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2, No. 2, pp.59~71(2008)

59

2006-2007 F/W 중국 대련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백정현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

An Analysis of 2006-2007 F/W Women's 
Street Fashion in Dalian, China

Baek, Jeong-Hyun ․ Bae, Soo-Jeong*

D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style, color, and items of ‘06-07 F/W 

women's street fashion in Dalian. The cultural, racial and geographical uniqueness, asks for 

the analysis, based on the individual local area on the part of Korean fashion company 

desiring to launch into China fashion market. I woul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the 

preference of fashion in northeastern area, thereby, affording a fundamental resources for 

designing strategies for Korean fashion brands in China. The period of investigation is 

about 15 weeks from 23 Sep. 2006 until 6 Jan. 2007, with combined use of camcorder 

and digital camera. The site was Victory Shopping Plaza, in center of City, also with Mycal, 

Ansung, Dasang department store situat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Finally, 900 

photos were selected for analy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Preferred clothing styles are jean casual 45.4%(409), sports casual 16.3%(147), 

character casual 8%(72), feminine 20.6%(185), Classic 9.7%(87). Compare to the former 

study about Spring, Sports casual showed dominant rate about 36.0% in casual style. In 

Winter, however, the preference were changed from sport casual to jean casual. 

  2. Preferred clothing items are parka/padding coat 32.3%(291), jumper 31%(279), 

T-shirts 16%(144) and jacket 7.5%(67) for tops, pants 91.8%(826) and skirts 8.2%(74) for 

bottoms. In the pants, straight pants 78.4%(648), bell bottom pants 10.9%(90), capri pants 

7.4%(61), cargo pants 2.9%(24), bermuda pants 0.4%(3) were listed respective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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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rts, A-line skirt 51.3%(38), pleats skirt 25.7%(19), flare skirt 12.2%(9), semi-tight skirt 

8.1%(6), tight skirt 2.7%(2) were listed. Finally the skirt length midi 75.7%(56), mini 

18.9%(14) and maxi 5.4%(4) were listed.

  3. Preferred colors are red 21.8%(196), white 21.6%(194), black 16.4%(148), yellow 

10.0%(90), beige 9.3%(84), green 7.9(71) and blue 6.3%(57) for tops, and black 

40.8%(367), blue 37.7%(339), gray 4.6%(41), white 4.3%(39) etc. for bottoms. 

  Key Words : Street fashion(스트리트패션), northeastern Area(동북지역),

               China fashion Market(중국패션시장)

Ⅰ. 서 론

  중국 패션시장의 성장에 따라 1990년대 중기부터 

한국 패션브랜드는 중국시장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여성복, 남성복을 비롯하여 캐주얼, 스포츠, 유ㆍ아

동복, 이너웨어 등 전 복종에 걸쳐 약 144개의 브랜

드가 진출해 있다. 2007년 5월 어패럴 뉴스에서 국

내 2천여 패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해외진출 현

황에 의하면 국내의 해외진출 브랜드 180여개 중 

약 80%가 중국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 특

히 여성복은 가장 많은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분야

이고, 중국 내에서의 의류소비 물량에 있어서도 가

장 높은 비중(총 의류판매량 중 28.56%)을 차지2)하

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여 지역에 따라 기

후, 문화, 풍속, 경제발전의 상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의류 상품의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소비수

준, 선호하는 스타일, 트렌드의 수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국 패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서는 중국 각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 소

비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패션상품을 개발하고 디

자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시장의 지역적 구분은 북경권(화북권), 상해권(화동

권), 광동권(화남권), 동북권, 서부권(서남권)의 5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동북권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포함된 13개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정부가 중화 4대 경제권역 중 한곳으

로 육성하는 곳이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시장밀도가 낮고 향후 시장발

전 공간이 비교적 큰 지역이다. 뚜렷한 사계절의 변

화와 극심한 온도차 등 자연ㆍ환경적 요인 때문에 

의류, 신발, 모자 등 신체 착용품목의 수요가 높다3). 

