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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o change in the Chinese women's clothing according to the inflow of 
Western cul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s for the research method, both literature and visual data are 
review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ep of transition in clothing by period followed beginning stage, adopted sta응e, early developed stage, fully 
developed stage, and static stage. Fully developed stage showed a perfect compromise while being applied to Chinese 
costume with being introduced a three-dimensional cutting method of western clothing even to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o the appearance. Design elements from western clothing are as follows. The transition of silhouette is box 
silhouette, trapeze silhouette, shift silhouette, and fitted silhouette. In detail and trimming, tailored, band, convertible, 
shirts collar and zigzag, scallop, camisole neckline and puff, cap sleeve and flounced, bell shaped cuffs and western 
button, zipper, etc. are adopted.

Finally, the Chinese modem style are formed by accepting and transforming the western clothing based on the 
traditional Chinese clothing.

Key words: traditional Chinese 신여hing（중국 전통복）, Chinese contemporary dress（중국 현대의상）, 20th century 
fashi아?（20세기 패션）, 치파오（Qipao）, Chinese women's clothing（중국 여성복）.

I. 서 론

중국의 20세기 전반기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입에 의한 피동적인 서구 문화 유입기라는 의미에 

서 중국이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 및 서구사회로 넘 

어 가는 과도기 적 특징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시 점으 

로 복식에 있어서도 중국 전통복식 문화가 서구 복 

식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중국 복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청나라 시기까 

지의 복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으며, 중국의 근대화 혹은 현대화 과정의 복식을 대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 특별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f 교신저자 E-mail : khlee@swu.ac.kr
1）張竟琼，西服束漸,（合肥：安徽美術出版社，2002）,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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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는 “근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접 

변에 따른 전통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2）와 “근대 중 

국 복식의 철학적 분석''3）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서구 문화 

가 중국에 유입됨에 따라 중국 복식의 과도기적 특 

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중국 여성복의 시대적 변 

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에 서구 문화가 

중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중국 전통 여성복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대별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세기 전반기 중국 여성복의 

조형 변화를 형태, 디테일, 트리밍 및 문양의 디자인 

요소로 나누어 수용 • 변화되는 과정과 특징에 관하 

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서구적 패션 

디자인의 요소가 중국 여성복에 어떻게 응용, 발전 

하여 현대적인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밝 

혀냄으로써 중국 여성복의 현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범위는 서구 열강의 침입이 

본격화되어 청조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1900년부터 

1949년 사회주의 국가인 신중국이 성립되기 이전까 

지인 20세기 전반기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의 방법은 역사, 사상, 문화 및 복식 관련 국내외 

논문 및 전문 서적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이와 

같은 문헌에 실린 사진 및 그림과 여성 잡지 및 광 

고, 홍보용 달력과 기타 인터넷의 시각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인 요소는 선과 실루 

엣 및 디테일을 포함한 형태와 색채, 소재 및 문양으 

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물 자료가 아닌 

사진 또는 그림 자료를 활용한 관계로 정확한 색채 

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형태와 문양만을 분석하 

였다. 현재 국내 패션 시장이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 

하고 있어 중국의 현대 여성복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동 • 서 

절충적 형태로 발전해 가는 중국 여성복의 근 • 현대 

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중국의 여성복 

및 패션 시장을 좀 더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n. 이론적 배경

1.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정치 • 사회적 배경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조는 서구 열강과의 전쟁 

에서 계속 패배를 겪게 되고 1901년 청조 정권은 완 

전히 서구인의 조정으로 변하게 되면서 중국은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었다. 열강의 침략이 격화되고 

서구 무기의 우수성을 깨달은 청조는 서구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I860년대 

초부터 근대적 개혁운동인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전 

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서구의 과학 기술만을 받아들여 나라 

를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정치 • 사회적인 모순은 개 

혁되지 못하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개혁은 

수포로 돌아갔다. 20세기 초，양인의 조정，으로 된 

청조가 열강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기 '보전，을 위한 

개량 정책으로 신정을 실시하여 행정 개혁, 군대의 

개혁, 경찰의 신설, 재원의 확보, 교육제도의 개혁, 산 

업 진흥 정책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하였다 

4）, 1911년 2,000여 년의 왕조 지배 체제를 타파하고 

아시아 최초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룬 신해 

혁명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1912년 민주주의 공화국 

인 중화민국이 성립되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서 공포한 정책의 주된 내용은 아편의 재배 및 흡입 

금지, 여성의 전족 금지, 가혹한 형벌의 금지, 인신매 

매의 금지, 도박의 금지, 천민 신분의 해방 등 이었으 

나, 그대로 실행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혁을 진행하려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정치적 근대화 외에도 경제적 근 

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외세에 의해 설립된 각종 

철로, 전기, 운수, 무기 공장 등 상공업의 발달과 상 

해와 같은 소비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 인구가 급 

속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르는 도시 문제 즉, 노동의

2） 성희진, “근대이후 한국과 중국의 문화접변에 따른 전통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2）.
3） 권태순, 김향선, “근대 중국 복식의 철학적 분석”, 인하대학교 논문집 29집 （2006）.
4） 姬田光義 外 小島淑南, 편집부 옮김, 중국근현대사■: 아편전쟁에서 1982년까지, （서울: 일월서각, 1997）, pp. 

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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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수입, 소비, 문화, 의료 등과 같은 문제가 해소 

되지 않은 채 공업화,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1918년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구민주주의 에서 벗어나 신민주주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상공업 외에 모직물, 메리야 

스, 유리 등 각종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민족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1920년대에는 민족산업의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호황을 누렸다. 중국인의 구매 

력이 증가했고 소비생활도 향상되었으며,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어 1919년 5 • 4운동이 일 

어났고, 이 운동은 신문화 운동 전개의 기반이 되었 

다. 신문화 운동은 계몽 잡지인「신청년」이 발간되 

면서 널리 퍼졌는데 주된 내용으로 서구 근대의 사 

상, 과학, 그리고 문학이 중국에 빛을 비춰주는 것으 

로 소개되었고 전통적인 것은 대체로 부정되었다. 또 

한 남녀의 성적 차별을 지적하여 여성의 자립을 주장 

하였으며 서구의 여성관을 본받아 여성이 남성의 인 

형임을 부정하라고 호소하였다.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저）, 문화의 모든 면에서 근대로부터 현대로의 전환 

을 맞이하면서 민중의 의식도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 

럼 중국 국내에 민족적 자각이 고양되면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러한 운동은 1939년 세계 제2차 대 전의 민주 노선과 

사회주의노선의 양대 대결의 영향을 받아 중국 국내 

의 민주주의 노선의 국민당과 사회주의 노선의 공산 

당의 대결로 치닫게 되었고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승리를 이끌면서 중국은 신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체 

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2. 중국의 서구 문화 유입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서구 문화 유입은 16〜 17세 

기 명대 중엽부터 펼쳐진 천주교 선교사들의 적극적 

인 중국 포교 활동으로 인해 서구에 관한 지식이 중국 

에 전해지면서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대에 이르러 서 

구 과학 기술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지식인 

에게 한정되어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 

과 서구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서구 

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문 

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후 서구인에 의해 군사 공 

장 및 철로' 전화, 전신 등이 가설되었으며, 중국인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서구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부족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구의 과학, 군사 기술 

이외에 정치 제도 및 철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부문 

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 

의 선진적인 사회, 정치, 법률 제도 및 뛰어난 사회과 

학 이론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서구식 교육 

제도의 도입과 영문 간행지의 발행 및 번역에 힘썼 

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유학과 신문 잡지의 간행을 

통해 한층 효과적 인 방식으로 서구 문화에 대 한 전달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서구인 거주지 

인 서구광장（洋場）（그림 1）이 생겼으며, 이곳에서 중 

국인들은 서구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상 

해, 홍콩 또는 기타 도시의 서구광장 내에 설립된 일 

부분의 건물, 오락, 교육, 병원, 교회, 묘지 등을 서구식 

으로 개발하여 서구 광장 내에서의 외국인과의 자유무 

역이 성행하게 되었고, 파티 등 외국문화를 직접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1910년 청대의 무 

너짐과 동시에 1912년 서구식 제도를 모방한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탄생可하면서 서구의 과학기술

〈그림 1〉서구광장, 中國老广吿, p. 250.

