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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physical features for each residential area by the age, with the 

female sutyects residing in Beijing and Shanghai. This would provide the specific information regarding the body 

types of Chinese adult women, and additionally it would assist the effective advancement into the Chinese local 
markets by serving as the basic data fbr the size development and fitting improvement of clothing products for 

Chinese women. The body measurements were made with 525 adult female subjects of 20 to 49 years of age, 

residing in Beijing and Shanghai, China. The number of measurements items was 79.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they grew older, the women residing in Beijing and Shanghai all showed increases in the items of width, 

thickness, girth, and length, which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physical obesity, while they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by the age range in the item of heigh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tendency of the type 

distribution by the age range of Chinese adult women in each residential area. As they grew older, the women 

residing on Beijing showed increases in the distribution of Body type 2 and Body type 4, which clearly indicated 

the features of obesity. On the other hand, the women residing in Shanghai showed the almost similar distribution 

in their 20's and 弗's, while those in their 40's showed a high frequency in Body type 2 than in Body type 4.

Key words: age（연령）, body measurement계측치）, body type（체형）, Chinese 例沥e”중국 여성）.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2001년 현재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유입이 

작년 대비 27% 늘어난 110억 8천 달러에 달하며, 세 

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앞으로 외국인의 직접

' 교신저 자 E-mail: pinky90@hanmail.net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1년 

1/4분기 현재 중국측의 수입은 작년 대비 46.5%가 늘 

어 난 465억 달러 에 이른다. 이 에 발맞추어 중국 기 업 

은 5〜10년의 중 •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국제 경쟁 
력을 강화하여 21세기 세계화 제패를'준비하고 있다. 

기업 환경과 경제 활동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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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화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는 물론 중국 내 경 

제력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재 증가를 통한 수요의 

증대 현상을 증폭시켜 향후 21세기에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거대 시장으로 세계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중국 내수 시장에 진줄 

하였던 패션 산업은 중국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채, 진출 초기에는 중국 시장을 재고 의류 

의 판매 시장 정도로 판단하여 재고를 소진하는 곳 

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고가 제품 시장은 외국 유 

명 브랜드에 잠식 당하고, 중저가 • 저가 시장은 중 

국의 자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중 

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치 

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과거의 실패 경 

험을 바탕으로 재공략을 위한 대응방안과 전략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인의 체형은 한국인의 체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매할 

때 치수와 맞음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즈임을 

감안할 때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국인 체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류업체의 내 

수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여성의 체형 연구로는 조선족 여 

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가 모두 여대생을 대상 

으로 하고 있고, 연령대가 20대 초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을 대표하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중국 여성의 체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성인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북경은 행정의 수도이고, 상해는 

경저】, 패션의 중심지로서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중국 내에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중국 여 

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계측한 

결과는 중국 여성의 체형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20 

세〜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을 파악하고 대표적 

인 체형군으로 분류한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 연구 

I”의 후속 연구로서 각 거주지역의 연령별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성인 여성의 체 

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중 

국 여성용 의류 상품의 치수 개발과 맞음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효율적인 중국 내수 시장 진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거주 지역(북경/상해)의 20대, 30대, 40대의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을 비교 분석한다.

1-1. 각 거주 지역(북경/상해)의 20대, 30대, 40대 

의 중국 성인 여성의 신체 계측치를 비교한다.

1-2. 각 거주 지역(북경/상해)의 20대, 30대, 40대 

의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의 유형 분포 경향을 

비교한다.

n. 연구방법

1. 계측 대상

본 연구는 중국 북경과 상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에서 49세 성인 여성 5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계측 시기는 2002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였 

다.

1) 임순 외 2인, “중국 성인 남성의 체형연구!!-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5권 1호 

(2001), pp. 17-33.
2) 김효숙, 임순, 손희정, "중국 여성의 체형별 의복 행동 및 의상디자인 선호도 연구,” 대한가정好회지 39권 

11호 (2001), pp. 15-26.
3) 임순 외 4인, "한국과 중국 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8호 (1999), pp. 1228- 

1239.
4) 손희순 외 5인, ”중국여대생의 체형 연구 I," 복식문화연구 7권 3호 (1999), pp. 108-120.
5) 최명해, "사이즈 설정을 위한 중국 여대생의 체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임순, 손희순, 석혜정, “중국 성인 여성 체형 연구 I,” 한국의류학회지 27권 7호 (2003), pp. 8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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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대상자는 중국의 중류 이상의 계층에 속하 

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직 

업을 사무직, 외국계 회사 직원（비서직, 사무직, 디자 

이너 등）, 공무원, 대학생,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 

급 아파트에 사는 전업주부 등으로 한정하였다.

계측 장소는 북경은 人民 交通 出版社, 中共 中央 

直屬事務管理局，亞運村，北京服裝學院宿舍，日 

本 諾雅 有限 公司 등이었다. 상해는 上海 麗佳分色 

製版有限公司，錦輝賓館，三星服裝貿易公司，上 

海金像制作有限公司，國制服裝雜誌社,翡翠公 

寓, 海華 花園, 奧林 公寓, 上海世貿商城 등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와 거주지는〈표 1〉과 

같다.

