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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nks to both developments in various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TV and China's economic growth, the 
fashion market in China has gain a lot of attention by global businesses as a newly-raised spending market. Fashion 
companies in Korea have entered into the china since the late 1990s. For them to get competitive edges, they have 
to differentiate their brand by creating new design based on the culture becoming mega-trend in fashion market. 
So in this research, I try to create fashion designs based on Hallyu Stars' fashion styles and images, who come on 
as a new culture code in China and other Asian. For this, I conducted theological consideration on what the Hallyu 
is, and looked into fashion styles in soft dramas which 5 Hallyu Stars started in and street fashion in Shanghai 
in China. Based on the outcomes of analysis, I figured out those star's fashion style and created products targeting 
young generation born after 1980s in Chin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the very definition 
of Hallyu which can be described as a phenomenon in which Korean movies, soap operas, and pop music have 
become immensely popular throughout Asia—has been expanding to signify the proliferation of Korean culture as 
a whole. Secondly, having selected the 5 female stars representing Hallyu, we were able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ir fashion styles on the basis of their music videos, movies, and soap-operas. Thirdly, In order to explore the 
level of influence of Hallyu fashion industry, we studied the street fashion of Shanghai The result was that we 
could observe both the slim and feminine cool casual style and the cute and affectionate pretty casual style 
simultaneously.

Key words: Hallyu star(한류), Hallyu star(한류 스타), Shanghai(상해), generation born after 1980s(80후 세대), 
fashion style(패션 스타일).

 

Ⅰ. 서  론
1990년대 후반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에서 시작된 한류는 대중문화 수출이라
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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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방송진흥원, 중국방송산업의 현황과 상호교류방안의 연구, (2001), pp. 1-2.
2) 문화관광부, 한류 열풍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2004), p. 2.

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류의 영
향으로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 모방 현상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류는 한국문화의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시킨 글로컬리즘적 
현상으로 세계 통합과 다양성 추구라는 두 가지 개
념 속에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TV 등 다양한 매체
의 발달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10대․20대 
젊은 층이 글로벌 마켓의 소비자로 등장함에 따라 
젊은 층의 관심의 초점이자 모방의 대상인 스타의 
이미지를 패션산업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
업과 스타, 패션산업의 문화․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문화적 감성이 유
사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
상승하고 있는 중국 80후(後)세대에게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판매
함으로써 국내 패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
고,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고취시
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2000년을 전후로 한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신
춘매(2005)의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류, 국
가이미지, 한국 제품 구매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윤경(2006)의 한류 파급 효과로 인한 문화산업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있다. 패션산업분야의 선행 연
구로는 김재은과 박길순(2004)의 한류 현상이 중국 신
세대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주(2005)
의 한류 파급 효과와 이를 통한 패션산업의 발전방
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등 한류 현상이 일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케팅 
분야의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한류의 
경제․문화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권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패션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류에 열광하며 인기 스타
의 화장법이나 패션을 따라 하는 중국 80후 세대에
게 대중매체에 나타난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들의 기호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패션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내 
패션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과 한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외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류 스
타 5인을 선정한 후 이들이 출연한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였으며, 한류 
소비자인 중국 80후 세대에게 미치는 이들의 영향
력을 알아보고자 중국 상해의 스트리트 패션을 분
석하였다. 한류 스타와 상해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분석을 통해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과 중국 소비
자의 패션 스타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중국 80
후 세대를 타깃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류의 정의
‘한류’(韓流, Hallyu, the Korean Wave)는 1997년 

드라마〈사랑이 뭐길래〉의 중국 CCTV 방영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문화에 대해 관
심을 갖게 되면서 처음 나타났고, ‘한류’라는 신조
어는 한국 가요 소개 라디오 프로그램인〈서울음
악실〉에서 북경, 상해, 중경 등 중국의 10개 주요 
도시의 약 5억 중국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
다. 그리고 2000년 9월 30일 중국의〈인민일보(人
民日報)〉가 한국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 개최에 대
해 “한국 음악이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류라 불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류가 중국 내에 실제로 존재하며 공식적인 용어
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1). 한류의 정의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2004년 4월 12일 배포한 보도 자료
를 통해 한류란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에서 한국의 가요, TV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라고 밝힌바 있다2). 이후, 이어령은 2005년 2월〈한
류 한․중․일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류는 
1999년〈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서 중국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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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아카데미, “한류 한중일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2007년 2월 15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hallyuacademy.ac.kr