5) Ibid., pp. 161-216.
6) Edwin E. Moise, Modern China, (London & New York: Longman, 1986),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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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치 제도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서구의 문화 

사상, 윤리, 도덕 즉 의식 형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수 

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구 문화의 전 분야에 대한 수 

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대중 매체의 발달과 전파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서구 문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접 

할 수 있게 되었다. 1908년 이태리인에 의해 상해에 

처음 영화관이 생긴 것을 비롯하여 1877년부터 1949 
년 사이에 출판된 화보집만 800여 종에 이르는 등" 

다양화된 전달 매체에 의한 서구 문화 유입은 급속도 

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민국 초기에 중국 사 

회 전반에 걸쳐 서구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고, 1919년 

이후에는 학생과 상인,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조의 현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5 • 4운동이 일어 

나면서 보다 발전된 서구 문화 유입과 함께 현대화된 

중국 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현대식 중 

국 사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더욱 발전된 서구의 기술 

과 문화를 중국에 빠르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으 

며, 이에 국제적 도시로 성장한 상해에서는 서구 문화 

를 빠른 시일 내에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외부 전쟁 및 내 

부 전쟁이 가속화 되고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된 중국은 서구 문 

화의 유입을 단절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되 

었다.

3. 청대 여성복의 기본형

청대는 만주족이 건립한 국가로 중국의 최후 왕조 

이다. 따라서 만주족과 한족이 300여 년간 함께 지내 

면서 자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한족과 만주 

족의 의복이 혼합된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8）. 평상복 

으로 만주족 여자들은 포（袍） • 삼（衫）, 한족 여자들 

은 오（襖沪 • 군（裙）顺을 많이 착용하였다. 이 외에 마 

괘（馬褂） • 배심（背心） • 고（袴广） 등도 착용하였는데, 

남자용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소재, 색상, 가장자리 

장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포”）는 본래 만주족의 유목생활의 특성상 기마 

에 사용하던 의복으로 초기에는 소매가 좁고, 몸에 

비교적 밀착되며 장식도 간단하였으나, 청대 사회가 

안정되고 부유해지면서 장식적이고 화려한 모습으 

로 변하였으며, 한족의 영향을 받아 넓은 포 형식의 

방형（方形）으로 바뀌게 되었다. 길이는 발목길이 혹 

은 발을 덮는 길이이며 초기에는 칼라가 없었으나 

나중에 입령（立領: stand collar"〉）식의 칼라가 나타 

나면서 후대에는 칼라의 높이가 더 높아지기도 하였 

다. 또한, 깃 모양에 따라 입령（立領）, 무령（無領）, 

직령대금（直領對襟广）으로 나누어진다. 기포의 소 

매는 소매통의 너비에 따라 대수（大袖）, 착수（窄袖） 

로 나누어지고, 소매길이에 따라 장수（長袖）, 반수 

（半袖）, 무수（無袖）로 나누어진다. 기포는 곤변（滾 

邊: binding, piping'®）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남자의 

옷과 구분하였고'', 반뉴（盤紐: Chinese frog button181） 

라고 하는 매듭단추를 사용하여 여몄으며, 의복에 화 

려한 자수를 놓았다切 기포는 안에 입는 옷인 '친' 

（襯）과 겉에 입는 옷인 '창'（擎）으로 이루어진다. 친

7） 丁守如，辛亥革命時期刊介紹弟4集，（人民出版社，1986）, p. 656.
8） 周飛，高春明，中國歷代服飾,（上海：學林出版社，1983）, p. 262.
9） 오（襖）, [ao], full jacket: 상의로, 초기에는 소매가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길고, 품이 넉넉한 형태였다. 양 

옆에는 트임이 있고, 가장자리에 넓은 선을 둘렀다. 그러나 갈수록 길이와 품이 줄어든다. 홍나영, 아시아 

전통복식, （서울 교문사, 2004）, p. 45.
10） 군（裙）, [qun], pleated skirt: 오（襖）와 함께 입었던 하의로, 차츰 길이가 짧아지고 형태와 장식도 단순해졌 

다. 청대 중기 이후 백습군（百褶裙）과 같은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홍나영, Op. cit., p. 45.
11） 고（袴）, [ku], loose - wide trousers: 서민증 부녀자들이 주로 착용하였는더】, 청 후기에는 대부분의 계증에 

서 고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홍나영, Op. cit., p. 42.
12） 홍나영, Op. cit., pp. 41-42.
13） 기포（旗袍）, [qipao]: Chinese Dress, Mandarian robe로 치파오（qipao）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만주 

족 여자들을 기녀（旗女）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하였다.

14） 王傳銘，漢英服裝服飾詞匯,（上海：紡織大學出版社，2002）, p. 318.
15） 임영미, 내외의 몽고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그 복식제도, （서울: 경춘사, 1992）, p. 789.
16） 王傳銘，漢英服裝服飾詞匯,（上海：紡織大學出版社，2002）, p. 83.
17） 周飛，高春明，Op. cit., p. 263.
18） 중국식 발음은 판니유[panniu]이며 끈으로 엮어서 만드는 매듭단추를 말한다. Ibid.,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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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대 기포의 기본형, 中西方女裝造型比較 p. 58.

은 원령（圓領）으로 직선의 곧은 소매와 다섯 개의 

매듭단추를 사용하고 곤변에 자수 장식을 하였으며 

발목길이를 이룬다. 여름철에는 친 하나만 착용하기 

도 하였다. 창은 친과 비슷하나 좌우에 트임이 있으 

며, 친 위에 착용하였다. 기포는〈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직선 

재단을 사용하였으며, 앞 뒤 몸판의 구분이 없고 어깨 

와 진동둘레에 솔기선이 없이 몸판과 소매가 하나로 

재단되었다. 또한, 전체구성에 있어 어깨와 소매, 몸통 

이 모두 직선형태이며, 여밈은 대금（大襟, front open- 
ing2°））식과 우임（右衽）식 두 가지로 우임식의 경우 

곡금（曲襟）, 비파금（琵琶襟）公으로 보여진다. 여밈 방 

식으로 매듭단추인 반뉴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역 

할 외에 장식적인 역할도 하였다. 평면적 구성의 속 

성상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측 또는 좌우 양쪽 

에 트임을 말하는 개차<開衩）를 넣었다"）.

m. 중국 여성복의 시대별 특징

1. 태동기（1840〜1910년 양무운동기）

1840년 중국은 서구와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 

로써 청 왕조가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인들은 서 

구식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나라를 구하고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양무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구 

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었고, 중국은 자의가 아닌 타의 

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면서 국제사회에 들어갔지만, 

서구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극히 제한a되었다 뿐 

만 아니라 청 말 중국이 처하였던 당시 사회는 정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 사상의 전래로 가 

치관 및 사상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복잡하였다 이러 

한 근대화의 전개에 따라 중국의 의복제도도 필연적 

으로 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즉, 강유위（康有 

爲）2"는 1898년「단발역복개원절（斷髮易服改元折）」 

이라는 책에서 “황제는 단발을 하고 서구식으로 의 

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천하가 동시에 단발을 하 

고, 이로써 국민들과 관리들도 서구식으로 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개역서장（改易西裝）'을 주장 

하였다. 또한, 오정방（伍廷芳）과 같은 개혁가들은 '변 

복（變服），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청 말의 혼란스런 

정세와 더불어 수천 년 전해 온 의복 제도에 대한 규 

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양무관원들은 서 

구 전문인의 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을 파견하고 

제복과 서구의 군사적 무기를 갖춘 신식 군대를 창 

설하면서 서구식 의복을 뜻하는 '양복（洋服）'이 중국 

인에게 소개됨으로써 중국의 전통복에 변화가 시작 

되었다.

