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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12월 중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에 가입했다. 이것은 중국인의 사유재산의 합법화와

시장개방을 급속도로 가속시킬 것이며 세계 무역질서

속에서 합리적인 시장개발과 다각적인 경제적 소비현

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이래 경제적,

무역적 상호협력국가로서 많은 교류가 행해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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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 adopted a free market economy system and entered into the WTO(World Trad Organization). It
has now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arkets in the world for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 Chinese and Korea college female students’s clothing behavior for fitness
and to suggest basic informations for high quality clothing merchandising for China.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30 college female students, aged from 18 to 24 living in Beijing(215)
and Seoul(215). The survey were taken from June to July, 1999.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is used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x2-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mination on the Korean and Chinese preference of clothing behavior showed that Korean and

Chinese have different preference for skirt, slacks, jacket and has different sensibility of the items of
clothing behavior. The Chinese students prefer individual, feminine costume behavior, and fitted clothes
to loose fitted skirt and slacks. Korean student want to lower waist position for all items. It is needed to
different merchandising project for cloth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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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의 주요 무역교역 대상국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잠재력,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의류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

물고 있어 향후 중국소비자의 특성과 의류소비시장의

파악 및 이에 대응한 국내 의류 상품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에 초기 진출한 한국의 기

업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소비자 분석력의 부

족으로 중국시장개척에 다수 실패하고 중국시장에 대

한 철저한 마켓팅과 지속적인 상품순환을 행한 업체

일부만 중국시장개척에 성공하 다. 따라서 현재 중국

내에서의 한국 의류상품에 대한 이미지 척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

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행해진 중국에 대한 국내선행연구로서 유1)

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실무자와 선행외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계층에 관

한 연구를 행하 으며 중국인의 체형 및 체형인지도

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자2)3)4)가 발표한 바 있다. 그러

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체형적 차이로 인한 맞음새에

대한 선호도 및 의복행동의 감성적 비교에 대한 직접

적인 비교 연구는 없어 같은 동양권이지만 다른 역사

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한, 중국의 다른 의복행동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의류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을 위하여

중국인 의류상품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므로서 중

국에 수출하는 의류제품의 적합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만 17세에서 24세의 한국 및 중국 여대

생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류품목인 스커트, 바

지, 재킷에 대하여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선호도를 파

악하고 감성적인 의복행동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중국인 대상자는 중국 북경시에 거주하는 만 17세

에서 만 24세의 여대생으로 단순임의 표본 추출법으

로 표본수를 정하여 250부를 설문하 으며 이중 자료

가 미비한 것을 제외하고 215부을 연구자료로 하 으

며 설문기간은 1999년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 계측장소는 중국북경복장학원을 이용하 다. 

한국인 대상자는 만 17세에서 만 24세의 여대생으

로 230부를 설문하 으며 그 중 215부를 채택하 다.

설문기간은 1999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로서 숙

명여대, 건국대, 인천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 다.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프로그램으로 처리하 고, 사용된 분

석방법은 전체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을 행하 으며

한·중국 집단에 대한 각 항목의 카이스퀘어 검정을

행하여 유의도를 구하 다.

3. 설문지작성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

을 예비 설문한 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 다. 의복착

용행동에 대한 평가 문항은 다음의 감성적 대비항목

을 설정하여 7단계로 응답자의 감성정도를 평가하

다<표 1>.

의복의 맞음새에 대한 설문은 스커트, 바지, 재킷에

대한 신체 착성과 신체적합성에 관련된 대비문항을

개발하여 5단계로 나누어 신체의 맞음새 선호도에 대

한 설문을 행하 다. 

II.

1. 감성적 대비항목에 따른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한·중국 평가 비교

응답자 자신이 평가하는 감성적 대비항목에 따른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

다. 모든 항목에서 양국 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었다<표

2>. 각 대비항목에서 1번으로 갈수록 전자의 성향이 강

하고 7번으로 갈수록 후자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화려함/수수함의 대비항목은 1번으로 갈수

록 화려한 의복행동을 선호하며 7번 쪽은 수수한 의복

행동을 선호하는 것이다. 각 번호의 응답율이 10%이상

을 나타낸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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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함/수수함의 대비항목에서 중국인은 4부터 7

즉, 보통부터 수수한 의복행동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

고 한국은 3부터 6의 약간 화려함에서 약간 수수함에

이르는 응답율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집중도를 나타

낸 곳은 양국 모두 5번으로서 각각 26.51%의 응답율

을 나타내 다소 수수한 의복행동에 대한 집중도가 높

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약간 화려한 성향을

더 선호한다.

혁신적/보수적의 대비항목에서는 양국 모두 3부터

6, 다소 혁신적에서 보수적에 이르는 의복행동을 나타

냈고 양국 모두 4번 보통에 응답율이 높았다. 