4) 신윤환, 이한우, 전성흥, 이민자, 김선호, 김상, 김홍구, 신경미, 동아시아의 한류, (경기: 전예원, 2006), pp. 14-15.
5) Ibid., pp. 230-232. 
6) Ibid., p. 77.
7) 신춘매, “중국 소비자에 대한 한류의 영향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 12.
8) 삼성경제연구소,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2005), p. 3. 
9)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한류 브랜드자산 측정 및 연관산업효과 연구 보고서, (2005), p. 2.

대 청소년들이 한국의 노래, 여러 가지 영상물, CD
를 포함한 것들에 열광하는 것을 우려해서 붙인 것
이며, 그 후 한류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모든 
문화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총칭하고 단순히 
새로운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생활문화화 되는 
현상을 불러냈다”고 밝히고 있다3). 한류는 중국인
들 사이에 한국의 대중음악이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러한 음악의 유형을 뜻하는 어원으로 중국을 비
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들과 베
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중음악을 넘어 TV 드
라마, 영화, 연극이나 공연, 패션, 음식, 게임, 애니
메이션 등 한국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개
념의 외연이 확장되었다4). 한류에 대한 어원과 정
의는 그 범위와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류
가 한국 대중문화와 인기 스타를 동경하고 추종하
는 문화현상에서 시작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2. 한류의 현황
TV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에서 시작된 한류는 

연예인에 대한 열광으로 집약되며, 국가별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NHK 위성 제2방송에서 방
송된 드라마〈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류가 본격
적으로 나타났다.〈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은 일
본 30～40대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욘사마’라는 
애칭과 함께 2004년 6월 17일 일본경제신문이 선
정한 ‘2004년 상반기 히트상품’ 2위에 올랐고, 이후 
일본 광고 회사가 선정한 상반기 일본 화제 상품 4
위에 올랐다. 또한,〈겨울연가〉 DVD 구입과 한국
어 학원 수강생 증가, 드라마 촬영지인 강원도의 
남이섬을 찾는 일본 여성 관광객의 증가 등 드라마

와 관련된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5). 
중국에서는 1997년 드라마〈사랑이 뭐길래〉, 1998

년 드라마〈별은 내가슴에〉,〈해바라기〉,〈안녕 내
사랑〉 등 트렌디 드라마 방영과 댄스 가수 H.O.T 
음반이 발매되면서 한류가 시작되었으며, 그 외 중
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TV 드라마를 통해 
시작되었다6). 특히, 중국의 한류는 한국 음악과 춤, 
문화에 열광하는 중국 청소년들을 일컫는 ‘합한족
(하한쭈, 哈韓族)’을 통해 전파되었으며, 중국 젊은
이들에게 드라마와 영화 속에 나타난 라이프스타
일과 인기 스타의 패션 스타일은 ‘한국 브랜드=화
려함, 패션 감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중국 합한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 젊은 
층에게 전파된 한류 스타에 대한 동경과 패션 스타
일에 대한 모방은 한국 패션 상품 선호와 브랜드 
진출로 이어져 패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7).

한류 현황과 한류 지속화 방안을 위해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작성한〈표 1〉의 국가 별 한류 확산 단
계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경제 개발 국가의 한
류는 한국 대중문화 유행 단계와 파생 상품 구매 
단계를 지나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구매 등 한국 상
품 구매 단계에 있으며, 일본, 대만, 홍콩 등 경제적
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는 나라들은 드
라마 촬영지 관광, DVD, 캐릭터 상품 구매 등 스타
와 직접 연관된 파생 상품 구매 단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8).