현재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패션브랜드는 온앤온, 

더블유 닷, 이랜드, 스코필드, 티니위니, 카텔로, 파

크랜드, 미샤, 랑시, 코데즈컴바인, 마루, 스맥스, 노

튼, 허스트, ONG, 마인드브릿지, 베이직하우스, 앙

페르 등이 있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에 진출하는 한국패션 브랜드는 더

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중국 여성의류 소비자들의 의복구매기준을 살펴보

면 2007년 패션 컨설팅 업체인 트랜드위버의 조사 

결과, ‘맞음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는 ‘디자인’, ‘활동하기 편한’, ‘색상/무늬’ 등의 순으

로 밝혀졌다. 반면 제조국가는 가장 덜 중요한 속성

으로 나타났다5). 이 결과는 앞으로는 패션제품이 한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되지는 않을 것을 의미

하며, 중국여성의 체형과 그들의 선호 디자인을 파

악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련을 연구대상 도시로 선정한 이유

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련은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국제복장전시회를 열고 있는 

도시로, 1988년 대련복장절을 시작으로 1991년 국

제복장제로 규모를 확장 한 후 2007년 현재까지 19

회째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

터는 국제복장방직품박람회(GIGF)를 개최함으로써 

북방의 패션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 5

대 대외무역도시 중 하나로 동북 3성에서 시장규모

와 구매력이 가장 높은 도시이며, 국민 총생산이 중

국 전체의 1%, 요녕성 전체의 20%에 해당6)하기 때

문에 동북지역 패션의 제1의 도시로 판단되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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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의 패션산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지역별 연구는 그다지 

행해지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동북지역 패션에 관

한 연구는 배수정(2005)7), 천지영, 배수정(2005)8), 

오현아, 배수정(2006)9), 배수정(2007)10) 등 소수이

며 비교적 최근에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패션기업이 중국 패션시장에 성공적

으로 진입하여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단위

의 분석을 선행해야 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지역의 대련시에서 착용되

고 있는 여성 스트리트 패션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여성복 소비자들의 선호 스타일을 제

시함으로써, 한국의 패션업체가 패션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대상자의 관찰 지역은 동북 3성의 주요 도시 중 

패션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대련을 선정하였으며 대

련의 대표적 번화가인 중산로(中山路) 마이칼

(Mycal)백화점 앞 광장, 승리광장 지하상가와 신흥 

번화가인 경제개발구(經濟開發區)의 대상상가(大商商

街)와 마이칼(Mycal)백화점 앞에서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6년에는 9월 23일부터 2007년도 1월 6

일까지 15주에 걸쳐 진행하여 2006에서 2007년 가

을, 겨울의 여성 스트리트 패션의 경향을 알아보았

다. 

  조사 시간대는 주중과 주말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

은 시간대인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실시하였으

며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병행하여 촬영하였

다. 이 결과 판독이 용이한 20-30대 여성의 사진자

료 900점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항목은 의복 스타일과 아이템, 의복 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WINDOW용 SPSS 10.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프로그램으로 처

리하여, 평균, 퍼센트, 빈도 분석(Frequency)을 행하

였다. 

Ⅲ. 한국 여성복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입 현황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여성복브랜드는 중국 브랜

드 및 수입 브랜드와 대비되는 중고가 시장을 형성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한국 

패션제품의 우위는 제품 스타일 및 디자인, 원단 품

질 외에도 한국문화가 먼저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데 있다. 점차 안정돼 가고 있는 한류는 산업효과에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제

품의 중국 진출을 위한 터전을 닦아 놓았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

로 판매의 우위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한국 의류 업체의 중국 진출 방식은 주로 직

접진출(수출), 현지생산기지설립(현지법인), 수출과 

현지생산의 병행, 라이센스 등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11). 현재는 이 4가지 방식 사이에서도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출 방식은 시장 상황