2. 계측 방법 및 계측 항목

인체 측정은 R. Martin의 인체계측법 및 공업진흥 

청의 KS A 7004의 측정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인체 측정 용어는 KS A 7003과 인체 측정용어의 표 

준화에 관한 연구에 따랐다. 계측 항목은 높이부위 

19항목, 너비부위 12항목, 두께부위 13항목, 둘레부 

위 15항목, 길이부위 17항목, 몸무거］, 각도 2항목 총 

79항목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계측항목〈표 2〉와 

같다.

3. 자료 분석 방법 및 내용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win 9.0 프로그램으 

로 처리하였고 사용된 분석 방법은 기초통계, 일원 

분산분석, Duncan-test, 군집분석, 교차분석 등이었다.

〈표 1〉연구 대상자의 연령 및 거주지

(단위 : 명, %)

연령 
거주지、、、 20 대 30 대 40 대 합계

북 경
86 

(16.38)
75 

(14.29)
87 

(16.57)
248

(47.24)

상 해
109

(20.76)
83

(15.81)
85

(16.19)
277

(52.76)

합 계
195

(37.14)
158

(30.10)
172

(32.76)
525 

(100.00)

〈표 2〉계측항목

높이 항목 

（19 항목）

키, 턱끝높이 목앞점높이 어깨높이 가 

슴높이, 밑가슴높이, 허리높이, 배높이, 

샅높이, 무릎높이, 발목높이, 목옆점높이, 

팔꿈치높이, 손목높이, 손끝높이, 목뒤점 

높이, 겨드랑이높이 엉덩이높이 엉덩이 

밑높이

너비 항목 

（12 항목）

목밑너비, 어깨 점사이 너비, 윗가슴너비, 

가슴너비, 밑가슴너비, 젖꼭지간격, 허리 

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 넓적다리너비, 

무릎너비, 발목너비

두께 항목 

（13 항목）

목밑두께, 윗가슴두께, 가슴두께, 밑가슴 

두께, 팔꿈치두께, 손목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넓적다리두께, 무릎 

두께, 발목두꺼】, 진동두께

둘레 항목 

（15 항목）

목밑둘레, 윗가슴둘레, 가슴둘레, 밑가슴 

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넓 

적다리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진동둘 

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러L 손목둘레, 손 

둘레

길이 항목 

（17 항목）

앞중심길이, 앞품, 목옆점-젖꼭지점•허리 

둘레선, 목옆점•젖꼭지점, 어깨길이, 어 

깨끝점•젖꼭지점, 어깨끝점-젖꼭지점-허 

리둘레선, 목옆점-허리둘레선' 등길이, 

어깨점사이길이, 진동깊이, 뒤품, 어깨끝 

점-뒤허리중심선, 허리옆선-엉덩이둘레 

선, 밑위앞뒤길이, 팔꿈치길이, 팔길이

기타항목 

（3 항목）
몸무게, 어깨각도（오른쪽, 왼쪽）

皿 연구 결과 및 고찰

1.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 비교

1） 북경 지역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 비교

북경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연령에 따라 신체 

계측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표 1, 표 2）.

높이 항목은 목앞점높이, 무릎높이, 발목높이, 팔 

꿈치높이, 손목높이, 손끝높이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 

가 있었다. 목앞점높이와 손끝높이 항목은 20대가 

30, 40대보다 더 낮았고, 무릎높이는 40대 가 20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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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경 거주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신체계측치 차이（높이, 너비, 두께 항목） （단위 : cm）

연령대
계측항목 ~、一"_ 20 대 30 대 40 대 F-value

키 158.86 159.99 159.68 1.26
턱끝높이 136.69 137.74 137.93 1.83
목앞점 높이 130.15 b 131.76 a 131,65 a 3.92*
어깨 높이 129.07 130.36 130.32 2.41
가슴높이 니 4.15 114.75 113.87 0.64
밑가슴높이 107.76 108.78 108.12 0.96
허리 높이 98.68 99.72 98.79 1.37

노 배 높이 90.02 90.17 90.02 0.04

이

항

샅높이 72.02 71.50 70.92 2.17
무릎높이 43.25 b 43.72 ab 44.03 a 3.16*
발목높이 5.71 a 5.59 ab 5.50 b 3.52*
목옆점 높이 133.97 135.14 135.51 2.99
팔꿈치 높이 100.78 b 102.29 a 101.55 ab 3 19**

손목높이 79.03 b 80.58 a 80.04 ab 4.91**
손끝높이 62.81 b 64.19 a 63.85 a 5.20**
목뒤 점 높이 135.17 136.62 136.59 3.24
겨드랑점높이 118.32 119.03 118.42 0.62
엉덩이높이 79.01 78.63 79.28 0.54
엉덩이밑높이 69.44 68.88 69.17 0.55

목밑너비 11.85 12.14 11.99 2.28
어깨끝점사이너비 33.85 33.53 33.80 0.84
윗가슴너비 26.33 c 27.46 b 28.70 a 35.10 냐*

가슴너비 25.18 c 26.51 b 27.82 a 44.79***
너 밑 가슴너비 23.85 c 25.31 b 26.05 a 38.65냐*

비 젖꼭지 간격 15.57 15.77 15.99 1.81
항 허리너비 22.07 c 23.72 b 24.89 a 46.43***
목 배너 비 27.98 c 30.12 b 31.30 a 56.00***