유행성에 대한 대비항목에서 중국은 3부터 7, 다소

유행성에서 다소 반유행적인 항목에 대해 응답율이

높고 양국 모두 4 보통에 집중도가 높다. 한국은 2부

터 5의 다소 유행적, 보통, 다소 반 유행적인 항목에

응답율이 높아 중국은 한국보다 반유행적 의복행동이

많다. 

개성적/평범함에 대한 항목에서는 중국은 1부터 4

의 매우 개성적임부터 보통에 이르는 개성이 강한 성

향을 나타냈으며 한국은 2부터 6의 약간 개성적임부

터 약간 평범함에 이르는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많은 집중도를 나타낸 곳은 3, 4로서 매우 약한 개성

적인 성향과 보통에 응답율이 높았다. 따라서 중국인

이 한국인보다 개성적인 성향이 매우 높고 유행을 따

르지 않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의복기획에 있어서 중국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의복기

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격식을 중시하지 않음과 격식을 중시함에 대한 대

비항목에서는 중국은 3부터 7의 약간 격식을 중시 않

함부터 매우 격식을 중시함에 이르는 응답을 나타냈고

가장 많은 집중도를 나타낸 곳은 4, 5, 6번으로서 보통

부터 격식을 중시함에 응답율이 약 64%로서 격식을

중시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한국은 2

부터 5의 격식을 중시않함부터 약간 격식을 중시함에

응답율이 높아 중국이 한국보다 격식을 중시하며 중국

인을 위한 정장류의 의복기획에 있어서는 보다 격식이

중시된 의복기획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적과 여성적의 대비항목에서는 중국은 3부터 7,

한국은 3부터 6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양국

모두 4, 보통에 응답율이 높다. 중국이 다소 한국보다

여성적인 의복행동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차

이는 크지 않다.

젊은과 나이든의 대비항목에서 양국 모두 1부터 4

의 응답분포를 보여 젊어 보이는 의복행동을 선호한

다고 할 수 있다.

딱딱함과 부드러운의 대비항목에서 중국은 4부터 7,

한국은 4부터 6의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중국은 7의

매우 부드러운 의복행동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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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감성적 대비 평가문항

평가 느끼는 정도평가

1. 멋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멋이 없는

2. 화려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수한

3. 혁신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수적인

4. 유행을 따르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행을 따르지 않는

5. 개성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범한

6. 격식을 중시하지 않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격식을 중시하는

7. 남성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성적인

8. 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이든

9. 딱딱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드러운

10. 성적 매력이 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적 매력이 없는

평 가 느끼는 정도 평 가



고 한국은 4, 보통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중국이 부드

러운 느낌의 의복행동을 매우 선호해 한국과 차이를

나타냈다<표 2>.

2. 의복 맞음새 선호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

1) 스커트에 대한 의복행동의 한·중국 비교

(1) 스커트의 착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

스커트 의복행동에 대한 한·중국의 비교 결과는

<표 3－표 5>에 나타냈다.

전체, 허리선, 엉덩이선 모두 신체 착도는 중국이

유의차를 나타내며 신체 착형을 한국 보다 선호하

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보다 여유량이 높은 스커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착도는 중국은 보통형(36%)에, 한국은 여유

형(34%)이 응답율이 가장 높아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

통의 착도를 선호하고 한국은 다소 여유량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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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성적 대비항목에 따른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한·중국 평가 비교결과

감도 무응답 1 2 3 4 5 6 7 전 Chi－

통계량 전자 후자 체 square

중국
frequency 6 0 2 17 56 57 43 34 215

화려함 / row percent 2.79 0.00 0.93 7.91 26.05 26.51 20.00 15.81
수수함

한국
frequency 2 5 4 34 54 57 43 16 215

22.91***

row percent 0.93 2.33 1.86 15.81 25.12 26.51 20.00 7.44

중국
frequency 5 2 12 35 79 40 27 15 215

혁신적 / row percent 2.33 0.93 5.58 16.28 36.74 18.60 12.56 6.98
20.67***

보수적
한국

frequency 2 7 4 44 76 52 28 2 215
row percent 0.93 3.26 1.86 20.47 35.35 24.19 13.02 0.93

중국
frequency 6 2 12 39 61 32 32 31 215

유행적 / row percent 2.79 0.93 5.58 18.14 28.37 14.88 14.88 14.42
32.28***

반유행적
한국

frequency 2 5 23 48 67 47 17 6 215
row percent 0.93 2.33 10.70 22.33 31.16 21.86 7.91 2.79

중국
frequency 5 23 41 49 44 21 14 18 215

개성적 / row percent 2.33 10.70 19.07 22.79 20.47 9.77 6.51 8.37
35.00***

평범함
한국

frequency 2 7 20 52 67 35 26 6 215
row percent 0.93 3.26 9.30 24.19 31.16 16.28 12.09 2.79