의복의 형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 

과 같이 청대의 품이 넓고 소매가 큰 '관의대수（寬衣 

大袖）'가 청 말에는〈그림 4〉와 같이 품이 좁아지고 

굽이 높은 전족을 가리기에 충분한 긴 길이로 변하였 

다. 또한, 기포의 곤변에 화려하고 넓게 자수를 장식 

하는 대신 자수가 없는 넓은 띠의 형태로 장식을 대 

신하거나 서구의 장식을 부착하기도 하였다.

19） 上海辭書出版社，中國衣冠服飾大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96）, pp. 197-198.
20） E傳銘，Op. cit.t p. 126.
21） 高春明，中國服飾名物考,（上海：上海文化出版社，2001）, p. 567.
22） 藏迎春，Op. cit., p. 49-57.
23） 신승충卜, 근대 중국의 서양인식, （서울: 고려원, 1985）, p. 145.
24）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변법, 개량을 요구하는 일파가 형성되었으며, 그 일파의 지도자가 강유위이 

다. 그는 변법（變法）, 부국（富國）, 양민（養民）, 교민（敎民）을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강화에 직면 

하여 대응하였다.

25） 張竟琼，中外服裝史對覽’（上海：紡織大大學出版社，2000）.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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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동기 복식, 1900s, 中國歷代服飾, p. 316.

2. 유입기（1911〜1918년 신해혁명기）

1911년 신해혁명 이후의 1910년대 중국은 중앙정 

치 관료 사회가 무너지고 서구식 제도를 본 뜬 공화 

국이 탄생하면서 의복의 제도 역시 서구식으로 새롭 

게 개편하였던 시기이다. 1910년대의 중국은 전 시 

대의 중화중심 사상에서 벗어나 서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논쟁이 대두되면서 의복에도 큰 변화 

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자유와 개인 성향이 

고취되었고 지식층 남성들 사이에서는 교육 받지 않 

은 여성과 결혼하지 않는 등 전문지식 잡지들이 여 

성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연애와 독신 

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짧은 머 

리를 하고 심지어는 가슴을 없애자는 과장의 문구가 

존재했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보이는 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2, 신해혁명 때 “정부 

관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은 형식의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천 년을 이어 

온 의복의 제도 및 규제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1912년 중화민국 원년에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여성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의는 무릎길이이 

며, 중국식 스탠드 칼라인 입령（立領: Chinese collar） 

과 전통식 매듭단추를 일컫는 반뉴（盤紐: Chinese frog 

button）가 달려 있다. 그리고 앞여밈 부분인 대금（對 

襟: front opening）4 밑단 양 옆에 트임이 있으며, 곤 

변에 자수가 놓여 있다. 또한, 하의는 자수가 들어간 

마면군”）을 입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 

세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하진 않았 

으므로, 규율을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칼라의 높 

이가 귓불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거나 상의가 무릎을 

많이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짧아지기도 하였다. 또 

한, 당시의 유행을 따라 멋스럽게 칼라에 모피를 댄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정식 연회자리에서 

착용해야 할 남녀 정장의 형태와 착장 방식을 소개한 

책에 여성의 예복 부분을 살펴보면 상의는 무릎길이 

이며, 소매는 손등에 닿는 길이이고, 칼라의 좌우로 

중심을 따라 대금이 있으며, 대금의 밑단 양 옆에 트 

임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하의인 예복치마 

는 앞과 뒤의 중심부를 밋밋하게 하고 그 양 옆으로 

간격을 맞춘 선을 넣었으며, 허리선 양 옆에 끈을 단 

마면군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복 

은 서구식 모자와 구두를 같이 착용해 야 한다湖고 설 

명하고 있다（그림 5）. 여기서 상의란 발목길이의 기 

포 길이가 무릎길이로 짧아진 형태인 오를 말하며, 

하의는 마면군 또는 일자형의 바지를 가리키며 이러 

한 차림을 문명신장（文明新裝: Modern dress）（그림 

6）이라고 하였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문명신장은 

몸에 꼭 끼는 하이네크의 상의에 긴 치마나 바지를 

입으며 의복의 장식이 비교적 보수적인 특징勁을 지 

니고 있다. 이 문명신장에 대하여 혁명가 Jin Tianhe 

는 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26) Valerie Steele, China Chic, (London: British library, 1999), p. 135.
27) 마면군(馬面裙)은 청대복식인 백습군이 변형된 것으로 앞부분이 평평한 A라인 스커트 형태이다.

28) Valerie Steele, Op. cit., p. 45.

666



제 16 권 제 4호 조영 란•이금희 73

〈그림 5> 여성복식 의 착용에 관해 언급한 책, Chinese 
Clothing, p. 99.

《그림 6> 유입기 문명신장의 복식, 1915, Chinese Clothing, 
p. 103.

없으나, 혁신적인 변화인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돌 

출시키는” 유럽 패션의 영향을 받았다现. 고 조심스 

럽게 밝히고 있다. 또한,「서복동진（西服東漸）」의 

저자 장경경（張竟琼）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 

지만 문명신장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의복洵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명신장의 등장으로 서구식 의복의 형태를 따라 

기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기포와 함께 하의를 입기 

시작하였고, 서구 여성복의 몸에 밀착되는 외형을 모 

방한 상의인 오를 착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전통식 평면 재단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 

슴, 허리, 엉덩이의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 

았다. 곤변도 태동기보다 더 좁아졌으며 가는 띠를 

두른 것 같은 형태를 띠거나 자수 대신 레이스를 덧 

대기도 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문명신장은 

서구식 액세서리인 손목시계와 브로치를 달고 하이 

힐 가죽 구두와 서구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서 

구 문화를 아는 신여성임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3. 발전기（1919〜1929년 5 • 4 운동 이후의 1920 
년대）

1919년의 5 • 4 운동을 중국 현대화의 기점으로 간 

주하듯이 1920년대는 의복의 서구화 혹은 현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즉, 

1920년대는 상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성행하면서, 유 

럽식 커피숍, 전기, 전등, 기차, 자전거, 전화 등 서구 

문물이 생활 곳곳에 자리잡게 되었고, 해외 신문이나 

잡지 광고 등은 이 시기의 의복이 어느 지방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유행으로 보편화되었다. 

또한, 의복이 더 이상 신분의 상징이 될 수 없었고 경 

제적 수준에 따라 누구나 화려하게 장식하여 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5 • 4 운동으로 당시 중국인들의 의식 

에는 서구의 것을 받아들여 강대국이 되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면서 1920년대에는 중국과 서구의 무역 교 

류가 더욱 강조되었고, 중국의 여성복은 이러한 운동 

과 더불어 서구 여성복의 형태를 모방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인들은 의복에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미 

라고 생각했으나 1920년대에는 곡선의 미를 터득하 

게 되어 오의 밑단을 둥글게 처리하고 소매도 벨 슬 

리브의 형태를 보이는 등 중국의 의복에 부분적으로 

서구식 곡선 재단을 사용하게 되었다辺 1920년대 초 

여성복은 신식기포（新式旗袍）（그림 7）라 불리는 의복 

이 등장하였고 상의의 길이가 유입기보다 짧아져 엉 

덩이선보다 짧은 길이의 오와 허리선에 잔주름을 잡 

아 서구의 개더스커트 형태를 띤 군의 착용이 유행하 

였다. 1920년대 말에 이르러 서구식 의복에 나타나는 

인체를 인식한 허리선을 표현하고자 가슴, 허리, 엉 

덩이에 이르는 의복의 옆선을 곡선으로 재단하였다.

