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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investigation of this thesis is abou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 preferences in the ages of 20-30 women, according to the style, by researching the 

area of Dalian and Seoul, represented as outstanding fashion cities in north eastern area. 

Both taking pictures and recording camcoders were performed at the famous fashion street 

in Seoul and Dalian. The period of investigation was from 24th of July to 2nd of August 

2008. The result of research are as follows. Generally, the casual style was predominant in 

both area. The jean casual in Seoul was somewhat tidy and conservative, while that in 

Dalian showed the tendency of boldly exposed their body. In terms of easy casual, 

T-shirts and mini-tight skirt were preferred in Seoul, while T-shirts and midi-flare skirt was 

popular in Dalian. In Seoul, the blouse and mini skirt were in vogue, while one-piece 

dress, blouse and 5/7/9 length pants were prevalent in Dalian, in case of romantic style. 

The sports casual was relatively low in frequency in both areas, however, it was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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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opular in Dalian than in Seoul. The frequency of classic style was similar in both 

areas. The T-shirts/blouse and Chanel-line skirt were preferred in Seoul, while the 

combination of jacket/shirts and full-length straight pants were preferred in Dalian. The 

one-piece dress was predominant in feminine style, the combination of mini one-piece 

dress and shoulder bag prevalent in Seoul, while the combination of Chanel-line one-piece 

dress designed as boldly exposed body was popular in Dalian, which shows the tendency 

of sexy, feminine style. The clear contrast or differences of street styles in Seoul and 

Dalian would become evident by this researc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s into the 

various regions of China would be expected as an important measure for the successful 

launching into the Chinese fashion market.

  Key Words : Chinese Fashion Market(중국패션시장), Fashion Style(패션스타일), 

               Street Fashion(스트리트패션)

I. 서 론

  2008년 맥킨지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MGI)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25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으며, 국제투자은행인 CSG(Credit Suisse Global)는 

2015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초반에는 소비가 본격

적인 상승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의류생산대국이자 의류소비대국으로 

세계 최대 의류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의 

의류 소비액은 가구당 전체 소비액의 약 10%를 차

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1997년 대비 26.47% 증가

한 것이다3). 

  이러한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적 우위를 점하기 위

해서는 중국을 하나의 단일시장으로의 공략을 지양

해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의류소비와 관련해 남방

과 북방의 뚜렷한 기후차이가 있어 선호되는 아이

템, 디자인, 색채, 착장법 등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4). 또한 같은 캐주얼 

스타일이라도 중국과 한국 간 착용되는 스타일의 차

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자 패션 스타일

별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 분석을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착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대련은 중국 동북지방의 

‘홍콩’이라 불릴 만큼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망을 통

해 발해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력을 보이는 

대표적인 중국의 도시이다5). 그리고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옴과 동시에 한국

의류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해온 

동북 3성의 주요 도시이고, 시의 중점산업으로 의류

산업이 선정된 점6) 등이 대련을 서울시와 비교대상 

도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매년 9월에 열

리는 대련국제복장절(大連國際服裝節)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500~700여 브랜드가 참가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패션박람회로 세계박람회협회(UFI)인증을 받

을 만큼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어7) 대련이 패션의 도

시로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소비자 변화와 선호하는 패션 스타

일 또한 각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

로 수용되기 때문에 각 도시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거리에서 발견되는 일반 

대중들의 차림새인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마케

팅적인 측면과 의복구성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

어져왔으며, 디자인 측면에서 김찬주 외8)의 연구와 

임순 외9)의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스트리트 패

션을 서울,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최경

희10)의 연구에서는 중국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나는 

캐주얼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동북지역에 관련

하여 배수정11), 배수정 외12), 천지영 외13), 오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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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14), 백정현 외15)에 의해 점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주로 상해와 북경에 집중

되어 있고, 특히 동북지역을 다루었다 할지라도 한

국 서울의 패션스타일과의 비교는 다루지 않고 있어

서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울의 유행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패션의 중심 도

시인 대련과 한국의 패션의 중심지인 서울의 스트리

트 스타일 중, 패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를 스타일별로 세분하여 비교ㆍ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보다 정확한 지역적 선호 경향을 제공하

고, 한국 패션브랜드의 중국 내수시장의 성공적 진

입을 위한 디자인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지역은 서울과 대련지역 패션 번화가를 중