격식을 중국
frequency 5 9 13 24 48 41 49 26 215

중시않함 /
row percent 2.33 4.19 6.05 11.16 22.33 19.07 22.79 12.09

39.52***
격식을 중시함 한국

frequency 3 13 25 40 62 49 17 6 215
row percent 1.40 6.05 11.63 18.60 28.84 22.79 7.91 2.79

중국
frequency 6 1 8 31 50 40 42 37 215

남성적 / row percent 2.79 0.47 3.72 14.42 23.26 18.60 19.53 17.21
30.21***

여성적
한국

frequency 2 6 18 32 68 40 39 10 215
row percent 0.93 2.79 8.37 14.88 31.63 18.60 18.14 4.65

중국
frequency 5 39 46 54 47 9 11 4 215

젊은 / row percent 2.33 18.14 21.40 25.12 21.86 4.19 5.12 1.86
28.90***

나이든
한국

frequency 2 25 62 69 43 8 6 0 215
row percent 0.93 11.63 28.84 32.09 20.00 3.72 2.79 0.00

중국
frequency 6 2 6 14 35 39 56 57 215

딱딱함 / row percent 2.79 0.93 2.79 6.51 16.28 18.14 26.05 26.51
56.71***

부드러운
한국

frequency 2 0 5 20 74 67 31 16 215
row percent 0.93 0.00 2.33 9.30 34.42 31.16 14.42 7.44

감도
무응답

1 2 3 4 5 6 7 전 Chi－

통계량 전자 후자 체 square



스커트를 선호하 다. 

허리선 착도에서 중국은 허리선 착형(33%)에,

한국은 보통형(40%)에 응답율이 높아 중국은 허리선

이 끼는 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엉덩이선 착도는 한·중국 모두 37%이상이 보통

형을 선호하여 엉덩이선은 적당한 여유량의 스커트를

양국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스커트의 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스커트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중국은 무릎

선 위의 길이에 28.84%가 응답한 반면 한국은 43.72%

가 무릎선 길이를 선호하 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보

다 짧은 길이의 스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한국

은 미니 혹은 무릎선 위의 스커트에 대해 약 24%가

선호한 반면 중국은 약 45%가 선호하여 양국간에 스

커트길이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 미

디 및 발목길이는 중국이 약 29%, 한국이 32%를 선호

하여 비슷한 선호경향을 나타냈다<표 4>. 

(3) 스커트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스커트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중국(40%)은 신체허리선과 낮은 허리선의 중간인 보

통위치를 선호하고 한국은 낮은 허리선(32.56%)은 선

호하 다. 이것은 유행이 민감한 한국여대생이 최근의

낮은 허리선 스커트의 유행을 의식한 결과로 사료되

며 중국은 유행에 있어서 한국보다 덜 민감하여 보통

의 허리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5>.

2) 바지에 대한 의복행동의 한·중국 비교

(1) 바지의 착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

바지의 착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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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커트의 착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1 22 62 78 31 21 215

China
percent 0.23 5.12 14.42 18.14 7.21 4.88 50.00
row percent 0.47 10.23 28.84 36.28 14.42 9.77

전 체 col percent 100.00 68.75 55.36 56.52 29.25 51.22
27.42***

착도 frequency 0 10 50 60 75 20 215

Korea
percent 0.00 2.33 11.63 13.95 17.44 4.65 50.00
row percent 0.00 4.65 23.26 27.91 34.88 9.30
col percent 0.00 31.25 44.64 43.48 70.75 48.78

frequency 1 48 72 61 23 10 215

China
percent 0.23 11.16 16.74 14.19 5.35 2.33 50.00
row percent 0.47 22.33 33.49 28.37 10.70 4.65

허리선 col percent 50.00 81.36 54.96 40.94 29.87 83.33
47.20***

착도 frequency 1 11 59 88 54 2 215

Korea
percent 0.23 2.56 13.72 20.47 12.56 0.47 50.00
row percent 0.47 5.12 27.44 40.93 25.12 0.93
col percent 50.00 18.64 45.04 59.06 70.13 16.67

frequency 1 17 38 80 54 25 215

China
percent 0.23 3.95 8.84 18.60 12.56 5.81 50.00
row percent 0.47 7.91 17.67 37.21 25.12 11.63

엉덩이선 col percent 100.00 94.44 52.78 47.90 42.52 55.56
19.13***

착 도 frequency 0 1 34 87 73 20 215

Korea
percent 0.00 0.23 7.91 20.23 16.98 4.65 50.00
row percent 0.00 0.47 15.81 40.47 33.95 9.30
col percent 0.00 5.56 47.22 52.10 57.48 44.44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

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6－표 8>에 나타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양국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

되었다. 전체 착도에서 중국은 보통의 착도에 응

답율이 가장 높고(29.30%), 그 다음으로는 착형

(26.51%)을 선호하 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약간 여유량

이 있는 형(31.16%)을 가장 선호하여 중국과 차이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보통의 착도를 선호하 다.