엉덩이너비 31.19 b 32.40 a 32.86 a 23.62***
넓적다리너비 14.56 b 15.40 a 15.77 a 20.68***
무릎너비 8.97 b 9.42 a 9.59 a 14.42***
발목너비 5.41 b 5.65 a 5.69 a 8.20***

목밑두께 10.24 c 10.97 b 11.26 a 30.20***
윗 가슴두께 17.46 c 18.88 b 19.63 a 47.11***
가슴두께 21.44 c 22.65 b 23.57 a 27.15***
밑 가슴두께 17.87 c 19.46 b 20.72 a 49.92***
팔꿈치두께 5.53 b 6.17 a 5.98 a 14.12***

두
손목두께 2.96 b 3.18 a 3.26 a 13.13***

께 허리두께 16.80 c 18.74 b 20.29 a 60.89***

항 배두께 18.27 c 20.46 b 22.58 a 85.32***
목 엉덩이두께 19.02 c 20.52 b 21.13 a 33.82***

넓적다리두께 14.59 b 15.54 a 15.75 a 12.56***
무릎두께 9.29 b 9.64 a 9.66 a 6.00**
발목두께 6.58 b 6.83 a 6.86 a 5.12**
진동두께 9.70 c 10.62 b 11.08 a 42.88***
위팔두께 7.53 b 8.27 ab 8.52 a 3.75*

♦: p < 0.05, : p < 0.01, *** : p < 0.001, 알파벳(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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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경 거주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 차이（둘레, 길이, 기타 항목） （단위 : cm）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알파벳(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F-value

목밑둘레 37.66 b 37.80 b 38.58 a 4.61*
윗가슴둘레 83.19 c 86.65 b 90.15 a 37.56***
가슴둘레 83.92 c 87.05 b 91.21 a 33,75***
밑가슴둘레 76.09 c 79.84 b 83.18 a 41.56***
허리둘레 67.22 c 72.18 b 77.27 a 60.86***

匸 배둘레 78.50 c 85.33 b 91.35 a 66.65***
言 엉덩이둘레 90.88 c 94.29 b 96.45 a 27.58***

L 넓적다리둘레 53.15 b . 54.62 a 55.36 a 8.30***
술 무릎둘레

34.77 b 35.29 b 35.95 a 7.23**
「 발목둘레 22.34 b 23.06 a 22.89 a 7.83***

진동둘레 37.38 c 40.04 b 41.59 a 45.22***
위팔둘레 27.51 c 29.19 b 30.46 a 31.05***
팔꿈치 둘레 22.26 c 23.26 b 23.96 a 32.52***
손목둘레 15.05 c 15.54 b 15.80 a 21.27***
손둘레 20.76 b 21.24 a 21.28 a 7.59**

앞중심길 이 33.75 c 34.50 b 35.37 a 17.74***
앞품 33.53 b 34.30 a 34.75 a 933***

목옆점-젖꼭지점•허리둘레선 40.90 c 41.73 b 42.61 a 17.62***
목옆점.젗꼭지점 26.11 c 26.71 b 27.59 a 13.01***
어깨길이 12.53 b 12.81 ab 12.98 a 4.71*
어깨끝점-젖꼭지점 23.71 b 24.23 b 24.81 a 9.61***

키 어깨끝점-젖꼭지점-앞허리중심점 39.77 c 40.94 b 41.67 a 20.70***
二 목옆점-뒤허리둘레선 40.30 c 41.52 b 42.26 a 27.75***
」등길이 38.18 b 39.20 a 39.71 a 20.74***
M 어깨끝점사이길이 39.61 38.89 39.30 2.18
「 진동깊이 17.95 c 18.94 b 19.62 a 32.63***

뒤품 34.40 c 35.51 b 36.56 a 24.39***
어깨끝점-뒤허리중심점 39.67 c 40.81 b 41.58 a 22.81***
허리옆점•엉덩이둘레선 21.83 b 22.51 a 21.27 b 6.56**
밑위앞뒤길이 71.57 b 74.17 a 74.25 a 11.16***
팔꿈치길 이 30.42 30.25 30.50 0.54
팔길 이 53.59 53.24 53.90 1.34

기타 어깨각도（오른쪽 °） 22.17 22.01 21.16 2.26
吉仔 어깨각도（왼쪽 °） 22.33 c 21.10 b 20.99 a 3.45*
°「몸무게 （kg） 52.51 a 57.54 b 61.03 b 32.15***

다 더 높았고, 발목높이는 20대가 40대보다 더 높았 

고, 팔꿈치높이와 손목높이는 30대가 20대보다 더 

높았다.

너비 항목은 윗가슴너비, 가슴너비, 밑가슴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너비, 넓적다리너비, 무릎 

너비, 발목너비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윗 

가슴너비, 가슴너비, 밑가슴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넓었고, 엉덩이너비, 

넓적다리너비, 무릎너비, 발목너비 항목은 3, 40대가 

20대에 비해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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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항목은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 

다. 목밑두께, 윗가슴두께, 가슴두꺼】, 밑가슴두꺼L 허 

리두꺼｝, 배두꺼）, 엉덩이두께, 진동두께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두꺼웠고, 팔꿈치두께, 손목두께, 

넓적다리두께, 무릎두께, 발목두께 항목은 3, 40대가 

20대에 비해 두꺼웠다. 위팔두께 항목은 40대가 20 

대 보다 두꺼웠다.

