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향후 21세

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거대시장으로서 전 세계 기업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

나라와 중국은 경제적 상호 협력국가로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산 의류는 중국 시장에 빠

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류업체의 지

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

는 중국시장에서 많은 실패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

류수출에 있어서 대외 경쟁력을 가지려면 관련국가에

대한 기후, 문화, 시장, 정부정책, 지역과 민족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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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 the correspondent sizes of female ready-made clothes to export to China on the
basis of those of Korean women’s ready-made clothes.

The following is the concrete coverage of this research:
·Analyze the physical measurements and body types of the women in their 30s and 40s in the area

of Ningbo, Jeolgang Province in China.
·Compare the body measurements of Chinese and Korean women.
·Hold compensation measurement by an basic torso pattern test to raise precisi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body measurements.
·Establish the corresponding and representative sizes of women’s ready-made clothes to go to China.
·Make basic torso pattern and sample clothes reflecting representative sizes.
·Hold adjustment and compensation through the wearing evaluation by Chinese consumers on the

spot.
·Finally suggest the correspondent sizes of women’s ready-made clothes to export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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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비자의 기호도 및 체형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가 필요하다. 특히 의복의 맞음새에 관계되는 체형이

나 기성복 사이즈는 의류제품생산의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해외브랜드 및 수입의류에 대한

사이즈 적합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 국에서 생

산되는 기성복 사이즈에 관한 정보, 나아가서는 국가

간 사이즈 호환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의류시장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어 치수

의 부분적인 부적합문제, 디자인 및 소재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

로 중국소비자의 패션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

류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사이즈 적

합성문제는 중국진출 기업의 제품개발에 있어서 대단

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복의 중국 수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체형과 사이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

히 요구된다.

중국 내에서는 의복아이템과 소재에 따라서 남녀 및

체형별로 필요항목과 치수를 GB/T 1335-1997에 제

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내에서 설정된 중국기성

복에 관한 국가기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국에서 생

산되는 여성 기성복 사이즈와 비교 분석한 후, 한국

여성기성복을 기준으로 한 중국수출 여성복의 대응치

수를 제시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인의 체형연구 및 중국 의류산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손희순(1999, 2000, 2003),

유혜경(1998), 장인식(1997)등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수출을 위한 여성 기성복의 사

이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기성복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에 대한 대응치수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본 연구의 구체적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지역 30·40대 여

성의 인체 계측치 및 체형을 분석한다.

2. 중국과 한국여성의 인체 계측치를 상호 비교한다.

3. 직접 및 간접계측에 의해 얻어진 인체계측치의

정 도를 높이기 위해 상의원형 착의를 통해서 치수보

정을 실시한다.

4.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응치수를 설정한다.

5. 대응치수에 의해서 대표치수를 추출하여 대표치

수가 반 된 상의원형 및 샘플의복을 제작한다.

6. 제작된 상의원형 및 샘플의복은 중국 현지 소비

자를 대상으로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대표치수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한다.

7. 수정 및 보완에 의해 추출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중국 수출여성기성복에 대한 대응치수를 제안한다.

II.

연구방법은 체형특징 및 사이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직접 및 간접 계측치 자료와 상의원형 의 착의를 통한

치수보정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여성복을 중심으로 한

중국 대응치수를 제시하 다.

1. 인체계측

1) 계측장소 및 대상

2003년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중국 절강성

(浙江省)의 닝보(寧波)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Cinderella Studio에서 절강대학의 후원으로 30-40

대 여성 228명을 계측하 다.

절강성 닝보지역은 중국 장강하류지역내 절강성중

경제수준이 가장 높으며, 중국의 기성복생산단지로 새

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본 연구가 산학협

동으로 진행되는 연구지원사업이므로 Matching

Fund 업체가 진출해있는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지

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2) 계측항목 및 방법

인체계측은 R. Martin의 인체계측방법에 준하 으

며, 측정방법 및 항목은 KS A 7003, 7004, ‘97국민

체위조사보고서에 준하여 계측하 다. 인체 계측은 직

접계측과 간접계측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 으며, 직

접 계측 항목은 높이 14항목, 너비 5항목, 길이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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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둘레 6항목, 두께 7항목, 몸무게 1항목 이 으며,

간접 계측항목은 두께 16항목, 각도 8항목으로 총 68

개 항목을 선정하 다.

직접계측시 피험자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

으며 발뒤꿈치는 모으고 발끝은 30°벌리게 한 다음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를 취하도록 하 다. 계

측시 피험자의 복장은 스판성이 부여되지 않는

0.58mm 두께의 원피스형 수 복을 착용시켰으며, 유

방형태의 눌림 현상을 막고, 상의원형 보정과 동일한

조건을 주기위해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고 1.2mm 두

께의 가슴캡을 부착시켰다.

간접계측을 위한 사진촬 은 직접계측 후 간접계측

을 거부한 40명을 제외한 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직접계측과 동일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

계측자의 정면 및 측면을 촬 하 다. 인화된 사진은

실물크기의 1/10로 현상, 인화한 후 scale로 측정하여

10배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 다. 두께항목 측정 시 계

측기준선은 귀구슬점에서 사진상의 바닥면이 이루는

수평선에 수선을 그어 측정하 다.

2. 상의원형에 대한 착의를 통한 치수보정

1) 보정용 상의원형 설계방법 및 적합성 평가

착의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상의원형의 설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의원형은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

발한 후 수차례 수정 및 보완하여 상의원형으로 사용

하 다.

본 실험 상의원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착의

실험 대상자는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결과 보고서의

30-40세 여성의 평균체형에 가장 근접한 한국여성 2

명을 선정하 다. 한국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여성을 기준으로 제작한 상의원형을 중국여성에게

착의시켜 보정치수를 얻어냄으로써 한국과 중국여성의

체형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정용 상의원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자는 의복구성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3명과 현

직 패턴사 1명으로 총 4명의 전문가로 구성하 다. 적

합성평가의 검사항목은 손희정(1994), 이형숙(1999),

이경남(2001)의 관능평가에서 사용한 항목을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 다. 평가항목은 앞면 23항

목, 뒷면 21항목, 옆면 12항목으로 총 56항목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평가방법은 5점 Likert형에 의해 매우

부적합(1점), 매우적합(5점)의 점수를 각각의 평가항목

에 표기하도록 하 다. 보정용 상의원형의 적합성평가

결과는 전체평균 4.66점이었으며, 적합성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s Alpha 7.89를 얻었

으므로 보정용 상의원형의 설계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상의 방법으로 설계된 원형을 최종 보정용

상의원형으로 확정하 다.<그림 1>

2) 보정용 상의원형 제작방법

보정용 상의원형의 치수설정은 1997년 국민표준체

위조사결과 보고서의 30-40세 여성의 평균 가슴둘레

(86.79cm)를 기준으로 하여, KS 기성복 규격의 가슴

둘레 사이즈 치수구간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88cm의

원형을 마스터 패턴으로 제작하 다. 마스터 패턴에

사용된 신체치수는 <표 1>과 같으며, 보정용 상의원형

은 5종류의 사이즈(가슴둘레 79cm, 82cm, 85cm,

88cm, 92cm)를 각각 10벌씩 총 50벌을 제작하 다.

