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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istics of street fashions due to reg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southern and northern region of China. Beijing and Shenzhen were 
chosen as representative cities for the two areas. Empirical research and literature study were 
performed for this study. Empirical studies were performed by using a total of 708 images of 
dresses, which were collected through direct imaging. Through discussion with experts, the col-
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Modern trendy, Romantic, Easy casual, Ethnic, and 
Classical / Traditional.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cross tabulation and frequency analysis. 
Content analysis for each category was also conducted. As a consequence of this study, a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ijing and Shenzhen were observed. As a city, which puts emphasis 
on practicality and modernity, Beijing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modern and trendy style 
than the other city. On the other hand, Shenzhen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romantic style 
and was distinguished as a city of femininity and decorative preference of fashion style.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academic community of Chinese fashion and to help Korean 
clothing companies to be launched in Chinese marke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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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2004년 이래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세계 소비의 중심지이다.1) 중국과 한국 사이에 추진

되고 있는 FTA 체결이 현재 진행 중이며,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의류 업계의 중국 진출 전망은 더

욱 밝아질 전망이다.2) 따라서 과포화 상태인 한국

패션 시장을 뒤로 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의

류기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SPA 브랜드들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과 중국 의류 시장의 위축된 시장 상황에

부딪힌 한국 기업들의 중국 회사로의 인수 합병 사

례와 영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국을 하나의 큰 덩어리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선호 디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세

부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중국 패션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2000년

대 이후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왔으나 주로 특

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로는 대련

시의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한 배수정4)의 연구가 있

었으며, 베이징 스트리트 패션을 최경희5)가 분석하

였고, 선양의 스트리트 패션을 오현아, 배수정6)이 분

석하였다. 중국 시장에서의 지역적 차이와 선호 의복

디자인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김찬주, 유혜

경7)의 옌지, 베이징, 상하이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스트리트 패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역적 특성이 여성들의 복장에 어

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연구하여 각기 다른 세 지역

의 패션 스타일을 정장과 캐주얼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 중국의 지역별 차이에 따른 체형 연구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임순 외8)가 북경과 상해 지역을 중심

으로 연령별 신체 계측치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지역적 특성이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북이 아닌 특정 도시를 중심으

로 혹은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 내에서 가장 지역차가 큰 남방과 북방의 지역

적 차이가 패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연구된 사례는 없었다.

중국 대륙은 동서남북으로 크고 넓으며 최북단 동

북 3성부터 최남단 화남지역까지 모두 8대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중국의 남방 지역과 북방 지역은

두 지역이 크게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온 및

습도의 차이가 크고 체형과 문화의 차이도 극명하여

서로 다른 디자인 전략을 가지고 선호 디자인에 따

라 적합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국의 남방지역과 북방 지역의 선호

디자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중국

진출을 보다 가속화시키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

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방 지역의 대표 도시로 광저우에

서 가장 유행에 민감하며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인

심천과 북방 지역의 대표 도시로 3대 권역 중 하나

이며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선정하여 두 지역을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

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써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적 연구로 중국의 지역적 차이에 관

한 선행연구와 기사자료를 분석하였고 실증적 연구

로 직접촬영법을 이용하여 심천과 베이징의 20~30

대 여성 스트리트 패션을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를

분석하여 두 지역의 선호 원피스 디자인 스타일 차

이를 조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인 오전 시간에는 금융지구 및 회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에는 쇼핑

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관한 정확한 수량과 촬영지 정보는 <표 1>에서 제시

하였다.

직접 촬영을 통해 수집한 스트리트 사진 827장 중

흔들리거나 어둡게 촬영된 사진 및 스타일 분류가

정확치 않은 사진, 외관상 연령대가 맞지 않는 사진

119장을 제외하고 총 708장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

다. 6인 전문가 집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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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베이징 심천

촬영 기간 8월 9일~11일 8월 5일~8일

평균 기온 최저21~최고30℃ 최저26~최고32℃

촬영 장소

동방신티엔디

시단-진룽지에

시단-왕푸징

동문

완상청

션난티엔홍

하안청

띠왕따샤

사진자료수 361장 347장

<표 1> 자료 수집 방법

션 이미지 분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8개의 패

션 이미지 중 관찰 빈도가 상위 5개 범주에 속하며,

원피스 패션 이미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지 캐주

얼, 로맨틱, 모던 트렌디, 클래식/트래디셔널, 에스닉

이미지로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진 분류 방

법은 첫째로, 유사한 이미지와 감성을 지니는 사진을

그룹화하고 두 번째로, 그룹화된 사진들을 선행 연구

를 바탕으로 적합한 패션 이미지 이름을 붙여 구체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룹별로 묶인 이름과 구체화된