심으로 선택하였는데, 서울은 명동, 압구정동, 신사

동, 강남역 부근, 대련은 승리광장 지하상가, 중산로

(中山路) 마이칼(Mycal)백화점 부근과 개발구의 안

성백화점 부근을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촬영사진은 

전신착장 모습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조사 

시기는 2008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2주

에 걸쳐 진행하여 2008년 여름 대련과 서울의 여성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조사시간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

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캠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이 결과 

판독이 용이한 20∼30대 여성의 사진자료 각각 470

점씩 총 940점을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

사항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스타일 분류 기준은, 진캐주얼(jean 

casual)은 청바지나 청치마 등 진(jean)소재 의류를 

한 점 이상 착용한 스타일로, 이지 캐주얼(easy 

casual)은 캐주얼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

표적인 스타일로 특별한 소재나 디테일의 구분 없이 

편히 착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또한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은

프릴이나 레이스, 리본 등의 디테일과 파스텔 톤의 

컬러, 쉬폰 소재 등으로 여성적인 이미지가 가미된 

스타일로 분류하였고, 스포츠 캐주얼(sports casual)

은 정통 스포츠 웨어보다 패션성이 가미되어 있으면

서 스포츠 웨어의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특성을 지닌 

스타일로 분류하였다16).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WINDOW용 SPSS 1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

그램으로 처리하여, 패션 스타일별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의 평균, 퍼센트, 빈도 분석을 행하였

다.

III. 한 ․ 중 소비패턴의 변화 

  1. 한 ․ 중 소비시장의 변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일로에 서

있는 중국은 소비시장 규모에 있어 2006년 7조 

6,410억 위안으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

었고, 지출패턴도 통신, 문화, 여가 부분이 늘어나는 

등 식료품 위주의 후진형에서 탈피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17).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최는 

중국 소비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2008

년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경제 서비스화’와 ‘경제성장에서의 내수 

역할 증대’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대외 개방도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사

회의식 수준 제고’ 등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사회전

반에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8). 그 영

향은 곧 소비시장에 변화를 일으켜, 현재지향적 소

비, ‘Good-Enough' 제품소비, 유람소비, 그린소비, 

네오 패밀리즘, 사이버 차이니즈, ’중국發‘, ’중국風‘ 

등의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현재 지향적 소비란 장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중국 도시소비자들은 “향후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의 소비를 즐긴다는 것이

며, ‘Good-Enough'제품소비란 중국인의 평균소득

이 아직 낮기 때문에 고급품과 저가품의 중간 수준

의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유람소비란 소

득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에 힘입어 ’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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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스트리트 패션 조사항목

조사항목 조사 내용

스타일 진캐주얼 이지캐주얼 스포츠캐주얼 로맨틱 클래식 페미닌

아

이

템

상의 슬리브리스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니트 점퍼 재킷

하의

스

커

트

길이별 미니 스커트 샤넬 라인 스커트 미디 스커트 맥시 스커트

형태별 타이트 스커트 A라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티어드 스커트 벌룬 스커트

팬츠

길이별 핫팬츠 5부 팬츠 7/9부 팬츠 풀렝스 팬츠

형태별
스트레이트 

팬츠
벨보텀 팬츠 스키니 팬츠 카고 팬츠 트레이닝 팬츠 롤업팬츠

원피

스
H-실루엣 A-실루엣 X-실루엣

문

양

기하

학
스트라이프 도트 체크 로고&심벌

전통 페이즐리 당초 복합

자연 동물 식물

민무늬 기타

색

상의 Red Orange Yellow Brown Green Khaki Blue Violet Purple Multi White Gray Black

하의 Red Orange Yellow Brown Green Khaki Blue Violet Purple Multi White Gray Black

원피

스
Red Orange Yellow Brown Green Khaki Blue Violet Purple Multi White Gray Black

액

세

서

리

가방 토드백 숄더백 크로스백

신발 펌프스 샌들 슬리퍼 통샌들 스니커즈

니면서 구경하고 체험하며 견문을 넓히는 소비를 말

하며, 그린소비는 웰빙,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를, 

네오 패밀리즘은 1978년부터 실시한 1자녀정책 등

으로 가족구조가 바뀌어 한자녀 가정이나, 무자녀 

가정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사이버 차

이니즈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온라인 소비시장이 확

대되고 있음을, ‘중국發’, ‘중국風’은 중국의 고도성

장에 따라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자국 역

사와 문화에 대해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

고 있음을 의미 한다19).