따라서 바지도 스커트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보다

착도가 높은 형을 선호하며 한국은 중국보다 다소

여유량이 있는 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리선의 착도에서 중국은 강한 착형과 착형

보통의 착도에 응답율이 매우 높아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응답한 반면 한국은 보통과 여유형에 응답

율(72%)이 높아 허리선은 중국인이 착도가 높은 형

을 매우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엉덩이선의 착도에서 중국은 허리선의 착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착형과 보통형에 약

60%가 응답하여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한국은 보통

과 여유형에 73%가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즉 중

국 여대생은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착도가 높은 신

체 착형의 바지를 선호하며 엉덩이선보다 허리선의

착도가 높은 형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바지통에 있어서 중국은 보통에 32.56%의 응답율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한국은 약간

여유 있는 형에 가장 높은 응답율(32.35%)을 나타내

중국보다 넓은 바지 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바지의 착도 뿐만 아니라 바지통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착도가 높은 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2) 바지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바지길이에 대한 양국간의 비교결과 유의차가 인정

되었으며 양국 모두 바지길이가 긴 형(column percent

중국 39.24%, 한국 60.76%)을 가장 선호하 으며 한국

이 더욱 선호하 다. 전체적으로 중국보다 한국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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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커트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1 35 62 54 36 27 215

China
percent 0.23 8.14 14.42 12.56 8.37 6.28 50.00
row percent 0.47 16.28 28.84 25.12 16.74 12.56

스커트 col percent 100.00 74.47 60.78 36.49 52.17 42.86

길 이 frequency 0 12 40 94 33 36 215
29.22***

percent 0.00 2.79 9.30 21.86 7.67 8.37 50.00
Korea

row percent 0.00 5.58 18.60 43.72 15.35 16.74
col percent 0.00 25.53 39.22 63.51 47.83 57.14

스커트길이
무응답

미 니 무릎선 무릎선 미 디 발 목
전체

Chi－
통계량 길 이 위 길이 길 이 길 이 길 이 square

<표 5>  스커트의 허리선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2 39 47 86 24 17 215

China
percent 0.47 9.07 10.93 20.00 5.58 3.95 50.00
row percent 0.93 18.14 21.86 40.00 11.16 7.91

허리선 col percent 100.0 60.94 53.41 62.32 25.53 38.64
38.63***

위 치 frequency 0 25 41 52 70 27 215

Korea
percent 0.00 5.81 9.53 12.09 16.28 6.28 50.00
row percent 0.00 11.63 19.07 24.19 32.56 12.56
col percent 0.00 39.06 46.59 37.68 74.47 61.36

허리선위치
무응답

신체허리선 낮은 허리선
전체

Chi－
통계량 square



지길이가 긴 형을 더욱 선호하고 중국은 발목 혹은 발

목보다 다소 긴 길이의 바지에도 약 23%가 응답한 반

면 한국은 약 6%로서 매우 낮은 응답율을 나타내 한

국 여대생들은 절대적으로 바지길이가 긴 형을 선호

하 다. 이것은 유행에 민감한 한국 여대생들의 유행

동조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조사시

기에 바지길이가 긴 형이 유행하 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표 7>.

(3) 밑위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밑위길이에 대한 비교결과 양국간에 유의차가 인정

되었으며 양국 모두 밑위길이가 보통정도의 착도를

가장 선호하 다. 그외 중국은 밑위길이가 긴형에 대

한 응답율이 높아 밑위길이가 긴 쪽에 대한 선호도가

약 38%인 반면 한국은 23%를 나타내 중국이 다소 밑

위길이가 길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 으며 밑위길

이가 짧고 끼는 형은 중국이 약 20% 한국이 약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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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바지 착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5 29 57 63 40 21 215