특징에 따라 재분류하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사진

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의 분류는 주

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1, 2차로 나뉘어져 실시되었으

며 석사 이상의 의류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은 사전에 패션 이미지와 룩에 관한 일관된 정의와

기준을 전달받았다. 각 원피스 스타일에 따른 구체적

인 설명은 3장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패션 이미지별 설명 명칭과 설명의 구성은 패션 이미

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기준

자료로 적합한 이숙연 외, 권수애 외, 이인성 외, 여

상미의 패션 이미지 분류9)10)11)12)를 참고로 하여 작

성되었다. 선정된 패션 이미지별로 분류된 자료들을

SPSS 19.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카

이제곱(χ²)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패션 이미지

별로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지역의

컬러 비교 분석을 위해 Photoshop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촬영된 원피스의 가장 면적이 넓은 부분을 정사각

형 컬러칩 이미지로 추출하였으며 Hue & Tone 120

색상 색조 표13)를 바탕으로 추출된 이미지를 맵핑하

여 두 지역의 컬러 분포 차를 비교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중국 소비자 분석 및 시장환경
중국은 낮은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시

기를 벗어나 빠른 인건비 상승과 중산층의 증가로

새로운 소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

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선

진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공략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과도 일

맥상통한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은 2030년까지

32억의 시장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14) 특히 중국 중산층의 부상은 전 세계적인 경제

시장을 재편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OECD는 2030년

에 아시아의 중산층이 약 30억 명으로 늘어 전세계

중산층의 66%를 차지하고, 중산층 소비의 59%를 담

당하리라 예상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하루 10~100달

러를 버는 중산층이 현재 1억5000만명 정도로 추산

되는데 시진핑 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10년 안에 이 인구가 5억 명으로 증가할 전

망이다.15)

이와 같이 새롭게 바뀌는 중국 시장의 판도는 ‘중

산층 소비자’에 의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의 매년 20% 안팎에 달하는 임금 인상에 따라16) 중

국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생산 중심보다는 소비자 중

심적인 판매 전략과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패션 시장 또한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

다. 중국 중항증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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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세계 중산층 규모와 분포(2030년 예상)

- http://www.hani.co.kr/

내용에 따르면 중국 의류시장이 2015년 8000억 위안

(약144조원), 2020년 1조 3480억 위안(약243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10년 동안 3배가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7)

중국 의류시장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VIP

고객 및 일부 상류층을 중심으로 마네킹에 코디된

한 벌의 ‘룩’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SPA 브랜드 및

글로벌 브랜드의 대량 진출과 함께 중산층의 발달은

스마트한 쇼핑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자켓, 원피스, 코트, 스커트, 바지, 액세서리 각각의

아이템별로 특화된 고객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한 시장 상황 전략으로 주목되고 있다.

2. 베이징, 심천의 지역적 특성과 소비환경
중국의 전국적인 범위에서 지역에 따른 남북의 차

이는 문화의 지역별 차이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의 문화 차이는 체형, 언어, 문학,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나타난다.18) 이러한 차이는 선

호하는 의류 디자인의 차이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의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

후, 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본 연구의 조사 지

역인 베이징, 심천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베이

징과 심천의 경제적 특징, 인구 및 위치는 <표 2>

19)20)21)22)에 정리되어 있다.

1) 베이징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면적은 약 16,411제곱킬

로미터이다. 기후는 냉대 동계 소우 기후에 속한다.

연중 평균 기온은 약 17.9℃이다.23) 베이징의 기후

특징으로는 여름은 고온습윤, 겨울은 한랭건조한 특

징을 갖는다.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

8.4 °C, 평균 최고기온은 1.8°C 이며, 동절기에는 강

수량이 매우 적어 눈도 많이 내리지 않는다.24) 베이

징은 정치의 중심도시이며,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

도시이자 관광시장이기도 하다.25) 베이징은 다른 지

역보다도 내륙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 간의 대형 비즈니스, 특히 IT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베이징 시장을 통하지 않고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26) 베이징 시민들의

특징으로는 쉬샹둥27)에 의해 전통지향적이고 기질적

으로 호탕한 ‘낙천적 도시’로 분류되었다. 낙천적 도

시는 소비에는 적극적이고 향락지향적이지만 가치관

은 전통적이다. 베이징 여성들의 체형 특징으로는 상

체가 크고 몸통의 횡단면이 상해 등 남방 지역 여성



중국 스트리트 패션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선호 원피스 디자인 분석

- 165 -

지역

설명
베이징 심천

특징

중국의 수도이자 금융, 상업의 중심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음.