통계자료에 의한 한류의 파급 효과를 경제적 측
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적 측
면에서 한류의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
화산업(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게임, 관광)
과 한류 연관 산업(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자동
차,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 식음료, 성형수술 등 
의학)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류 연관 산업 지수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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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bid., p. 5.
11) kotra, “한국의 국가 이미지, 한류 힘입어 지난해 보다 좋아져” (2007년 3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 

<표 1> 국가 별 한류 확산의 단계
대중문화 유행

⇨

파생 상품 구매

⇨

한국 상품 구매

⇨

한국 선호

드라마, 음악,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 

스타에 매료되어 
열광하는 단계

드라마 관광, DVD, 
캐릭터 상품 등 대중문화 

및 스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일반적인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

한국의 문화, 생활양식, 
한국인 등 한국 전반에 
대해 선호하고 동경하는 

단계

멕시코/이집트 일본/대만/홍콩 중국/베트남
 자료: 한류 지속화를 위한 방안, p. 3.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북경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해는 2005
년 1월 10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씩 이어서 총 
1개월 동안 한류 연관 산업 지수에 대해 알아본 결
과,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형의학이 
78.2로 가장 경쟁력이 크고 다음으로 의류(74.1), 화
장품(68.4), 휴대폰(6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음료는 1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관 산업에 
대한 비교 국가 통합 경쟁력은 우리나라 의류산업
의 경쟁력이 49.9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화장품산
업의 경쟁력이 4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12.7로 가장 낮았다. 연관 
산업의 경쟁력 크기는 의류>화장품>휴대폰>의학(성
형)>식음료>컴퓨터>가전제품>생활용품>자동차의 
순이며, 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한류 브랜드 연관 산
업 가치는 14개 주요 연관 산업에 대해서 100만 명
을 기준으로 했을 때 7,303억으로 나타났다10).

문화 정신적 측면에서는 우리 문화 예술의 국제
화와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한류를 통해 한국의 
역사, 지리, 풍습, 음식 등에 대한 관심과 호감 증가, 
국민 간 상호 이해의 증진을 들 수 있다. 코트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무역관을 통해 70개
국 100개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 5,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국가 이미지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중국(82.2%), 일본
(77.8%) 등에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힘입어 한국

에 대한 호감도가 2004년 60.6%에서 2005년 67.3%
로 상승11)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한국의 국가이미지 상승, 
한국산 제품 구매와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을 증명하고 있다. 

3. 80후 세대의 개념 및 특징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의 인기로 한류 스

타의 패션 스타일이 중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
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소비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
으며, 소비의 핵심 세력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고 예측되는 80후 세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LG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17～26세로 이
루어진 80후 세대는 개혁 개방 이후인 1980년대 이
후에 태어나 노키아 휴대폰으로 랩 음악을 다운받
아 흥얼거리며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즐기는 대
학생과 세련된 패션에 재즈바나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며 서구 스타일을 선망하는 직장 새내기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은 계획 경제에 대한 기억이 거
의 없고 어릴 때부터 풍요로움을 누리며 금지옥엽
처럼 자라나 문화대혁명 변혁의 시기를 거친 기성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 국제화에 따른 문화의 다원성,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는 80후 세대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잘 알고 있어 더 이상 국가와 개인이 운명 
공동체라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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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G경제연구소, 중국 소비시장에 등장할 신주류 : 80後 세대 공략 포인트 (2007), pp. 1-8.
13) “누리꾼 1,500만 명 클릭 내사랑 韓流 톱10” 머니투데이 [온라인잡지] (2006년 11월 1일 [2007년 3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tar.moneytoday.co.kr/view/stview.php
14)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동아시아 소비자 및 정책 조사 연구, (2006), pp. 5-8.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소황제, 소공주로 자
라났기 때문에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 자아표현
이나 성취에 대한 욕망과 기대감이 매우 크다. 이
러한 특징을 지닌 80후 세대에게 구매 행위는 필요
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부각시키고 즐거움을 얻는 수단이며 상품
이 좋고 나쁜가보다 자신이 그 제품을 좋아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구매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또한, 80후 세대 중에는 쫴이싱주(追星族: 인기 
스타를 따라 다니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중국의 
신생대(新生代)에서 2006년에 발표한 대학생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유명인이 추천한 브랜드를 믿는
다’와 ‘인기 있는 스타를 홍보 대사로 하는 광고에 
약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6%에 달하며, 유명 
스타를 등장시킨 광고를 내보낼 경우 구매율을 45%
나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류가 
문화를 넘어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즉흥
적 소비문화를 주도하며 인기 스타에 열광하는 80
후 세대는 주목해야할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한류 스타 및 상해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분석

1.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 분석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의 인기로 아시아권 

소비자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먼저, 한류 
스타와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한류 스타가 출연한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영상 캡처와 한류 스타의 
인터넷 팬클럽 카페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하였다.    