3) 상의원형의 착의를 통한 보정

착의를 통한 보정은 인체계측과정을 마친 후 인체계

측에서 얻어진 가슴둘레사이즈를 기준으로 상의원형을

선정하여 피험자에게 착장시킨 후 실시하 다. 이때

착의평가는 의복원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

복구성학 교수 3명으로 하여금 각 부위별 보정치수를

평가항목에 직접 기입토록 하여 시각적 평가가 아닌

수치화된 착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보정평가항목은 상의 원형제작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근거로 하여 총 34항목의 평가항목을 연구

자가 선정하 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대표치수를 적용한 상의원형 및 샘플의복
착의 평가

중국 현지소비자 대상으로 인체계측결과치를 적용

하여 중국 수출용 여성기성복의 대응치수를 산출하고,

제시된 대응치수 중 키구분에 따른 빈도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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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정용 상의원형설계를 위한 제도방법

AB: 등길이, CD,DC、: B/4+2cm, AC: B/4, AH: 목밑둘레/6+0.7cm

AE: 어깨끝사이길이/2+어깨다트1.5cm, A、K: AH-2cm

<표 1>  마스터 패턴에 사용된 신체치수 및 계산치수

항 목 적용치수 치수구간 항 목 적용치수 치수구간

가슴둘레 88.0 3.0 어깨끝점사이길이 39.5 1.0

허리둘레 73.0 3.0 목옆점-젖꼭지점길이 25.5 0.5

엉덩이둘레 94.0 2.0 엉덩이길이 20.0 0.5

등길이 39.0 1.0 목밑둘레 38.0 0.5

소매길이 51.0 1.0

* 가슴, 허리, 엉덩이둘레는 KS여성복의 보통체형에 해당하는 치수규격〔88-94(N)-160〕에 준하여 치수를 설정하 으며, 나머지

항목은‘97 국민체위 조사보고서의 30-40대 성인여성의 평균치수

항 목 적용치수 치수구간 항 목 적용치수 치수구간

(단위 : cm)

<표 2>  보정평가내용

평가부위 평가항목

목부위 앞목너비, 앞목깊이, 뒷목너비, 뒷목깊이

어깨부위 어깨너비, 목옆점부위, 어깨끝점부위,

가슴 및 등부위
앞품, 뒤품, 가슴너비, 등너비, 목옆점-젖꼭지점길이, 목옆점-젖꼭지점길이-허리선길이, 등길이, 

가슴다트분량, 뒤어깨다트분량

진동 및 소매부위 진동깊이(앞), 진동깊이(뒤), 소매길이, 소매산높이, 소매통

허리 및 엉덩이부위
허리둘레(앞), 허리둘레(뒤), 엉덩이둘레(앞), 엉덩이둘레(뒤), 엉덩이길이, 앞허리다트분량, 앞허리다트길이,

뒤허리다트분량, 뒤허리다트길이, 뒤중심선커트분량, 옆선허리커트분량, 허리둘레선위치

전체부위 전체적인 체형특성

평가부위 평가항목



치수를 대표치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중국수출을 위한

여성기성복의 대표치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기위해

상의원형 및 샘플의복에 대한 착의평가를 실시한다.

1) 기간 및 대상

2004년 7월 1일 ~ 7월 18일 까지 중국현지 소비자

인 30-40대 성인 여성들 중 해당 대표치수에 근접한

체격조건을 가진 피험자 2명씩 총 8명을 선정하여 착

의평가를 실시하 다.

2) 상의원형 및 샘플의복 제작방법

상의원형은 대표치수로 선정된 치수규격을 이용하

여 제작하 으며, 원형착의를 통해 치수를 보완한 후

수정된 대표치수를 이용하여 샘플의복을 제작하 다.

샘플의복의 제작은 본 연구의 Matching Fund 업체인

(주)세명어패럴에 의뢰하 다. 샘플의복의 아이템은 여

유분이 적은 기본형의 2버튼 재킷을 선정하여 제작하

고 소재특성은 <표 3>과 같다.

3) 상의원형 및 샘플의복 착의평가

착의평가를 위한 검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앞서 살펴

본 보정용 상의 원형의 적합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ver 10.0)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 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체계측항목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 으며, 한국과 중국여성의 인체계측 평균치

비교를 위해 모리슨 관계편차 절선법을 이용하 다.

2) 상의원형의 착의평가결과는 각 항목별 평균과 표

준편차를 기술통계를 통하여 분석하 다.

3) 체형의 구성인자를 추출하기위해 계측항목에 대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4) 체형의 유형화를 위해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각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분류된 체형간의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에 대하여 사후검정 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5)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키구분에 따른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치수체계의 확립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6) 샘플의복의 착의평가를 위해 항목별 평균 및 표

준편차를 구하 고 착의실험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

은 상관관계를 통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a)

를 구하여 제시하 다.

IV.

1. 인체계측치 분석결과

1) 직접 및 간접계측치 분석결과

중국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 성인여성 22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및 간접계

측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접계측치에 대

한 기술통계량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높이 및 둘레항

목과 몸무게항목에서 편차치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허리둘레, 배둘레, 몸무게 항목에서는 편차치가 6.0이

상으로 나타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계측한 임순(2003)의 연구결과와 기본 인체치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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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샘플의복의 소재특성

섬유혼용율(%) 조직 무게(g/cm2) 두께(mm) 직물 도 신도(%)* 강도*(kgf/mm2)

(경사×위사/2.5cm2) 경사 위사 경사 위사

모 100 평직 0.001 0.33 50×65 35.19 31.02 0.16 0.17

* KS K 0520 의 실험방법 기준

섬유혼용율(%) 조직 무게(g/cm2) 두께(mm)
직물 도 신도(%)* 강도*(kgf/mm2)

(경사×위사/2.5cm2) 경사 위사 경사 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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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 30-40대 성인여성의 직접 및 간접계측치의 기술통계량