국가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주민의 엥겔

계수는 31.8%까지 내려감.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의 표준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미 '부유형' 사회에 도달하였음.

큰 빈부차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특별 구역 성공모델

홍콩, 마카오에 이어 소득이 높음.

평균 연령 30세 미만의 젊은 도시이며,

인구구조가 양극화. (남녀 성비 1:7)

중국의 첨단기술 회사의 본사는 대부분 심천에

자리를 잡고 있음.

중국 도시 종합경제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

위치

- http://en.wikipedia.org - http://en.wikipedia.org

인구 2천 69만명 1천 55만명

인구밀도 1,300/km² 5,100/km²

면적 16,410.54km² 2,050km²

기후 냉대 동계 소우 기후 온대 하우 기후

GDP 1.6 trillion CNY(위안) 1,151 billion CNY(위안)

1인당 GDP 80,394 CNY(위안) 110,421 CNY(위안)

경제 성장률 8.1% 10.0%

<표 2> 베이징, 심천의 지역적 특성(2012)

들에 비해 넓다는 특징이 있다.28)

2) 심천

심천은 중국의 1979년 건설된 도시로 1980년 주하

이, 산터우와 함께 광둥성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총 면적은 약 2,020 제곱킬로미터이고, 그 중 경제특

구 면적은 327.5 제곱킬로미터이다. 지역적으로는 홍

콩과 근접해 있고 경제특구라는 유리한 여건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대량 유치했다.29) 심천의 연 평균

기온은 약 26.5℃이며 연 평균 습도는 73.8%로 매우

높으며 온대 하우 기후에 속한다. 심천의 특징적인

부분은 홍콩, 마카오에 이어 중국에서 소득이 높으며,

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영상 15℃에 이를 정도로 따

뜻하고, 평균 연령이 30대인 중국에서 가장 젊은 도

시라는 점이다.30) 심천은 쉬샹둥31)에 의해 ‘전위적

도시’로 분류되었으며 전위적 도시는 향략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구입 의사 결정도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심천의 문화, 지역적 특성들이

심천의 선호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Ⅲ. 베이징, 심천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 분석

1. 스트리트 패션 종합적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과 심천의 스트리트 착장 사

진을 착장된 원피스의 패션 이미지에 따라 분류하였

다. 이미지란 가시적인 형태나 움직임으로부터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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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명 대표 실루엣