1) 한류 스타 및 수출 작품
‘내사랑 한류 TOP 10’은 중국 중․한 경제발전

협회와 중국경제신문사가 2007년 한․중 문화 교
류의 해를 앞두고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중국, 
대만, 홍콩의 한류 팬 1,5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으며13),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동아시아 소
비자 및 정책조사연구’는 문화관광부 산하 국제문
화산업교류재단이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15세부터 
59세의 6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14). 조사 내용
을 정리하면〈표 2〉,〈표 3〉,〈표 4〉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 한류 스타 5인은 최지우, 전지현, 송
혜교, 장나라, 보아로 선정하였다. 수출작품은〈겨
울연가〉, 영화〈엽기적인 그녀〉, 드라마〈풀하우
스〉, 장나라 중국 발매앨범〈일장(一張)〉,〈이장(二

<표 2> 내사랑 한류 TOP 10

순위 한류 스타 
TOP 10

한국 상징 
TOP 10

드라마 
TOP 10

1 비 드라마 겨울연가
2 전지현 애국 쾌걸춘향
3 이준기 한글 호텔리어
4 송혜교 불고기 첫사랑
5 김희선 성형수술 원더풀 라이프
6 장나라 그룹가수 풀하우스
7 배용준 서울 궁
8 이영애 한국요리 맨발의 청춘
9 장동건 김치 굳세어라 금순아
10 보아 엽기적인 그녀 마이걸

<표 3> 한류 스타 인지도
순위  연예인 이름 인지도(%)

1 배용준 50.1

2 최지우 24.2

3 이병헌 12.0

4 윤손하 11.4

5 박용하 11.0

6 보아 8.9

7 권상우 7.9

8 원빈 7.2

9 이영애 5.9

10 장동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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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문자, 패션과 디자인, (서울: 신정, 2007), pp. 218-221.
16) 박숙현, 패션디자인론, (서울: 예학사, 2004), pp. 177-187.
17) 박혜원, 이미숙, 염혜정, 최경희, 박수진, 현대패션다지인, (서울: 교문사, 2006), pp. 218-227. 
18) 한성지, 김이영,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2007), pp. 214-224. 
19)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2006), pp. 163-165.

<표 4> 한류 스타 및 수출 작품 
한류 스타 수출 작품 선정 배경
최지우 드라마〈겨울연가〉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동아시아 소비자 및 정책조사연구’ 인지율 2위, ‘내사
랑 한류 TOP 10’ 중 드라마〈겨울연가〉드라마 1위

전지현 영화〈엽기적인 그녀〉
‘내사랑 한류 TOP 10’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스타 2위, 영화〈엽기적인 그
녀〉‘내사랑 한류 TOP 10’ 중 한국 상징 TOP 10 키워드 10위

송혜교 드라마〈풀하우스〉
‘내사랑 한류 TOP 10’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스타 4위, 드라마〈풀하우스〉

‘내사랑 한류 TOP 10’ 중 드라마 TOP 10에서 드라마 6위

장나라 앨범〈일장(一張)〉,〈이장
(二張)〉,〈비상(飛翔)〉

‘내사랑 한류 TOP 10’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스타 6위, 2005년 6월 China 
Golden Disk Award 인기가수상 

보아
앨범〈Do The Motion〉,
〈Make A Secret〉,
〈Outgrow〉,〈MADE IN 
TWENTY〉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동아시아 소비자 및 정책조사연구’ 인지율 6위, ‘내사
랑 한류 TOP 10’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스타 10위

張)〉,〈비상(飛翔)〉, 보아 일본 발매 앨범〈Do The 
Motion〉,〈Make A Secret〉,〈Outgrow〉,〈MADE IN 
TWENTY〉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는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속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
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고증
을 바탕으로 한 전통복식이 등장하는 사극 및 사극
에 출연한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은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2)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 분석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은 패션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컬러, 소재, 실루엣, 디테일 각각의 빈도를 
파악한 후 전체적인 특징과 스타일을 정리하여 간
문자15), 박숙현16), 박혜원 외17), 한성지와 김이영18)

의 패션 스타일 이미지 분류를 참고로 분석하였다. 
사진 자료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소재는 직물 분류
방식 중 하나인 외관적 효과에 따른 특성에 따라 
광택이 풍부한 소재, 거칠고 두꺼운 소재, 엷고 비
쳐 보이는 소재, 뻣뻣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신축
성이 있는 소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9).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소피스티케이트(sophisticate), 캐주얼
(casual), 로맨틱(romantic), 스포티브(sportive), 모던 
스타일(modern style)로 나타났다. 