의 변화와 수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 조정되고 있

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든 가

장 중요한 것은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인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델바이스 아웃도어 대련

지사 이덕원 부장은 “중국은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

행되고 있고, 내년에 북경 올림픽이 열리면서 국내 

패션업체의 중국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

만 각 성(省)단위로 시장 상황과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 성(省)별로 지사를 두거나 시장조사가 따

로 이루어지는 현지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

다”고 말한다12). 이는 이미 많은 중국전문가 혹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일본의 유명한 경제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그의 저서 ‘차이나 임팩트’

에서 중국 서해 연안부의 14개 도시(천진, 대련, 칭

다오, 연태, 친황다오, 렌윈강, 난룽, 상하이, 닝보, 

원저우, 푸저우, 광저우, 첸장, 베이하이)와 5개의 

경제특구(하이난, 주하이, 선전, 산터우, 샤먼)를 6

개의 권역으로 묶은 6개의 메가리전(mega region)

을 주장하였다. 즉, 이 여섯 개의 메가리전이 지역

별 특징을 나타내면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대 중국의 발전상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별

개의 지역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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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국내 의

류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르면 여성복은 6개 브랜드

(데코, 미니멈, 온앤온, 카라 임플런트, 끌레몽뜨, 랑

시), 캐주얼은 8개 브랜드(후부, ONG, 클라이드, 이

랜드, 스코필드, 루츠, 쌈지, 문군)가 주로 중국 대

도시에 진출해 있었다14). 현재는 중국 진출이 가속

화되어 2007년 5월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여성복 27개 브랜드, 캐주얼 17개 브랜

드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15). 가장 최근에 조사한 연

구자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복 37개 브랜드, 캐주얼 

23개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 진출해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브랜드의 중국 진출 비율은 여성복 약 

600%, 캐주얼 약 300%로 증가하여 가히 폭발적이

라 할 수 있다. 

  이 브랜드들은 중국진출 초기에는 한국에서 기획,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그대로 수출하여 판매하였지

만, 현재는 현지법인 설립, 합작회사 설립 등으로 

현지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랜드를 비롯한 대부

분의 업체는 100% 현지생산으로 중국 내수에 주력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내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

어 제품이 기획, 디자인, 생산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대부분 제품의 생산은 규모가 큰 공장에

서 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사이즈 

및 디자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별로 복종의 구성과 아이템, 원단, 색, 디자인 

등이 달리 고려되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별 의복 디자인 선호 경향을 오랜 시간동안 파악하

여 데이터 베이스화 해두어야 한국패션기업이 장기

적으로 중국패션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다음에 제시된 <표 1>과 <표 2>는 2007년 

11월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여성복, 캐주

얼 브랜드를 정리한 것이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의복 스타일에 따른 분석

  2006-07년 F/W 시즌 대련에서 선호되는 여성복

의 스타일 분석은 여성 의류시장 분류에 따라 캐주

얼(Casual)과 포멀(Formal)로 크게 분류하였고 캐주

얼은 다시 스포츠 캐주얼(Sports Casual), 진 캐주

얼(Jean Casual), 캐릭터 캐주얼(Character Casual)

로, 포멀은 클래식(Classic)과 페미닌(Feminine)으로 

세분하였다. 총 관찰대상 900명중 각 스타일이 차지

하는 비중은 진 캐주얼 45.4%(409명), 스포츠 캐주

얼 16.3%(147명), 페미닌 20.6%(185명), 캐릭터 캐

주얼 8%(72명), 클래식 9.7%(87명)의 순이었다.(표 

3 참조)

  진 캐주얼은 착용한 의류 중 2개 이상의 아이템이 

진소재일 경우에 진 캐주얼로 분류하였는데 45.4%

라는 높은 비율로 선호되고 있었다. <그림 1>은 가

장 전형적인 진 캐주얼 스타일로 상ㆍ하의가 모두 

진 의류인 경우이다. <그림 2>는 청바지와 매치된 

캐릭터 캐주얼로 상의의 커다란 캐릭터 문양과 재킷 

아래에 받쳐 입은 상의의 레이어드가 개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3>은 상ㆍ하의를 세트로 