로맨틱

이미지

Ÿ 키워드 – 소녀적인, 섬세함, 화사함, 가벼움, 부드러움, 청순함

Ÿ 컬러 – 페일, 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쉬 톤

Ÿ 패턴 및 소재 – 꽃무늬, 자연적인 패턴, 프릴, 레이스, 쉬폰, 실크 소재 등

Ÿ 대표 실루엣 – 프린세스 라인 실루엣, X라인 실루엣, A라인 실루엣

Ÿ 디테일 – 셔링, 러플, 리본, 프릴, 퍼프 소매 등
<그림 2>

- 저자촬영

이지 캐주얼

이미지

Ÿ 키워드 – 젊음, 활동성, 건강미, 생동감, 경쾌함

Ÿ 컬러 – 비비드, 브라이트, 라이트 톤, 화이트, 그레이, 블랙의 무채색

Ÿ 패턴 및 소재 – 스트라이프 패턴, 코튼, 데님, 저지, 니트 소재 등

Ÿ 대표 실루엣 – 로우 웨이스트 라인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

Ÿ 디테일 – 후디, 라글란 소매 등
<그림 3>

- 저자촬영

모던 트렌디

이미지

Ÿ 키워드 – 합리성, 기능성, 심플함, 샤프함, 지적 세련미

Ÿ 컬러 – 화이트, 그레이, 블랙의 무채색, 선명한 색채나 대담한 무늬

Ÿ 패턴 및 소재 – 무지 패턴, 울, 새틴, 가죽 소재 등

Ÿ 대표 실루엣 – 보디컨셔스 실루엣, H라인 실루엣

Ÿ 디테일 – 최대한 디테일이 적은 것이 특징
<그림 4>

- 저자촬영

에스닉

이미지

Ÿ 키워드 – 민속 문화, 토속성, 소박성, 종교성, 앤틱, 엑조틱, 오리엔탈, 트로

피컬

Ÿ 컬러 – 순색의 적색과 황색, 그레이시한 적색계열과 오렌지 계열 등. 민속의

상에서 얻은 디자인 소재를 활용한 특징적 색채

Ÿ 패턴 및 소재 – 페이즐리 무늬, 자수, 패치워크 소재 등

Ÿ 대표 실루엣 – 엠파이어 라인 실루엣, 하이웨이스트 라인 실루엣

Ÿ 디테일 – 스모킹, 개더, 러플, 비딩, 스팽글, 브레이드 등 <그림 5>

- 저자촬영

클래식/

트래디셔널

이미지

Ÿ 키워드 - 전통성, 보수성, 품위성

Ÿ 컬러 – 딥 톤, 다크 톤 등

Ÿ 패턴 및 소재 – 체크, 헤링본, 하운드투스 패턴, 울, 개버딘, 플란넬 소재 등

Ÿ 대표 실루엣 – H라인 실루엣, 쉬스 라인 실루엣

Ÿ 디테일 – 셔츠칼라, 폴로 원피스 등

<그림 6>

- 저자촬영

<표 3> 패션 이미지 분류 기준

지는 감각, 연상 분위기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

념으로 상, 표상, 심상 등의 뜻을 갖고 있다. 피복을

착용했을 때 착용자의 형상, 색감, 개성 등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패션 이미지라 한다.32)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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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지역

합(N=708)
베이징(N=361) 심천(N=347)

로맨틱 이미지

빈도

(예상빈도)

108

(133.1)

153

(127.9)
261

백분율(%) 29.9 44.1 38.9

이지 캐주얼 이미지

빈도

(예상빈도)

66

(56.1)

44

(53.9)
110

백분율(%) 18.3 12.7 15.5

모던 트렌디 이미지

빈도

(예상빈도)

155

(128.5)

97

(123.5)
252

백분율(%) 42.9 28 35.6

에스닉 이미지

빈도

(예상빈도)

22

(26.5)

30

(25.5)
52

백분율(%) 6.1 8.6 7.3

클래식/트래디셔널

이미지

빈도

(예상빈도)

14

(14.8)

15

(14.2)
29

백분율(%) 3.9 4.3 4.1

합
빈도 361 347 708

백분율(%) 100 100 100

χ² 9.488***

*** p<.001

<그림 7> 베이징과 심천의 스트리트 패션 이미지별

백분율 비교 표

<표 4> 베이징과 심천의 스트리트 패션 이미지별 빈도와 백분율 비교

스트리트 패션 착장 사진의 분석 아이템으로 S/S시

즌 여성복 매출을 결정짓는 핵심 아이템이며, 한 아

이템으로 디자인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원피스를 분

석 기준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지칭하는 원

피스란 치마와 블라우스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된

옷의 총칭으로 정의한다.33) 두 지역의 스트리트 패션

에 있어 원피스 착장을 기준으로 앞서 설명한 분석

기준의 기준과 스타일별 설명으로 제시된 <표 3>에

따라 전문가 집단의 심층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

과는 <표 4>와 같다. <표 4>는 베이징과 심천의 스트

리트 패션 착장 사진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분석한 빈도 분석 및 백분율 분석표이다. 베이징과

심천 두 도시 모두 로맨틱과 모던 트렌디 이미지 항

목의 비중이 높았고, 이는 원피스의 의복 특성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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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베이징

모던 트렌디

- 저자촬영

<그림 9> 베이징

모던 트렌디

- 저자촬영

<그림 10> 심천

모던 트렌디

- 저자촬영

<그림 11> 심천

모던 트렌디

- 저자촬영

맨틱한 스타일을 연출하거나 모던한 스타일을 연출

할 때에 원피스가 많이 착용됨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가장 많이 착장된 로맨틱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에 있어 베이징에서는 주로 절제된 느낌의 모

던 트렌디 이미지의 빈도가 로맨틱 스타일에 비해

높았고, 심천은 로맨틱 스타일을 착용하는 빈도가 모

던 스타일에 비해 높았음을 보아 두 지역 간에 선호

하는 원피스 스타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패션 이미지별 심화 비교분석
1) 모던 트렌디

모던 트렌디 이미지란 심플하고 샤프하면서 현대

적이고 이지적인 느낌을 지닌 이미지를 말한다. 모던

트렌디 이미지를 보인 원피스 스타일은 베이징에서

42.9%, 심천에서 28% 관찰되어 베이징에서 보다 선

호하는 스타일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지역에서

모두 높은 빈도로 착장된 스타일이었다. 베이징과 심

천은 이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깔끔한 실루엣의 H라

인의 블랙 원피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절

제된 컬러와 디테일이 중심적으로 관찰되었다. 컬러

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컬러는 블랙, 그레이 등 무

채색이었으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 무

채색이 아닌 강렬한 원색 계열의 오렌지, 블루 등도

많이 입는 경향을 보였다.