첫째, 최지우의 패션 스타일은 라이트 그레이쉬, 
그레이쉬 톤을 사용한 튀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화이트, 블루, 그레이, 블랙 컬러가 
따뜻한 느낌의 두꺼운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와 
함께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폭이 넓고 여
유가 있는 H line 실루엣 위주의 스트레이트 실루
엣으로 절개선이나 장식이 거의 없이 단정한 느낌
의 터틀 네크라인, 변형된 테일러드 칼라 등 기본
적인 디테일이 사용되어 소피스티케이트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둘째, 전지현의 패션 스타일은 라이트, 브라이트, 
비비드 톤을 사용한 생동감 있고 경쾌한 느낌의 화
이트, 그린, 블루 컬러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미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소재와 함께 사용되었다. 전체
적으로 슬림 실루엣 위주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사용되고 심플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라운드 네크
라인, 셔츠 칼라 등 기본적인 디테일이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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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셋째, 보아의 패션 스타일은 블랙, 화이트, 실버, 

그레이 등 모노톤 위주의 화려하고 힘이 넘치는 컬
러가 화려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광택이 풍부한 

<표 5>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 분석
한류 스타 디자인 요소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

최지우

 

컬러

⇨
소피스티케이트 
스타일

소재 두꺼운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H line 실루엣
디테일 터틀 넥크라인

전지현

 

컬러

⇨캐주얼 스타일
소재 부드러운 소재
실루엣 슬림 실루엣
디테일 라운드 네크라인

보아

 

컬러

⇨모던 스타일
소재 광택이 풍부한 소재
실루엣 피티드 실루엣
디테일 테일러드 칼라

송혜교

 

컬러

⇨로맨틱 스타일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디테일 셔링, 로우 네크라인

장나라

 

컬러

⇨스포티브 스타일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피티드 실루엣
디테일 만다린/테일러드 

소재와 함께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피티드 실루
엣 위주의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으로 테일러드 칼
라, 캐미솔 네크라인, 로우 네크라인, 베어드 탑 네
크라인 등 노출이 많은 디테일과 조명 효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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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픽스가 사용되어 모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넷째, 송혜교의 패션 스타일은 라이트, 브라이트, 

비비드 톤으로 전개하여 밝고 생동감 있고 경쾌한 
느낌의 화이트, 그린, 핑크 컬러가 캐주얼하면서도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신축성 있는 소재와 함
께 사용되었다. 프린세스 실루엣 위주의 아우어글
라스 실루엣은 귀엽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셔
링과 로우 네크라인, 캐미솔 네크라인, 레이스, 타
이드 디테일 등 다양한 디테일과 함께 사용되어 로
맨틱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다섯째, 장나라의 패션 스타일은 비비드 톤의 블
랙, 화이트, 레드, 골드 컬러가 블랙과 레드, 화이트
와 레드 등 발랄하고 생동감 있으면서도 공연장에
서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컬러 매치로 사용되었
으며,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느낌의 
신축성 있는 소재와 광택이 풍부한 소재가 이용되
었다. 또한 섹시하다기 보다는 귀엽고 발라해 보이
는 피티드 실루엣이 중국 전통 의상 디테일인 만다
린 칼라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네크라인과 함께 
사용되고 조명 효과를 살리기 위한 스팽글 장식이 
사용되어 스포티브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면〈표 5〉와 같다.