29） 張竟琼，Op. cit., p. 15.
30） Steele. Valerie, Op. cit., p. 127.
31） 張竟,琼，西服東漸,（合肥：安徽美術出版社，2002）, p. 44.
32） 藏迎春，中西方女裝造型比較,（中國輕工業出版社，200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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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전기 신식기포, 1921, 西服東漸, p. 20.

1920년대 초에 유행했던 벨 슬리브는 다시 소매둘레 

가 점차 좁아졌으며, 치마 길이는 당시의 서구 스커 

트를 모방하여 무릎길이로 짧아져 여성의 다리가 새 

로운 미적 관심의 대상이 되 었다. 또한, 다양한 서구 

식 디테일 장식과 사물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서구 

식 문양이 의복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의복은 서구 문물과 사상, 의 

식이 생활 전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시기로 

서구에서 들여온 의복의 외형만을 모방하는 변형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구식 재단의 곡선 사용에 따 

라 형태를 변형시키는 발전적 특징을 보이는 시기였 

다.

4. 성숙기（1930〜1938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 

지의 1930년대）

1930년대는 중국 전통복인 기포를 기본으로 서구 

식 의복의 특징이 가미되면서 서구인들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접목되거나, 완전 서구식 의복과 중국 전통 

복이 융합된 새로운 중국의 현대 식 의복의 착용을 보 

이는 시기이다. 이는 중서문화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 

면서, 현대화라는 용어가 1930년대에 중국의 발전 방 

향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화 되고 상해가 동방의 패 

션 중심지로써 국제적 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서 현대식 기포의 형태를 완성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 

문이다. 상해의 유행이 곧 중국 전체의 유행이었을 

정도로 상해는 유행에 민감한 도시였다. 국제적 도시 

로써 상해는 중국 여성의 패션 중심지로 유행의 변화 

가 매우 빠르고 패션신문의 광고와 서구식 원단의 수 

입 및 제조도 빨랐고, 각종 패션쇼와 전시회가 개최 

되었기에 전국 여성복의 변화를 가장 현저하게 간파 

할 수 있는 곳이었다. 1939년 상해 간행신문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상해양식을 배우고, 오고 가며 새로운 

양식을 배웠다. 속담으로 “세 가지 양식을 배우고 나 

면 상해는 이미 또 다른 양식으로 바뀌어 있다.”均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의 상해의 패션 변화는 매우 빠르 

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패션의 특징적 요 

소를 융합하여 만들어진 기포 역시 자연스럽게 상해 

에서부터 전국 각지로 유행하게 되어 점점 그 위치를 

확고히 해갔다. 1930년대 가장 많은 여성들에게 입혀 

진 기포（그림 8）는 서구의 허리와 가슴을 돌출시키는 

입체식 재단으로 만들어졌으나, 차이니즈 칼라, 트 

임, 중국식 우임, 반뉴, 곤변에서 중국 전통복의 특징 

을 함께 지니고 있다*）. 중국식과 서구식이 완전히 

절충된 형태를 이루어 몸에 꼭 맞으면서도 활동에 

편리한 형태로 발전되어, 20세기 전반기의 현대화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 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 

국 여성의 관습과 어울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여성 

에게 가장 보편화된 의복이었고, 일상복 및 예복으로 

모두 입게 되었다. 이처럼 성숙기의 의복은 발전기와 

는 다르게 서구식 의복의 구조적 형태를 이해하여 중 

국 전통복에 서구식 의복의 입체 조형적 구조를 절충

〈그림 8> 성숙기 복식, 1937, 西服東漸, p. 20.

33） 張浩，旗袍,（上海：紡織大學出版社，1999）, p. 11.
34） 배경한, “1930년대 상해의 구성상권과 소비생활,” 중국근대사연구 17집 （2003）, pp. 39-68.
35） 藏迎春，Op. cit., pp. 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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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형시킴으로써 현대적인 새로운 기포의 형태 

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1930년대에는 유행 양 

식이 다양하였고 기계 대량생산이 가능해 지면서 많 

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의복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중 

국식과 서구식 이 절충된 기포가 빠르게 전국 각지에 

전달되어 기포 문화가 찬란했던 시기였다.

5. 정지기（1939〜1949년 신중국 성립 이전까지 

°| 1940년대）

1940년대는 저）2차 세계대전과 1939년의 전 세계 

경제공항은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 국민당 

과 공산당의 계속되는 대립과 일본군관의 침략으로 

중국은 전쟁의 시기, 경제 불황의 시기이다. 또한, 중 

국은 당시 사회주의 체제 이념을 앞세워 외국 문화 

유입의 차단과 독자적 발전을 앞세우며 중국으로의 

서구 문화 유입을 단절시켰다. 이에 중국 전통 여성 

복에 대한 관념은 전쟁으로 인해 '중호사상（中好思 

想）'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의복의 국 

내 생산 운동이 일고, 이에 중국의 서구식 기포의 발 

전은 잠시 정지기를 맞는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 

후에는 신체의 건강을 중시하는 사조가 시대적 주관 

심이 되면서 기포는 장식성보다 몸에 잘 맞으면서 단 

순해져야 한다는 시대적 조류에 맞게 변화되었고, 이 

에 기포는 소매와 치마길이를 짧게 하고 문양이나 장 

식도 단순화하여 어느 때보다 실용적인 형태를 띄었 

으며, 급변화하는 정礼 문화 운동의 사조에 따라 계

〈그림 9〉정지 기 복식, 1940s, Chinese Clothing, p. 105. 

속해서 단순해져 갔다功 이때부터 사회주의 체제하 

에서 노동을 중시하였던 중국인들은 무엇보다 기포 

의 실용가치를 중시하여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간결 

하고 경제적인 형태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처럼 경제 

성을 고려한 기포의 형태는 여름철에는 소매의 길이 

가 짧거나 소매를 없애기도 하고 칼라 높이도 낮거나 

칼라를 달지 않기도 하였으며, 각종 장식적인 요소도 

절제하였다（그림 9）.

IV. 중국 여성 복식의 조형 변화

1. 형태（실루엣, 길이, 선）

태동기의 기포는 포의 형식으로 가슴 품이 상당히 

넓으며,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박스형과 가슴 품이 

좁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트라페즈형의 두 

가지 실루엣을 보인다. 이 둘은 모두 발목 길이이며 

밑단을 제외한 외곽선을 모두 직선으로 곧게 재단为 

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0, 11）. 유입기에는 태동기 

에 비해 가슴뿐만 아니라 허리, 엉덩이에 여유가 적 

어진 형태로 변화되었다.〈그림 12〉는 태동기의 트 

라페즈형보다 좀 더 슬림해진 오의 형태로 무릎 아래 

길이이며, A라인의 군인 마면군을 함께 착용해 전체 

적으로 슬림한 트라페즈형을 띄고 직선의 깔끔한 외 

곽선을 보이며 오의 곤변을 검은색의 아플리케로 파 

이핑처럼 둘러 장식하고 군의 밑단을 프린징으로 

장식하였다3”. 발전기에는 유입기보다 약간의 여유 

가 있는 형태로〈그림 13〉과 같이 유입기보다 오의

〈그림 10〉태동기 박스형 기〈그림 11〉태동기 트라 

포, 中西方女裝造型比較, 페즈형 기포, 中國歷

P- 55. 代服飾,p. 316.