두 지역의 차이점으로는 촬영 당시의 기온이 두

지역 모두 높았음에도 베이징 지역에서는 모던 트렌

디 스타일을 검은색 타이즈와 매치한 경우가 눈에

띄었으며, 베이징은 공통적으로 원피스의 허리선이

낮거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심천은 원피스의 허리선이 기준 허리선보다 높

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몸에 타이

트하게 붙는 보디컨셔스 스타일의 모던 트렌디 원피

스 착장 빈도는 베이징보다 심천에서 더 많이 착용

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패턴의 경우 베이징에서는 기하학적 패턴의 고채

도 H라인 원피스가 착장된 경우를 볼 수 있었으나,

심천에서는 모던 트렌디 항목에서 패턴이 있는 원피

스를 착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컬러에서는

베이징에서는 무지 원피스가 모두 저채도로 나타난

것에 비해, 심천에서는 무지 원피스가 당시 트렌드

컬러였던 오렌지, 블루 계열로 다채롭게 착장되었다.

2) 로맨틱

원피스에서의 로맨틱 이미지란, 옅은 색조와 꽃무

늬, 프릴, 레이스, 쉬폰 등을 소재로 한 소녀적이고

청순하며 화사한 이미지를 의미한다. 로맨틱 스타일

은 베이징에서 29.9%, 심천에서 44.1% 관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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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베이징

로맨틱

- 저자촬영

<그림 13> 베이징

로맨틱

- 저자촬영

<그림 14> 심천

로맨틱

- 저자촬영

<그림 15> 심천

로맨틱

- 저자촬영

두 지역의 차이가 큰 항목으로써 특히 심천 지역에

서 로맨틱 스타일을 선호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 원피스 아이템의 특성상 여성스럽

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아이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두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비중으

로 착장된 스타일이었으며 두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다수 발견되었다. 베이징과 심천에서 공통적으

로 가장 많이 착장된 컬러는 레드 계열의 페일 톤이

었으며, 레이스, 프릴 등의 디테일이 공통적으로 많

이 발견되었다.

로맨틱 항목에서는 두 지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

지게 발견되었는데, 컬러에서는 베이징이 페일 톤의

레드계열, 블루계열, 그린계열 등으로 다양하게 착장

된 것에 비해 심천에서는 주로 아이보리, 화이트 계

열과 레드 계열의 페일 핑크톤으로 대부분 착장되었

다. 패턴에서는 베이징이 도트, 플라워 패턴 등 다양

한 패턴으로 착장된 것에 비해 심천은 깔끔한 무지

원피스에 프릴이나 실루엣으로 로맨틱 이미지를 표

현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원피스 길이의

차이로는 베이징에서 무릎 길이 정도의 미디 길이가

다수 착장된 것에 비해, 심천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

허벅지 길이인 미니 길이로 착장되었으며, 로맨틱 항

목에서 민소매 원피스의 비중이 베이징에 비해 23%

정도 높아 민소매 원피스를 많이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베이징은 캡 소매의 비중이 높

았다.

로맨틱 이미지의 대표 디테일인 프릴, 티어드, 레

이스에 집중하여 분류해 보았을 때에도, 베이징은 원

피스의 한 부분이 과장된 형태의 프릴 디테일로 장

식되거나, 벨트로 허리에 포인트를 주는 등 과도한

디테일이 눈에 띄었으나, 심천은 전반적으로 프릴이

작고 몸판 배색과 같은 컬러로 장식되는 등 보다 소

녀적이고 순수한 감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많이 착장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이지 캐주얼

이지 캐주얼 패션 이미지는 코튼 소재와 밝고 환

한 컬러를 이용한 젊고 활동적이며 경쾌한 감성의

스타일을 의미하며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모던, 로

맨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착용되었다. 베이징에서

18.3%, 심천에서 12.7% 착장한 스타일로 두 지역 차

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베이징에서 더 선호하는 스타

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베이징과 심천에서 공통적

으로 가장 많이 착용된 스타일은 흰색과 검정색 스

트라이프 패턴의 롱 길이의 캐주얼 원피스였으며, 두

지역 모두에서 민소매 H라인으로 많이 착용되었다.

