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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differences of body compensation image on variations in the shoulder 
height and width of power shoulder raglan sleeve jacket. Nine samples were examined: 3 variations of the shoulder 
height and 3 variations of the shoulder width. The data was evaluated by 123 fashion design majo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ody compensation image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houlder height 
and width of power shoulder raglan sleeve jacket, five factors were selected; the shoulder compensation factor, the 
bust compensation factor, the waist compensation factor, the arm compensation factor and the neck compensation 
factor. Among these factors, the shoulder compensation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Examining the major 
effect of the body compensation image based on changes in the shoulder height and width of power shoulder raglan 
sleeve jacket, it had an independent influence on factors about waist, neck, shoulder and arm compensation except 
a factor about bust compensation, had an influence on interacting effect of factors about shoulder, bust, waist, arm 
compensation, and it had no influence on interacting effect of a factor about neck compensation. This shows that 
the shoulder height has larger effect on neck compensation image than the shoulder width in power shoulder raglan 
sleeve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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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들어 여성복에 남성적인 스타일을 차용하

면서 인위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넓은 어깨, 날렵하

게 솟아오른 어깨, 둥글게 부풀린 어깨 등 어깨가 

왜곡․과장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패션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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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션을 파워 숄더 룩(power 
shoulder look)이라 부른다. 파워 숄더 룩을 대표

하는 아이템인 파워 숄더 재킷은 패드(pad)로 과

장한 어깨에 허리가 잘룩한 역삼각형 실루엣의 

재킷으로, 남성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됨

으로써 전문적이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 하는 동시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파워 숄더

는 주로 세트인 슬리브(set-in sleeve)의 재킷에 활

용되어 왔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어깨와 팔에 기능성과 심미성을 부여

하면서도 부드럽고 캐주얼한 느낌의 래글런 슬리

브(raglan sleeve) 재킷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래글

런 슬리브는 진동선이 없이 목둘레선에서부터 몸

판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소매끝까지 연결된 소매

로 셑인 슬리브보다 편안하며 활동성이 높은 소

매로 스포츠웨어 및 작업복 등에 사용될 뿐만 아

니라, 블라우스, 드레스, 코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래글런 슬리브는 어깨에서 소매산에 연속

되는 솔기선의 커브에 의해 구성이 되는 소매로, 
셑인 슬리브와는 달리 오그림에 의해 곡면이 이

루어지지 않고, 소매 각도와 소매산 높이, 소매폭, 
가슴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Park, 1994), 다른 소매에 비해 동작기능성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소매이다.  
한편, 의복이 갖는 시각적 효과에는 신체에 미

치는 시각적 착시효과와 감정에 미치는 시각적 

착시효과가 있다. 신체에 미치는 시각적 착시효

과는 의복이 갖는 형태나 색채가 착시현상을 일

으킴으로써 의복에 의해 체형이 달라 보이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복의 착시 효과는 

신체적 외모를 원하는 시각적 이상에 가깝도록 조

절하여 체형에 잘 조화되는 아름다운 복식미를 창

조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

(Jang, 1987). 
최근 유행에 맞춰 파워 숄더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Kim and Lee(2009)는 어깨가 수평으로 각

이 진 재킷, 어깨가 위로 솟은 재킷, 어깨가 단의 옆

선까지 넓어진 재킷, 어깨가 소매를 덮는 재킷의 

파워 숄더 재킷 4종과 기본적인 테일러드 재킷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용어를 추출하였는데, 파워 숄

더 재킷의 어깨 각도와 어깨 너비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같은 조건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Kim 
& Lee, 2011)에서는 어깨 각도의 변화가 어깨 너비

의 변화보다 시각적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Lee and Choi(2011)는 파워 숄더 재킷

을 어깨 변형과 소매 변형의 2종류의 변인으로 분

류하고, 이를 어깨 각도 3종류에 적용하여 파워 숄

더 재킷의 패턴 제도법을 제시하였는데, 어깨 변형

에 따른 패턴은 어깨끝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분량

만큼의 치수가 어깨 각도를 이루는 중요치수가 되

며, 높아진 소매산에서 소매진동둘레의 오그림분량

을 줄여야 하고, 소매 변형 패턴에서는 어깨끝점과 

진동깊이의 위치를 올려주면서 어깨너비의 치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Lee(2011)는 파워 숄더 
재킷에 이용되는 crescent shaped sleeve는 어깨의 