36） 藏迎春，Op. cit., p. 177.
37） 藏迎春，Op. cit., p. 134,
38） Zhou Xun,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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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인체 곡선을 드러내는 의복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그림 16〉은 청말 중국의 평면식 재단법으 

로 만든 기포의 패턴이며,〈그림 17〉은 1930년대 서 

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적용된 기포의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두 개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 앞 뒤 구분 

없이 하나로 재단되었던 전통복이 인체의 앞뒤면의

〈그림 12〉유입기 오와군,〈그림 13〉발전기 초기 오

1915, Chinese Clothing, 와군, 中國歷代服飾, p.
p. 102. 308.

길이가 많이 짧아졌으며, 하의에 개더스커트를 입어 

약간 여유있는 실루엣을 보인다. 이는 대량의 서구 

직물이 중국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서구 패션에서 

나타나는 상 • 하의 형태가 중국 사회에 유입되면서 

등장한 의복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4〉의 기포는 

발전기 중기 의복으로 아래로 갈수록 약간 넓어진 

무릎길이의 원피스 형태로 전체적인 외곽선이 완만 

한 직선형이다. 또한, 발전기 말에 이르러는〈그림 

15〉에서와 같이 옆선이 인체를 따라 곡선처리 되어 

허리선과 엉덩이선이 드러나는 무릎아래 길이的의 

원피스형 기포이다. 이는 중국의 평면적인 재단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허리의 곡선을 강조하는 서구식 

패턴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소매에 있어서도 소매 

부리 가 급격 히 좁아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매 

형태가 좁아졌다. 성숙기에는 서구식 패턴의 적용으 

로 다트가 생기면서 가슴, 허리, 엉덩이에 이르는 여

〈그림 14> 발전기 중기 기〈그림 15〉발전기 말기 

포, Chinese Clothing, p. 기포, 1920s 후반, 中 
97. 國歷代巖飾,p. 316.

〈그림 16〉청말 기포 패턴, 1900s, 
中西方女裝造型比較,p. 59.

〈그림 17> 성숙기 기포 패턴, 1930s, 中西方女裝造型 
比較,p. 132.

39) Valerie Steele, Op. cit., p. 102.
40) Zhou Xun, Gao Chunming, Op. cil.,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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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고려하여 앞 뒤 몸 판을 분리함으로써 어깨선 

이 나타나고 소매가 분리되면서 진동둘레선이 만들 

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슴, 허리, 엉덩이선에 

이르는 다트분량을 표시하고, 허리선에서 엉덩이선 

에 이르는 곡선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성숙기의 기포는 몸에 거의 밀착되는 슬림라인의 피 

티드 실루엣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림 18〉과 같이 1930년대 기포는 여성의 인체 

곡선에 따른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곡선을 그대로 

기포에서 인체 곡선을 따라 좁고 길게 떨어지는 스 

커트의 라인에 긴 트임을 넣어 보다 기능적인 요구와 

여성의 에로틱한 미를 강조하였다“）또한, 허리를 

꼭 맞게 하는 서구식 재단법을 사용하여 몸에 밀착시 

킴으로써 여성 인체의 곡선미가 확실하게 드러나 관 

능미를 나타나게 되었다. 즉, 입체 조형으로의 과도 

기적 특징을 보인 초기를 제외한 1930년대 기포의 

양식은 더욱 서구화되어 가슴다트와 어깨다트가 들 

어가게 되고, 또한 소매와 어깨에 패딩을 하기도 하 

였다. 이는 발전기의 평면적 조형에서는 볼 수 없는 

실루엣으로 중국 전통복이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 

에 의해 구성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지 

기에는 성숙기에 이룬 인체를 인식한 곡선과 돌출된 

의복 형태가 지속되어 몸에 더욱 잘 맞고 길이가 짧 

으며 실용적인 형태物를 보이게 된다.〈그림 19〉는 

정지기의 기포로 인체에 밀착되고, 암홀라인이 보

〈그림 18〉성숙기 기포, 中〈그림 19〉정지기 기포, 

國歷代服飾,p. 316. 中西方女裝造型比較,
p. 134.

이는 슬리브리스 형태로 무릎길이이다.〈그림 20〉 

은 20세기 전반기 중국 복식의 대표적 실루엣 변화 

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태동기의 품이 넓고 직 

선적인 형태에서 점차 품이 좁아지고 인체에 밀착되 

는 곡선의 실루엣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재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직 

선을 사용한 중국의 평면적인 재단법이 점차 허리 

와 엉덩이 선에 부분적으로 곡선을 사용한 재단법 

으로 바뀌고, 성숙기에 이르러 허리와 가슴을 돌출 

시키는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태동기에 전족을

〈그림 20〉20세기 전반기 중국 여성복 실루엣의 변화.

41) 金榮子, ''中國과 日本服飾의 트임에 관하여,” 崇義論集 9집(1986), p. 447.
42) Zhou Xun, Gao Chunming, Op. cit.,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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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을 정도로 길어지기도 하였으나, 이후 발목길이, 

종아리 길이, 무릎아래 길이로 점차 짧아졌으며, 성 

숙기에 다시 발목길이로 길어지며, 정지기에는 무릎 

길이로 다시 짧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 칼라와 네크라인

청대 전통복의 칼라 형태는 원령（圓領: round collar） 

과 입령（立領: Chinese collar）의 두 가지 형태 였다. 칼 

라의 변화를 살펴보면 태동기에는 전통 형식이 전반 

적으로 나타나다가 유입기가 되면서 칼라의 높이가 

높아져 귀 볼까지 닿는 것도 있었으며⑶, 칼라의 높 

이가 높아짐에 따라 때로 칼라 끝이 젖혀지기도 하였 

고 칼라에 모피를 덧대기도 하였다（그림 21）. 발전기 

에는 유입기의 높았던 칼라가 다시 낮아지고“） 서구 

식 칼라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테일러드 칼라（그림 

22-1）, 타이 칼라（그림 22-2）, 세일러 칼라（그림 22-3）, 

밴드 칼라（그림 22-4）가 보인다. 성숙기에는 기포를 

보편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칼라는 기포의 원형에 

서 볼 수 있는 차이니즈 칼라가 대부분이며 타이 칼 

라와 컨버터블 칼라（그림 23）와 같은 서구식 칼라도 

보이고 있다. 정지기에는 성숙기에 이어 다양한 서구

〈그림 22너〉발전기 테일〈그림 22-2> 발전기 타 

러드 칼라, 中國歷代服 이 칼라, 旗袍, p. i.
飾,p. 310.

〈그림 22-3> 발전기 세일 〈그림 22-4〉발전기 밴

러 칼라, 中國老广吿, p.
179.

드 칼라, 1920s, 中國老 
广吿,p. 101.

〈그림 21> 유입기 칼라, 中國歷代服飾, p. 315.

〈그림 23〉성숙기 컨버 

터블 칼라 1930s, 中 
國歷代服飾,p. 319.

〈그림 24〉발전기 스퀘어네크 

라인, 1920s, 中國老广吿, p. 
112.

43) Ibid.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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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성숙기 케미 

솔 네크라인, 中國歷 
代服飾，p. 317.