차이점으로는 동일하게 보여진 스트라이프 패턴에

서 베이징이 심천에 비해 스트라이프의 간격이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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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베이징

에스닉

- 저자촬영

<그림 21> 베이징

에스닉

- 저자촬영

<그림 22> 심천

에스닉

- 저자촬영

<그림 23> 심천

에스닉

- 저자촬영

<그림 16> 베이징

이지 캐주얼

- 저자촬영

<그림 17> 베이징

이지 캐주얼

- 저자촬영

<그림 18> 심천

이지 캐주얼

- 저자촬영

<그림 19> 심천

이지 캐주얼

- 저자촬영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베이징은 민소매 캐주

얼 원피스에 티셔츠나 가벼운 가디건으로 매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심천에서는 단독으로 착용하여 스

타일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컬러는 베이징에서 대

부분 그레이, 블랙, 화이트의 무채색으로 나타난 것

에 비해 심천에서는 오렌지, 핑크 등의 걸리쉬하고

경쾌한 컬러가 이지 캐주얼 스타일과 결합된 형태로

다수 보여졌다.

원피스 길이에 있어서도 당시 유행이던 롱 원피스

를 제외하고, 심천에서는 허벅지보다 짧은 길이인 마

이크로 미니 캐주얼 원피스가 많이 착장 되었으나,

베이징에서는 조사된 표본 내에서 마이크로 미니 캐

주얼 원피스를 입은 경우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4) 에스닉

에스닉 패션 이미지는 민속의상에서 얻은 디자인

소재를 활용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적이며 앤틱, 엑조틱, 트로피컬, 오리엔탈, 집시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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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베이징

클래식/

트래디셔널

- 저자촬영

<그림 25> 베이징

클래식/

트래디셔널

- 저자촬영

<그림 26> 심천

클래식/

트래디셔널

- 저자촬영

<그림 27> 심천

클래식/

트래디셔널

- 저자촬영

등을 포함한다. 에스닉 스타일은 두 지역에서 모두

높지 않은 빈도로 관찰되었으며 백분율 역시 베이징

이 6.1%, 심천이 8.6%로 두 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

았다. 주로 여름이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활동이

편하고 시원한 에스닉 패턴의 맥시 드레스 형태로

착장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닉 스타일에서는 두

지역이 공통적으로 짧은 길이보다는 긴 길이의 맥시

드레스를 더 많이 착장하였으며 화려한 컬러감과 패

턴이 공통적이었다.

두 지역의 차이점으로는 베이징의 에스닉 스타일

이 길이, 패턴, 디테일 모든 측면에서 하나로 묶이지

않는 다양한 취향을 보여주었음에 비해 심천의 에스

닉 스타일은 일관되게 맥시 드레스의 형태로 착장되

어 심천 지역은 하나의 유행경향이나 트렌드에 의해

여성들의 스타일이 동일하게 보여짐을 알 수 있었다.

컬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징은 다양한 컬러

톤을 보여주어 일관된 경향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

과는 반대로 심천에서는 일관되게 레드 계열의 에스

닉 원피스가 착장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에스닉 스타일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상의 부분의

노출도를 통한 두 지역의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베

이징은 끈으로 된 튜브톱 드레스 형태의 에스닉 원

피스를 입을 경우 가디건이나 재킷 등과 함께 매치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심천은 이에 비해 단독으로

튜브톱 드레스를 착용하여 노출도를 높이는 착장 형

태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5) 클래식/트래디셔널

클래식/트래디셔널 항목에서는 보수성과 지성미가

드러나는 차분하고 지적인 스타일을 이 항목으로 분

류하였으며 두산세계 대백과 EnCyber Deluxe(2002)

와 이경림 외34)의 클래식 패션의 정의에 따라 베이

직 클래식(트렌치 코트, 세미 타이트 스커트, 재킷

등)과 정통 클래식 스타일(샤넬수트와 같은 진품 정

장 차림),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폴로셔츠, 미국

40~50년대 스타일인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모

두 포함하여 클래식/트래디셔널로 분류하였다. 베이

징에서는 3.9%, 심천에서는 4.3% 착용되어져 두 지

역 간의 차이가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착용

빈도도 두 지역 모두 낮은 정도로 관찰되어졌다. 베

이징과 심천 모두 공통적으로 셔츠 원피스의 착용이

본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보여졌다.

두 지역의 차이점으로는 심천 지역에서 레드 계열

의 컬러톤과 함께 여성스럽고 발랄한 착장이 두드러

졌다면 이에 비해 베이징 지역에서는 그린 계열, 블

루 계열의 차분하고 실용적인 착장이 관찰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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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베이징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29> 베이징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30> 베이징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31> 베이징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32> 심천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33> 심천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34> 심천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그림 35> 심천

액세서리 및 기타

- 저자촬영

이 있었다.