China
percent 1.16 6.74 13.26 14.65 9.30 4.88 50.00

row percent 2.33 13.49 26.51 29.30 18.60 9.77

전체 col percent 83.33 61.70 57.58 52.07 37.38 42.00
15.81**

착도 frequency 1. 18 42 58 67 29 215

Korea
percent 0.23 4.19 9.77 13.49 15.58 6.74 50.00

row percent 0.47 8.37 19.53 26.98 31.16 13.49

col percent 16.67 38.30 42.42 47.93 62.62 58.00

frequency 2 52 77 63 16 5 215

China
percent 0.47 12.09 17.91 14.65 3.72 1.16 50.00

row percent 0.93 24.19 35.81 29.30 7.44 2.33

허리선 col percent 66.67 82.54 77.00 44.37 17.02 17.86

착도 frequency 1 11 23 79 78 23 215
110.44***

Korea
percent 0.23 2.56 5.35 18.37 18.14 5.35 50.00

row percent 0.47 5.12 10.70 36.74 36.28 10.70

col percent 33.33 17.46 23.00 55.63 82.98 82.14

frequency 2 28 62 69 40 14 0

China
percent 0.47 6.51 14.42 16.05 9.30 3.26 0.00

row percent 0.93 13.02 28.84 32.09 18.60 6.51 0.00

col percent 66.67 73.68 75.61 49.29 31.50 35.90 0.00

엉덩이 frequency 1 10 20 71 87 25 1
51.89***

착도
Korea

percent 0.23 2.33 4.65 16.51 20.23 5.81 0.23

row percent 0.47 4.65 9.30 33.02 40.47 11.63 0.47

col percent 33.33 26.32 24.39 50.71 68.50 64.10 100.0

frequency 3 20 40 70 54 28 215

China
percent 0.70 4.65 9.30 16.28 12.56 6.51 50.00

row percent 1.40 9.30 18.60 32.56 25.12 13.02

바지통
col percent 75.00 74.07 60.61 50.72 41.54 43.08

15.22***
frequency 1 7 26 68 76 37 215

Korea
percent 0.23 1.63 6.05 15.81 17.67 8.60 50.00

row percent 0.47 3.26 12.09 31.63 35.35 17.32

col percent 25.00 25.93 39.39 49.28 58.46 56.92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

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를 나타내 한국이 중국보다 밑위길이가 짧고 끼는 형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보다 전체 착도는 높지만 밑

위길이는 적당하거나 다소 긴 편안한 유형을 선호한

다고 할 수 있다<표 8>. 

(4) 바지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바지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양국 비교결과 유의차

가 인정되었으며 중국은 보통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응답율이 높고(36.28%), 한국은 보통보다 낮은 허리선

위치의 바지(47.91%)를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중국은 신체 허리선 바지에 대한 선호 경향이 낮은 허

리선 바지보다 높으며 한국은 약 92%의 응답자가 보

통 혹은 낮은 허리선의 바지를 선호하여 중국과 비교

되며 낮은 허리선을 선호하 다. 이러한 한국의 낮은

허리선 바지에 대한 선호현상은 유행스타일이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표 9>. 

3) 재킷의 의복행동

(1) 재킷의 착도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재킷의 착도에 대한 양국간의 비교결과<표 10>,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전체 착도는

중국과 한국 모두 착형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높다.

여유형이나 여유량이 많은 형은 양국 모두 응답율이

낮았으며 강한 착형, 착형, 보통형에서 중국은 약

81%, 한국은 약90%의 응답율을 보 다. 따라서 재킷

의 전체 착도는 양국 모두 착형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칼라의 목에 붙는 정도에 따른 착도 응답결과 중

국은 보통(32.06%), 여유형(30.70%), 여유량이 많은 형

(22.79%)의 순서로 응답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보통

(44.65%), 착형(23.72%), 여유형(22.79%)의 순서로 응

답율이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즉 중국은 칼라가 목에

붙는 착형보다 목에서 다소 여유있게 떨어진 형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보통의 착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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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바지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1 23 28 51 50 62 215

China
percent 0.23 5.35 6.51 11.86 11.63 14.42 50.0
row percent 0.47 10.70 13.02 23.72 23.26 28.84

바 지 col percent 50.00 88.46 73.68 59.30 41.67 39.24

길 이 frequency 1 3 10 35 70 96 215
37.53***

Korea
percent 0.23 0.70 2.33 8.14 16.28 22.33 50.0
row percent 0.47 1.40 4.65 16.28 32.56 44.65
col percent 50.00 11.54 26.32 40.70 58.33 60.76

바지길이
무응답

발목길이 바닥길이
전체

Chi－
통계량 square

<표 8>  밑위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2 40 45 83 28 17 215
percent 0.47 9.30 10.47 19.30 6.51 3.95 50.0

China
row percent 0.93 18.60 20.93 38.60 13.02 7.91

밑위 col percent 66.67 72.73 54.88 51.55 30.43 45.95

길이 frequency 1 15 37 78 64 20 215
26.96***

Korea
percent 0.23 3.49 8.60 18.14 14.88 4.65 50.0
row percent 0.47 6.98 17.21 36.28 29.77 9.30
col percent 33.33 27.27 45.12 48.45 66.57 54.05

밑위길이
무응답

밑위길이가 긴 밑위길이가
전체

Chi－

통계량
편안한 형 짧은 끼는 형

square



는 형을 선호하지만 착형도 선호하여 중국과 차이

를 나타냈다.

