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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thesis takes it an aim to analyze and compare the visual images which results from 

attaching the voluminous changes of the waist gathering to the basic Sarrouel pants, one 

of the Islamic costume, and also from the three body type influenced by these changes. 

The method of the investigation was to select  basic designs of the Sarrouel pants, then 

the three pieces of the experimental clothes called pattern 1(50%), pattern 2(100%), and 

pattern 3(150%) were made respectively. The 3 types of the adult women were selected as 

models in a way to represent the S(S1), M(S2), L(S3) the female body indices of the K. S. 

The models wearing the 3 types of experimental clothes were taken pictures from the front, 

side and back, which the pictures were used for the evaluations for the visual effects. For 

the evaluation, the questionaire from 12 to 18, associated with the body types and images 

respectively were completed and collected in an investigative way. The visual effects by 

the waist gathering and body size are composed body and image emerged the four 

factors. Conclusively, the volume of the waist gathering gives a benefit only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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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ropriateness in which the voluminous gatherings compensate for the defects of the 

body type while too much gathering leads to the negative effects. The visual effects from 

the increased gathering gives the impressions of the more activity with the snugness as it 

decreases the feminine effects. The evaluation indices like the stiffness or the masculine 

images might be more or less predominant in this case. This might be ascribed to the fact 

that the Sarrouel pants were originated from the men's trousers in a real sense.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Key Words : 시각적 효과 개더량 변화 Visual effects( ), Gathering variations( ), Sarrouel pants

사루엘 팬츠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 . . . ⅠⅠⅠⅠ

인간에게 있어서 의복은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식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격이나 사상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의복에 그 시대의 사회상. 

이 반영됨과 동시에 지역적인 전통이 내재되어 있기

도 하며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서로 다른 아이디어, 

가 시도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다양화된 사회적 기능

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1).

최근 들어 의류학 분야에서 의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의복이 심미, 

성과 사회적 표현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의복을 통해 시대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아름다운 체형과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큰 키와 마른 체형을 원하고 그

것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간주하는데 자신의 체, 

형이 이에 일치하지 못할 때 의복을 통해 신체적 결

점을 보완해주는 디자인을 선호한다2) 특히 대 여. 20

성들은 상반신 보다는 하반신이 더 날씬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패턴 설계 시 체형을 보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스커트보다 팬츠를 선택할 때 이러한 현상이 두

드러진다 따라서 여성의 팬츠는 많은 종류의 실루. 

엣으로 변형을 시도하고 있으며 팬츠의 디자인도 , 

업체마다 하반신이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보일 , 

수 있는 라인을 추구하는데 밑위의 길이에 따라 팬, 

츠 착용 시의 만족도가 달라지므로3) 기존의 허리둘 

레에서부터 밑위에 이르기까지 구성에 있어서 다양

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팬츠의 발상지라고 하면 흔히 서구 유럽을 떠올리  

지만 그것은 근대 양식이나 패션의 흐름 속에서 개

량형 팬츠가 동양으로 역수입되면서 생긴 현상이고, 

그 기원은 원래 동양에 있다 아라비안나이트 로도 . ‘ ’

익숙한 고대 페르시아 터키 아라비아 등지에서는 , , 

왕비를 비롯한 여성들까지도 통이 넓은 헐렁한 팬츠

를 입었고 북인도 인도차이나 반도 중국에서도 예, , 

로부터 팬츠가 기본 의복이었다4) 이처럼 팬츠의 기. 

원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었고 이것이 파키스탄, 

을 통해 인도 중국 등 극동지역으로 전파되었다, . 

세기에 들어와 오리엔탈 스타일이 서구 유럽에 유20

행하면서 서구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디자인 영감

의 원천으로 새롭게 재조명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 

스타일 중 하나가 사루엘 팬츠이다.

사루엘 팬츠는 영문으로   salvar, chalwar, salwar, 

등으로 표기되며 샤루왈 혹은 사모바르로 shalwar 

불리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권 서민들의 일상복으로 ,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고대로부터 착용되어온 팬츠의 

일종이다 사루엘 팬츠의 특징은 팬츠 밑이 길고 팬. 

츠 중심에 봉제선이 없으며 허리선에 가는 끈을 넣

어서 팬츠를 고정시키고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점차 , 

바지통이 좁아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루엘 . 

팬츠의 명칭과 형태는 민족과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지극히 간단한 형태로 폭, 

이 대단히 넓어 치마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

데 최근에는 현지에서도 촌로들만이 이런 사루엘 , 

팬츠를 입을 뿐이며 대부분의 지방에서 상당히 발달

된 형태로 변형된 사루엘 팬츠를 착용하고 있다5).

현재 국내에서도 편안함과 개성을 중시한 사루엘   

팬츠가 유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허리에서 무릎사, 

이에 세로로 잡힌 개더 분량이 대퇴부의 굵기를 감

춰주면서 하반신의 신체적 결점을 감출 수 있는 스

타일로 시판되고 있다 배기팬츠 와 그 . (Baggy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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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비슷하여 통이 넓은 배기팬츠 혹은 캐주얼형 

배기팬츠라고 불리는 등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나, 

사루엘 팬츠는 패턴의 구성에 있어서 배기팬츠 보다 

밑위길이가 길고 허리의 주름분량이 많아서 전체적

으로 폭이 넓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사루엘 팬츠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근래에 유행하고 있, 

는 사루엘 팬츠의 허리 개더량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구성해 봄으로써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와 체, 

형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의복 생산 시 디자인이나 . 