착용한 트레이닝복으로 전형적인 스포츠 캐주얼의 

예를 보여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림 4>처

럼 진 캐주얼과 스포츠 캐주얼, 혹은 진 캐주얼과 

캐릭터 캐주얼의 중간 상태의 스타일도 있었다. <그

림 5>는 샤넬 수트를 착용한 클래식 스타일로써 검

정 토트백, 구두와 매치되어 매우 단정한 정장 분위

기를 낸다. <그림 6>은 레이스가 장식된 무릎길이

의 스커트와 짧은 재킷, 부츠의 매치로 매우 여성스

러운 분위기를 내며, 전형적인 페미닌 스타일을 보

여준다.

  분석결과 관찰대상의 대부분이 캐주얼 스타일에 

속해 있어서 동북 지역의 소비자들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의복 소비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16)와 중

국 여성들이 의류제품 구매 시 가격과 디자인, 품질 

다음으로 착용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요시 여긴다

는 연구결과17)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이

는 캐주얼이 선호되는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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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여성복 브랜드 중국진출 현황 

복종 회사명 브랜드명 진출시기 진출형태 진출국가명

여

성

복

경원와이엠씨 리우베 2005년 직진출 중국

나산실업 ysb 2000년 직진출 중국,대만

대현 주크 2003년 직진출 중국

더베이직하우스 볼 2008년 직진출 중국

데무 데무 2004년 직진출 중국

동의인터내셔날 머스트비 2005 합작 중국

라인바이린 라인 2003 직진출 중국

끌레몽뜨 끌레몽뜨 2002 직진출 중국

리드마크 안지크 2006 직진출 중국

린컴퍼니 케네스레이디 2006 직진출 대만,중국

마담포라 L&L 2000 직진출 미국,중국

보끄레머천다이징
W. 2004 직진출

중국,대만,

베트남,홍콩

온앤온 1999 직진출 중국

세미어패럴 요하넥스 2005 중국

세정 앤섬 2004 직진출 중국

신원
베스띠벨리 2004 중국,대만

Si 2004 중국

C&K inc 카렌 2007 중국

아비스타 탱커스 2005 직진출
중국, 이태리,

캐나다, 일본 등

이랜드

스코필드 1994 현지법인 중국

데코 1994 현지법인 중국

프리치 2007 현지법인 중국

에스지위카스 a.b.f.z 2004 직진출 중국

더휴컴퍼니 보니 알렉스 2007 직진출 중국

MG글로벌 랑시 2000 직진출 중국

YK038
YK038 2004 중국

사틴 2004 중국

예신퍼슨스 허스트 2006 직진출 중국

우진인터라인 블룸스버리 2004 직진출 중국

동오 앙페르 2000 현지법인 중국

제이에이치코오스 미니멈 직진출 중국

톰보이 톰보이 2003 중국

한섬
시스템 2006 직진출 중국

SJSJ 직진출 중국

형지어패럴 카텔로 2006 직진출 중국

진서 보티첼리 2007 중국

I.D. Look 레니본 2007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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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캐주얼 브랜드 중국진출 현황 