확장 정도와 암홀선의 위치 선정에 따라서 일반적

으로 2장 소매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어깨의 확장

정도가 높으면 3장 소매로 변화하거나 다양한 변

화가 가능하며, 확장 정도에 따라 숄더 패드를 높

이에 맞게 제작하여야 안정감이 있는 소매를 제작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셑인 슬리브가 달린 파워 숄더 재킷에 

관한 패턴제도 및 이미지 연구로 래글런 슬리브가 

접목된 파워 숄더 재킷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중에서 신체보정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알아본 뒤, 
신체보정 이미지를 비교분석하고, 그 상호작용 효

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Methods

1. Selection of experimental design & subject  
선정한 재킷 디자인은 정장형으로 칼라가 없는 

라운드 네크라인에 허리 다트가 있고, 슬림한 실루

엣의 래글런 슬리브 재킷으로 <Fig. 1>과 같다. 피험

자는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 
자료에 제시된 20대 여성 표준체형의 인체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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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raglan sleeve jacket design

Measurement area
Size Korea 

Subject
Mean(S.D)

Bust circumference  83.2(4.9)  82.0

Waist circumference  70.0(6.2)  67.0

Hip circumference  91.5(4.6)  90.0

Upper arm circumference  25.1(2.2)  25.5

Wrist circumference  14.6(0.7)  14.4

Waist to hip length  18.8(2.0)  19.0

Sleeve length  54.4(2.6)  54.0

Waist back length  39.3(2.2)  39.0

Shoulder to shoulder length  38.7(2.2)  39.5

Height 160.3(5.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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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하여 표준편차 이내에 포함된 여성을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 

2. Development pattern 
Kang and Suh(2007)의 재킷 제도법과 래글런 슬

리브 제도법을 활용하여 기본 래글런 슬리브 재킷 

패턴을 설계하였다. 래글런 슬리브는 소매 원형을 

제도한 후 앞판, 뒤판으로 나누어 각 소매산을 몸

판의 어깨끝점에 맞추면서 어깨끝점에서 1cm를 올

리고, 2cm 넓혀 어깨선과 소매를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 주었으며, 진동둘레선에서 래글런선과 소매선 

길이가 같게 되는 자연스러운 점을 찾아 고정시킨 

뒤 몸판과 소매를 연결하였다. 래글런선은 목둘레

선의 1/3 위치에서 시작하고 래글런선과 소매가 겹

치는 앞판의 A점과 뒤판의 B점의 위치는 암홀둘레

의 1/3 지점으로 제도하였다. 기본 래글런 슬리브 

재킷 패턴의 항목별 적용치수는 <Table 2>, 패턴은 

<Fig. 2>와 같다. 

Measurement area Pattern size

Bust circumference
Front B/4+3.3

Back B/4+2

Waist circumference
Front W/4+3.8+3(dart)

Back W/4+1.8+2(dart)

Hip circumference
Front H/4+2.5

Back H/4+1.2

Front interscye B/6+3

Back interscye B/6+4

Armhole depth B/6+9

Waist back length 39

Shoulder to shoulder 39.5

Neck depth
Front B/20+2.9+1.5

Back (B/20+2.9)/3+1

Neck width(1/2)
Front B/20+2.9+1

Back B/20+2.9+1

Upper arm 
circumference

Front 15.5

Back 17.5

Cap height AH/4+4=17

Sleeve length 58

Sleeve hem
Front 26/2-1=12

Back 26/2+1=14

Jacket length 62

*Abbreviation: B: Bust circumference, 
 W: Waist circumference, H: Hip circumference

<Table 2> Pattern size of basic raglan sleeve jacket 
(Unit: cm)  

<Fig. 2> Basic pattern of raglan sleeve jacket  

3. Experimental condition  
기본 래글런 슬리브 재킷 패턴을 이용하여 재킷

의 어깨 높이 변화는 +1cm, +3cm, +5cm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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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너비 변화는 재킷의 어깨끝점을 기준으로 +0cm, 
+1cm, +2cm의 3단계가 되도록 설계하여 실험복 9
벌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의 외관을 정확하게 비교