패턴 설계 단계에서 완성된 사루엘 팬츠의 시각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

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이론적 배경. . . . ⅡⅡⅡⅡ

사루엘 팬츠의 기원과 변천사루엘 팬츠의 기원과 변천사루엘 팬츠의 기원과 변천사루엘 팬츠의 기원과 변천  1.   1.   1.   1. 

팬츠는 고대로부터 유목민족의 공통된 의복형태  

로 산악지역의 추위와 사막의 혹독한 기후로부터 ,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 

방지역에서는 날씬하고 통이 딱 맞는 팬츠를 남방, 

지역에서는 여유가 있고 통이 넓은 팬츠를 착용하였

다6).

이슬람의 본고장인 고대 페르시아 이란의 전신 에  ( )

서는 년 전부터 팬츠가 착용된 기록이 있B.C. 500

는데 이들은 추운 북방지대에서 이란고원으로 이동, 

하면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팬츠를 착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페르시아인들은 메디아의 복식이었. 

던 카프탄 형태의 캔디스 안쪽에 (Kaftan) (Candys) 

파자마 형7)의 헐렁한 팬츠를 착용하였다8) 이러한 . 

그림 < 1>9) 그림 , < 2>10) 그림 , < 3>11)과 같은 형태

의 팬츠는 이슬람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착용되는 것

으로 터키에서는 샬바르 또는 샤르와르, (Salvar) 

아랍권에서는 시르왈 이라고 하(Chalwar), (Sirwaal)

며 이란에서는 쉐르왈 또는 샬바르라고 한(Sherwal) 

다12)13).

이러한 페르시아의 팬츠는 후에 인도와 유럽으로   

전파된다 인도의 파자마 는 발목길이에 팬. (Pajama)

츠의 통이 중간넓이 정도이며 허리는 끈으로 고정, 

하고 팬츠의 밑위에는 무가 달려있는 형태이다 그 , . 

중 대표적인 것이 쥬디다르 그림 (Chudidar)< 4>14)와 

샬와르 그림 (Shalwar)< 5>15)이다 쥬디다르는 허리와 . 

엉덩이 부분에 여유가 있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꼭 

맞는 형태의 팬츠이다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상류층 . 

여성들이 착용하기도 했다 샬와르는 터키의 하렘팬. 

츠 와 유사한 여유있고 헐렁한 곡선형 (Harem pants)

팬츠이다 허리부터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착용하였다16).

이슬람의 발생지이며 성지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  

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에는 커다랗고 

긴 천을 망토처럼 두르거나 허리와 다리에 감아 입, 

는 권의형 의 아랍 복식을 입고 있었다 전통( ) . 捲

적으로 유목생활을 해온 아라비아인들은 말이나 낙

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고 하루에 다섯 번 메카, 

를 향해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해왔다 따라. 

서 이러한 생활에 적합한 형식의 복식이 발달하였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풍성하고 엉덩이 부분에 여, 

유가 많은 그림 < 6>17)과 같은 형태의 시르왈

이었다 시르왈은 오스만투르크 제국시대에 (Sirwal) . 

아라비아반도 전역에 널리 전파되었다18). 

이어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터키의 투르크족  

도 서부로 이동하면서 아랍 페르시아 지역의 이슬, 

람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세. 11

기부터 채택된 이슬람 문화는 터키의 의생활에도 많

은 영향을 끼쳤다 터키 남부지역의 샬와르. 

는 팬츠의 밑위 부분에 무를 대어 여유를 (Shalwar)

준 형태로 한복바지처럼 평면적이다 밑위가 죄우로 . 

넓어서 엉덩이부위에 여유량이 많으며 허리부위에 , 

풍성하게 주름을 잡은 넓은 팬츠로 허리끈을 묶어 

착용한다 이란의 샬와르와 다른 점은 인도의 쥬디. 

다르 처럼 무릎 아래부터 발목으로 갈수록 (Chudidar)

통이 좁아지는 형태라는 점이다 터키의 북부지역에. 

서는 엉덩이 부분에 주름이 잡힌 지브가 라는 (Zivga)

그림 < 7>19)과 같은 독특한 팬츠를 입었다 이 팬츠. 

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을 잡은 다른 천을 엉덩이 

부분에 덧대준 형태로 엉덩이 부분에 넉넉한 주름, 

이 있어 말을 탈 때도 편안한 형태로 착용할 수 있

는 유목민족의 전통이 남아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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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림 . < 8>20)과 같은 터키여성이 즐겨 입는 

전통팬츠인 샬와르는 몸에 잘 맞는 형태부터 주름이 

많이 잡힌 여유있는 형 발목을 묶는 형 직선형 둥, , , 

근형 등 약 여 종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샬와르90 . 

는 다리 동작에 편할 뿐 아니라 방한의 기능도 갖고 

있어 현재까지도 착용되고 있다21). 