둘레 항목은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 

났다. 목밑둘레, 무릎둘레 항목은 40대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컸고, 넓적다리둘레, 발목둘러）, 손둘레 항 

목은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작았다. 그 외 윗가슴 

둘레 가슴둘레, 밑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 

이둘러L 진동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손목둘레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컸다.

길이 항목은 앞중심길이, 앞품, 목옆점-젖꼭지점- 

허리둘레선, 목옆점-젖꼭지점, 어깨길이, 어깨길이- 

젖꼭지점, 어깨끝점-젖꼭지점-앞허리중심점, 목옆점- 

뒤허리둘레선, 등길이, 진동깊이, 뒤품, 어깨끝점-뒤 

허리중심점, 허리 옆점-엉덩이둘레선, 밑위 앞뒤길이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앞중심길이, 목옆점 

-젖꼭지점-허리둘레선, 목옆점-젖꼭지점, 어깨끝점- 

젖꼭지점-앞허리중심점, 목옆점-뒤허리둘레선, 진동 

깊이, 뒤품, 어깨끝점-뒤허리중심점 항목은 40대, 30 

대, 20대 순으로 길었다. 앞품, 등길이, 밑위앞뒤길이 

항목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짧았고, 어 

깨길이 항목은 20대가 40대에 비해 짧았고, 어깨끝 

점-젖꼭지점 항목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 

장 길었고, 허 리 옆선-엉덩 이둘레선 항목은 30대가 다 

른 연령대에 비해 길었다.

어깨각도（오른쪽） 항목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어깨각도（왼쪽）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각도 

가 작았고, 몸무게 항목은 30, 40대 가 20대 에 비 해 무 

거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경에 거주하는 여 

성 높이항목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그 외 너비, 두께, 둘레, 길이 항목 대부분에서 연령 

대별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슴, 허리,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의 계 

측치를 포함한 많은 항목에서 계측치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큰 값을 보여 각각 연령대별 차이가 있 

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측치가 커짐을 알 수 있 

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너비, 두꺼L 둘레가 두꺼 

워지고, 길이 항목은 길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만 

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몸무게는 40대가 

61.03kg, 30대가 57.54kg, 20대가 52.51kg로 Dun

can-test 결과 30, 40대가 20대와 차이가 있고, 30대와 

40대가 비만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30대부터 

비만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해 지역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 비교

상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연령에 따라 신체 

계측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표 5, 표 6）.

높이 항목은 가슴높이, 밑가슴높이, 배높이, 샅높 

이, 무릎높이, 손끝높이, 엉덩이밑높이 항목에서 집 

단간 차이가 있었다. 가슴높이, 밑가슴높이, 샅높이, 

손끝높이 항목은 20대가 40대에 비해 높았다. 배높 

이 항목은 20대가 30대보다 높았고, 무릎높이, 엉덩 

이밑높이 항목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너비 항목은 어깨끝점사이너비, 윗가슴너비, 가슴 

너비, 밑가슴너비, 젖꼭지간격, 허리너비, 배너비, 엉 

덩이너비, 넓적다리너비 항목이 집단간 차이가 있었 

다. 어깨끝점사이너비 항목은 40대가 20대에 비해 

넓었고, 윗가슴너비, 엉덩이 너비, 넓적다리 너비는 40 

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넓었고, 가슴너비, 밑가슴 

너비, 허리너비, 배너비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넓었고, 젖꼭지간격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좁았다.

두께 항목은 손목두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목밑두꺼］, 밑가슴두께, 팔꿈 

치두꺼L 넓적다리두꺼）, 무릎두꺼）, 위팔두께 항목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꺼웠고, 윗가슴두께, 

가슴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꺼）, 진동두께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두꺼웠다. 발목두께 

항목은 20, 40대가 30대에 비해 두꺼웠다.

둘레 항목은 넓적다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목밑둘러L 엉덩이둘레, 발 

목둘레 항목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고, 윗 

가슴둘러L 가슴둘레, 밑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러】, 

진동둘러）, 위팔둘러）, 팔꿈치둘러）, 손목둘레, 손둘레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컸다. 무릎둘레 항목 

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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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해 거주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 차이（높이, 너러］, 두께 항목） （단위 : cm）

: p < 0.05, : p < 0.01, *** : p < 0.001, 알파벳(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연령대

계측항목
20 대 30 대 40 대 F-value

키 158.85 157.72 157.47 1.87
턱끝높이 136.86 136.13 135.37 2.04
목앞점 높이 130.26 129.21 129.19 1.75
어깨 높이 129.73 129.21 129.26 0.36
가슴높이 113.98 a 112.64 ab 112.02 b 4.27*
밑가슴높이 108.56 a 107.23 ab 106.62 b 4.31*
허리높이 98.07 96.84 96.86 2.80

노 배높이 89.38 a 87.98 b 88.36 ab 3.15*
M 샅높이 71.41 a 70.30 ab 69.63 b 4.88**
동! 무릎높이

42.88 a 41.96 b 42.13 b 3.90*
黑 발목높이 4.96 5.10 5.11 1.85
「 목옆점높이 134.75 133.91 134.15 0.79

팔꿈치 높이 100.39 99.85 99.53 1.21
손목높이 79.34 79.01 78.36 2.07
손끝높이 62.47 a 62.17 ab 61.31 a 3.75*
목뒤점높이 135.42 134.64 134.86 0.68
겨드랑점높이 118.65 117.86 117.60 1.37
엉덩이높이 78.56 77.55 77.65 2.00
엉덩이밑높이 69.10 a 67.77 b 67.68 b 3.88*