2. 상해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분석
중국 소비자의 패션 스타일을 고찰하기 위해 스

트리트 패션 스타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지역
은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인 중국 경제 중심지이자 
소비 패턴 변화 양상의 모델인 상해로 선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선행 연구와 국내 패션정보기관인 퍼
스트뷰코리아(Firstviewkorea)와 CFT(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의 글로벌 마켓 조사에서 제
시한 사진 자료와 CFT의 상해 스트리트 패션 분석 
자료에 근거하였고, 수집 기간은 본 연구에서 선정
한 한류 스타 5인의 작품 수출 시기와 앨범 발매 시
기인 2005년 S/S에서 2006년 F/W까지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005년 S/S부터 2006년 F/W까
지 상해 스트리트 패션의 사진 자료를 컬러, 소재, 
실루엣, 디테일로 나누어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결
과 각 시즌의 트렌드와 계절감에 따라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시즌을 거듭할 수 록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에서 보여 지는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 스
타일이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2005년 S/S 상해 패션은 라이트, 브라이트, 
비비드 톤의 밝고 화사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의 화
이트, 블루, 핑크, 터콰즈 컬러가 캐주얼하면서도 여
성스러운 느낌의 신축성 있는 소재, 데님과 함께 사
용되었다. 전체적으로 피티드 실루엣과 프린세스 실
루엣 위주의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 사용되었고, 로
우 네크라인, 캐미솔 네크라인, 브이 네크라인 등 
노출이 많은 네크라인과 귀엽고 여성스러움을 강
조하는 프린트, 셔링, 스팽글, 타이드 디테일이 사
용되어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2005년 F/W 상해 패션은 베이지, 카키 등 
톤 다운된 컬러와 함께 비비드한 컬러를 선호하는 
상해인의 특징으로 블랙, 화이트, 블루, 핑크, 레드, 
스카이 블루 컬러가 캐주얼한 느낌의 두꺼운 소재, 
신축성이 있는 소재, 데님과 함께 사용되었다. 계절
적인 특징으로 패딩코트의 착용이 많아 튜블러 실
루엣 위주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많고 패딩코트
의 유행으로 앞을 여미는 지퍼, 후드, 털 트리밍이 
많이 사용되고 소피스티케이트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2006년 S/S 상해 패션은 데님의 유행으로 
블루, 모던한 모노톤 위주의 화이트, 블랙, 블랙/화
이트 스트라이프 컬러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
운 느낌의 부드러운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 데님
과 함께 사용되었다. 노출이 많아지면서 피티드 실
루엣과 프린세스 실루엣 위주의 아우어글라스 실
루엣에 로우 네크라인, 캐미솔 네크라인의 디테일
이 사용되고 스커트의 볼륨이 커지면서 여성스러
움을 강조하는 셔링, 플리츠, 레이스, 스트링, 트리
밍 등의 디테일이 사용되어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
틱 스타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2006년 F/W 상해 패션은 스키니 진과 미
니스커트의 유행으로의 블루 컬러, 모노톤의 블랙, 
화이트 컬러가 캐주얼하고 모던한 느낌의 두꺼운 
소재, 신축성이 있는 소재, 데님과 함께 사용되었
다. 2005년과 비교해 몸매와 볼륨을 강조하는 실루
엣이 나타나면서 피티드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 슬
림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등 다양한 실루엣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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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해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분석 
시즌 디자인 요소 상해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2005년 
S/S

 

컬러

⇨
캐주얼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소재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피티드/프린세스 
디테일 로우/캐미솔 네크라인

2005년 
F/W

 

컬러

⇨
소피스티케이트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소재 두껍고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
디테일 지퍼, 후드, 털 트리밍

2006년 
S/S

 

컬러

⇨
캐주얼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소재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피티드/프린세스
디테일 로우/캐미솔 네크라인

2006년 
F/W

 

컬러

⇨

캐주얼 스타일/
스포티브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소재 두껍고 신축성 있는 소재 
실루엣 피티드/프린세스
디테일 지퍼, 후드, 털 트리밍

용되고 2005년에 이어 패딩 점퍼의 유행으로 지퍼, 
후드, 털 트리밍이 많이 사용되고 캐주얼 스타일과 
스포티브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이 동시에 나타나
고 있었다.  

상해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를 정
리하면〈표 6〉과  같다.

한류 스타와 상해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한 결과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은 드라마, 영화 캐릭터의 
특징, 발매 앨범의 컨셉에 따라 소피스티케이트, 캐
주얼, 로맨틱, 스포티브, 모던 스타일로 나타났으
며, 2005년 S/S부터 2006년 F/W까지 상해 스트리

트 패션 스타일은 각 시즌의 트렌드와 계절감에 따
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
일에서 보여 지는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
이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해인 특유
의 피트되고 슬림한 실루엣을 선호하는 특성과 한
국 드라마와 브랜드의 진출과 함께 중국 10대 후반
에서 20대 초․중반의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낭만
적이면서 귀여움을 강조하는 로맨틱 걸(Romantic Girl) 
시장이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특히, 
송혜교의 로맨틱 스타일의 경우 2005년 방영된 이
후 2007년 중국 휘난성에서 다시 방영되면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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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FT, 2008 SS Preview Color, (2007), pp. 7-13.