하기 위해 소매와 래글런 선이 겹치는 앞판의 A점, 
뒤판의 B점을 고정하였으며, 어깨에는 래글런 패

드를 넣어 제작하였고, 위팔둘레와 소매부리, 소매 안

Shoulder 
height

Shoulder width 

+0cm +1cm +2cm

+1cm

+3cm

+5cm

<Fig. 3> Experimental images 

쪽길이는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실험복 제작

에는 20수 머슬린(cotton)을 사용하였고, 실험복의 

착의사진은 <Fig. 3>과 같다. 

4. Image evaluation item 
평가항목은 신체보정 이미지 평가에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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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15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고, 평가단은 

의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23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실험복을 피험자에게 실제 

착의시켜 피험자에서 4m 떨어지고, 높이 120cm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사진 촬영한 후 실험

복 9벌을 동시에 컴퓨터 한 화면으로 평가단에게 

제시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5. Data analysis  
PASW 18.0 프로그램으로 재킷 이미지의 요인구

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요인분

석을 하고,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

하여 구성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재
킷의 어깨 높이와 너비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이미지 

구성요인의 상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and Discussion

Factor Adjectiv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total 
variance 

(Cumulative % 
of variance)

Cronbach's α

Shoulder
compensation 

Shoulder seems to highlight .787

3.324 19.004
(19.004) .896

Shoulder seems high .777

Shoulder’s height is appropriate .747

Shoulder’s width is appropriate .724

Shoulder seems wide .496

Bust
compensation

Bust seems large .879

3.017 14.982
(39.987) .792Bust seems lifted up .811

Bust seems to highlight .781

Waist
compensation

Waist seems to highlight .848

1.677 12.411
(46.398) .681Waist seems small .819

Body seems slim .508

Arm
compensation

Arm seems thin .818
1.136 10.969

(57.367) .614
Arm seems long .689

Neck
compensation

Neck seems thin .823
1.058 10.711

(68.077) .607
Neck seems long .657

<Table 3> Primary hand factors of image 

1. Primary hand factors of image 
재킷 이미지의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3>에서 

살펴보면, 고유치가 1 이상인 어깨 보정성, 가슴 보

정성, 허리 보정성, 팔 보정성, 목 보정성의 5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 5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8.077%
로 어깨 보정성 요인이 전체 19.004%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가슴 

보정성, 허리 보정성, 팔 보정성, 목 보정성 요인 순

으로 나타났다.  

2.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houl-
der height

어깨 높이 변화에 따른 신체보정 이미지는 <Table 
4>와 같다. 어깨 너비 +0cm일 때, 어깨 보정성 요인

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가슴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 +3cm의 경우에 가슴이 

커 보이고 올라가 보이며, 강조되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 보정성 요인과 팔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가 +5cm, +3cm, +1cm 순으로 어깨 높이

가 높을수록 허리가 강조되고 가늘어 보이며, 날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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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이는 이미지와 팔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 이

미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 보정성 요

인에서는 어깨 높이 +1cm에서 제일 높고, +3cm와 

+5cm는 비슷하게 나타나, 어깨 높이가 낮을 때 목

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 이미지가 높게 인식되었다. 
어깨 너비가 +1cm일 때, 팔 보정성 요인을 제외

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어깨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 +3cm와 +5cm일 때 어깨가 강조

되어 보이고 높아 보이며,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가슴 보정성 요인과 허리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가 +3cm, +5cm일 때 높게 지각 

되어 가슴보정 효과와 허리보정 효과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목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 +1cm일 

때 목 보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 너비가 +2cm일 때, 가슴 보정성 요인을 제