구 분 계측항목 평 균 표준편차 구 분 계측항목 평 균 표준편차

키 159.98 4.46 목밑너비 11.83 1.31

목뒤높이 135.50 4.02
너비

어깨너비 33.21 2.70

목앞높이 130.25 4.02
항목

가슴너비 28.60 2.12

목옆높이 133.77 3.94 허리너비 25.55 3.35

어깨높이 129.12 4.46 엉덩이너비 32.12 3.66

등돌출점높이 120.91 5.06 목밑두께 10.49 0.87

높이 젖꼭지점높이 114.23 4.66 가슴두께 23.19 1.83

항목 밑가슴높이 109.62 4.63
두께

등돌출두께 20.72 2.33

앞허리높이 99.11 3.65
항목

뒤허리두께 19.33 2.46

뒤허리높이 99.63 4.28 배두께 22.35 2.05

직접 배돌출점높이 89.26 3.67 엉덩이두께 22.49 1.93

계측 엉덩이돌출점높이 80.07 3.23 진동두께 10.95 0.94

항목 회음높이 71.02 2.88 어깨길이 12.70 0.72

무릎중앙높이 42.55 1.80 목옆점-젖꼭지점길이 25.72 1.75

목밑둘레 38.30 2.00 목옆점-젖꼭지점-허리선길이 40.77 1.99

가슴둘레 88.07 5.65 앞품 31.87 1.66

둘레
허리둘레 72.03 6.33

길이
뒤품 35.58 2.04

및
배둘레 86.09 6.44

항목
어깨끝점사이길이 38.39 1.83

기타
엉덩이둘레 91.01 3.96 등길이 37.27 1.97

항목
위팔둘레 28.97 2.24 앞중심길이 33.12 2.10

몸무게(kg) 53.91 6.73 엉덩이길이 20.92 1.98

로러지수* 1.31 1.58
팔길이 53.69 2.23

바지길이 101.63 3.91

뒷목두께(앞) 3.96 1.28 뒷목두께(뒤) 6.52 1.42

앞목두께(앞) 3.54 1.36 앞목두께(뒤) 8.98 1.65

등돌출점두께(앞) 9.74 2.40 등돌출점두께(뒤) 10.97 1.83

두께
가슴두께(앞) 13.12 2.28

두께
가슴두께(뒤) 10.07 2.07

항목
밑가슴두께(앞) 11.92 2.40

항목
밑가슴두께(뒤) 9.15 2.04

간접 허리두께(앞) 12.18 2.64 허리두께(뒤) 8.08 2.49

계측 허리밑두께(앞) 12.60 2.66 허리밑두께(뒤) 6.95 2.14

항목 배두께(앞) 13.51 2.38 배두께(뒤) 8.76 2.40

엉덩이두께(앞) 11.54 2.62 엉덩이두께(뒤) 10.95 2.14

각도
등면상부각 25.60 5.56

각도
가슴하부각 16.19 9.89

항목
등면하부각 12.63 3.70

항목
배상부각 10.96 12.82

(°)
엉덩이상부각 16.74 4.22

(°)
배하부각 14.31 4.87

가슴상부각 30.60 5.52 어깨경사각도 22.64 4.07

* Röhrer index = 체중(kg) / 키(cm)3×107

구 분 계측항목 평 균 표준편차 구 분 계측항목 평 균 표준편차

(단위 : cm)



교하면 북경 및 상해의 성인여성은 키 158.8cm, 가슴

둘레 87.47cm, 허리둘레 72.51cm, 엉덩이둘레

91.01cm로 각각 나타나 중국 절강성 닝보지역의 여성

이 북경 및 상해의 여성보다 키가 약간 큰 반면, 엉덩

이둘레가 다소 작은 치수를 나타내었으며,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치수차이는 크지 않았다.

2) 인체계측치의 한·중 비교

한국과 중국 30-40대 여성의 인체치수특성을 <표 5>

및 <그림 2>에 의복제작과 관련있는 항목만을 중심으로

모리슨 관계편차 절선법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5>에서 보면 편차치가 1.0이상 차이가 나는 항

목은 팔길이로서 중국여성의 팔길이가 한국여성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5이상 편차치가 나타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키, 앞품, 배둘레, 윗팔둘레는 중국여

성이 큰 값을 나타낸 반면, 등길이는 한국여성보다 작

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 체형분석 결과

1) 체형 구성인자의 추출

중국여성의 체형구성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5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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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여성과 중국여성의 인체계측치 평균비교

국가 한국*(N=554)중국(N=228) 모

리슨값**평균 평균 표준편차

키 157.39 159.98 4.46 -0.58

어깨길이 12.91 12.70 0.72 0.29

목옆점-젖꼭지점길이 25.69 25.72 1.75 -0.02

목옆점-젖꼭지점-
41.26 40.77 1.50 0.33

허리선길이

앞품 30.74 31.87 1.66 -0.68

뒤품 35.54 35.58 2.04 -0.02

어깨끝점사이길이 39.21 38.39 1.83 0.45

앞중심길이 33.38 33.12 2.10 0.12

등길이 38.69 37.27 1.97 0.72

팔길이 50.16 53.69 2.23 -1.58

목밑둘레 37.75 38.59 2.00 -0.42

가슴둘레 86.79 88.07 5.65 -0.23

허리둘레 72.09 72.03 6.33 0.01

배둘레 82.37 86.09 6.44 -0.58

엉덩이둘레 90.61 91.01 3.96 -0.10

위팔둘레 27.40 28.97 2.24 -0.70

몸무게(kg) 55.66 53.91 6.73 0.26

* 1997년 국민체위조사결과 ** 모리슨값 = (한국평균치－중

국평균치)/중국표준편차

국가 한국*(N=554) 중국(N=228) 모리슨값**

항목 평균 평균 표준편차

(단위 : cm)

<그림 2>  한국여성과 중국여성의 인체계측치 평균비교

기준치(M): 중국인체계측 평균치

비교치(◆): 한국인체계측 평균치



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주성분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각 변수의 요인적재량을 명확히 하

기위해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시도하여

<표 6>에 각 변수의 요인별 적재량을 제시하 다.

제1요인은 높이 및 팔길이 등의 15개 항목에 높게

적재되어있어 신체의 높이 및 종적길이를 나타내는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제2요인에는 앞두께 8항목과 뒤두께 7항목으로 총

15항목에 높게 적재되어있어 신체의 두께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제3요인에는 둘레항목 및 몸무게 등의 11항목에 높

게 적재되어있어 신체의 비만을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제4요인에는 엉덩이너비, 배너비, 허리너비의 3항목

에 높게 적재되어있어 허리 및 엉덩이너비 관련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제5요인에는 어깨사이길이, 어깨길이, 뒤품의 3항목

에 높게 적재되어있어 뒤품 및 어깨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제6요인에는 옆목점너비, 어깨너비의 2항목에 높게

적재되어있어 목 및 어깨너비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제7요인에는 엉덩이길이항목에 높게 적재되어있어

엉덩이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체형의 유형화

직접 및 간접계측 결과를 통해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7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의 수는 2-5개의 군집으로 임의로 지정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각 군집간의 차가 뚜렷하면

서도 기성복 생산을 위한 체형의 유형화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군집의 수를 3개로 결정하 다.