식 칼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네크라인은 전통 기포에서 보이는 라운드 네크라 

인이 유입기까지 유지되다가 발전기가 되면서 라운 

드 네크라인 외 스퀘어 네크라인（그림 24）, 지그재그 

네크라인, 스캘럽 네크라인과 같은 서구식 네크라인 

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성숙기에는 캐미솔 

네크라인도 나타난다（그림 25）.

3. 여밈

청대 전통복의 여밈은 우임식으로 칼라의 중심에 

서 여밈이 시작하여 암홀을 지나 옆솔기를 따라 여미 

는 방식으로 전통 매듭단추인 반뉴를 사용한 형태이 

다. 태동기의 여밈은 이러한 전통 여밈 방식이 대부분 

이며, 앞서 언급한 겉에 입는 기포인 창은 인체의 앞 

중심선을 따라 여미기도 한다. 유입기에도 태동기와 

마찬가지로 전통 우임식으로 반뉴를 사용한 여밈 형 

태를 보이며, 인체의 앞 중심선을 따라 여미는 방식 

도 보인다. 또한,〈그림 26〉과 같이 반뉴 대신에 보석 

으로 여미는 것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발전기에는 

전통 우임식의 반뉴를 사용한 여밈과 인체의 앞 중심 

선을 따라 여민 형태가 나타나며, 여밈이 없어진 밴드 

칼라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그림 27〉과 같 

이 여밈이 암홀까지 가지 않고 오른쪽 몸판 중심에서 

직선으로 내린 새로운 여밈의 형태가 보이고 있다.

〈그림 26〉유입기 여밈, 中〈그림 27〉발전기 여밈, 中 

國老广吿,p. 47. 國歷代服飾,p. 308.

〈그림 28〉성숙기 여밈, 中〈그림 29> 정지기 여밈, 

國老广吿,p. 95. 1940s,中西女裝造型比

較，p. 133.

성숙기의 여밈 방식을 보면, 전통 우임식의 반뉴를 

사용한 여밈과 인체의 앞 중심선을 따라 여미거나, 

칼라의 중심에서 좌우 암홀 양쪽으로 여미는 방식（그 

림 28）도 보이고 있다. 또한,〈그림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의 사용으로 여밈 

의 위치가 다양하게 변형된 방식도 보이고 있다. 정 

지기에는 전통 우임식의 반뉴를 사용한 여밈 방식이 

대부분이며,〈그림 29〉와 같이 겨드랑이 아래의 옆 

선에 반뉴 대신 지퍼를 사용한 것도 보이고 있다.

4. 소매와 커프스

청대 전통복의 소매 형태는 소매통과 소매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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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었다. 태동기의 박스형 기포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트라페즈형 기포에서는 소매 

통과 소매부리가 좁아지면서 손을 덮는 긴 길이의 형 

태를 보이고 있다. 유입기에는 꼭 끼는 듯한 형태인 

쓰리 쿼터길이의 슬리브가 나타나며 태동기에 비해 

상당히 좁아진 것이 특징이다. 발전기의 대표적 슬리 

브라고 할 수 있는 벨 슬리브 형태의 쓰리 쿼터 슬리 

브는 말기로 갈수록 벨 슬리브의 소매부리가 다소 좁 

아지고 길이 역시 짧아져 팔꿈치 길이를 보인다. 이 

것을 두고 당시의 여배우 장애령（張愛玲）은 “신식 기 

포는 드레시한 형태의 유럽식 의복을 모방하여 소매 

의 윗부분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 소 

매로 소매 둘레가 대략 21cm였다.”“）고 하였다. 성숙 

기 초기에는 팔꿈치 길이의 반소매가 나타나다物가 

중기로 갈수록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응용되어 

몸판과 소매를 따로 재단하게 됨에 따라 진동둘레를 

인식하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소매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스트레이트 슬리브 외에도 윙 슬리 

브, 쇼트 슬리브, 캡 슬리브가 나타나며 장식적 기능 

을 더한 벤티드 슬리브와 플라운스드 슬리브, 퍼프 

슬리브도 보이고 있다（그림 30）. 정지기에는 성숙기 

에 나타난 스트레이트 슬리브, 쓰리 쿼터 슬리브, 쇼 

트 슬리브 이 외에 슬리브리스가 새로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커프스를 살펴보면 태동기에 턴백 커프스가 

보이며（그림 31）, 발전기의 오에서 플라운스드 커프 

스를 볼 수 있다（그림 32）.

〈그림 30> 성숙기 소매, 1930s.

〈그림 31> 태동기 커프스 early 
1900s.

〈그림 32> 발전기 커프 

스，1928, 中國老广吿, 
p. 278.

5. 옷자락과 기타장식

태동기 박스형 기포에서는 전통복의 칼라, 소매 

단, 앞자락 및 밑단에 넓은 띠 형태로 둘러져 있는 곤 

변에 전통 길상 문양이 들어간 자수 장식이 대부분이 

며, 트라페즈 형 기포에서는 자수가 아닌 레이스 및 

스캘럽 장식이 나타나고 있다. 유입기에는 태동기의 

넓은 라인의 전통 자수가 들어간 곤변의 너비가 비 

교적 좁은 형태로 바뀌거나"）, 전통 자수가 없어지고 

선으로만 장식한 곤변도 보인다（그림 33）. 그 외 검 

은색, 흰색의 레이스로 장식하여 의복의 색과 달리 

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주고 있으며, 서구식 아플리 

케 장식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34）. 발전기에는 자수

〈그림 33> 유입기 곤변〈그림 34> 유입기 장식, 中國老 
장식, 1912, Chinese 广吿, p. 40.
Clothing, p. 103.

45) 藏迎春，Op. cit, pp. 113-114.
46) Zhou Xun, Gao Chunming, Op. cit., p. 400.
4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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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발전기 곤변 장식,〈그림 36> 발전기 장시 1920, 
1928,中國老广吿 p. 264. Chinese Clothing, p. 96.

〈그림 37> 성숙기 초기 장식,〈그림 38> 성숙기 장식, 中 
1931,中國老广吿,p. 191, 國老广吿,p. 116.

장식이 들어간 곤변 외에 장식이 더욱 간소화 되거 

나, 없어진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넓은 레이스 장식 

의 지그재그 처리를 한 형태（그림 35）, 프린징 장식, 

플라운스드 장식, 스칼럽 장식과 같은 다양한 서구 

식 장식 요소가 보인다.〈그림 36〉은 곤변을 비즈로 

장식한 오와 스커트의 단을 비즈로 수를 놓아 반짝 

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的 성숙기에는 곤변의 장 

식이 없거나, 곤변의 너비가 좁아지고 파이핑을 한 

형태가 대부분이며 소매부리에 태슬을 달아 장식하 

기도 하고（그림 37）, 모피를 두르기도 하며（그림 38）, 

정지기의 기포에는 곤변의 장식이 없거나, 좁은 라인 

의 형태가 보인다.

트임의 경우를 살펴보면 태동기에는 옆 솔기선의 

오른쪽, 혹은 양쪽으로 길게 트임을 두는 전통식 그 

대로이다. 유입기에는 가슴, 허리, 엉덩이를 따라 몸

〈그림 39> 성숙기 트임, 中西方 
女裝造型比較,p. 123.

에 꼭 끼는 형태의 오를 만들어 착용함으로 인해 밑 

단에서 허리선에 이르는 옆 솔기선에 트임을 주었다. 

발전기에서는 짧고 약간 넉넉해진 형태의 오에서 트 

임을 두지 않거나 비교적 짧은 형태를 보였다. 성숙 

기가 되면서〈그림 39〉와 같이 의복의 형태가 몸에 

밀착되어 여성의 인체 곡선을 드러내게 되고,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감으로써 트임을 밑단에서 허벅지까지 

주어 활동성과 에로틱함을 나타냈다. 정지기에는 보 

수적 성향을 띄게 되면서 의복의 트임이 없어지고 

길이가 짧아졌다.