80후 세대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대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엠오피닷컴(www.mop.com)에서 송혜교
의 패션 스타일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어 패션산
업에 대한 드라마의 파급 효과를 보여주었다. 최
지우의 소피스티케이트 스타일의 경우 20대 후
반에서 30대 이상의 직장여성들이 선호하는 스
타일로 대학생 위주로 살펴 본 상해 스트리트 패
션 스타일에서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보
아의 모던 스타일의 경우 앨범 컨셉을 바탕으로 
한 공연 활동의 특성과 일본 패션 스타일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상해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소수
의 패션그룹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송혜교로 대표되는 로맨틱 스타
일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Ⅳ. 디자인 개발
1. 컨셉
드라마〈풀하우스〉의 유쾌하고 행복한 일상, 송

혜교의 패션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밝고 귀엽고 사
랑스러운 느낌과 중국의 기성세대와 달리 소비를 
즐기며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80후 세대의 특징을 
살려 ‘the gaiety of days’라는 컨셉을 설정하였다. 
각종 매체와 글로벌 기업들이 80후 세대와의 브랜
드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온라인 게임, 댄
스 경기 대회, 콘서트 등 각종 문화 행사와 기업들
의 제품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선택의 기회
를 누리며, 그들만의 유행과 문화를 즐기는 80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작품 5벌을 제작
하였다.

2. 타깃
시장 경제 논리 속에서 가정의 소황제로 자라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유분방하며 자아표현과 
성취에 대한 욕망과 기대감이 큰 80후 세대는 제품
의 기능보다는 느낌이나 감각 등 디자인을 중요시
하고, 기성세대와 달리 소비를 즐기며 글로벌 문화
에 익숙하고 쫴이싱주(追星族: 인기 스타를 따라 다
니는 사람)의 비중이 많아 유명인이 추천한 브랜드

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인기 있는 스타를 홍보 대사
로 활용하는 광고에 약한 경향이 있다. 이에 스타
의 패션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선망하는 중국
의 80후 세대를 본 연구의 타깃으로 설정하고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메인 타깃은 80후 세
대 중 20～23세이며 서브 타깃은 20대 중반으로 구
분하였다.

3. 컬러
중국 제품 개발을 위해 인터컬러(International Com-

mission for Fashion and Textile), 한국 CFT(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 중국 CFCA(China 
Fashion Color Association)가 협력을 통해 제작한 2008 
SS Preview Color20)에 따라 골드 빛을 품은 옐로, 
베이지, 브라운 컬러를 기본 컬러로 제안하고, 시즌 
트렌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레드, 그린옐로, 블루, 
메탈 소재와 함께 골드와 실버 컬러를 포인트 컬러
로 제안하였다.

4. 소재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활동하기에 편안하고 스트

리트 패션에서 봄․여름 시즌에 사용빈도가 높은 
환편 니트(circular knit)와 데님을 주로 사용하였다. 
환편 니트의 경우 다양한 조직 표현과 착용감을 고
려해 면, 레이온(rayon), 스판덱스(spandex)의 혼방 
소재를 사용하고, 골드, 실버 컬러와 함께 트렌드로 
제시된 메탈 소재를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 골드
와 실버 메탈사가 들어간 스트라이프 패턴과 포일
(foil) 가공을 사용한 소재를 활용하였다. 귀엽고 사
랑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과일 문양이 프린트
된 면, 아일릿 레이스를 부자재로 사용하였다. 일상
에서 벗어난 파티웨어의 경우 화려하고 여성스러
운 느낌을 강조하고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을 부
각시키기 위해 골드 메탈사가 들어간 꽃문양 레이
스와 새틴(satin), 기하학적인 문양이 프린트된 시폰
(chiffon)을 사용하였다.