각 유형의 체형특징을 살펴보기위해 유형1에서 유형

3까지 각 요인별 계측항목의 평균 및 일원변량분석결

과를 <표 7>에 제시하 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실루엣

을 제시하면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으며, 각 유형

별 특징 및 출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정면형태에 있어서 높이항목 및 둘레, 너

비항목에서 세 유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어깨너비, 어깨끝점사이길이는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측면형태에 있어서는 바른 체형에 속하 으며 대부분

의 앞, 뒤 두께항목이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키가 크고 체격이 발달한 체형이라 할 수 있으며

34.8%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제2유형은 정면형태에 있어서 키 및 높이항목에서

는 중간 값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둘레 및 너비항목

이 3유형 중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측면형태에

있어서는 바른체형에 속하 으며 이주선을 기준으로

뒤두께가 약간 발달한 체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키는 세 체형 중 중간 값을 나타내며 하체에

비해 상체가 다소 약한 체형이라 할 수 있으며 45%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제3유형은 정면형태에 있어서 키 및 높이항목에서

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어깨끝점사이길이 항목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몸무게 및 엉덩이둘레, 허리

둘레는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측면형태에 있어서는

바른 체형에 속하 으며 이주선을 기준으로 뒤보다 앞

이 약간 발달한 체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키는 세

체형 중 가장 작으며 어깨가 넓어 하체에 비해 상체가

발달한 체형이라 할 수 있으며 20.2%의 출현율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신체충실지수인 로러지수로서 각 유형을 비

교해 보면 제1유형 및 제2유형의 경우 1.3값을 나타내

었으며, 제3유형의 경우는 1.4값을 나타내어 세 유형

모두 비만이나 여윈 체형이기 보다는 보통체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 30-40대 성인여성의 체형을 유

형화한 결과, 측면 형태에 있어서는 각 유형들 모두

바른 체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면형태의

경우 전체의 79.8%에 해당하는 제1유형 및 제2유형이

KS여성복규격 및 GB/T여성복규격 기준이 정한 체형

구분에 의해 보통체형에 속하고 있고, 어깨너비에 대

한 허리 및 엉덩이너비의 비율에 있어서도 두 체형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면형

태에 있어서 제1유형과 제2유형은 키의 수직적 차이와

둘레항목의 치수차이로 인한 체형특징이 나타나므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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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측치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목뒤점높이 .956 -.043 .154 -.009 .080 .144 .063

목앞점높이 .952 .011 .114 -.029 -.025 .086 .036

키 .949 .019 .115 -.055 .102 .177 .096

회음높이 .941 -.028 -.031 -.003 .019 .063 -.143

밑가슴점높이 .931 .090 .119 -.041 .011 -.016 -.035

젖꼭지점높이 .926 .063 .133 -.075 .032 -.031 .045

허리점높이 .923 .063 .172 -.023 .008 -.064 .105

바지길이 .921 .007 .158 -.050 .048 -.045 .225

목옆높이 .916 -.078 .095 -.045 .039 .169 .167

어깨높이 .905 -.078 .179 -.070 .070 .060 .116

엉덩이돌출점높이 .895 .043 .091 -.072 .048 -.034 -.189

배돌출점높이 .876 .054 .043 -.073 .128 -.051 -.156

등돌출점높이 .829 .118 .214 -.062 .006 .036 .136

무릎중앙높이 .814 .108 .078 -.051 -.093 .034 -.055

팔길이 .636 -.051 .188 .166 .280 -.120 -.168

등돌출두께(뒤) .005 -.952 .082 -.036 -.004 .045 -.006

밑가슴두께(뒤) -.012 -.951 .125 -.019 -.021 .037 .054

가슴두께(뒤) .033 -.935 .077 -.065 -.000 .027 -.007

앞목두께(뒤) .027 -.909 .094 -.058 -.044 -.006 -.049

엉덩이두께(뒤) -.146 -.883 .118 -.002 -.026 .151 .122

배두께(뒤) -.150 -.836 .193 .073 -.024 .042 .117

앞목두께(앞) -.059 .819 .206 .047 -.002 .290 .127

뒤목두께(뒤) .152 -.813 .153 -.078 -.041 -.273 -.085

밑가슴두께(앞) .048 .806 .467 .029 .088 .042 -.143

배두께(앞) .120 .758 .514 -.016 .089 .078 .037

가슴두께(앞) -.068 .753 .486 .063 .085 .139 .023

엉덩이두께(앞) .142 .745 .550 .000 -.016 -.062 -.022

허리두께(앞) .049 .730 .491 .020 .088 -.032 -.028

뒤목두께(앞) -.064 .678 .180 .120 .096 .464 .149

등돌출두께(앞) -.044 .533 .312 .045 .064 .203 .101

진동두께 .106 .066 .927 .008 .084 .067 -.013

가슴둘레 .086 -.039 .917 .061 .050 .059 -.035

위팔둘레 .084 .071 .895 -.021 .090 .059 -.045

허리둘레 .145 .073 .891 .088 -.013 .022 -.038

배둘레 .181 .127 .870 .150 .117 .011 .111

몸무게 .387 -.087 .848 .060 .136 .013 .102

엉덩이둘레 .265 -.140 .815 .075 .160 -.017 .121

목밑둘레 .336 .107 .681 .011 .078 .097 .176

가슴너비 .120 .145 .616 .281 .062 .106 -.060

목옆점-젖꼭지점 .056 .123 .532 .123 .300 .266 -.013

앞품 .414 .212 .463 .047 .211 -.337 .115

항목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956

.952

.949

.941

.931

.926

.923

.921

.916

.905

.895

.876

.829

.814

.636

-.952

-.951

-.935

-.909

-.883

-.836

.819

-.813

.806

.758

.753

.745

.730

.678

.533

.927

.917

.895

.891

.870

.848

.815

.681

.616

.532

.463



이러한 치수차이는 의복제작 시 크기조절에 의해 그

특성을 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 수출을 위한 기성복 사이즈 체계설정

시 정면 및 측면형태에 의한 체형을 세분화하는 것 보

다는 신체크기에 따른 치수 그레이딩에 주력하는 것이

기성복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라 생각한다.

3. 상의원형에 대한 착의를 통한 치수보정
결과

현지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착의대상을 선정한 후 상

의원형을 착의시켜 보정을 실시한 결과 치수보완이 필

요한 부위는 다음과 같다.

어깨부위의 경우 어깨너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0.7~1.3cm의 수치감소를 필요로 하 으며, 위팔부위

의 소매통은 가슴둘레 88cm, 92cm원형의 경우

0.5cm의 치수증가를 그리고 소매길이는 각 사이즈단

계별로 2~2.5cm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한다.