6) 액세서리 및 기타특징

액세서리 착장에 있어서 베이징 지역에서는 원피

스에 백팩을 매치하거나 끈이 긴 숄더백 혹은 캐주

얼한 크로스백을 매치하여 실용성과 활동성을 강조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촬영 시기가 더운 여름이

었기 때문에 심천 지역에서는 타이즈나 레깅스의 착

장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베이징 지역

에서는 촬영 당시 두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 정도

로 베이징 지역이 2℃ 가량 낮아 거의 차이가 없었

음에도 원피스와 매치된 타이즈나 레깅스의 빈도가

베이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이힐의 착용에 있어

서도 베이징 지역에서는 주로 단화나 플랫슈즈, 슬리

퍼 위주로 착장된 것에 비해 심천 지역에서 하이힐

을 원피스에 매치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두 지역의 원피스의 노출도와, 길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심천 지역에서는 모든 스타일

에 있어서 허벅지보다 짧은 길이인 마이크로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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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또한 상의의 노출도

도 높아서 민소매나 튜브탑 드레스를 겉옷 없이 착

장되는 비중도 높았다. 액세서리 매치에 있어서도 베

이징에 비해 가방의 사이즈가 작고 실용성보다는 심

미성을 강조한 토트백이나 미니 크로스백을 코디한

것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베이징은 마이크로 미니 길이의 원피스

를 착장한 경우 타이즈나 레깅스로 코디하여 노출도

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원피스와 함께 코디된 카디건, 자켓 등의 코디도 높

은 비중을 차지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이 연구는 중국의 지역적 특성 중 가장 차이가 큰

남과 북의 차이가 중국 여성들의 선호 의복 스타일

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중국의 수

도인 베이징을 북방 지역의 대표 도시로, 중국의 대

표적 소비도시이자 산업 도시인 심천을 남방지역의

대표 도시로 선정하여 스트리트 패션 착장자료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패션 이미지별로 분류하여

착장 빈도를 비교하였고 다음으로 각각의 패션 이미

지에 해당하는 디테일, 컬러, 길이를 세부적으로 분

석하였다. 의복 외적인 측면에서는 스타일링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도시의 종합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

리한 결과는 <표 5>에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두 도시의 패션 이미지별 착장 순위에 있

어서 베이징은 모던 트렌디(42.9%), 로맨틱(29.9%),

이지 캐주얼(18.3%), 에스닉(6.1%), 클래식/트래디

셔널(3.9%) 순으로 많이 착장하였으며, 심천은 로맨

틱(44.1%), 모던 트렌디(28%), 이지 캐주얼(12.7%),

에스닉(8.6%), 클래식/트래디셔널(4.3%) 순으로 많

이 착장하였다. 패션 이미지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실루엣 측면에 있어서 베이징에서는 몸통 둘

레가 크고 어깨가 발달한 선행 연구의 체형적 특성

이 반영되어 신체적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H라인의

모던한 실루엣이 많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심천은 어깨가 좁고 상체에 비해 하체가 큰

체형적 특징이 반영되어 상체에 비해 하체가 여유

있는 A라인 실루엣이 로맨틱 이미지로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착용 스타일에 자료 수집 당시의 유행이

잘 반영되어 있어 실용성보다 미적 측면과 유행을

중시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쉬샹둥의 도시 분

류와도 일치하며 김은희, 손희순의 중국 여성 체형에

관한 지역적 특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원피스 착장에 있어서 모던 트렌디와 로맨틱 스타일

의 비중은 두 지역 모두 두 스타일의 합이 70% 정

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피스의 착장의도에

따라 로맨틱하거나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착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진다.

둘째, 지역별 선호 원피스 스타일의 세부 디테일

차이로는 원피스의 소매가 각 도시의 체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심천에서는 어깨를 드러내는 민소매, 베이

징에서는 어깨를 가려줄 수 있는 캡소매 원피스가

많이 관찰되었다. 컬러 측면에서는 비비드한 트렌디

컬러가 베이징보다 심천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 길

이에 있어서 두 지역의 차이가 두드러져 베이징이

노출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이며 길이가 길게 나타

났으며, 심천은 당시 2012 S/S 유행인 마이크로 미

니 길이의 원피스와 맥시 원피스로 양분화 되어 관

찰되었다. 심천의 여성들이 베이징 여성들보다 체구

가 작으며 유행에 민감한 특성이 원피스 디테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의복 외적 측면인 원피스와 함께 코디된 코