터키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루엘 팬츠  , , , 

는 명칭과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지만 세부장식에서 , 

지역적 차이가 나타난다 페르시아 팬츠는 허리와 . 

발목에 별도의 폭을 더하고 터키 팬츠는 큰 사각형 , 

무를 앞허리에서 뒤허리까지 대어주기 때문에 훨씬 

넉넉한 모양이 된다 인도 팬츠도 아프리카 팬츠와 . 

같이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지만 보다 , 

품이 넓고 앞중심이나 뒷중심에서 섬세하게 주름을 

잡는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22). 

이처럼 사루엘 팬츠는 이슬람 문화권의 민족의상  

으로 동양풍 패션의 유행과 함께 현대의 패션 아이, 

템이 되었다 현대패션에서 사루엘 팬츠를 모티브로 . 

디자인한 팬츠가 년 파리 콜렉션에 등장한 이1977

후부터 일반화된 복식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사루엘 . 

그림 일반적인 그림 일반적인 그림 일반적인 그림 일반적인 < 1> < 1> < 1> < 1> 

샤루엘 팬츠샤루엘 팬츠샤루엘 팬츠샤루엘 팬츠

아시아 전통복식- , 

p.125.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2222 이란이란이란이란> > > > 

쉐르왈쉐르왈쉐르왈쉐르왈

세계복식문화사- , p.70.

그림 바지 통이  그림 바지 통이  그림 바지 통이  그림 바지 통이  < 3> < 3> < 3> < 3> 

넓은 샤루엘 팬츠넓은 샤루엘 팬츠넓은 샤루엘 팬츠넓은 샤루엘 팬츠 

아시아 전통복식- , 

p.125.

그림 인도 그림 인도 그림 인도 그림 인도 < 4> < 4> < 4> < 4> 

쥬디다르 아시아쥬디다르 아시아쥬디다르 아시아쥬디다르 아시아----  

전통복식, p.125.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5> < 5> < 5> < 5> 

인도 샬와르인도 샬와르인도 샬와르인도 샬와르, , , , 

세계복식문화사- , 24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6> < 6> < 6> < 6> 

사우디아라비아 시르왈사우디아라비아 시르왈사우디아라비아 시르왈사우디아라비아 시르왈, , , , 

세계복식문화사- , p.49.

그림 터키 지브가그림 터키 지브가그림 터키 지브가그림 터키 지브가< 7> , < 7> , < 7> , < 7> , 

아시아 전통복식- , 

p.177.

그림 터키 샬와르그림 터키 샬와르그림 터키 샬와르그림 터키 샬와르< 8> , < 8> , < 8> , < 8> , 

의복문화인류학 -

세계민족복식사, p.141.

팬츠는 년경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조명되2002

며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23) 한국에서는 년 2009

경부터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

팬츠의 시각적 효과팬츠의 시각적 효과팬츠의 시각적 효과팬츠의 시각적 효과  2.   2.   2.   2. 

의복은 소재 형태 색채 문양 등의 요인에 의해   , , ,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인들이 . 

개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에 맞게 조합됨으로써 또 다

른 시각적 효과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팬츠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최은주24)는 배기팬츠의 엉덩이둘레 여유분과 밑위길

이 여유분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다루었는

데 밑위길이가 짧을수록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부드, 

러운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어 배기팬츠에서 엉덩이

둘레 여유분이나 밑위길이 여유분이 너무 많은 것은 

비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됨을 밝혔다 소연정. 25)은 청

바지 패턴 제작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연구하였

고 이 결과 모든 바지통에서 허리선이 , Low Waist 

일 때 긍정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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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통은 부츠컷 일 때 가장 매력적이고 편(boots cut)

안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경  26)은 슬랙스의 허리선 위치변화에 따른 시

각적 효과와 착용감을 연구하였는데 이 결과 슬랙, 

스의 허리선 위치변화에 따른 구성요인 중 매력성 

요인과 하반신 실루엣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

났으며 각 사이즈별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분석, 

하여 하반신 실루엣 요인에서 사이즈에 따른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김지영 이정순  , 27)은 베이직 팬츠의 허리선 위치와 

라운드 벨트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연구

에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으로 수평방향 요인, 

수직방향 요인 굴곡성 요인의 개의 요인을 분석해 , 3

내었다. 

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연구방법 및 절차. . . . ⅢⅢⅢⅢ

자극물 선정 및 제작자극물 선정 및 제작자극물 선정 및 제작자극물 선정 및 제작  1.   1.   1.   1. 

본 연구에서는 밑위가 아래로 긴 형태인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알아보

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의복 자극물을 제작하기에 . 

앞서 사루엘 팬츠의 디자인과 개더량을 설정하기 위

하여 문헌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시장조사를 실시하, 

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실험복의 디자인은 교육용. 

그림 사루엘 팬츠그림 사루엘 팬츠그림 사루엘 팬츠그림 사루엘 팬츠< 9> < 9> < 9> < 9> 

- 講 ２

· , p.129.スカ ト パンツ

그림 터키그림 터키그림 터키그림 터키< 10> , < 10> , < 10> , < 10> , 

샬와르 샬와르 샬와르 샬와르 아시아 -

전통복식, p.173.