가슴 및 등부위의 경우 앞품 및 뒤품항목에서 전반

적으로 수치감소가 필요로 하는데 이는 본 연구원형의

앞품과 뒤품설정 시 어깨끝점사이길이에 의해 결정되

는 것으로서 앞서 수치감소를 필요로 하는 어깨부위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앞품 및 뒤품도 함께 치수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목옆점-젖꼭지점길이는 전반적

으로 0.5~0.8cm의 수치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등길이는 0.2~1cm의 수치감소를 필요로 한다. 이러

한 결과는 앞서 한국과 중국의 인체계측치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허리 및 엉덩이부위에 있어서는 대체로 앞보다 뒤가

다소 작은 치수를 필요로 하므로 원형설계 시 옆선이

나 다트량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응치수 설정

국가간 기성복 사이즈 설정을 위한 기본 인체치수를

비교한 후, 인체계측 결과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의

해 산출된 치수를 토대로 하여 대응치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중 보통체형의 기성복 사이즈설정을 위

한 기본 인체치수 비교

국가간 사이즈체계의 비교는 한국(KS K 0051-

1999)과 중국(GB/T 1335.2-1997)의 기성복 사이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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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항목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엉덩이너비 -.081 .029 -.031 .957 -.057 -.022 .033

배너비 .047 .058 .142 .927 -.124 .045 .047

허리너비 -.109 .083 .314 .882 -.084 .000 -.036

어깨끝점사이길이 .241 .203 .288 -.101 .802 .143 .129

어깨길이 .058 .023 .231 -.226 .757 .022 -.191

뒤품 .220 .114 .452 -.097 .602 .275 .030

목열점너비 .119 .271 .281 .017 .114 .677 -.057

어깨너비 -.089 .104 -.071 .196 .359 .558 .224

엉덩이길이 .280 -.121 .171 .045 -.034 -.069 .816

고유치 17.65 12.08 7.06 3.20 2.24 1.40 1.32

분산 30.97 21.20 12.40 5.62 3.93 2.47 2.32

총분산 30.97 52.17 64.57 70.20 74.13 76.60 78.93

신체의
신체의 신체의 허리 및 뒤품 및 옆목 및

요인의 내용 높이 및
두께 비만 엉덩이너비 어깨길이 어깨너비

엉덩이길이

종적길이

항목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957

.927

.882

.802

.757

.602

.677

.558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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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체형별 평균 및 변량분석 결과

항목 체형 유형 1(N=62) 유형 2(N=80) 유형 3(N=36) F-value

목뒤점높이 138.43 a 134.75 b 132.72 c 34.46 ***

목앞점높이 132.98 a 129.77 b 127.61 c 27.36 ***

키 163.04 a 159.30 b 157.46 c 26.49 ***

회음높이 73.43 a 70.37 b 68.52 c 55.31 ***

밑가슴점높이 112.47 a 109.09 b 106.21 c 29.15 ***

젖꼭지점높이 116.97 a 113.88 b 111.23 c 24.21 ***

허리점높이 102.14 a 99.09 b 96.56 c 27.16 ***

1요인 바지길이 103.83 a 101.42 b 99.55 c 16.43 ***

목옆높이 136.03 a 133.35 b 131.48 c 21.43 ***

어깨높이 132.03 a 128.41 b 126.05 c 30.49 ***

엉덩이돌출점높이 82.68 a 79.29 b 77.66 c 52.06 ***

배돌출점높이 91.93 a 88.76 b 85.92 c 48.89 ***

등돌출점높이 123.56 a 120.02 b 118.21 c 19.24 ***

무릎중앙높이 43.71 a 42.06 b 41.60 b 24.76 ***

팔길이 55.28 a 53.22 b 52.39 c 26.70 ***

등돌출두께(뒤) 10.93 b 11.68 a 9.39 c 24.04 ***

밑가슴두께(뒤) 8.96 b 9.95 a 7.55 c 21.08 ***

가슴두께(뒤) 10.02 b 10.83 a 8.36 c 21.37 ***

앞목두께(뒤) 8.95 b 9.75 a 7.28 c 38.82 ***

엉덩이두께(뒤) 10.47 b 11.75 a 9.64 c 16.35 ***

배두께(뒤) 8.16 b 9.37 a 8.09 b 5.93 **

앞목두께(앞) 3.72 b 2.80 c 5.02 a 52.44 ***

2요인 뒤목두께(뒤) 6.57 b 7.23 a 4.71 c 73.86 ***

밑가슴두께(앞) 12.62 b 10.49 c 14.11 a 47.24 ***

배두께(앞) 14.21 b 12.25 c 15.33 a 32.19 ***

가슴두께(앞) 13.50 b 11.76 c 15.51 a 53.72 ***

엉덩이두께(앞) 12.46 a 10.22 b 13.27 a 28.28 ***

허리두께(앞) 12.74 b 10.92 c 14.23 a 26.73 ***

뒤목두께(앞) 4.17 b 3.15 c 5.60 a 100.63 ***

등돌출두께(앞) 9.88 b 8.70 c 12.01 a 32.34 ***

진동두께 11.30 a 10.56 b 11.11 a 14.68 ***

가슴둘레 89.93 a 85.87 b 88.99 a 12.43 ***

위팔둘레 29.81 a 28.03 b 29.43 a 14.17 ***

허리둘레 74.59 a 69.76 c 72.17 b 13.63 ***

배둘레 87.57 a 83.25 b 88.66 a 14.92 ***

3요인 몸무게 57.03 a 52.23 b 52.80 b 10.20 ***

엉덩이둘레 92.06 a 90.19 b 90.99 ab 3.73 *

목밑둘레 39.37 a 37.89 b 38.72 a 9.89 ***

가슴너비 29.50 a 27.54 b 29.40 a 22.10 ***

목옆점-젖꼭지점 26.14 a 25.10 b 26.71 a 16.61 ***

앞품 32.05 a 31.52 a 31.78 a N.S.

항목 체형 유형 1(N=62) 유형 2(N=80) 유형 3(N=36) F-value

(단위 : cm)



계가 각기 다른 체형구분기준으로 사이즈체계를 운

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 체형커버율이 가장 높으

면서 각각 보통체형에 해당하는 한국의 N체형, 중국의

A체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 다. 보통체형에 해당

하는 한국과 중국의 기성복 사이즈설정을 위한 기본인

체치수 비교는 <표 8>과 같다.

2) 회귀분석에 의해 산출된 키구분 별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 치수

중국 여성을 위한 키구분에 따른 가슴둘레 및 엉덩

이둘레의 대응치수체계를 확립하기위해 중국 성인여성

의 인체계측치 중 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하고 엉덩이

둘레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9>

와 같은 회귀식을 산출하 다. 추정된 회귀식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위해 회귀식에 의해 산출된 데이터와 실

측치사이의 유의차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므로 대응치수를 위한 회귀식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산출된 회귀추정식에 의해 도출된 키구분

별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조합은 <표 10>과 같다.