6. 문양

태동기의 문양은 전통 자수 기법으로 수 놓여진 

화 • 충 • 길상문양이 다수이다. 바로크, 로코코 양식 

의 영향으로 단아하게 표현되었던 자수 문양들이 복 

잡하고 화려하게 수 놓였으며坳, 작은 문양들을 의복 

에 분산시켜 표현하기도 하였다（그림 40）. 이는 명대 

부터 전해온 서구 문화의 전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통자수의 기본 형식은 바뀌지 않았으나, 색상의 농 

담 변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양을 보다 자연스 

럽게 나타냈으며, 금은사의 사용으로 역사상 송, 명 

대보다 더 화려하고 다채롭게 표현되어 가장 화려하

48) Zhou Xun, Gao Chunming, Op. cit., p. 395.
49) Ibid.,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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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태동기 문양, 中〈그림 41> 유입기 문양, 中 
國歷代服飾,p. 316, 國老广吿,p. 48. 

문양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문양이 없는 단순한 의복이 유행하기도 했으며, 서구 

의 아르데코나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양을 사용하였 

다. 즉, 크고 화려한 꽃무늬의 반복적인 사용 및 스트 

라이프, 격자, 다이아몬드, 사각형, 삼각형, 도트, 지 

그재그 등 주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사용 

하거나 크고 화려하면서도 추상적인 식물문양을 사 

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고 있다（그림 43）. 정 

지기에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화려한 색이 배제된 

단순한 꽃 문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비교적 단아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44）.

고 부귀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舫 유입기의 개혁에 

앞장 섰던 여성들이 입었던 문명신장은 여성들이 타 

인에게 위엄과 여성의 권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착용 

했던 것으로 문양도 화 • 충 • 길상문양을 사용하되 

사용 빈도를 줄이고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잔 꽃무늬의 반복적인 사용 또는 작은 도트 문양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여성스럽게 표현 

하고 있다《그림 41）. 발전기에는 본격적인 서구식 문 

양이 등장하는 시기로 스트라이프 문양과 넝쿨문양 

과 추상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곡선에 의해 만들어진 

문양이 중국 의복에 처음 등장하여 새로운 문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떨어지는 물방울 문양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과 꽃문양을 가는 선이 퍼져나 

가는 형태로 표현하여 하나의 큰 문양으로 나타내기 

도 하였다（그림 42）. 성숙기의 문양을 살펴보면 명도 

가 높은 색의 의복에 짙은 색의 문양을 배치하여 대 

비 효과를 나타내거나 반대로 짙은 색의 의복에 밝 

은 색의 문양을 배치하여 보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림 43> 성숙기 문양 1930s, China Chic, 中國老广吿.

〈그림 42> 발전기 문양, 1920s, Chinese Clothing, 中國 
老广吿.

〈그림 44> 정지기 문양, 1940s, 
中西方女裝造型比較,p. 134.

50）張浩，Op. cit., p. 19.

-676



제 16권 제 4호 조영란•이금회 83

〈표 1> 20세기 전반기 중국 여성복의 조형 변화

형태 디테일과 트리밍

문양
실루엣 스커트길이 소매길 이 선

칼라와 

네크라인
여밈 소매와 커프스

옷자락과 

기타 장식

-전통 우임식
넒 O

태 

동 

기

-Box
-Trapeze

-발목길 이

- 발목

아랫길이

-Extended 

long sleeve 

-Long sleeve

-직선

-차이니 즈 

칼라

- 라운드

네크라인

여밈

••앞몸판 

중심 선에서 

여밈

-반뉴 사용

-박스 슬리브, 

스트레이트 

슬리브

-턴백커프스

전통자수장식, 

레이스 및 

스칼럽장식

-전통식 트임

- 전통자수 

기법의

화충문양

-직선 -차이니 즈

-전통 우임식 

여밈
-스트레이트 

슬리 브, 

쓰리쿼터 

슬리 브, 

타이트 

슬리브

■■좁은

전통자수장식, •전통자수

유
-Slimmer

- 옆선에 칼라, - 앞몸판 라안장식, 기법의 화충

입 -발목길 이 -Long sleeve 슬림한 윙 칼라 중심 선에서 레이스장식 문양

기
trapeze

곡선 - 라운드 여밈 -상의하단에서 -작은도트 문양

사용 네크라인 -반뉴, 

보석 사용

허리에 이르는 

트임

-잔꽃 문양

一 차이니 즈

발 

전 

기

-More 

fitted 

-Shift

-장딴지길이

-무릎 바로 

아랫길이

-무릎길이

-Long sleeve
-Three
quarter
sleeve

-햄 라인과 

소매부리 

등에 

부분적인 

곡선 

사용

칼라, 

밴드 칼라, 

타이 칼라, 

테일러드 칼라, 

세일러 칼라

- 라운드 

네크라인, 

캐미솔 

네크라인, 

지그재그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스칼럽 

네크라인

-전통 우임식 

여밈

- 앞몸판 

중심 선에서 

여밈

-직각 처리한 

여밈

-여밈이 

없어지기 시작

-반뉴 사용

-스트레이트 

슬리브, 

쓰리쿼터 

슬리브, 

벨 슬리브

-플라운스드 

커프스,

벨세이프트 

커프스

- 전통자수장식, 

라인장식, 

넓은

레이스장식, 

지그재그장식, 

스칼랩 장식, 

플라운스 

장식, 
리본'장식

-트임이 

없거나 짧음

- 전통자수 

기법의

화충문양

-스트라이프

문양

-덩쿨문양

-아르데코문양

-추상적인

플라워 모티브

문양

-유기적

곡선문양

-그물 문양

성
숙 -Quite

-발목길 이

-Lot咯 sleeve
-Elbow

sleeve

-서 구의 

입체식 

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차이니 즈 

칼라, 

타이 칼라, 

컨버터블칼라

- 라운드 

네크라인, 

보우 

네크라인, 

캐미솔 

네크라인

-전통 우임식 

여밈

- 앞몸판 

중심선에서 

여밈

-여밈 없는

-스트레이트

슬리브,

쇼트 슬리브, 

캡 슬리브, 

슬리브리스, 

벨 슬리브,

_장식이 

없거나 

라인장식, 

모피장식, 

태 슬장식

-스트라이프 

문양

-격자 문양

-다이아몬드

문양

-사각형 문양

기 -Short sleeve 인체의 형태 벤티드
자락에서 

허벅지 상단에 

이르는 긴 

트임

-삼각형 문양

-Cap sleeve 실루엣을 

따르는

- 기하학적 

형태

슬리브, 

플라운스드

-도트 문양

-지그재그 문양

곡선 -반뉴, 단추 슬리브, -추상적인

사용 퍼프 슬리브 플라워 문양

-서 구의 -차이니 즈

정
 
지 -Quite

fitted
-무릎길이

-Long sleeve
-Elbow
sleeve

-Short sleeve
-Cap sleeve

입체식 

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칼라, 

컨버터블 

칼라,

셔츠 칼라,

-전통 우임식 

여밈

-반뉴, 지퍼

사용

-스트레이트

슬리브,

쇼트 슬리브,

-장식이 

없거나 

라인장식

-트임이

-단순한 추상적 

문양의 반복적 

사용

-단순한 플라워 

문양의 반복 

사용

기 인체의 

실루엣을

테일러드 칼라

- 라운드

캡 스리브, 

슬리브리스

없거나 성숙기 

보다 짧아진

따르는 네크라인, 형태

곡선 브이네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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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기 서구 문화의 수용에 따라 서구 복식 