그림 네팔그림 네팔그림 네팔그림 네팔< 11> , < 11> , < 11> , < 11> , 

사루왈 사루왈 사루왈 사루왈 

세계전통복식- , p.69.

그림 이란 쉐르왈그림 이란 쉐르왈그림 이란 쉐르왈그림 이란 쉐르왈< 12> , < 12> , < 12> , < 12> , 

세계전통복식- , p.101.

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사루엘 팬츠 디자인 그<

림 9>28)를 기준으로 하였고 전통복식의 문헌 자료 , 

중에서 현재 유행경향과 비슷한 유형인 그림 <

10>29)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 . 

과 제작사이즈는 그림 < 11>30)과 그림 < 12>31)를 참

고로 하였다 개더량 설정은 그림 에 제시된 . < 12>

허리둘레 를 참고하였다 개더량은 허리부터  142cm . 

밑위까지 일정하게 주었으며 개더량 패턴 , 50% 1

그림 과 개더량 패턴 그림 개더< 13> 100% 2< 14>, 

량 패턴 그림 로 변형시켜 총 가지 기150% 3< 15> 3

본 패턴을 제작한 후 수 머슬린 소재로 30 (Cotton) 3

벌의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피험자 선정피험자 선정피험자 선정피험자 선정  2.   2.   2.   2. 

가지 실험복을 착장할 피험자로는 허리둘레와 엉  3

덩이둘레가 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성인 여성 KS 

신체 치수 분류32) 중 하의 의 기본 신체치수  S, M, L

범위에 해당되는 여성으로 키가 비슷한 명을 선정3

하였고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 1(S1), 2(S2), 3(S3)

이라고 칭한다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표 에 제시. < 1>

된 바와 같다. 

자극물 제작 자극물 제작 자극물 제작 자극물 제작   3.   3.   3.   3. 

착장의 시각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더량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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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그림 패턴 < 13> 1                  < 14> 2                 < 15> 3< 13> 1                  < 14> 2                 < 15> 3< 13> 1                  < 14> 2                 < 15> 3< 13> 1                  < 14> 2                 < 15> 3

표 피험자 신체치수 표 피험자 신체치수 표 피험자 신체치수 표 피험자 신체치수 < 1> < 1> < 1> < 1> 

항  목 규격KS S S1 규격KS M S2 규격KS L S3

기본
키 168 167 170

몸무게 50.5 56 62

둘레

허리둘레 58~69 63 69~77 69 77~88 82

엉덩이둘레 80~88 87 88~95 95 95~102 98

넙다리둘레 45 53 53

무릎둘레 33.5 33 38

장딴지둘레 32 36.5 38

종아리최소둘레 20.5 21 22

길이

엉덩이옆길이 27 24 31

넢다리길이 26 29 28

종아리길이 38 39 39

높이 허리높이 98 99 101

르게 설정한 벌의 실험복을 각 피험자들에게 순서3

대로 착용시킨 후 정면 측면 후면을 촬영하였다, , . 

촬영한 사진을 로 인화하여 다음에 제11cm× 15cm

시한 표 의 평가 자료를 제작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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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험복 이미지 사진표 실험복 이미지 사진표 실험복 이미지 사진표 실험복 이미지 사진< 2> < 2> < 2> < 2> 

패턴 1 패턴 2 패턴 3

S1 S2 S3 S1 S2 S3 S1 S2 S3

정면

측면

후면

평가 방법평가 방법평가 방법평가 방법  4.   4.   4.   4. 

본 연구에 대한 평가는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  

다 의복 형태의 시각적 평가에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게 평가한다는 선행연구33)에 따라 의류학 석사과

정 이상의 전공자 명의 전문가 집단이 행하였다15 . 

평가 시기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2011 11 17 2012 7 13

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자극물 평가에 사용한 사. 

진을 검정용지에 부착하여 배경색에 영향을 받지 않

게 하였다 자극물은 평가자들에게 무순위로 제시되. 

었으며 선입견이 생기지 않게 피험자의 정보와 실, 

험복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였다.

평가척도 구성 및 분석평가척도 구성 및 분석평가척도 구성 및 분석평가척도 구성 및 분석  5.   5.   5.   5.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선정은 선행연구34)35)의 외

관평가 항목에서 본 연구에 적절한 항목으로 수정한 

다음 이와 쌍을 이루는 반대의 용어을 제시하였다. 

이 용어는 체형관련 문항 이미지관련 문항으로 12 , 18

총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에 제30 , < 3>

시하였다 평점방법은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 5

고 점수는 왼쪽 극단에 점 오른쪽 극단에 점을 , 1 5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물 평가를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  

석은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SPSS 19.0 Win , 

석과 등을 실시하였다ANOVA, Duncan-test . 

결과 및 논의결과 및 논의결과 및 논의결과 및 논의. . . . ⅣⅣⅣⅣ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1.   1.   1.   1. 