<그림 5>~<그림 7>은 회귀추정식에 의해 산출된 치

수체계를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성복

치수체계와 비교한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회귀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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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항목 체형 유형 1(N=62) 유형 2(N=80) 유형 3(N=36) F-value

엉덩이너비 33.32 ab 32.81 b 33.86 a 3.40 *

4요인 배너비 32.34 a 31.06 b 32.74 a 7.18 **

허리너비 25.96 a 24.32 b 26.06 a 15.83 ***

어깨끝점사이길이 39.17 b 38.35 c 39.95 a 11.50 ***

5요인 어깨길이 12.76 12.61 12.85 1.75

뒤품 36.15 a 34.78 b 36.35 a 11.83 ***

6요인
목옆점너비 12.60 a 10.88 b 12.72 a 68.04 ***

어깨너비 33.46 b 32.36 c 35.28 a 25.85 ***

7요인 엉덩이길이 20.29 b 21.70 a 20.98 ab 9.09 ***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 들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 > b > c)

*** p 〈 0.001

항목 체형 유형 1(N=62) 유형 2(N=80) 유형 3(N=36) F-value

(단위 : cm)

<그림 3>  유형별 정면 실루엣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그림 4>  유형별 측면 실루엣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해 산출된 대응치수규격이 KS 규격 및 GB/T규격에

비해 엉덩이둘레가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1>

은 회귀식에 의해 산출된 키 구분별 가슴둘레와 엉덩

이둘레의 사이즈체계를 한국 여성복 KS규격과 비교한

것이다.

5.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표치수 설정

기성복 생산의 효율성 문제와 업체의 재고부담 해소

를 위해 설정된 대응치수에 대해 빈도분포를 나타내어

치수 커버율을 파악한 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치

수를 키구분에 따른 대표치수로 선정하 으며 그 내용

은 <표 12>와 같다.

그리고 <표 12>의 키 155cm 그룹의 경우 대표치수

를 2개를 선정한 이유는 중국 수출을 위한 대표치수

설정에 있어서 가슴둘레 분포를 좀더 다양하게 제시하

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키 155cm 그룹은 전체 피

험자 중 43.35%의 출현율을 나타내어 가장 빈도가 높

은 그룹이므로 다양한 가슴둘레 치수제시를 위해

155cm 그룹에서의 2개의 대표치수 선정에 크게 무리

가 없다고 사료된다.

<표 13>은 대표치수의 원형설계를 위한 세부치수항

목을 제시한 것으로, 참고치수는 각 대표치수에 해당하

는 피험자들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대표치수의 호

칭은 중국수출을 위한 사이즈이므로 중국 GB/T 기준

에 의한 키/가슴둘레, 체형 순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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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중 보통체형의 기성복 사이즈설정을 위한 기본 인체치수

키구분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치수분포 간격 치수분포 간격 치수분포 간격

한국 76~94 3 86~98 2
20-30대 64~78

3
155-159 40대 67~84

중국 72~96 4 79.2~100.8 1.8 56~80 2

보통 한국 79~94 3 88~98 2
20-30대 65~76

3

체형
160-164 40대 70~84

중국 72~96 4 79.2~100.8 1.8 56~80 2

한국 79~94 3 90~100 2
20-30대 66~74

3
165-169 40대 70~83

중국 76~96 4 82.8~100.8 1.8 60~80 2

키구분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치수분포 간격 치수분포 간격 치수분포 간격

(단위 : cm)

<표 9>  대응치수체계를 위한 회귀 추정식

항 목 키구분 중다결정계수(R-square) F-value 회귀추정식 회귀식의 타당성검증(t-value)

155cm 0.62 148.99*** 46.52+(0.51×가슴둘레) -1.60

엉덩이둘레 160cm 0.36 35.28*** 49.52+(0.48×가슴둘레) -1.07

165cm 0.79 143.46*** 24.22+(0.77×가슴둘레) -0.51

항 목 키구분 중다결정계수(R-square) F-value 회귀추정식 회귀식의 타당성검증(t-value)

<표 10>  키구분 별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조합

키구분 155 160 165

76-85
79-87 79-85

79-87
82-89 82-87

82-88
85-90 85-90

가슴둘레-엉덩이둘레 85-90
88-92 88-92

88-91
91-93 91-94

91-93
94-95 94-97

94-94

키구분 155 160 165

(단위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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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 155㎝그룹의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분포비교

<그림 6>  키 160cm그룹의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분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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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키 165cm그룹의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분포비교

<표 11>  한국 KS 여성복 규격과 중국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응치수

키구분 KS K 0051(보통체형) 중국 수출 대응치수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76 86 76 85

79 88 79 87

82 90 82 88

155 85 92 85 90

88 94 88 91

91 96 91 93

94 98 94 94

79 88 79 87

82 90 82 89

160
85 92 85 90

88 94 88 92

91 96 91 93

94 98 94 95

79 90 79 85

82 92 82 87

165
85 94 85 90

88 96 88 92

91 98 91 94

94 100 94 97

키구분
KS K 0051(보통체형) 중국 수출 대응치수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단위 : cm)

<표 12>  여성복 치수체계 커버율

키구분 호칭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커버율(%)

155-76-85 155 76 85 -

155-79-87 155 79 87 4.4

155-82-88 155 82 88 6.5

155 155-85-90 155 85 90 10.9*

155-88-91 155 88 91 13.4*

155-91-93 155 91 93 6.5

155-94-94 155 94 94 2.2

160-79-87 160 79 87 3.1

160-82-89 160 82 89 6.3

160
160-85-90 160 85 90 9.4

160-88-92 160 88 92 15.6*

160-91-93 160 91 93 3.1

160-94-95 160 94 95 6.3

165-79-85 165 79 85 -

165-82-87 165 82 87 14.6

165
165-85-90 165 85 90 4.9

165-88-92 165 88 92 17.1

165-91-94 165 91 94 19.5*

165-94-97 165 94 97 9.8

* 은 키구분에 따른 대표치수로 선정된 치수체계

키구분 호칭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커버율(%)

(단위 : cm)

155-85-90 155 85 90 10.9*

155-88-91 155 88 91 13.4*

160-88-92 160 88 92 15.6*

165-91-94 165 91 94 19.5*



6. 중국 현지 소비자 대상 상의원형 및 샘플
의복의 착의평가 결과

1) 상의원형제작에 의한 보정결과

대표치수로 선정된 치수를 적용하여 상의원형을 제

작하고, 제작된 원형을 피험자에게 착의시킨 후 보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결과 155/85 A사이즈의 경우 어깨경사각도 부

위에서 어깨끝점을 0.3cm 정도 내려주는 것을 필요로

하 다. 그리고 엉덩이둘레의 경우 0.5cm의 치수증가

를 필요로 하 다.

155/88 A사이즈의 경우 어깨경사각도 부위에서 어

깨끝점을 0.3cm 정도 내려주는 것을 필요로 하 으

며, 목옆점-젖꼭지점길이에 있어서 0.5cm의 치수감소

를 필요로 하 다. 그리고 소매길이는 1cm, 엉덩이둘

레는 0.5cm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다.