복종 회사명 브랜드명 진출시기 진출형태 진출국가명

캐

주

얼

더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릿지 2006년 직진출 중국,홍콩

베이직하우스 2004 직진출
중국,홍콩,

사우디 등

동광인터내셔날 지피지기 2005 직진출 중국

더휴컴퍼니

CRUX 2007 직진출 중국

D-pulse 2007 직진출 중국

어스앤뎀 2007 직진출 중국

U.G.I.Z 2007 직진출 중국

SK네트웍스 아이겐포스트 2005 직진출 중국

이랜드
이랜드 1994 현지법인 중국

티니위니 2004 현지법인 중국

에이션패션 폴햄 2007 라이센스 중국

연승어패럴 클라이드 2002 직진출 홍콩,중국,대만

예신퍼슨스

마루 2004 라이센스 중국

ONG 2001 라이센스 중국

코데즈컴바인 2006 직진출 중국

노튼 2006 직진출 중국

뱅뱅어패럴

뱅뱅 2004 직진출 중국

라이츠21 2003 직진출
중국,폴란드,

에콰도르 등

지에스지엠 체이스컬트 2000 직진출
중국,베트남,

뉴질랜드,호주 

지엔코
써스데이

아일랜드
2004 직진출 중국

행텐코리아 에이치앤티 2006 라이센스

중국,시리아

중국,러시아,

두바이

아비스타 BNX 2005 직진출
중국, 이태리,

캐나다, 일본 등

YK038 흄 2006 직진출 중국

<표 3> 의복 스타일

의복 스타일 빈도 퍼센트(%) 합계

캐주얼 스타일

(casual style)

스포츠 캐주얼 147 16.3
628

(69.7%)
진 캐주얼 409 45.4

캐릭터 캐주얼 72 8

포멀 스타일

(formal style)

클래식 87 9.7 272

(30.3%)페미닌 18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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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 캐주얼 <그림 2> 7부 진팬츠와 부츠 <그림 3> 스포츠 캐주얼

<그림 4> 캐릭터 캐주얼 <그림 5> 클래식 스타일 <그림 6> 페미닌 스타일

  2. 의복 아이템에 따른 분석

  의복 아이템에 따른 분석에서는 총 900명의 의복

을 상의와 하의로 나눠서 분석하였는데, 상의의 경

우에는 가을에는 외투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

대로 겨울은 대부분 외투를 입어 안에 입은 의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분류 시 가장 외

부에 보이는 의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상

의는 파카/패딩 32.3%(291명), 점퍼 31%(279명), 

티셔츠 16%(144명), 재킷 7.5%(67명), 블라우스 

5.4%(49명), 모직코트 4.6%(41명), 니트 3.2%(29

명)로 나타났다.(표 4참조) 특히, 파카/패딩과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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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32.3%와 31%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어 활동과 취급에 편한 캐주얼을 즐기는 대련 여성

들의 선호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점퍼는 여

름부터 늦겨울까지 가장 즐겨 착용되는 상의로 분석

되어 45.4%에 달하는 캐주얼 스타일의 비중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그림 7참조) 파카/패딩 또한 다양

한 스타일과 길이, 색상으로 연령대에 구분 없이 고

루 입혀지고 있었으며 청바지와 착용되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나 스커트나 7/8부 팬츠 등과도 코디네이

션 되는 경우도 자주 보여져서 하의의 종류에 상관

없이 중국 대련의 가을/겨울에 가장 선호되고 있는 

외의임이 나타났다.(그림 9참조) 이는 동북지역이라

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한 재킷은 <그림 8>처럼 가죽 소재를 사용한 경우

가 많았는데 이 역시 북쪽이라는 지리적, 기후적 이

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의의 경우는 스커트와 팬츠로 나누어 분석하였

는데 팬츠는 전체의 91.8%(826명)로 압도적으로 많

았고, 스커트는 전체 하의 중 8.2%(74명)로 나타났

다. 팬츠 종류로는 크게 스트레이트, 벨보텀, 카고, 

반바지, 7/8부, 9/10부로 나누었는데 반바지, 7/8부, 

9/10부의 경우는 앞의 세 가지(스트레이트, 벨보텀, 

카고)의 종류에 속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는 스타일

의 팬츠들을 길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팬츠

의 종류로는 스트레이트가 78.4%(648명)으로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벨보텀 

10.9%(90명), 9/10부 5.0%(41명), 카고 2,9%(24

명), 7/8부 2.4%(20명), 반바지 0.4(3명)의 순이었

다.(표 5참조) 이 중 스트레이트와 벨보텀의 경우는 

대부분 청바지로 대련 여성의 청바지 선호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는데, <그림 7, 8>처럼 

전반적으로 슬림한 라인으로 몸에 피트되게 착용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착용자의 대부분은 

스니커즈와 함께 캐주얼 스타일로 코디네이션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길이의 바지들이 착용되

고 있었는데 7/8부, 9/10부 바지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특히 중국 대련 지역에서 계절마다 자주 보

여지는 아이템으로 가을/겨울에는 주로 부츠와 함께 

코디네이션되고 있었다. 