5. 디자인 제시
이를 토대로〈표 7〉의 작품 디자인 계획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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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작품 디자인 계획표
작품 Ⅰ 작품 Ⅱ 작품 Ⅲ 작품 Ⅳ 작품 Ⅴ

제목 Have a good time Play a game Delight Recreation time Valse brillante

아이템
티셔츠 1
티셔츠 2

데님스커트
사파리
티셔츠
레깅스

볼레로
티셔츠

데님스커트
블라우스
티셔츠

데님팬츠
볼레로
원피스

소재 환편니트, 데님  면, 환편 니트 환편니트, 면,
레이스, 데님

면, 환편 니트,
레이스, 데님

새틴, 레이스,
시폰

디자인 
특징

송혜교와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에서 보
여진 로우 숄더 네
크라인과 캐미솔 네
크라인, 셔링, 플리
츠 디테일을 사용하
여 대학 캠퍼스에서 
착용 할 수 있는 편
안하면서도 귀여운 
스타일 연출

엉덩이를 덮는 길이
의 사파리에 셔링과 
스트링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움과 기능
성을 살리고 레깅스
와 코디함으로써 운
동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착용
할 수 있는 스포티 
룩 연출

쇼핑의 즐거움과 송
혜교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표
현하기 위해 타이드 
디테일을 볼레로 소
매에 이용하고 데님
스커트에 셔링디테
일을 사용하여 A-line
으로 퍼지는 사랑스
러운 스타일 연출  

리조트 생활이 주는 
일상을 벗어난 홀가
분함과 설레임을 표
현하기 위해 셔링과 
플리츠디테일을 사
용하여 기능성과 귀
여움을 강조하는 스
타일 연출
    

화려함과 설레임을 
주는 파티웨어의 격
식을 갖추면서도 귀
여움을 잃지 않는 스
타일을 표현하기 위
해 홀터네크라인을 
사용해 가슴을 깊게 
파고 플리츠와 셔링 
디테일을 함께 사용

<그림 1> 작품 Ⅰ. <그림 2> 작품 Ⅱ. <그림 3> 작품 Ⅲ. <그림 4> 작품 Ⅳ. <그림 5> 작품 Ⅴ .

하였으며, 그 결과〈그림 1〉,〈그림 2〉,〈그림 3〉,
〈그림 4〉,〈그림 5〉에서 보여지는 총 5벌의 디자
인을 제안하였다.

Ⅴ. 결  론
인터넷과 TV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젊은 층이 글로벌 마켓의 소비
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 패션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소비시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패션기업 역시 1990년
대 이후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중

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패션시장에서 메가트렌드로 부상하
고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비
롯한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등장한 한
류와 한류 스타의 영향력을 패션산업과 접목시켜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
자인을 개발하였다.

첫째, 한류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으로 연극이나 공
연, 패션, 음식, 게임, 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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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006년 실시된 ‘내사랑 한류 TOP 10’과 ‘한
국문화상품에 대한 동아시아 소비자 및 정책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최지우, 전지현, 송혜교, 장나라, 
보아를 여성 한류 스타 5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출연한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의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한 결과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은 드라마, 
영화 캐릭터의 특징, 발매 앨범의 컨셉에 따라 소
피스티케이트, 캐주얼, 로맨틱, 스포티브, 모던 스
타일로 나타났다. 

셋째,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이 80후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해의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시즌의 트렌드와 계절
감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한류 스타의 패션 스타
일에서 보여 지는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
이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the gaiety of days’
라는 컨셉 아래 중국 80후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5벌의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다국적 문화와 
패스트푸드, 인터넷에 익숙하고, 인기 스타에 열광
하며 빠른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80
후 세대의 특성에 맞춰 송혜교의 발랄한 이미지와 
상해의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에서 보여 지는 셔링, 
플리츠 등 귀엽고 사랑스러운 디테일, 트렌드로 떠
오르고 있는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아이템, 메탈 느
낌의 소재를 사용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
는 소재와 봉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패션시장이자 문화적 감성이 유사한 중
국 80후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류와 한
류 스타의 패션 스타일을 바탕으로 패션 상품을 개
발하고 판매함으로써 패션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
고,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에 본 여구가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또
한, 한류와 한류 스타, 글로벌 마켓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의 국토 면적이 넓어 지
역별로 소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
여 북경과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개발
과 한류가 나타나는 다른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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