160/88 A사이즈와 165/91 A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맞는 실루엣을 나타내었으며, 등길이에서 0.5cm

치수감소를 필요로 하 고, 엉덩이둘레의 경우 0.5cm

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다.

전체적으로 엉덩이부위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고,

160/88 A사이즈와 165/91 A의 경우 등길이 부위에 치

수감소를 필요로 하 다. 또한 키 155cm의 경우 어깨

처짐분량 및 소매길이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다.

2) 샘플의복에 의한 착의평가 결과

샘플의복의 적합성을 평가결과는 <표 14>와 같이

155/85 A사이즈의 경우 전체평균 4.67점, 155/88 A

사이즈의 경우 4.70점, 160/88 A사이즈는 4.67점,

165/91 A사이즈는 4.69점을 얻었다. 그리고 샘플의복

의 착의평가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s

Alpa 계수값 0.83을 얻었으므로 착의평가결과 각 사

이즈별 치수규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중국 수출

여성기성복의 대표치수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7. 한국 여성기성복을 중심으로 한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의 대응치수 및 대표치수 제안
결과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의 대응치수제안을 위해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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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표치수에 의한 원형설계 시 필요한 세부치수항목

항 목 대표치수 155/85 A 155/88 A 160/88 A 165/91 A

키 155.0 155.0 160.0 165.0

기본부위 가슴둘레 85.0 88.0 88.0 91.0

엉덩이둘레 90.0 91.0 92.0 94.0

허리둘레 70.0 71.0 73.0 78.0

배둘레 84.0 88.0 86.5 91.5

등길이 37.5 37.5 38.5 39.5

소매길이 53.0 53.5 55.5 57.0

목옆점-젖꼭지점 25.5 26.0 26.0 26.5

참고치수
목옆점-젖꼭지점-허리선 41.0 41.5 41.5 43.0

앞품* 33.0 34.0 34.5 35.5

뒤품* 35.5 36.5 37.0 38.0

어깨끝점사이길이 37.5 38.5 39.0 40.0

위팔둘레 29.5 29.5 30.0 31.5

목밑둘레 38.0 39.0 38.5 42.5

엉덩이길이 19.5 19.0 19.0 20.5

* 앞품과 뒤품은 상의원형 착의를 통한 보정치수

항 목 대표치수 155/85 A 155/88 A 160/88 A 165/91 A



17

沈 富 子/中國輸出 女性旣成服의 値數에 關한 硏究

<표 14>  샘플의복 착의평가 결과

구 분 검사항목 평 균
155/85A 155/88A 160/88A 165/91A

전체외관 앞판 전체 외관은 좋은가 4.58 4.75 4.79 4.86
앞중심선은 바른가 4.85 4.70 4.62 4.65
가슴둘레선은 바른가 4.88 4.58 4.60 4.58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79 4.85 4.60 4.68
허리둘레선은 바른가 4.52 4.68 4.76 4.55

기준선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67 4.69 4.68 4.69
엉덩이둘레선은 바른가 4.71 4.92 4.69 4.74

엉덩이둘레선 위치는 적당한가 4.50 4.60 4.80 4.80
앞진동둘레선의 모양은 적당한가 4.50 4.40 4.60 4.57
앞허리다트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36 4.56 4.46 4.48

앞목너비는 적당한가 4.75 4.67 4.63 4.81
앞면 앞목깊이는 적당한가 4.65 4.77 4.73 4.85

어깨너비는 잘 맞는가 4.59 4.61 4.66 4.54
앞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77 4.85 4.67 4.85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89 4.78 4.75 4.73

여유량 및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65 4.56 4.71 4.67

피트성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56 4.44 4.67 4.87

진동깊이는 적당한가 4.54 4.66 4.76 4.72
유장의 길이는 적당한가 4.45 4.49 4.64 4.68

유폭은 적당한가 4.43 4.59 4.78 4.47
가슴다트량은 적당한가 4.56 4.67 4.74 4.68
앞허리다트양은 적당한가 4.82 4.64 4.57 4.68

앞허리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4.57 4.77 4.67 4.67
전체외관 뒤판 전체 외관은 좋은가 4.56 4.65 4.57 4.61

뒤중심선은 바른가 4.92 4.93 4.95 4.94
가슴둘레선은 바른가 4.64 4.71 4.65 4.63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87 4.84 4.81 4.71
허리둘레선은 바른가 4.43 4.56 4.52 4.54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60 4.54 4.60 4.61
엉덩이둘레선은 바른가 4.64 4.63 4.64 4.57

엉덩이둘레선 위치는 적당한가 4.54 4.86 4.58 4.86
뒤진동둘레선의 모양은 적당한가 4.43 4.45 4.48 4.49
뒤어깨다트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75 4.82 4.78 4.80

뒷면 여유량 및 뒤허리다트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4.48 4.48 4.49 4.46
피트성 뒤목너비는 적당한가 4.76 4.67 4.59 4.62

뒤목깊이는 적당한가 4.91 4.78 4.92 4.87
어깨너비는 잘 맞는가 4.62 4.45 4.46 4.48

뒤어깨다트분량은 적당한가 4.88 4.89 4.85 4.87
뒤어깨다트 길이는 적당한가 4.24 4.90 4.24 4.90
뒤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82 4.82 4.82 4.82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92 4.92 4.92 4.92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71 4.92 4.71 4.71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80 4.60 4.80 4.80

진동깊이는 적당한가 4.50 4.50 4.50 4.50

1 : 매우부적합하다 5: 매우적합하다

구 분 검사항목
평 균

155/85A 155/88A 160/88A 165/91A



식을 통한 키구분 별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를

대응치수로 제시하 으며, 기성복 생산의 효율성을 위

해, 설정된 대응치수체계에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나

타낸 치수 155/85A, 155/88A, 160/88A, 165/91A 4

가지를 대표치수로 제시하 다.

따라서 중국 수출의복에 대한 대응치수 및 대표치수

를 <표 15> 및 <표 16>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

수출을 위한 여성기성복 상의의 대표치수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적합성을 검토하 으므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의 치수규격이라 할 수 있다.

V.  