허리선의 착도에 대한 응답결과 양국 모두 보통

의 착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착형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 양국의 응답자수

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리선은 보통의

착 혹은 다소 착되는 형을 선호한다.

엉덩이선의 착도에 대한 응답결과 허리선과 같이

양국 모두 보통의 착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유형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 전

체적으로 엉덩이선은 보통의 착 혹은 다소 여유량

이 있는 형을 선호한다.

소매통의 착도에 대한 양국간의 비교결과 중국은

보통의 착도에 응답율이 가장 높았으며(35.35%) 한

국은 착형과 보통에 각각 33.95%의 응답율을 보이

며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여유형과 여유량이 많은 형

에 약 36%가 응답해 소매통이 한국보다 넓은 형을 선

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한국은 중국보다는 소매통

이 좁은 형을 선호하며 이것은 몸에 착되는 형이 유

행하면서 나타나는 좁은 소매통에 대한 선호도 때문

으로 사료된다. 

(2) 재킷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재킷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양국의 비교 결과 중국

은 신체 허리선과 높은 허리선의 중간정도의 위치와

신체허리선에 가까운 위치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고(약

60%), 한국은 다소 높은 허리선위치(33.49)와 중간위치

(31.63%)를 선호하여 중국과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국은 신체허리선에 가까운 위치를 선호한 반면 한

국은 신체 허리선 보다 다소 높은 위치의 재킷을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

(3) 재킷의 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재킷의 길이에 대한 양국의 비교 결과 양국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양국 모두 중간길이에 응답도

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소 짧은 재킷에 응답율

이 높았다. 짧은 길이의 재킷에 대해 중국(83.3%3)이

한국(16.67%)보다 응답율이 높아 한국과 차이를 나타

냈다<표 12>. 

(4) 재킷의 칼라 및 라펠의 너비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재킷의 칼라 유무에 대한 양국의 비교결과 양국 모

두 보통이거나 칼라가 있는 재킷을 선호하 다. 칼라

가 없는 형에 대해서는 중국의 응답율이 높아 한국보

다 노칼라 재킷에 대한 선호경향이 높았다<표 13>.

테일러드 재킷 라펠의 유형에 대한 양국의 비교결

과 양국 모두 보통이거나 라펠이 다소 좁은 재킷을 선

호하 다. 한국은 라펠이 넓은 형에 대해 1명만이 응

답한 반면 중국은 34명이 응답해 중국은 라펠에 대해

넓은 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한국 보다 다양하게 라펠의 너비를 선택하 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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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바지의 허리선 위치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2 40 46 78 34 15 215
percent 0.47 9.30 10.70 18.14 7.91 3.49 50.00

China
row percent 0.93 18.60 21.40 36.28 15.81 6.98
col percent 66.67 86.96 79.31 72.22 24.82 19.23

frequency 1 6 12 30 103 63 215
percent 0.23 1.40 2.79 6.98 23.95 14.65 50.00

Korea
row percent 0.47 2.79 5.58 13.95 47.91 29.30
col percent 33.33 13.04 20.69 27.78 75.18 80.77

total
frequency 3 46 58 108 137 78 430
percent 0.70 10.70 13.49 25.12 31.86 18.14 100.00

x2－test 131.018***

무응답
신체 허리선 위치 낮은 허리선

Total



(5) 재킷의 소매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결과

재킷의 소매길이에 따른 한·중국 비교 결과 전체

적으로 중국은 소매길이에 대해 한국보다 다양한 선

택현상을 나타냈다. 모든 길이에 대해 고루 선호경향

을 나타냈다. 한국은 중국보다 손등길이의 긴 소매형

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으며 중국은 손목길이의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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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재킷의 착도에 대한 의복행동의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1 37 69 65 27 16 215

China
percent 0.23 8.60 16.05 15.12 6.28 3.72 50.00
row percent 0.47 17.21 32.09 30.23 12.56 7.44

전체 col percent 100.0 43.53 42.33 54.17 65.85 80.00
18.41***

착도 frequency 0 48 94 55 14 4 215

Korea
percent 0.00 11.16 21.86 12.79 3.26 0.93 50.00
row percent 0.00 22.33 43.72 25.58 6.51 1.86
col percent 0.00 56.47 57.67 45.83 34.15 20.00

frequency 1 3 27 69 66 49 215

China
percent 0.23 0.70 6.28 16.05 15.35 11.40 50.00
row percent 0.47 1.40 12.56 32.09 30.70 22.79

칼라 col percent 100.0 25.00 34.62 41.82 57.39 83.05
44.09***

착도 frequency 0 9 51 96 49 10 215

Korea
percent 0.00 2.09 11.86 22.33 11.40 2.33 50.00
row percent 0.00 4.19 23.72 44.65 22.79 4.65
col percent 0.00 75.00 65.72 58.18 42.61 16.95

frequency 1 27 61 83 33 10 0

China
percent 0.23 6.28 14.19 19.30 7.67 2.33 0.00
row percent 0.47 12.56 28.37 38.60 15.35 4.65 0.00