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어깨 보정

성 요인은 어깨 높이가 +5cm일 때 가장 높게 나타

나, 어깨높이가 높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며, 어깨

가 강조되어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허리 보정

성, 팔 보정성, 목 보정성 요인은 어깨높이 +1cm일 때 

Shoulder width Factor
Shoulder height

F
+1cm +3cm +5cm

+0cm

Shoulder compensation 4.24 4.32 4.35  0.926

Bust compensation 3.40 B 3.71 A 3.59 AB  2.261*

Waist compensation 3.33 C 4.07 B 4.36 A 29.945***

Arm compensation 4.18 B 4.40 AB 4.61 A  3.988*

Neck compensation 4.16 A 3.32 B 3.60 B 15.168***

+1cm

Shoulder compensation 4.25 B 4.59 A 4.56 A  7.441**

Bust compensation 3.48 B 3.74 A 3.96 A  7.400**

Waist compensation 3.53 B 4.08 A 3.93 A 10.426**

Arm compensation 3.81 3.98 4.14  2.102  

Neck compensation 3.86 A 3.49 B 3.57 AB  3.331*

+2cm

Shoulder compensation 4.60 B 4.55 B 4.80 A  3.543*

Bust compensation 3.72 3.46 3.54  1.506

Waist compensation 3.78 A 3.44 B 3.65 AB  2.774*

Arm compensation 3.94 A 3.46 B 3.91 A  6.080**

Neck compensation 3.77 A 3.27 B 3.18 B  9.093***

*p<.05, **p<.01, ***p<.001, Group by Duncan test: A>B>C

<Table 4>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houlder height

높게 지각되어, 어깨높이가 낮을 때 신체보정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houl-
der width

어깨 너비 변화에 따른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신체보정 이미지 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깨 높이가 +1cm일 때, 모든 요인에서 유의

차가 나타났으며, 어깨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2cm일 때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어 어깨 너비가 

넓을수록 어깨가 강조되어 보이고 높아 보이며, 어
깨가 넓어 보이는 어깨보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가슴 보정성 요인과 허리 보정성 요인도 어

깨 너비 +2cm일 때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어 어깨

너비가 넓을수록 가슴이 크고 강조되어 보이며, 허
리가 가늘고 강조되어 보이는 가슴보정 효과와 허

리보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 보정성과 

목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0cm의 경우에 이미

지가 높게 평가되어 어깨너비가 좁을 때 팔과 목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 이미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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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어깨 높이 +3cm일 때, 허리 보정성, 팔 보정성, 

어깨 보정성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가슴 보

정성과 목 보정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어깨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1cm와 
+2cm일 때가 +0cm보다 높게 지각되어 어깨너비가 

넓은 편이 어깨가 더 강조되고 높아 보이며, 넓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 보정성과 팔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0cm일 때 가장 높게 지각되어 어

깨 너비가 좁을 때 허리가 강조되고 가늘어 보이며, 
날씬하게 보이는 허리보정 효과와 팔이 가늘고 길

어 보이는 팔보정 효과가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

었다. 
어깨 높이 +5cm일 때, 모든 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어깨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2cm, +1cm, 
+0cm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어깨 너비가 넓을수록 

어깨보정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리 보

정성과 팔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0cm일 때 높

게 지각되어 어깨 너비가 좁을수록 허리보정 효과

와 팔보정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슴 보

<Table 5>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houlder width

Shoulder height Factor
Shoulder width

F
+0cm +1cm +2cm

+1cm

Shoulder compensation 4.24 B 4.25 B 4.60 A  9.213***

Bust compensation 3.40 B 3.48 B 3.72 A  4.233*

Waist compensation 3.33 B 3.53 B 3.78 A  6.337**

Arm compensation 4.18 A 3.81 B 3.94 AB  3.677*

Neck compensation 4.16 A 3.86 B 3.77 B  4.372*

+3cm

Shoulder compensation 4.32 B 4.59 A 4.55 A  5.585**

Bust compensation 3.71 3.74 3.46  2.518

Waist compensation 4.07 A 4.08 A 3.44 B 15.399***

Arm compensation 4.40 A 3.98 B 3.46 C 18.819***

Neck compensation 3.32 3.49 3.27  1.049

+5cm

Shoulder compensation 4.35 C 4.56 B 4.80 A 10.264***

Bust compensation 3.59 B 3.96 A 3.54 B  3.717*

Waist compensation 4.36 A 3.93 B 3.65 B 11.538***

Arm compensation 4.61 A 4.14 B 3.91 B  8.324***

Neck compensation 3.60 A 3.57 A 3.18 B  4.204*

*p<.05, **p<.01, ***p<.001, Group by Duncan test: A>B>C    

정성 요인은 어깨너비 +1cm일 때, 목 보정성 요인

은 어깨너비 +0cm, +1cm일 때 높게 평가되어, 어깨 

너비가 너무 넓지 않을 때 신체보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4. Mutual influences of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houlder height and shoulder 
width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어깨 높이와 어