시각적 효과시각적 효과시각적 효과시각적 효과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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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각적 효과 평가 항목표 시각적 효과 평가 항목표 시각적 효과 평가 항목표 시각적 효과 평가 항목< 3> < 3> < 3> < 3> 

구분 평가 항목

체형 

요인

뚱뚱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배가 나와 보인다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다 허리둘레부/ , / , 

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허리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다/ ,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밑위길이 여유분이 / , 

적당하지 않다 밑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다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무릎둘레 / , / 

여유분이 적당하다 외관이 나쁘다 외관이 좋다 개더량이 적당하지 않다 개더량이 적당, / , / 

하다 허리가 굵어 보인다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허리가 강조, / , / 

되어 보이지 않는다 엉덩이가 커 보인다 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인, / , 

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

이미지

요인

불편한 편안한 비활동적인 활동적인 딱딱한 부드러운 틀에 박힌 개성 있는 저렴한/ , / , / , / , / 

고급스러운 매력적이지 않은 매력적인 조잡한 세련된 흉한 예쁜 늙어 보이는 젊어 , / , / , / , / 

보이는 남성적인 여성적인 지저분한 깔끔한 사고 싶지 않은 사고 싶은 어려운 쉬운, / , / , / , / , 

특이한 평범한 소심한 대범한 이상한 괜찮은 볼륨감 있는 밋밋한 복잡한 단순한/ , / , / , / , / .

 

와 같다4> .

개더량 인 패턴 은 배가 나와 보인다 배  50% 1 ‘ - 

가 나와 보이지 않는다 엉덩이가 커 보인다 엉’, ‘ - 

덩이가 작아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인다 ’, ‘ -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의 항목에서 상’ 3

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사루엘 팬츠 착용시 하

의가 슬림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유분의 항목에

서는 적당하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개더량 . 

인 패턴 는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100% 2 ‘

않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개더량이 - ’, ‘

적당하지 않다 개더량이 적당하다 허리가 굵어 - ’, ‘

보인다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허리가 강조되어 - ’, ‘

보인다 허리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엉덩이- ’, ‘

가 커 보인다 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엉덩이가 - ’, ‘

강조되어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 

다 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굵기와 둘레면에’

서는 적당하나 나머지 여유분의 항목에서는 평균 

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개더량 인 패턴 2.9 . 150%

은 전체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 여유량이 적절하3

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나 엉덩이가 커 보인다 엉‘ - 

덩이가 작아 보인다 에서 평균 점 엉덩이가 강’ 3.78 , ‘

조되어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

의 항목에서는 평균 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3.84

받아 개더분량이 엉덩이의 결점을 가려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검사결과의 전체평  

균 결과 패턴 은 점 패턴 는 점 패턴 1 2.67 , 2 3.03 , 3

은 점으로 패턴 과 패턴 은 평균이 비슷하게 2.66 1 3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패턴 가 가장 우수한 평가, 2

를 받았다.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2.   2.   2.   2. 

시각평가 비교시각평가 비교시각평가 비교시각평가 비교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  

된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표 <

와 같다5> .

불편한 편안한 비활동적인 활동적인 딱  ‘ - ’, ‘ - ’, ‘

딱한 부드러운 틀에 박힌 개성 있는 소심- ’, ‘ - ’, ‘

한 대범한 의 항목에서 패턴 패턴 패턴 - ’ 5 1, 2, 3 

모두 평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개성이 3.0 

있고 대범한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었다. 

개더량 인 패턴 은 지저분한 깔끔한 볼  50% 1 ‘ - ’, ‘

륨감 있는 밋밋한 복잡한 단순한 의 항목에서- ’, ‘ - ’

도 높은 평가를 받아 깔끔하지만 단순하고 밋밋한 

평가를 받았다 개더량 인 패턴 는 조잡한 . 100% 2 ‘ - 

세련된 늙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에서 비교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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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더량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시각평가 비교표 개더량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시각평가 비교표 개더량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시각평가 비교표 개더량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시각평가 비교< 4> < 4> < 4> < 4> 

                      N=15

시각적 효과
패턴 1 패턴 2 패턴 3

값F
Mean S.D Mean S.D Mean S.D

뚱뚱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2.24 1.026 2.64 1.111 2.13 .991 2.985

배가 나와 보인다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다  - 
3.20 1.079 2.87 1.057 2.44 .990 5.934**

허리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허리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 

여유분이 적당하다

2.56 1.119 2.87 1.179 2.42 .941 1.990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2.42 1.118 3.02 1.158 2.47 1.120 3.925*

밑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밑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다- 
2.24 1.026 2.87 1.057 2.47 1.179 3.769*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2.64 1.111 2.87 1.014 2.58 1.158 0.858

외관이 나쁘다 외관이 좋다- 2.42 1.138 2.91 1.240 2.36 1.004 3.235*

개더량이 적당하지 않다 

개더량이 적당하다-
2.29 1.100 3.31 1.221 2.29 .920 13.251***

허리가 굵어 보인다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2.67 1.108 3.02 .998 2.62 1.154 1.835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허리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2.69 1.184 3.00 1.044 2.56 1.139 1.853

엉덩이가 커 보인다 

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3.36 1.151 3.51 0.991 3.78 1.085 1.766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3.31 1.184 3.51 1.036 3.84 1.086 2.682

전체평균 2.67 - 3.03 - 2.66 - -

*p<.05, **p<.01, ***p<0.001

높은 평가를 받았다 늙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의 . ‘ - ’

항목은 개더량 인 패턴 에서도 평균 점150% 3 3.11

의 평가를 받아 사루엘 팬츠가 젊은 이미지로 평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사루엘 팬츠의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사루엘 팬츠의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사루엘 팬츠의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사루엘 팬츠의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3.   3.   3.   3. 

