.651  1.674

Mutual influences

(AB)
 29.769   5.918***   2.333    .750  20.726  3.883**   6.491   .962

*p<.05, **p<.01, ***p<.001.

나타났다. 주효과에서는 허리선높이는 모든 요인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스커트 길이는 엉덩

이 보정성 요인을 제외한 3개의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이의 매

력성 요인 상호작용 효과는〈Fig. 3〉과 같다. 모든 

스커트 길이에서 허리선높이 7cm의 매력성 요인이 

가장 시각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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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력

성

요

인

<Fig. 3> Mutual influences of attractiveness factor.

리선높이 3cm일 때 매력성 요인의 이미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매

력성 요인의 이미지가 높았으며, 허리선높이는 너

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7cm일 때 가장 매력적

인 이미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선높이 3cm, 

11cm에서는 무릎 위 20cm일 때 매력성 요인이 비

슷하게 나타났고, 허리선높이 7cm, 11cm에서는 무

릎 위 10cm일 때 매력성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났

다.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이의 길이 보정성 요인 

상호작용 효과는〈Fig. 4〉와 같다. 모든 스커트 길

이에서 허리선높이 11cm의 길이 보정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허리선높이 3cm

일 때 길이 보정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 길이가 짧고, 허리선높

이가 높을수록 길이 보정성 요인의 이미지가 높게 

길

이

보

정

성

요

인

<Fig. 4> Mutual influences of length compensation factor.

나타나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며 다리가 길

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Conclusion 

본 연구는 20대 표준체형 여성을 대상으로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에 따

른 시각적 이미지와 그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 3종류

와 스커트 길이 3종류의 2원 요인 평가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높이와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요인, 상체 보정성 요인, 길이 보정성 요인, 

엉덩이 보정성 요인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들 요인 중 매력성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허리선높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는 허

리선높이 3cm, 7cm, 11cm 모두 상체 보정성, 길이 

보정성, 엉덩이 보정성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이 높으면 타이트한 스

커트로 인해서 가슴과 허리,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

이게 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키

도 커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길이 보정성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매력성 요인

은 허리선높이 7cm의 스커트에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너무 극단적으로 높은 허리선높이인 11cm

나,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라고 하기에는 다소 낮은 

허리선높이인 3cm보다는 중간 높이로 생각되는 허

리선높이 7cm의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가 가장 매

력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3.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는 모

든 스커트 길이에서 매력성, 길이 보정성에서 차이

를 나타내었으나, 상체 보정성과 엉덩이 보정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커트 길이가 무릎길이

에서 무릎 위 20cm 길이로 짧아질수록 매력적이고,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며, 날씬해 보이

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엉덩이 보정

성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스커트 길이가 짧

았을 때 더 좋은 이미지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4. 허리선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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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미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허리선높이 7cm에서 

매력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선높

이 3cm일 때는 매력성 이미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는 짧아질수록 매력성 이미

지가 높았으며, 허리선높이는 너무 낮지도 너무 높

지도 않은 7cm일 때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선높이 11cm에서는 길이 보

정성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

선높이 3cm일 때는 길이 보정성 이미지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 길이가 짧아질수

록, 허리선높이가 높아질수록 키가 크고 다리가 길

어 보이며,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의복 생산 시 

디자이너나 패터너에게 미리 완성된 하이 웨이스

트 스커트의 외관 및 이미지를 추정할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디자

인과 패턴 제작 및 생산 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착용자에게는 하이 웨이

스트 스커트에 대한 외관 형상과 그 이미지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선호와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대 표준체형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으므로 다른 연령대나 다른 체형에 따라서

는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형상이나 시각적 이미

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나 다

양한 체형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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