허리선 col percent 100.0 62.79 48.03 46.89 50.00 62.50 0.00
56.94***

착도 frequency 0 16 66 94 33 6 1

Korea
percent 0.00 3.72 15.35 21.86 7.67 1.40 0.23
row percent 0.00 7.44 30.70 43.72 15.35 2.79 0.47
col percent 0.00 37.21 51.97 53.11 50.00 37.50 100.0

frequency 3 12 23 75 78 24 215

China
percent 0.70 2.79 5.35 17.44 18.14 5.58 50.00
row percent 1.40 5.58 10.70 34.88 36.28 11.16

엉덩이선 col percent 75.00 92.31 54.76 43.10 48.75 64.86
17.37***

착도 frequency 1 1 19 99 82 13 215

Korea
percent 0.23 0.23 4.42 23.02 19.07 3.02 50.00
row percent 0.47 0.47 8.84 46.05 38.14 6.05
col percent 25.00 7.69 45.24 56.90 51.25 35.14

frequency 2 17 42 76 54 24 215

China
percent 0.47 3.95 9.77 17.67 12.56 5.58 50.00
row percent 0.93 7.91 19.53 35.35 25.12 11.16
col percent 50.00 35.42 36.52 51.01 62.79 85.71

32.41***소매통
frequency 2 31 73 73 32 4 215

Korea
percent 0.47 7.21 16.98 16.98 7.44 0.93 50.00
row percent 0.93 14.42 33.95 33.95 14.88 1.86
col percent 50.00 64.58 63.48 48.99 37.21 14.29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 여유형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많은 형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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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재킷의 허리선위치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2 42 63 66 32 10 215
percent 0.47 9.77 14.65 15.35 7.44 2.33 50.00

China
row percent 0.93 19.53 29.30 30.70 14.88 4.65
col percent 100.0 4.62 62.38 49.25 30.77 41.67

frequency 0 23 38 68 72 14 215
percent 0.00 5.35 8.84 15.81 16.74 3.26 50.00

Korea
row percent 0.00 10.7 17.67 31.63 33.49 6.51
col percent 0.00 35.38 37.62 50.75 69.23 58.33

total
frequency 2 65 101 134 104 24 430
percent 0.47 15.12 23.49 31.16 24.19 5.58 100.00

x2－test 29.823***

무응답
신체 허리선 위치 높은 허리선

전체

<표 12>  재킷의 길이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3 17 38 71 56 30 215

China
percent 0.70 3.95 8.84 16.51 13.02 6.98 50.00
row percent 1.40 7.91 17.67 33.02 26.05 13.95
col percent 100.0 53.13 56.72 39.44 50.00 83.33

frequency 0 15 29 109 56 6 215

Korea
percent 0.00 3.49 6.74 25.35 13.02 1.40 50.00
row percent 0.00 6.98 13.49 50.70 26.05 2.79
col percent 0.00 46.88 43.28 60.56 50.00 16.67

total
frequency 3 32 67 180 112 36 430
percent 0.70 7.44 15.58 41.86 26.05 8.37 100.00

x2－test 28.356***

무응답
엉덩이를 덮는 긴재킷 짧은 재킷

전체

<표 13>  재킷의 칼라에 대한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3 18 25 76 57 36 215

China
percent 0.70 4.19 5.81 17.67 13.26 8.37 50.00
row percent 1.40 8.37 11.63 35.35 26.51 16.74
col percent 100 66.67 60.98 53.52 48.31 36.36

frequency 0 9 16 66 61 63 215

Korea
percent 0.00 2.09 3.72 15.35 14.19 14.65 50.00
row percent 0.00 4.19 7.44 30.70 28.37 29.30
col percent 0.00 33.33 39.02 46.48 51.69 63.64

total
frequency 3 27 41 142 118 99 430
percent 0.70 6.28 9.53 33.02 27.44 23.02 100.0

x2－test 16.197***

무응답
칼라가 없는 재킷 칼라가 있는 재킷

전체



에 대해 한국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중

국은 한국보다 다소 짧은 손목길이의 소매를 선호하

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표 15>.

III.

한·중국의 여대생 215명씩 전체 430명을 대상으로

스커트, 바지, 재킷에 대한 의복의 맞음새 및 디자인

선호도에 관련된 의복행동을 조사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국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이것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성적 대비항목에 따른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한·

중국 평가 비교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국간에 유의차

가 인정되어 한국과 중국의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차

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약간 화

려하고 유행성이 높으며 격식을 중시하지 않는 의복

착용행동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중국은 한국보다 다소

수수하며 반유행적이고 매우 개성적이며 격식을 중시

하고 다소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성향의 의복착용행동

을 선호하 다.