  스커트의 종류로는 A-라인스커트 51.3%(38), 플

리츠스커트 25.7%(19), 플레어스커트 12.2%(9), 세

미 타이트스커트 8.1%(6), 타이트스커트 2.7%(2) 

순으로 나타났다. 스커트의 길이는 미디/무릎길이 

75.7%(56명), 미니 18.9%(14명), 맥시5.4%(4명)의 

순서로 많이 착용되고 있었다.(표 6, 7참조) 연령층

이 낮을수록 맥시보다는 무릎길이나 미니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 소재나 플리츠스커트 스타

일의 스쿨걸 룩(그림 5, 10참조)이 많았으며 맥시의 

경우에는 A-라인스커트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스커

트를 착용한 여성의 대부분은 부츠나 운동화를 함께 

착용하고 있었고, 하의는 스커트를 입었으나 상의는 

점퍼나 파카/패딩을 입어 전체적인 스타일은 캐주얼

하게 연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페미닌 스타일이

나 클래식 스타일에 착용된 스커트의 경우에는 무릎

길이의 타이트스커트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4> 상의 아이템(%) 

 

<표 5> 팬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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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커트의 유형(%) <표 7> 스커트의 길이(%)

<그림 7>트레이닝 
점퍼와 부츠컷 청바지

<그림 8>가죽 재킷과 
스트레이트 청바지

<그림 9>무릎길이의 패딩 
코트와 부츠

<그림 10> 플리츠 
스커트와 부츠

  3. 의복 색에 따른 분석

  의복 색에 따른 분석의 결과, 상의는 빨강계열 

21.8%(196명), 흰색 21.6%(194명), 검정 16.4% 

(148명), 노랑계열 10%(90명), 베이지계열 9.3%(84

명), 녹색계열 7.9%(71명), 파랑계열 6.3%(57명), 

브라운계열 3.6%(32명), 회색계열 1.9%(17명), 기

타 1.2%(11명)로 나타났다.(표 8참조) 기타에는 여

러 색이 혼합되거나 문양이 있는 직물이어서 주조색

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하의도 이와 

같다. 흰색의 상의는 티셔츠부터 블라우스 점퍼, 파

카/패딩까지 다양한 아이템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파카/패딩의 경우 핑크나 레드를 포함하는 빨강계열

의 비중이 높다. 이는 붉은색을 선호하는 중국인 특

유의 색채선호 경향과, 따듯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흰색, 

회색, 검정 색을 포함하는 모노톤이 강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행색보다는 안정적인 기본색상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인 가을/겨울

의 선호색상 경향과도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모노톤을 제외한 나머지 색의 선호를 살펴보면 한국

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비드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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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색의 분포가 넓어 다양한 비비드 톤을 선호함

을 알 수 있었다. 

  하의는 검정 40.8%(367명), 파랑계열 37.7%(339

명), 회색계열 4.6%(41명), 흰색 4.3%(39명), 브라

운계열 3.7%(33명), 빨강계열 3.7%(33명), 베이지

계열 3.0%(27명), 녹색계열 1.3%(12명), 노랑계열 

0.6%(6명), 기타 0.3%(3명)으로 분석되었다.(표 9참

조) 하의의 아이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이 팬츠이며, 이 중 <그림 11, 12, 13, 14>처럼 다

양한 디자인의 검정색 팬츠와 블루진이 대다수를 차

지하기 때문에 검정과 파랑계열의 비중이 현저하게 

<표 8> 상의 색상(%) <표 9> 하의 색상(%) 