목밑너비 11.34 11.10 11.22 2.24
어깨끝점사이너비 33.24 b 33.50 ab 33.81 a 4.37*
윗 가슴너비 26.83 b 27.34 b 28.43 a 18.03***
가슴너비 25.34 c 26.07 b 26.86 a 20.12***

너 밑가슴너비 24.10 c 24.78 b 25.56 a 19.72***
비 젖꼭지간격 14.30 b 14.95 a 15.16 a 12.33***
항 허리너비 22.35 c 23.42 b 24.49 a 29.09***
목 배너비 28.63 c 29.58 b 30.30 a 18.45***

엉덩이너비 30.89 b 31.04 b 31.62 a 5.28**
넓적다리너비 14.02 b 13.89 b 14.36 a 3.82*
무릎너비 9.06 9.01 9.11 0.33
발목너비 5.33 5.28 5.17 2.78

목밑두께 10.01 b 10.14 b 10.52 a 8.50***
윗 가슴두께 18.81 c 19.41 b 20.07 a 13.05***
가슴두께 21.51 c 22.18 b 23.05 a 14,72***
밑 가슴두께 17.93 b 18.48 b 19.60 a 17.82***
팔꿈치두께 4.98 b 4.96 b 5.34 a 10.24***

두 손목두께 2.77 2.76 2.85 1.81
께 허리두께 16.47 c 17.93 b 19.56 a 51.69***
항 배두께 19.12 c 20.48 b 22.02 a 45.48***
목 엉덩이두께 19.45 c 20.19 b 20.90 a 15.54***

넓적다리두께 14.69 b 14.60 b 15.22 a 4.66*
무릎두께 9.39 b 9.35 b 9.82 a 10.11***
발목두께 6.60 a 6.17 b 6.45 a 7.64**
진동두께 9.71 c 10.30 b 10.96 a 36.44***
위팔두께 7.80 b 8.02 b 9.03 a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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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해 거주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 차이（둘레, 길이, 기타 항목） （단위 : cm）

♦ : p < 0.05, ♦♦: p < 0.01, *** : p < 0.001, 알파벳(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云云^J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F-value

목밑둘레 36.09 b 36.08 b 36.88 a 5.89**
윗가슴둘레 81.99 c 83.44 b 86.28 a 18.67***
가슴둘레 83.37 c 85.41 b 88.57 a 19.94***
밑가슴둘레 73.31 c 75.84 b 78.70 a 24.04***
허리둘레 66.50 c 70.22 b 73.80 a 33.14***

匚 배둘레 81.62 c 85.26 b 90.41 a 44.14***
J 엉덩이둘레 89.92 b 90.90 b 93.04 a 10.47***
: 넓적다리둘레 50.28 50.17 50.92 1.20
훈 무릎둘레

34.32 a 33.66 b 34.43 a 3.74*
「 발목둘레 23.00 b 23.02 b 23.56 a 4.89**

진동둘레 35.40 c 37.30 b 38.62 a 34.88***
위팔둘레 26.22 c 27.43 b 29.07 a 30.59***
팔꿈치 둘레 21.57 c 22.20 b 23.33 a 34.41***
손목둘레 14.51 c 15.06 b 15.51 a 33.39***
손둘레 20.06 c 20.70 b 21.15 a 25.31***

앞중심길이 34.47 34.65 34.77 0.63
앞품 33.54 33.07 33.64 2.11
목옆점•젖꼭지점-허리둘레선 4136 b 42.14 a 42.28 a 5.20**
목옆점-젖꼭지점 25.57 c 26.63 b 27.31 a 20.25***
어깨길이 12.92 b 13.01 ab 13.27 a 3.33*
어깨끝점-젖꼭지점 23.24 c 24.03 b 24.70 a 16.84***

” 어깨끝점-젖꼭지점-앞허리중심점 41.09 41.63 41.81 2.71
: 목옆점-뒤허리둘레선 40.75 b 41.63 a 42.06 a 11.70***
하 등길이 38.45 b 39.23 a 39.59 a 10.35***
1 어깨끝점사이길이 38.44 38.02 38.61 1.94
「 진동깊이 18.36 b 18.60 b 18.99 a 5.28**

뒤품 33.99 b 34.63 ab 35.21 a 6.18**
어깨끝점-뒤허리중심점 39.30 b 40.52 a 40.86 a 16.65***
허리 옆점-엉덩이 둘레 선 21.26 21.00 20.84 1.16

밑위앞뒤길이 69.24 b 69.44 b 70.84 a 4.66*

팔꿈치길 이 30.03 30.16 30.35 0.98

팔길 이 51.94 b 52.31 ab 53.05 a 4.65*

기타 어깨각도（오른쪽。） 21.06 20.04 20.75 1.72

어깨각도（왼쪽 °） 22.56 21.52 22.22 1.56
°「 몸무게（kg） 51.39 b 53.02 b 56.55 a 14.50***

길이 항목은 목옆점-젖꼭지점-허리둘레선, 목옆점 

-젖꼭지점, 어깨길이, 어깨끝점-젖꼭지점, 목옆점-뒤 

허리둘레선, 등길이, 진동깊이, 뒤품, 어깨끝점-뒤허 

리중심점, 밑위앞뒤길이, 팔길이 항목에서 집단간 차 

이가 있었다. 목옆점-젖꼭지점-허리둘레선, 목옆점- 

두허리둘레선, 등길이 어깨끝점-뒤허리중심점 항목 

은 30, 40대가 20대에 비해 길었다. 목옆점-젖꼭지점, 

어깨끝점-젖꼭지점 항목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길었고, 어깨길이, 뒤품, 팔길이 항목은 40대가 20대 

보다 길었고, 진동깊이, 밑위앞뒤길이 항목은 4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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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령대에 비해 길었다.