깨 너비 변화에 따른 신체보정 이미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어깨 높이

와 어깨 너비에서 가슴  보정성 요인을 제외한 어

깨 보정성, 허리 보정성, 팔 보정성, 목 보정성 요인

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효과로 작용하였다. 어깨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

와 어깨 너비의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력과 상호작

용 효과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어깨 보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 보정성 

요인에서는 어깨 높이나 어깨 너비에 의한 독립적

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깨 높이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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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Shoulder
compensation 

Bust
compensation

Waist
compensation

Arm
compensation

Neck
compensation

Mean 
square F Mean 

square F Mean 
square F Mean 

square F Mean 
square F

Shoulder height(A)  7.876  7.308**  5.237 2.156 36.498 16.206*** 16.514  5.506** 69.252 24.326***

shoulder width(B) 22.010 20.421***  6.047 2.489 17.547  7.791*** 75.053 25.025*** 17.133  6.018**

Mutual influences(AB)  5.569  2.583* 19.111 3.933* 58.586 13.007*** 19.255  3.210*  9.7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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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utual influences of image according to variations in the shoulder height and shoulder width

너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 가
슴 보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허리 보정성 요인과 팔 보정성 요인 역시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에 의한 독립적인 영향력뿐만 아

니라,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차가 나타나, 허리 

보정성 요인과 팔 보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 보정성 요인은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

치는 주효과로 작용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Conclusion 

본 연구는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어깨 

높이와 너비 변화에 따른 신체보정 이미지와 그 상

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킷의 어깨 높이 

3종류와 어깨 너비 3종류의 2원 요인평가를 통하여 

연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신체보정 이

미지 요인분석 결과, 어깨 보정성, 가슴 보정성, 허
리 보정성, 팔 보정성, 목 보정성의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어깨 보정성 요인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어깨 높이 변화에 따른 신체보정 이미지는 어

깨 높이가 높아질수록 어깨 보정성, 가슴 보정성, 
허리 보정성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어 어깨가 크고 

넓어 보이며, 가슴이 강조되어 보여 허리는 가늘고 

날씬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어깨 높이가 낮을수록 목 보정성 이미지

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 목이 가늘고 길어 보

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팔 보정성 요인

은 어깨 너비가 좁을 때는 어깨 높이가 높을수록 

팔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깨 

너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어깨 높이에 관계없이 

팔 보정 효과의 차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밝

혀졌다. 
3. 어깨 너비 변화에 따른 신체보정 이미지는 어

깨 너비가 넓을수록 어깨 보정성 이미지의 착시효

과가 크게 나타나, 어깨가 강조되고 높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깨 너비가 

좁을수록 팔 보정성과 목 보정성 이미지가 높게 지

각되어 팔과 목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슴 보정성 요

인과 허리 보정성 요인은 어깨 너비 변화에 따라 

이미지 효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신체보정 이

미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가슴 보정성 요인을 제외

한 어깨 보정성, 허리 보정성, 팔 보정성, 목 보정성 

요인에서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가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로 작용하였고, 어깨 보정성, 
가슴 보정성, 허리 보정성, 팔 보정성 요인에서는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의 상호작용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보정성 요인에서는 상호

작용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어깨 높이가 어깨 너비보다 목 보정 이미지 효

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여성복 재킷 생산

업체에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시각적 이

미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브 재킷의 디자인과 패턴 제작 및 

생산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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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기준으로 파워 숄더 래

글런 슬리브 재킷의 어깨 디자인 변화에 따른 이미

지를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체형이나 다른 연령대

에 따라 재킷의 이미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 중 신체보정 

이미지만을 연구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미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파워 숄더 래글런 슬리

브 재킷에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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