1. 중국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지역 30-40
대 여성의 인체계측치에 의한 체형 분석

첫째, 체형의 구성인자를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요인은 높이 및 종적길이를

나타내는 요인, 제2요인에는 신체의 두께를 나타내는

요인, 제3요인에는 신체의 비만을 나타내는 요인, 제4

요인에는 허리 및 엉덩이너비 관련 요인, 제5요인에는

뒤품 및 어깨길이를 나타내는 요인, 제6요인에는 옆목

및 어깨너비를 나타내는 요인 그리고 제7요인에는 엉

덩이길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형의 유형화를 위해 요인점수에 따른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키가 크고 체격이 발달한 체형이라 할 수

있으며, 34.8%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제2유형은 키

가 세 체형 중 중간 값을 나타내며, 하체에 비해 상체

가 다소 약한 체형이라 할 수 있으며 45%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제3유형은 키가 세 체형 중 가장 작으며,

어깨가 넓어 하체에 비해 상체가 발달한 체형이라 할

수 있고 20.2%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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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의 상의 대응치수

KS K 0051(보통체형) 중국수출 대응치수

호 칭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호 칭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76-86(N)-155 76 86 155 155/76A 76 85 155

79-88(N)-155 79 88 155 155/79A 79 87 155

82-90(N)-155 82 90 155 155/82A 82 88 155

85-92(N)-155 85 92 155 155/85A 85 90 155

88-94(N)-155 88 94 155 155/88A 88 91 155

91-96N)-155 91 96 155 155/91A 91 93 155

94-98(N)-155 94 98 155 155/94A 94 94 155

79-88(N)-160 76 88 160 160/79A 79 87 160

82-90(N)-160 82 90 160 160/82A 82 89 160

85-92(N)-160 85 92 160 160/85A 85 90 160

88-94(N)-160 88 94 160 160/88A 88 92 160

91-96(N)-160 91 96 160 160/91A 91 93 160

94-98(N)-160 94 98 160 160/94A 94 95 160

79-90(N)-165 79 90 165 165/79A 79 85 165

82-92(N)-165 82 92 165 165/82A 82 87 165

85-94(N)-165 85 94 165 165/85A 85 90 165

88-96(N)-165 88 96 165 165/88A 88 92 165

91-98(N)-165 91 98 165 165/91A 91 94 165

94-100(N)-165 94 100 165 165/94A 94 97 165

KS K 0051(보통체형) 중국수출 대응치수

호 칭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호 칭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단위 : cm)



2. 중국과 한국여성의 인체계측치에 의한 인
체치수 특성 비교

한국과 중국의 30-40대 여성의 인체치수 특성을

살펴보기위해, 모리슨 관계편차 절선법을 이용하여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여성은 한국여성에 비

해 키, 팔길이 그리고 배둘레, 위팔둘레가 큰 반면 어

깨길이, 등길이가 한국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3. 상의원형 착의를 통한 보정결과

중국여성의 체형특징 및 사이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 인체계측과 병행하여 실시한 상의원형

착의를 통한 치수보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깨부위의 경우 어깨너비에 있어서 전반적으

로 0.7~1.3cm의 수치감소를 필요로 하 다.

둘째, 가슴 및 등부위 평가결과, 앞품 및 뒤품항목에

서 전반적인 수치감소가 필요로 하 다. 그리고 목옆

점-젖꼭지점길이는 전반적으로 0.5~0.8cm의 수치증

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등길이는 0.2~1cm의 수치

감소를 필요로 하 다.

셋째, 허리 및 엉덩이부위에 있어서는 대체로 앞보

다 뒤가 다소 작은 치수를 필요로 하므로 원형설계 시

옆선이나 다트량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넷째, 소매길이는 각 사이즈 단계별로 2~2.5cm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다.

4. 중국 수출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응치수
및 대표치수 설정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의 대응치수제안을 위해 인체

계측치중 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하고 엉덩이둘레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회귀식을 산출한

뒤, 키구분 별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조합으로

대응치수를 도출하 다. 도출된 대응치수표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치수를 대표치수로 설정하 으며

해당되는 치수조합은 155/85A, 155/88A, 160/88A,

165/91A 이다.

5. 중국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의원
형 및 샘플의복의 보정 및 착의평가

대표치수로 선정된 치수를 적용하여 상의원형 및 샘

플의복을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착의시킨 후 보정 및

적합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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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중국수출 여성기성복의 대표치수 및 원형설계를 위한 세부치수 제안

항 목대표치수 155/85 A 155/88 A 160/88 A 165/91 A

키 155.0 155.0 160.0 165.0

기본부위 가슴둘레 85.0 88.0 88.0 91.0

엉덩이둘레 90.5 91.5 92.5 94.5

허리둘레 69.0 71.0 73.0 78.0

배둘레 82.0 88.0 86.5 91.5

등길이 37.5 37.5 38.0 39.0

소매길이 53.0 54.5 55.5 57.0

목옆점-젖꼭지점 25.5 25.5 26.0 26.5

참고치수 목옆점-젖꼭지점-허리선 41.0 41.5 41.5 43.0

앞품 33.5 35.0 35.0 36.0

뒤품 36.0 37.0 37.0 38.0

어깨끝점사이길이 37.5 38.0 38.5 39.0

위팔둘레 29.5 29.5 30.0 31.5

엉덩이길이 20.5 20.0 20.0 21.5

항 목 대표치수 155/85 A 155/88 A 160/88 A 165/91 A

(단위 : cm)



첫째, 상의원형의 보정결과는 전체적으로 엉덩이둘

레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고, 160/88 A사이즈와

165/91 A의 경우 등길이 부위에 치수감소를 필요로

하 다. 또한 키 155cm의 경우 어깨처짐분량 및 소매

길이의 치수증가를 필요로 하 다.

둘째, 샘플의복의 적합성 평가결과는 155/85 A사이

즈의 경우 전체평균 4.67점, 155/88 A사이즈의 경우

4.70점, 160/88 A사이즈는 4.67점, 165/91 A사이즈는

4.69점을 얻어 평가결과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 중국 수출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응치수
및 대표치수 제안

중국 수출 여성기성복을 위한 대응치수 및 대표치수

를 <표 15>, <표 16>과 같이 제안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지역의 30-40

대 성인 여성의 체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측면 실루엣

의 경우 바른 체형에 속하면서, 로러지수가 한국여성

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날씬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한국여성에 비해 허리 및

엉덩이둘레가 작고 어깨가 약간 좁은 편이며, 등길이

가 다소 짧아 하체가 긴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수출여성기성복에 대한

대응치수 및 대표치수 제안에 있어서 이들 특징을 반

시켜 제안하 으므로 중국진출 한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후속연구들

에 있어서도 중국이라는 광대한 지역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때 체형형성에 가장 큰 후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식생활문화, 주거문화, 생활의식등이 관여되므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체형특징들이 도출되리라 생각된

다. 그러므로 중국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체형

연구를 중국 진출업체와 학계가 공동으로 계속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국의 경우 GB/T 1335-1997에 남녀 및 체

형별로 의복의 제작에 관한 치수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중국 자체자료에 대한 면 한 검

토를 실시한 후, 검토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보완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경우 사전에 중국인의 의식 및 문

화에 대해 충분한 자료수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서의 계측대상 표집 및 계측과정에서 전혀 예기

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여 계측에 많은 시간을 소요

하 으므로, 앞으로 중국현지에서 인체계측을 실시하

고자 한다면 사전에 그들의 의식과 문화에 대해 더욱

더 세 한 검토를 한 후 연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사

료되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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