어깨각도(오른쪽), 어깨각도(왼쪽) 항목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몸무게는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무거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해에 거주하는 여 

성은 높이항목은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그 

외 너비, 두꺼L 둘레, 길이 항목 대부분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가슴, 허리,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의 계측치를 

포함한 많은 항목에서 계측치가 20대, 30대, 40대 순 

으로 큰 값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측치가 커 

짐을 알 수 있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너비, 두 

께, 둘레가 두꺼워지고, 길이 항목은 길어져, 이는 비 

만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지역 모두 높이 항목을 제외한 너비, 두 

꺼】, 둘러，길이 항목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너비, 두께, 둘레가 두껍고, 길 

이 항목이 길었고, 많은 신체 계측치 항목에서 20대, 

30대, 40대 순으로 큰 값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아질 

수록 몸통, 사지가 두껍고, 상반신이 길고, 엉덩이길 

이가 길어, 다리가 짧고, 가슴이 쳐진 형태였다. 이는 

비만에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 

록 각각의 거주 지역의 신체 계측치의 변화의 특징 

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거주 지역간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북경에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이 같은 항목 

에서 증가 또는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각 

항목의 증가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두 지역 모 

두 신체 계측치 변화를 좌우하는 몸무게의 경우 북 

경에 거주하는 여성은 30, 40대가 20대에 비해 무거 

웠고,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은 40대가 20, 30대에 비 

해 무거웠다. 즉 북경에 거주하는 여성은 30대부터 

비만이 시작되고,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은 40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경에 거주하 

는 여성이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20대에 비해 40대의 너비, 두께, 둘레, 

길이항목 중 횡적길이 항목의 증가폭이 더 현저했고, 

이와 더불어 몸무게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2.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체형 유형 비교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체형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각 거주지역의 연령대별 유형의 빈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체형의 유형화는 선행연구"에서 주요 신체 계측 

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가지 유형 

으로 분류된 것을 사용하였다.

각 유형의 특징과 대표적 신체 계측치 항목의 평 

균값은 다음과 같다.

유형 1(21.3%)은 키(164.22cm)가 크고, 높이 항목 

이 모두 높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은 보통이고, 몸 

무게 (54.23kg) 도 보통이다. 앞중심길이 (34.57cm) 와 

등길이(39.16cm)는 키에 비해 짧아 상반신길이가 다 

른 유형에 비해 짧고, 다리길이가 길다. 또한 어깨끝 

점-젖꼭지점 (23.67cm), 목옆점-젖꼭지점 (25.97cm) 의 

길이가 다른 유형에 비해 짧아 가슴이 쳐지지 않은 

체형이다.

유형 2(18.1%)는 키가 보통(160.33cm)이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이 크고 몸무게(62.85kg)가 무겁다. 

어깨끝점-젖꼭지점(25.29cm), 목옆점-젖꼭지점(28.10 

cm)의 길이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길어 가슴이 쳐지고, 

어깨길이(13.24cm)는 보통인 체형이다.

유형 3(26.5%)은 키(154.71cm)가 작고, 높이 항목 

이 모두 낮다.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의 계측치가 모 

두 보통이며 몸무게도 보통(54.00kg)이다. 키에 비해 

어깨끝점-젖꼭지점(24.21cm), 목옆점-젖꼭지점(26.94 

cm)의 길이가 길어 가슴이 쳐진 체형이다.

유형 4(7.4%)는 키(163.32cm)가 크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이 모두 크고 몸무게(73.80kg)도 가장 무겁 

다. 목옆점-젖꼭지점 (28.90cm), 어깨끝점-젖꼭지점 

(26.31cm)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길어 가슴이 쳐지고, 

어깨길이(13.65cm), 어깨끝점사이길이(41.00cm)도 길 

어 어깨가 긴 체형이다.

유형 5(26.7%)는 키(155.85cm)가 작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이 가장 작고 몸무게(46.87kg)도 가장 작다. 

어깨길이(12.63cm), 어깨끝점사이길이(37.59cm)가 짧 

고, 어깨끝점-젖꼭지점 (22.79cm), 목옆점-젖꼭지점

7) 임순, 손희순, 석혜정, Op. cit., pp. 8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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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cm）의 길이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짧고, 작 

고 왜소한 체형이다.

1） 북경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유형 

비교

북경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와 유형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유의 

수준 0.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유형 

간에는 관련이 있었다.