<그림 11>
빨강계열의 상의 

<그림 12> 
흰색계열의 상의

<그림 13>
검정계열의 하의

<그림 14>
파랑계열의 하의

높았다. 상의에서는 흰색과 빨강계열의 선호도가 높

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의에서는 검정과 파랑계열

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의복의 구매 시 상의

와 하의의 색상의 선호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색상의 선호도 분포를 보

면 하의보다 상의의 색상이 더 골고루 선호되고 있

어서 하의보다는 상의의 색상 선택의 폭이 넓게 나

타났다.

  이 외에도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캐주얼 스타일의 

높은 비중과 함께 잘 매치되는 캐주얼 스타일의 숄

더백 혹은 끈이 긴 백을 크로스 형태로 착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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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매우 많았으며, 가방의 소재도 가죽보다는 패

브릭, 합성피혁과 같은 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클래식이나 페미닌 스타일의 경우에는 여성스

러운 이미지의 핸드백이나 토트백의 형태가 주로 나

타났다. 신발은 캐주얼 스타일에는 스니커즈와 부츠

가 대부분이었으며 페미닌 스타일이나 클래식 스타

일의 경우 펌프스와 부츠가 함께 나타나서 2006 가

을/겨울에 중국 대련 여성들은 의복 스타일과 무관

하게 부츠를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Ⅳ. 요약 및 결론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은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지역으로 현재 중

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북공정과 맞물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

국 및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대련을 중심으로 한 패션산업은 매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현재 북방의 패션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대련의 패션 수준은 매우 높다. 이러한 패션시

장에서 한국 패션브랜드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 보고 

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 중 하나로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06-07년 F/W 시즌 대련에서 선호되는 여성 스

트리트 스타일 분석의 결과, 총 관찰대상 900명중 

진 캐주얼 45.4%(409명), 스포츠 캐주얼 

16.3%(147명), 페미닌 20.6%(185명), 캐릭터 캐주

얼 8%(72명), 클래식 9.7%(87명)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관찰대상의 대부분이 캐주얼 스타일에 속해 있

어서 동북 지역의 소비자들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의복 소비경향을 보이고, 의류제품 구매 시 착용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선행연구 결과 

및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의복 아이템에 따른 분석에서는 분류 시 가장 외

부에 보이는 의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분석결과 

상의는 파카/패딩 32.3%(291명), 점퍼 31%(279명), 

티셔츠 16%(144명), 재킷 7.5%(67명), 블라우스 

5.4%(49명), 모직코트 4.6%(41명), 니트 3.2%(29

명) 순이었다. 특히, 파카/패딩과 점퍼는 각각 

32.3%와 31%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활동과 

취급에 편한 캐주얼을 즐기는 대련 여성들의 선호도

를 잘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아

이템들은 다양한 스타일과 길이, 색상으로 연령대에 

구분 없이 고루 입혀지고 있었으며 청바지와 착용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동북지역이라는 지리

적 위치에 따른 기후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의의 경

우, 팬츠는 전체의 91.8%(826명)로 가장 많았고, 스

커트는 8.2%(74명)로 나타났다. 팬츠 종류로는 크게 

스트레이트, 벨보텀, 카고, 반바지, 7/8부, 9/10부로 

나누었다. 팬츠의 종류로는 스트레이트가 78.4% 

(6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벨보

텀 10.9%(90명), 9/10부 5.0%(41명), 카고 2,9% 

(24명), 7/8부 2.4%(20명), 반바지 0.4(3명)의 순이

었다. 이 중 스트레이트와 벨보텀의 경우는 대부분 

청바지로 대련 여성의 청바지 선호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었는데, 전반적으로 슬림한 라인으