의복 맞음새 선호도에 있어서 스커트의 경우, 중국

은 한국보다 전체적으로 신체 착형을, 특히 허리선

이 착된 형을 선호하며 엉덩이선은 다소 여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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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테일러드 재킷의 라펠형에 따른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2 34 36 78 46 19 215

China
percent 0.47 7.91 8.37 18.14 10.70 4.42 50.00
row percent 0.93 15.81 16.74 36.28 21.40 8.84
col percent 100.0 97.14 64.29 40.21 46.46 43.18

frequency 0 1 20 116 53 25 215

Korea
percent 0.00 0.23 4.65 26.98 12.33 5.81 50.00
row percent 0.00 0.47 9.30 53.95 24.65 11.63
col percent 0.00 2.86 35.71 59.79 53.54 56.82

total
frequency 2 35 56 194 99 44 430
percent 0.47 8.14 13.02 45.12 23.02 10.23 100.00

x2－test 46.442***

무응답
라펠이 넓은 재킷 라펠이 좁은 재킷

전체

<표 15>  재킷의 소매길이에 따른 한·중국 비교 결과

착도 무응답 강한 착형 보통형약간 여유 여유량이 전체 Chi－

통계량 착형 있는형 많은 형 square

frequency 2 36 52 52 41 32 215

China
percent 0.47 8.37 12.09 12.09 9.53 7.44 50.00
row percent 0.93 16.74 24.19 24.19 19.07 14.88
col percent 100.0 46.15 36.11 50.49 66.13 78.05

frequency 0 42 92 51 21 9 215

Korea
percent 0.00 9.77 21.40 11.86 4.88 2.09 50.00
row percent 0.00 19.53 42.79 23.72 9.77 4.19
col percent 0.00 53.85 63.89 49.51 33.87 21.95

total
frequency 2 78 144 103 62 41 430
percent 0.47 18.14 33.49 23.95 14.42 9.53 100.00

x2－test 32.936***

무응답
라펠이 넓은 재킷 라펠이 좁은 재킷

전체



형을 선호하 고, 허리선 위치는 신체허리선과 낮은

허리선의 중간인 보통위치에, 길이는 미니 혹은 무릎

선 위 길이의 짧은 스커트를 선호하 다. 한국은 전체

적으로 여유있고 낮은 허리선과 무릎선 길이의 스커

트를 선호하여 중국과 차이를 나타냈으며 최근의 낮

은 허리선 스커트유행을 반 한 결과를 나타냈다.

바지도 스커트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중국은 약

간 착형에 바지통은 좁고 길이는 길며 밑위길이는

보통이거나 다소 길고 편안하며 보통의 허리선 위치

를 선호하고, 한국은 약간 여유있는 착형에 다소 넓

은 바지통과 길이가 더 길고 밑위길이는 보통이거나

짧고 끼며 허리선 위치는 스커트와 마찬가지로 낮은

허리선 위치를 선호하여 중국보다 최근의 유행경향을

더 강하게 반 하 다.

재킷의 경우, 중국은 전체 착도는 착형에 목에

붙지 않는 칼라와 소매통은 넓고 신체허리선과 가까

운 허리선위치에 재킷길이는 보통이거나 짧은 길이를

선호하고 라펠의 너비 및 소매길이는 다양한 선호경

향을 나타냈다. 한국도 전체 착도는 착형을, 칼라

는 보통 혹은 착형을 선호하 다. 다소 높은 허리선

위치에 중간 길이와 보통이거나 좁은 라펠 재킷을 선

호하고 소매길이는 다소 긴 길이를 선호한다.

본 연구 조사 시기의 유행경향은 다소 슬림 피트한

실루엣에 낮은 허리선의 바지 스커트가 유행이었으며

한국은 이러한 유행경향에 동조성이 높은 의복행동을

나타냈다. 이것은 중국보다 한국이 유행성이 높은 의

복착용행동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중

국은 반유행성이 높으므로 중국의 개성적인 의복행동

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몸에 착도가 매우 높고 신체

허리선에 가까운 허리선위치를 선호하는 의복행동을

나타냈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복이 몸에

착도가 높은 형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

의류상품기획에는 여성적이고 부드러우며 개성적이고

격식을 중시하는 중국의 의복행동을 파악하여 기획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의복의 품목을 스커트, 바지, 재

킷에 한정하 으므로 후속연구는 더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중국인의 의복행동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설

문 대상자가 여대생에 한하 으므로 더욱 다양한 연

령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지역이 북

경에 한하 으므로 상해 등 의류소비 도시에 대한 다

양한 지역적 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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