20대의 대표적인 유형은 키가 가장 작고, 너비, 두 

꺼】, 둘레 항목이 가장 작고 몸무게도 가장 작은, 작고 

왜소한 체형（유형 5）, 키가 크고, 높이 항목이 모두 

높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은 보통이고, 몸무게도 

보통인 체형（유형 1）, 키가 작고, 몸무게는 보통이고, 

키에 비해 어깨끝점-젖꼭지점, 목옆점-젖꼭지점의 길 

이가 길어 가슴이 쳐진 체형（유형 3）이다.

30대는 5개의 유형 모두 골고루 분포（유형 1: 

25.33%, 유형 2:22.67%, 유형 3:16.00%, 유형 4:13.33 

%, 유형 5:22.67%）하였다.

40대의 대표적인 유형은 키가 보통이고, 몸무게가 

무겁고, 가슴이 쳐지고, 어깨길이는 보통인 체형（유 

형 2）, 키가 작고, 몸무게는 보통이고, 가슴이 쳐진 

체형（유형 3）,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장 무겁고, 가 

슴이 쳐지고, 어깨가 긴 체형（유형 4）이다.

북경에 거주하는 여성은 20대에서는 유형 1, 유형 

3, 유형 5의 빈도가 높다가, 30대에는 20대에서는 수 

가 적었던 유형 2, 유형 4의 빈도도 높아져 각 유형 

이 골고루 나타나고, 연령이 40대가 되면 30대에 빈 

도가 많아지기 시작했던, 유형 2, 유형 4의 빈도가 극 

도로 높아졌다.

〈표 7> 각 연령대별 유형의 분포（북경）

、、유형 

연령대、、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합 계

21 10 21 3 31 86
19.1 20.5 17.7 10.4 18.4 86.0

20 대 24.4% 11.6% 24.4% 3.5% 36.0% 100.0%
38.2% 16.9% 41.2% 10.0% 58.5% 34.7%

8.5% 4.0% 8.5% 1.2% 12.5% 34.7%

19 17 12 10 17 75
16.6 17.8 15.4 9.1 16.0 75.0

30 대 25.3% 22.7% 16.0% 13.3% 22.7% 100.0%

34.5% 28.8% 그3.5% 333% 32.1% 30.2% % E22***
7.7% % 4.8% 4.0% 6.9% 30.2%

15 3 고 18 17 5 87
19.3 20.7 17.9 10.5 18.6 87.0

40 대 17.2% 36.8% 20.7% 19.5% 5.7% 100.0%
27.3% 54.2% 35.3% 56.7% 9.4% 35.1%

6.0% 12.9% 7.3% 6.9% 2.0% 35.1%

55 59 51 30 53 248

55.0 59.0 51.0 30.0 53.0 248.0
합 계 22.2% 23.8% 20.6% 12.1% 2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2% 23.8% 20.6% 12.1% 21.4% 1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예상출현빈도, 각 연령대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각 유형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 M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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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년기에는 체형의 특징이 키가 크고, 너비, 두 

꺼】, 둘레 항목이 보통이고, 몸무게도 보통인 유형（유 

형 1）, 키가 작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이 보통이고, 

몸무게가 보통인 유형（유형 3）, 키가 가장 작고, 너비, 

두꺼】, 둘레 항목이 작고, 몸무게도 가장 작은 유형（유 

형 5）에 속하는 여성의 분포가 높다가, 연령이 증가 

하면서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여성의 

수는 감소하고, 키가 보통이고, 너비, 두께, 둘레 항 

목이 크고 몸무게가 무거운 체형（유형 2）이나 키가 

크고, 너비, 두꺼］, 둘레 항목이 모두 크고, 몸무게가 

무거운 체형（유형 4）의 분포가 높아졌다.

북경에 거주하는 여성은 각 연령대별 체형의 특 

징이 보였다. 즉 20대, 3。대, 40대의 체형 특징이 뚜 

렷하며, 특히 30대는 20대와 40대를 연결시켜 주는 

연령대로서 20대와 40대의 체형 특징이 골고루 보여 

져 다양한 유형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만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어 각 연령대의 특징을 고찰할 때 

비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의 특징이 보이는 유형 2와 유형 4 

의 분포가 높아졌다. 특히 몸무게가 가장 무거운 유 

형 4는 동일 연령의 각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에서는 3.5%로 적은 수였으나, 30대 13.3%, 40대 

19.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포도가 현저히 높아 

져서 40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보여진다.

（2） 상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유형 

비교

상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와 유형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유의 

수준 0.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유형 

간에는 관련이 있었다.

〈표 8> 각 연령대별 유형의 분포（상해）

유형 
연령대、、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합 계

28 7 20 1 53 109
22.4 14.2 34.6 3.5 34.2 109.0

20 대 25.7% 6.4% 18.3% 0.9% 48.6% 100.0%
49.1% 19.4% 22.7% 11.1% 60.9% 39.4%
10.1% 2.5% 7.2% 0.4% 19.1% 39.4%

19 9 32 2 21 83
17.1 10.8 26.4 2.7 26.1 83.0

30 대 229% 10.8% 38.6% 2.4% 25.3% 100.0%
33.3%

6.9%
25.0%

3.2%
36.4%
11.6%

22.2%
0.7%

24.1%
7.6%

30.0%
30.0%

舟=50.46***

10 20 36 6 13 85
17.5 11.0 27.0 2.8 26.7 85.0

40 대 11.8% 23.5% 42.4% 7.1% 15.3% 100.0%
17.5% 55.6% 40.9% 66.7% 14.9% 30.7%
3.6% 7.2% 13.0% 2.2% 4.7% 30.7%