효과의 구성요인효과의 구성요인효과의 구성요인효과의 구성요인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 용어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이. 

용하여 직교회전을 실시하였고 고유치가 Varima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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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더량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표 개더량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표 개더량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표 개더량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 5> < 5> < 5> < 5> 

                     N=15

시각적 효과
패턴 1 패턴 2 패턴 3

값F
Mean S.D Mean S.D Mean S.D

불편한 편안한- 3.27 1.372 3.71 1.308 3.84 1.381 2.247

비활동적인 활동적인 - 3.09 1.379 3.80 1.307 3.82 1.370 4.281*

딱딱한 부드러운- 3.02 1.118 3.31 .949 3.13 1.179 .809

틀에 박힌 개성 있는- 3.38 1.193 3.80 1.160 4.04 1.021 4.029*

저렴한 고급스러운- 2.11 1.092 2.47 1.036 2.49 1.079 1.769

매력적이지 않은  매력적인- 2.33 1.108 2.93 1.268 2.64 1.209 2.828

조잡한 세련된- 2.67 1.148 3.07 1.116 2.93 1.304 1.313

흉한 예쁜- 2.09 1.125 2.78 1.064 2.58 1.196 4.430*

늙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 2.80 1.179 3.31 1.125 3.11 1.172 2.223

남성적인 여성적인- 2.31 1.258 2.53 1.179 2.27 1.195 0.626

지저분한 깔끔한- 3.18 .936 2.87 .588 2.47 .661 10.343***

사고 싶지 않은 사고 싶은- 2.04 1.205 2.80 1.375 2.24 1.090 4.55*

어려운 무난한- 2.56 1.198 2.62 1.193 2.00 1.066 3.94*

특이한 평범한- 2.33 1.297 1.91 .996 1.58 .866 5.654**

소심한 대범한- 3.11 1.352 3.71 .944 4.16 .952 10.225***

이상한 괜찮은- 2.42 1.138 2.73 1.009 2.36 1.090 1.567

볼륨감 있는 밋밋한- 3.22 1.223 2.53 1.290 2.00 1.314 10.3***

복잡한 단순한- 3.49 1.014 2.84 1.043 2.42 1.118 11.571***

전체평균 2.75 - 2.99 - 2.78 - -

*p<.05, **p<.01, ***p<0.001

이상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결과는 표 에 4 . < 6>

나타내었다.

요인 은 밑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밑  1 ‘ - 

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 ‘

적당하지 않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 

개더량이 적당하지 않다 개더량이 적당하다 외‘ - ’, ‘

관이 나쁘다 외관이 좋다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 ’, ‘

당하지 않다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허리- ’, ‘

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 

허리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다 의 ’ 6

항목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여유분 요인‘ ’

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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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표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표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표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 6> < 6> < 6> < 6> 

요인 시각적 효과
요인

적재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 )
신뢰도

요인1.

여유분 

요인

밑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밑위길이 여유분이 적당하다- 
.908

7.009
46.047

(46.047)
.200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877

개더량이 적당하지 않다 개더량이 적당하다- .845

외관이 나쁘다 외관이 좋다- .839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무릎둘레 여유분이 적당하다- 
.796

허리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지 않다

허리둘레부터 무릎둘레까지 여유분이 적당하다 - 
.775

요인2.

엉덩이

요인

엉덩이가 커 보인다 엉덩이가 작아 보인다- .881

3.161
14.341

(60.388)
.394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875

요인3.

하체 

보정

요인

배가 나와 보인다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다 - .925

1.420
9.029

(69.417)
.345

뚱뚱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627

요인4.

허리

요인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허리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914

1.002
8.503

(77.920)
.302

허리가 굵어 보인다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612

요인 는 엉덩이가 커 보인다 엉덩이가 작아   2 ‘ - 

보인다 엉덩이가 강조되어 보인다 엉덩이가 강’, ‘ - 

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게 나’

타나 엉덩이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 . 

요인 은 배가 나와 보인다 배가 나와 보이지   3 ‘ - 

않는다 뚱뚱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에서 요인 ’, ‘ - ’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하체 보정 요인 으로 명명하‘ ’

였다 그리고 요인 는 허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 4 ‘ - 

허리가 강조되어 보이지 않는다 허리가 굵어 보인’, ‘

다 허리가 가늘어 보인다 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 ’

게 나타나 허리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 .

네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였고 여유분   77.920% , 

요인이 전체 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46.047%

으로 나타났으며 엉덩이 요인이 하체 보, 14.341%, 

정 요인이 를 차지하였고 허리 요인이  9.029% , 8.503%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루엘 팬츠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사루엘 팬츠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사루엘 팬츠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사루엘 팬츠의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4.   4.   4.   4. 

효과의 구성요인효과의 구성요인효과의 구성요인효과의 구성요인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용어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이. 

용하여 직교회전을 실시하였고 고유치가 Varimax , 1

이상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결과는 표 에 4 . < 7>

나타내었다.