로 몸에 피트되게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착용자의 

대부분은 스니커즈, 부츠 등과 함께 캐주얼 스타일

로 코디네이션하고 있었다. 스커트의 종류로는 A-라

인스커트 51.3%(38), 플리츠스커트 25.7%(19), 플

레어스커트 12.2%(9), 세미-타이트스커트 8.1%(6), 

타이트스커트 2.7%(2) 순으로 나타났고, 스커트의 

길이는 미디/무릎길이 75.7%(56명), 미니 18.9%(14

명), 맥시5.4%(4명)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연

령층이 낮을수록 맥시보다는 무릎길이나 미니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 소재나 플리츠스커트 

스타일의 스쿨걸 룩이 많았으며 맥시의 경우에는 

A-라인스커트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스커트를 착용

한 여성의 대부분은 부츠나 스니커즈를 함께 매치하

여 보온성을 높임과 동시에 캐주얼한 스타일로 마무

리하고 있었다.

  의복 색에 따른 분석의 결과, 상의는 빨강계열 

21.8%(196명), 흰색 21.6%(194명), 검정 16.4% 

(148명), 노랑계열 10%(90명), 베이지계열 9.3%(84

명), 녹색계열 7.9%(71명), 파랑계열 6.3%(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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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계열 3.6%(32명), 회색계열 1.9%(17명), 기

타 1.2%(11명)로 나타났다. 흰색의 상의는 티셔츠부

터 블라우스 점퍼, 파카/패딩까지 다양한 아이템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파카/패딩의 경우 핑크나 레

드를 포함하는 빨강색 계열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붉은색을 선호하는 중국인 특유의 색채선호 경향과, 

따듯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

체적으로 보면 모노톤이 강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행색보다는 안정적인 기본색상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의는 검정 40.8%(367명), 파랑계

열 37.7%(339명), 회색계열 4.6%(41명), 흰색 

4.3%(39명), 브라운계열 3.7%(33명), 빨강계열 

3.7%(33명), 베이지계열 3.0%(27명), 녹색계열 

1.3%(12명), 노랑계열 0.6%(6명), 기타 0.3%(3명) 

순으로 분석되었다. 하의의 아이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팬츠이며, 이 중 다양한 디자인

의 검정색 팬츠와 블루진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

에 검정과 파랑계열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다. 또

한 전체적인 색상의 선호도 분포를 보면 하의보다 

상의의 색상이 더 골고루 선호되고 있어서 하의보다

는 상의의 색상 선택의 폭이 넓게 나타났다. 

  이 외에 액세서리의 경우, 캐주얼 스타일의 숄더

백 혹은 끈이 긴 백을 크로스 형태로 착용하는 경우

가 매우 많았으며, 가방의 소재도 패브릭, 합성피혁

과 같은 소재가 많았다. 반면 클래식이나 페미닌 스

타일의 경우에는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핸드백이나 

토트백의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신발은 캐주얼 스

타일에는 스니커즈가 대부분이고 다음으로는 부츠가 

많았으며 페미닌 스타일이나 클래식 스타일의 경우 

펌프스와 부츠가 함께 나타나서 중국 대련 여성들은 

의복 스타일과 무관하게 부츠를 매우 선호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 중국 대련 여성들은 주로 편안한 

단품코디 위주의 캐주얼한 스타일과 화려한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경향과는 

다른 개성적인 요인으로 대련의 여성들이 아직은 세

계적인 트렌드에 민감한 스타일보다는 기후와 지역

에 바탕을 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을 추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지형적 특성상 각 지역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스타일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중국도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와 문화를 위시한 

국가발전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후 중국의 패션스타일 또한 세계적 트렌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와 중국 

패션시장의 성장 속에서 한국 의류업체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의 일환으로 동북지역의 패션 경향을 파악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지역과 시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 패션의 각 

지역별, 계절별 스타일 경향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패션경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마

련하고, 나아가 중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

향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한국 패션의 중국 

패션시장 진출 시의 제품이나 디자인 개발 방안 등

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한국패션 업체

의 중국 진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계획적인 

시장접근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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