57 36 88 9 87 277
57.0 36.0 88.0 9.0 87.0 277.0

합 계 20.6% 13.0% 31.8% 3.2% 3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6% 13.0% 31.8% 3.2% 31.4% 1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예상출현빈도, 각 연령대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각 유형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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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대표적인 유형은 키가 가장 작고, 너비, 두 

꺼】, 둘레 항목이 가장 작고 몸무게도 가장 작은 작고 

왜소한 체형(유형 5), 키가 크고, 높이 항목이 모두 

높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은 보통이고, 몸무게는 

보통인 체형(유형 1), 키가 작고, 몸무게는 보통이고, 

키에 비해 어깨끝점-젖꼭지점, 목옆점-젖꼭지점의 길 

이가 길어 가슴이 쳐진 체형(유형 3)이다.

30대의 대표적인 유형은 키가 작고, 몸무게는 보 

통이고, 키에 비해 어깨끝점-젖꼭지점, 목옆점-젖꼭 

지점의 길이가 길어 가슴이 쳐진 체형(유형 3), 키가 

가장 작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이 가장 작고 몸무 

게도 가장 작은 작고 왜소한 체형(유형 5), 키가 크 

고, 높이 항목이 모두 높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은 

보통이고, 몸무게는 보통인 체형(유형 1)이다.

40대의 대표적인 유형은 키가 작고, 몸무게도 보 

통이고, 가슴이 쳐진 체형(유형 3), 키가 보통이고, 

몸무게가 무겁고, 가슴이 쳐지고, 어깨길이는 보통인 

체형(유형 2)이다.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의 유형의 특징은 20대와 30 

대의 유형 분포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즉 20, 

30대에서는 키가 크고, 높이 항목이 모두 높고,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은 보통이고, 몸무게는 보통인 체형 

(유형 1), 키가 작고, 몸무게는 보통이고, 키에 비해 

어깨끝점-젖꼭지점, 목옆점-젖꼭지점의 길이가 길어 

가슴이 쳐진 체형(유형 3), 키가 가장 작고, 너비, 두 

꺼), 둘레 항목이 가장 작고 몸무게도 가장 작은 작고 

왜소한 체형(유형 5)의 빈도가 높다가, 40대가 되어 

비로소 키가 보통이고, 몸무게가 무겁고, 가슴이 쳐 

져 비만의 특징이 보이는 체형(유형 2)의 빈도가 높 

아졌다.

이는 30대부터 비만 현상이 보이는 북경과는 다 

른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형 4는 북경에서는 40대 

여성의 19.5%로 대표 체형으로 간주되었으나, 상해 

에서는 7.1%로 빈도가 적어, 북경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중국 성인 여 

성의 체형을 파악하고 이를 대표적인 체형군으로 분 

류한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 연구 I'의 후속연구로 

서 각 거주 지역의 연령별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북경과 상해시에 거주하는 20에서 49세 중국 

여성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비만과 

상관이 높은 너비, 두께, 둘레, 길이 항목이 증 

가하였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이 심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키를 비롯한 높이 항 

목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너비, 두께가 커지고, 상 

반신이 길고, 엉덩이길이가 길어, 다리가 짧고, 

가슴이 쳐진 형태였다. 이는 비만으로 인한 결 

과로 사료된다. 각 거주지역의 연령대별 계측 

치의 변화 양상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 

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북경과 상해에 거 

주하는 여성이 같은 항목에서 증가 또는 감소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각 항목의 증가율 

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북경에 거주하는 여성 

이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20대에 비해 40대의 너비, 두께, 둘 

레, 길이항목 중 횡적길이 항목의 증가폭이 더 

현저했고, 이와 더불어 몸무게의 증가율이 월 

등히 높았다.

2. 중국 성인 여성의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유 

형 분포 경향도 차이가 있었다. 북경에 거주하 

는 여성의 각 연령대별 대표적인 유형은 20대 

는 유형 5(36.0%), 유형 1(24.4%), 유형 3(24.4 

%)이고, 40대는 유형 2(36.8%), 유형 3(20.7%), 

유형 4(19.5%)였다. 30대는 5개의 유형 모두에 

골고루 분포(유형 1:25.33%, 유형 2:22.67%, 유 

형 3:16.00%, 유형 4:13.33%, 유형 5:22.67%)하 

였다.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의 각 연령대별 대 

표적인 유형은 20대는 유형 5(48.6%), 유형 

1(25.7%), 유형 3(18.3%), 30대는 유형 3(38.6%), 

유형 5(25.3%), 유형 1(22.9%), 40대는 유형 

3(31.8%), 유형 2(23.5%)였다. 북경에 거주하는 

여성은 30대부터 비만이 시작되어 40대에는 비 

만의 특징이 뚜렷이 보이는 유형 2, 유형 4의 

분포가 높아졌다. 이에 비해 상해에 거주하는 

20, 30대 여성은 거의 비슷한 체형 유형의 분포 

보이 다가 40대에 이르러 비 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 2의 빈도가 현저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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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체형은 각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거주 지역 

마다 연령대별 체형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러므로 중국 패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타겟 

지역의 연령대별 체형 연구와 더불어 이에 맞는 기 

성복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피험자 수가 적고, 거주지별 

로 나눈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인 체형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주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출 

신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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