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가 중국 전통복식과 절충 

되면서 나타난 조형적 변화를 살펴보면〈표 1〉과 같 

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에 중국이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중국 여성복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시 

대별 특징과 조형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세기 전반기에 서구 문화의 유입과 함께 

서구식 의복이 전해지면서 중국 여성복에 나타나는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동기는 

서구와의 전쟁으로 서구인들이 중국 사회에 들어오 

게 되면서 당대에 유행하던 서구 의복인 양복이 중 

국인에게 소개됨으로써 중국의 전통복에 변화가 시 

작되는 시기로 의복의 품과 수구가 넓은 평면 재단 

의 사각형 실루엣에서 몸판과 수구의 품이 다소 좁 

아지고 길이가 약간 더 길어진 사다리형 실루엣으로 

변화하였으며, 곤변에 자수 장식 대신 넓은 띠 혹은 

서구의 레이스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서구식 

의복이 중국 전통복에 수용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체에 밀착하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암 

시하며, 서구의 장식이 등장하여 중국 전통복에 변 

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 

입기는 서구식 제도를 모방한 공화국의 탄생으로 의 

복에 관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던 시기로 품과 

수구가 훨씬 좁아지고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기포가 

무릎길이로 짧아지면서 하의와 함께 착용하게 되었 

다. 또한, 문명신장의 등장으로 서구식 모자 및 구두 

와 액세서리 등을 그대로 중국 전통복에 함께 착용 

하였다. 이는 서구식 의복의 외형적인 면만을 일부 

모방하거나 장식품을 그대로 착용하는 방식으로 중 

국 전통복의 서구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 

전기는 서구문물과 사상, 의식이 생활 전반에 직접 

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시기로 서구에서 들여온 의복 

을 직접 착용하기도 하고, 신식기포가 등장하여 상 

의의 길이가 유입기 보다 훨씬 짧아졌으며 서구식 

의복에서 나타나는 인체를 인식한 허리선을 표현하 

고자 가슴, 허리, 엉덩이에 이르는 의복의 옆선을 곡 

선으로 재단하였고, 다양한 서구식 디테일과 문양이 

사용되었다. 서구의 개더스커트 형태를 띤 무릎길이 

의 하의를 착용하여 당시 서구 복식의 착장 형태를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식 재단의 곡선 사용에 

따라 형태를 발전적으로 변형시켜 중국 여성복의 현 

대화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숙 

기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한 상해를 중심으로 도시인 

들의 생활 전반에 서구의 문화 및 패션이 영향을 끼 

쳤던 시기로 중국 전통복에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이 

적용되어 가슴, 허리, 엉덩이선에 이르는 다트 및 어 

깨선과 진동둘레선이 나타나고, 여성의 인체 실루엣 

에 꼭 맞게 변형 또는 개량됨으로써 전면적인 서구 

식 의복의 착용이나 완전수용이 아닌 중국 본위의 

의복의 현대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중국 

내의 계속된 전쟁과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의복에서 

더 이상의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정지기를 맞이 

하게 되었는데, 서구식의 패션디자인 요소의 새로운 

사용이나 응용은 미미하지만 길이가 짧아지고 장식 

을 배제하여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복이 되었다.

다음으로 20세기 전반기 중국 복식의 현대화 과정 

에서 나타난 의복의 조형 변화를 패션디자인의 요소 

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루엣 측면에서 살 

펴보면, 평면재단의 품이 넓은 박스형 실루엣에서 몸 

판과 수구가 다소 좁아지고 발목 아래로 길이가 길어 

진 트라페츠 실루엣을 거쳐 유입기에는 수구와 품이 

훨씬 좁아져 좀 더 슬림해진 트라페츠 실루엣으로 변 

하였으며, 기포의 길이가 짧아져 하의와 함께 착용하 

는 스타일이 되었다. 발전기에는 상의의 길이가 아주 

짧아지면서 허리선을 인식한 서구식 A라인의 스커 

트 형태와 허리와 엉덩이에 이르는 옆선의 곡선이 완 

만히 드러나는 원피스 형태의 쉬프트 실루엣을 이루 

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평면식 재단에 부분적으로 

서구식 곡선처리로 허리와 엉덩이의 곡선을 나타낸 

쉬프트 실루엣을 이루지만 성숙기에 이르러서는 가 

슴, 허리 엉덩이를 돌출시키고, 양쪽의 옆솔기에서도 

가슴, 허리, 엉덩이에 이르는 인체의 곡선이 확연히 

드러나는 슬림 라인의 피티드 실루엣을 이루었다.

디테일과 트리밍 측면에서 살펴보면, 칼라와 네크 

라인은 전통식의 라운드 네크라인과 차이니즈 칼라 

가 높이를 달리하면서 20세기 전반기에 모두 나타났 

으며, 테일러드, 밴드, 컨버터블, 셔츠 칼라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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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구식 칼라와 지그재그, 스캘럽, 캐미솔 등의 네 

크라인이 나타났다. 여밈은 전통 우임식이나 앞 중 

심선을 따라 여미는 전통적 방법 외에 여밈이 없거나 

새로운 형태의 여밈도 나타났으며, 반뉴 대신 서구의 

단추와 지퍼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소매의 경우, 퍼 

프, 윙, 캡 슬리브 및 슬리브리스 등 서구식으로 다양 

한 소매 형태와 길이 변화가 나타났고, 플라운스드, 

벨 쉐이프트로 된 커프스로 소매 단을 장식하였다. 

레이스나 태슬 등 서구식 트리밍이 사용되었다. 옷자 

락과 기타 장식에서 곤변의 경우 폭이 좁아지거나 없 

어지기도 하였고, 화려한 자수 대신 서구식 레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트임의 경우 태동기 

에는 활동성을 위해 짧은 트임을 넣었으나 성숙기 이 

후에는 스커트 밑단에서 허벅지까지 긴 트임을 넣기 

도 하였다. 즉, 중국의 전통장식이 20세기 전반기에 

그대로 유지되어 나타났으며, 다양한 서구식 디테일 

과 트리 밍이 전통복에 수용되어 절충된 형태를 보여 

주었다.

문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동기에 전통 자수 기 

법의 화 • 충 • 길상 문양이 사용되었으나, 유입기에 

작은 꽃무늬, 작은 도트 무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도 하였으며, 발전기에는 식물 모티브를 추상적으로 

변형한 서구식 문양이 나타났다. 또한, 성숙기에는 

보다 현대적, 서구적 감각의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삼각형, 사각형, 다이아몬드, 격자 등 보다 현대적인 

문양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당대 서구 패션에서 나타 

나는 아르데코 풍의 문양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기 중국 여성복은 서구 열 

강의 제국주의적 침입에 의해 서구 문화가 유입되어 

중국이 전통사회에서 서구화 또는 현대화로 넘어가 

는 과도기적 특징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품이 넓은 형태에서 품이 좁아지는 형 

태로 발전하고 중국의 평면적인 재단에 가슴, 허리, 

엉덩이를 돌출시키는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의 도 

입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따라 의복의 형태가 몸에 

밀착됨으로써 중국 특유의 관능미를 나타내는 의복 

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기는 

중국 전통복의 형태에서 서구식 의복을 수용하여 중 

국 고유의 현대적 의복으로 변형됨으로써 중국 여성 

복의 현대화에 중요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신 중국 성립 이전까지 1940년대를 정지기라 

고 명하였으나 1978년 중국이 개방 정책을 실시함으 

로 인해 단절되었던 서구 문화가 다시 유입되어 중 

국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잠정기라 

고 볼 수 있다. 이에 20세기 후반기 중국 패션의 현 

대화 과정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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