요인 은 흉한 예쁜 이상한 괜찮은 사고   1 ‘ - ’, ‘ - ’, ‘

싶지 않은 사고 싶은 매력적이지 않은 매력- ’, ‘ - 

적인 늙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 저렴한 고’, ‘ - ’, ‘ - 

급스러운 조잡한 세련된 남성적인 여성적’, ‘ - ’, ‘ - 

인 딱딱한 부드러운 의 항목에서 요인 적재량’,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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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 매력성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 . 

요인 는 틀에 박힌 개성 있는 소심한 대  2 ‘ - ’, ‘ - 

범한 복잡한 단순한 특이한 평범한 에서 요’, ‘ - ’, ‘ - ’

인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개성성 요인 으로 명명하‘ ’

였다.   

요인 은 불편한 편안한 비활동적인 활동  3 ‘ - ’, ‘ - 

적인 에서 요인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활동성 요인’ ‘ ’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는 볼륨감 있는 밋밋한. 4 ‘ - ’, 

어려운 무난한 지저분한 깔끔한 에서 요인 ‘ - ’, ‘ - ’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무난성 요인 으로 명명하였‘ ’

다.

네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로 나타났으며  69.951% , 

매력성 요인이 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38.937%

타났고 다음으로 개성성 요인이 로 나타났, 17.561%

으며 활동성 요인이 무난성 요인이 , 7.887%, 

표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표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표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표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구성요인< 7> < 7> < 7> < 7> 

요인 시각적 효과
요인적재

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 )
신뢰도

요인1.

매력성

요인

흉한 예쁜- .861

7.009
38.937

(38.937)
.181

이상한 괜찮은- .859

사고 싶지 않은 사고 싶은- .848

매력적이지 않은  매력적인- .832

늙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 .817

저렴한 고급스러운- .800

조잡한 세련된- .750

남성적인 여성적인- .735

딱딱한 부드러운- .440

요인2.

개성성

요인

틀에 박힌 개성 있는- .833

3.161
17.561

(56.498)
.422

소심한 대범한- .696

복잡한 단순한- -.633

특이한 평범한- -.555

요인3.

활동성

요인

불편한 편안한- .885
1.420

7.887

(64.385)
.271

비활동적인 활동적인 - .874

요인4.

무난성

요인

볼륨감 있는 밋밋한- .761

.1.002
5.566

(69.951)
.352어려운 무난한- .696

지저분한 깔끔한- .490

를 차지하였다5.566% .

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5.   5.   5.   5. 

체형별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일원변량분석

과 를 실시하였으며 (One way ANOVA) Duncan-test

결과는 표 과 같다< 8> . 

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사루엘 팬츠의 시각적   

효과는 여유분 요인 엉덩이 요인 하체 보정 요인, , , 

매력성 요인 개성성 요인 무난성 요인에서 유의적, , 

인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 치수 분류가 의 범위에 . S

해당하는 경우는 엉덩이 요인 개성성 요인 무난성 , ,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개더량 일 . 50%

때 엉덩이가 작아 보이고 개성이 있고 대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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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개더량 일 때 엉덩이가 작아 , 100%

보이고 개성적이며 무난하고 깔끔한 시각적 효과가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더량 일 때는 무난하. 150%

고 밋밋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더량이 많아질수록 . 

엉덩이가 강조되고 커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신체 치수 분류가 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M

여유분 요인 하체 보정 요인 개성성 요인 무난성 , , , 

표 체형 변화에 따른 요인별 시각적 효과의 차이 표 체형 변화에 따른 요인별 시각적 효과의 차이 표 체형 변화에 따른 요인별 시각적 효과의 차이 표 체형 변화에 따른 요인별 시각적 효과의 차이 < 8> < 8> < 8> < 8> 

신체 치수 

분류
요인

개더량

50% 100% 150% 값F

S

(S1)

여유분 .46 .64 .12 1.088

엉덩이 -.52a -.27a .12b 5.638**

하체 보정 .28 .04 .00 .476

허리 -.21 .49 .21 .473

매력성 .30 .28 .28 .001

개성성 -.20a .11ab .56b 2.880*

활동성 -.04 .47 .55 2.344

무난성 .47b 1.10ab 1.11a 2.456*

M

(S2)

여유분 -.46a .62b -.08a 4.937*

엉덩이 .49 .15 .19 .548

하체 보정 .38b .12b -.81a 6.758**

허리 .35 .30 -.16 1.765

매력성 -.36 .30 -.02 1.276

개성성 -.38a .10ab .43b 3.056*

활동성 .20 .28 .16 .049

무난성 .47b -.28b -.63a 5.611**

L

(S3)

여유분 -.76 -.15 -.38 2.267

엉덩이 -.54 -.01 -.00 1.431

하체 보정 .13 -.05 -.01 .139

허리 -.17 -.00 -.37 .566

매력성 -.55a .10b -.33ab 2.664*

개성성 -.55 -.00 -.06 1.061

활동성 -.92a -.52ab -.19b 2.535*

무난성 .52b .18b -.61a 6.474**

*p<0.05 **p<0.01

결과를 나타낸 것임  ab: Duncan-test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개더량 . 100%

와 에서 여유분 요인이 높게 나타나 허리둘레150%

에서 엉덩이둘레 무릎둘레에 이르기까지의 여유량, 

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체 보정 요인은 개더량 일 때 높게 나타나   150%

개더량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하체의 결점을 보

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성성 요인은 개더량 . 