디네이션의 차이에서는 두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반

영하여 베이징에서는 자켓, 가디건 등 겉옷과의 레이

어드 코디네이션이 자주 관찰되었으나 평균기온과

습도가 베이징에 비해 높은 심천에서는 원피스를 단

벌로 코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두 지역의

기후적 특성 뿐 아니라 노출을 꺼려하는 베이징의

보수성을 반영한 관찰 결과로 판단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컬러 측면에 있어서 로맨틱 항목에서

베이징이 심천보다 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로맨틱

을 제외한 항목인 모던 트렌디, 이지 캐주얼, 클래식

/트래디셔널 항목에서는 반대로 심천이 베이징보다

채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2 S/S의 유행 트렌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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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지역

베이징 심천

패션이미지

공통점
두 지역 모두 원피스 아이템의 특성에 의해 모던 트렌디 이미지와 로맨틱 이미지가 1, 2위

로 높게 관찰됨.

차이점
모던 트렌디 이미지, 이지 캐주얼 이미지가

심천에 비해 높게 착용됨.

로맨틱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가 베이징에 비

해 높게 착용됨.

컬러

공통점 무채색을 주로 선호하는 한국에 비해 채도가 높은 원색 계열과 다양한 컬러가 고르게 선호됨.

차이점

심천보다 채도가 높은 비비드한 컬러를 선호

하며 무채색은 명도가 낮은 컬러(블랙 계열)

를 선호함.

블루/그린 계열이 레드 계열보다 선호됨.

베이징보다 채도가 낮은 파스텔톤 컬러를 선

호하며 무채색은 명도가 높은 컬러(흰색, 그

레이)를 선호함. 레드 계열이 블루/그린 계열

보다 선호됨.

패턴

공통점 S/S 시즌의 특성에 의해 스트라이프 패턴이 가장 많이 선호됨.

차이점 스트라이프 패턴의 굵기, 도트 패턴의 지름,

플라워 패턴의 크기 등이 심천에 비해 크게

관찰됨.

베이징에 비해 패턴의 크기가 작게 관찰됨.

체크 패턴의 경우 타탄 체크가 많이 착장됨.

실루엣
공통점 원피스 아이템의 특성상 두 지역이 공통적으로 X라인 실루엣이 가장 많이 착장됨.

차이점 H라인이 심천에 비해 많이 착용됨. A라인이 베이징에 비해 많이 착용됨.

길이

공통점 공통적으로 무릎 위 8cm 이상의 미니 길이가 가장 많이 착장됨.

차이점

미니 길이를 제외한 니랭스, 미디, 롱, 맥시

길이가 고른 비중으로 관찰됨.

마이크로 미니 길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음.

미니 길이가 특히 짧게 착용되어 마이크로

미니 (무릎 위 20cm이상) 길이로 관찰됨.

마이크로 미니 길이 혹은 맥시 길이로 선호

가 양분화되는 경향.

악세서리 및

기타

공통점
두 지역 모두 양산을 S/S시즌 필수 아이템으로 휴대함.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상 하이힐보다 플랫슈즈, 샌들과 코디하는 경향을 보임.

차이점

자켓, 카디건 등 겉옷을 함께 코디함.

배낭 등 비교적 빅 사이즈 가방이거나 실용

적인 가방을 선호함.

타이즈, 레깅스 등을 코디하는 비중이 높음.

겉옷 없이 단벌로 코디하는 경향.

토트백, 크로스백 등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선호함.

타이즈, 레깅스 등을 코디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표 5> 베이징과 심천의 스트리트 패션 공통점, 차이점 비교

라를 따르는 경향은 남방 지역인 심천에서 더 강하

게 나타났다.

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해 보면, 베이징은 모

던 트렌디 이미지를, 심천은 로맨틱 이미지를 선호하

는 도시이며, 심천이 베이징보다 노출도가 높고, 일관

된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며, 베이징이 실용성

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심천은 미적 측면을 중

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특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북방과 남방 2개 지역의 여성 스트리트

패션을 원피스 아이템에 중점적으로 비교한 결과 각

도시별로 기후, 지리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 및 체형

의 차이가 여성들의 선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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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의 패션 브랜드는

위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한다면 지

역별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연구는 2012년 여름 패션자료만을 수집하여 분

석하였고 지역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표본의 크기가

달라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

이며, 일반화 될 수 있는 결론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중국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스트리트 패

션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베이징과 심천 뿐 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북방 지역

과 남방 지역의 스트리트 패션도 분석하여 본 연구

의 결과에 종합 및 비교하여 발전시킨다면 중국의

전반적인 스트리트 패션을 이해하여 중국 시장을 이

해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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