와 일 때 유사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으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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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개더량 일 때와 일 때 유, 100% 150%

사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치수 분류가 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  L

력성 요인과 활동성 요인 무난성 요인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다 개더량 보다 개더량 . 100%

일 때 매력성 요인이 높게 나타나 사루50%, 150%

엘 팬츠가 예쁘고 사고 싶고 젊어 보이며 세련된 ,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요인. 

은 개더량 일 때 높게 나타나 개더량 50%, 100%

로 많이 있는 경우보다 편하고 활동적인 것으150%

로 나타났으며 개더량 인 경우는 밋밋하고 무150%

난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체형별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6.   6.   6.   6. 

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의 상호작용                    

체형별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상호작  

표 개더량과 체형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이원변량분석표 개더량과 체형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이원변량분석표 개더량과 체형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이원변량분석표 개더량과 체형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이원변량분석< 9> < 9> < 9> < 9>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

변량원

여유분 요인 엉덩이 요인 하체 보정 요인 허리 요인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개더량

(A)
4.777 5.762 2.077 2.257 3.283 3.444 0.564 0.561

체형

(B)
7.860 9.480*** 2.696 2.929 0.407 0.427 1.352 1.346

상호

작용

(A×B)

1.066 1.285 2.123 2.307 1.627 1.706 0.904 0.900

이미지

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변량원

매력성 요인 개성성 요인 활동성 요인 무난성 요인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평균

자승합
값F

개더량

(A)
2.122 2.217 5.419 5.740 2.259 2.664 11.343

13.223*

**

체형

(B)
3.387 3.538 1.536 1.627 9.951

11.731*

**
0.834 0.972

상호

작용

(A×B)

0.586 0.612 0.285 0.302 0.675 0.796 0.390 0.454

***p<0.001

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별로 이원변량분석

한 결과 표 와 같이 나타났다< 9> .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 효  

과는 여유분 요인과 활동성 요인에서 체형의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무난성 요인에서는 , 

개더량의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ⅤⅤⅤⅤ

본 연구에서는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이 시각적 착  

장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팬츠의 

개더량을 단계로 변화시켜 체형에 따른 시각적 효3

과를 분석하였다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 

른 시각적 효과는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와 이

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정은 도월희 배수정 이정은 도월희 배수정 이정은 도월희 배수정 이정은 도월희 배수정 · · / · · / · · / · · /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연구

121

첫째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체형과 관련된 시각  , 

적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개더량 인 패턴 50%

은 슬림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유분 항목에서 1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개더량 인 , 100%

패턴 는 굵기나 둘레 항목에서는 적당하지만 여유2

분 항목에서는 보통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그. 

러나 전체평균이 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3.03

으며 개더량 인 패턴 은 전체 평균이 보통 , 150% 3

이하로 만족스러운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적 효과

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개더량 50%, 100%, 150%

인 경우 모두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개성적인 이미지

에서 높게 평가 되었으나 전체평균이 보통에 못 미

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에 따른 요인분  , 

석결과 체형과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요인은 여유분 

요인 엉덩이 요인 하체 보정 요인 허리 요인의 , , 4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 여유분 ,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와 . 

관련된 시각적 효과의 요인은 매력성 요인 개성성 , 

요인 활동성 요인 무난성 요인의 개의 요인으로 , , 4

구성되었으며 매력성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 

나타났다.

셋째 사루엘 팬츠의 체형별 개더량의 변화에 따  , 

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신체 치수 분

류가 의 범위에 속하는 체형의 경우는 엉덩이 요인S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더량이 적을수록 

엉덩이가 작아보이고 개성적이며 대범하고 깔끔한 ,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 치수 분류가 의 범위에 . M

속하는 체형의 경우는 여유분 요인과 하체 보정 요

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개더량 와 개더량 . 100%

일 때 여유량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좋은 것150% 

으로 나타났고 개더량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하, 

체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치. 

수 분류가 의 범위에 속하는 체형은 개더량에 따른 L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더량 개더, 50%, 

량 인 경우가 개더량 의 경우 보다 편하100% 150%

고 활동적이며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형별 개더량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 효과에, 

서는 체형의 변화에 따라 여유분 요인과 활동성 요

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더량의 변화, 

에 따라서는 무난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다.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결과가 나온 평가항목들  

을 살펴보면 일반적이고 남성적이고 딱딱한 이미, , , 

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적이고, , 

부드러운 이미지와 관련된 평가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루. 

엘 팬츠가 원래 유목민족의 남성복에서 유래되었고, 

자극물 제작에 사용된 실험복이 머슬린 소재로만 제

작이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다 드레. 

이프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

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루엘 팬츠의 개더량 변화를 중심으로  

만 연구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전체의 팬츠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개더량 변화뿐만 아니라 사이즈 소재 디. , , , 

테일에 따라 시각적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예측되므로 앞으로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활용,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여성 하반신 체

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팬츠의 패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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