  반면에 한국 소비시장은 향후 소비여건이 크게 개

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가 및 환

율의 변화가 내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말 이후 수출여건은 크게 악

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20).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중

국 무역구조 변화 및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의 2008

년 상반기 중국의 10대 수입국의 증가율을 보면 우

리나라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 증가율은 30.6%인 반면, 상반기 중국의 對 한

국 수입증가율은 19.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라는 정책과 맞물려 가

공무역 금지조치와 수출억제조치로 중국의 對 세계 

수출이 둔화될 경우, 2007년 기준 중국의 대 한국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4%로 대 

세계 가공무역 비중(45.4%)을 상회하는 한국의 경

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21). 

  그러나 현재 의류산업 중 여성복 산업에서 중국과

의 경쟁력부분을 살펴보면 기술경쟁력 수준에서 중

국은 한국에 비하여 기계설비기술력은 월등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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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시스템운영기술력과 

기술인력, 품질관리기술력 등은 한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시스템부문은 향후 

3~5년 사이에 한국을 추월하여 격차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격차가 높은 부문은 

디자인 부분인데, 이 역시 향후 수년 사이에 그 격

차가 좁혀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 따라서 급변

하는 중국시장이 국내기업의 시장 확대 및 수익창출

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비시장의 변화

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한 ․ 중 소비자의 변화

  중국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

향으로, 고급화, 건강지향, 유행중시, 개인의 개성과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감성중시의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배급제도와 자급자족 경제체

제가 퇴색되고 제한적인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소

비계층과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소득의 증

가와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노인계층 등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각되고 있다23). 또한 최근 발표된 ‘신조어로 알아

보는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살펴보면, ‘타징지(她經濟)’란 여성을 일컫는 ‘她’와 

경제가 합쳐 만들어진 신조어로 여성의 경제적, 사

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의 구매파워가 커져 

특유의 경제계층과 경제현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24). 이와 유사한 신조어로 ‘월광족(月光族)’이 

있다. 이들은 월급을 모두 써버리는 신세대를 의미

하는 말로, 중국의 소비 변화를 대변한다25). 특히 중

국 인구의 48%가 여성 인구이며 20∼50세 인구 중 

여성인구가 2.5억 명임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 패션 

시장에서 여성복 시장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시장임을 알려주는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제일기획에서 지난 10년간의 한국 

소비자의 변화를 관심사 ․ 가치관 ․ 생활상 ․ 미디어 ․ 
소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첫째 관심사에 있어

서는 문화 ․ 패션 ․ 취미 ․ 여가 등과 같은 삶의 다양

성을 높여주는 영역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전

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관심사에서 ’즐기고 누리

는 삶‘을 위한 관심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치관에 있어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라는 의식이 증가한 반면, 낭비

를 통한 즐거움 추구,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성향은 감소하였다. 셋째,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

로 가꾸려는 성향이 증가하였으며, 자신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행에 앞서가는 패션을 추구하

는 성향도 증가하였다. 반면 유명 브랜드에 의존하

거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디어와 소비에 있어

서는 인터넷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

이 강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일상적

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로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는 쇼핑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성향이 

강해졌으며, 신상품 및 첨단 기능에 대한 관심 및 

구매욕구도 증가하였다26).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2002년을 기점으로 체감 경기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성향이 심화됨에 따라 충동적인 구매

를 자제하는 한편, 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려는 저가

지향 의식과 가격이 저렴하다면 매장이 멀어도 가서 

구입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저가시장의 확대27)와 함

께 소비자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이 높은 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패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대련(Dalian, 大連)과 한국의 패션

중심지인 서울 지역의 스트리트 스타일 중 보다 패

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를 스타일

별로 나누어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를 비교ㆍ분

석함으로써, 양국간 패션 스타일의 차이를 밝히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할 패션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의 비중

이 서울과 대련 모두 높게 나타났다(표 2참조). 서

울의 경우 선정된 사진자료 470점 중 진캐주얼 스

타일이 36.2%, 이지캐주얼 스타일이 37.2%, 페미닌

과 클래식 스타일이 각 10.9%, 8.5%, 로맨틱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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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캐주얼이 7.0%와 0.2% 순이었다. 대련의 경우 

선정된 사진자료 470점 중 진캐주얼 스타일 31.7%, 

이지캐주얼 28.3%, 로맨틱과 페미닌 스타일이 

14.7%, 13.8%, 클래식과 스포츠캐주얼이 각 8.1%, 

3.4%의 비율을 보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패션 

스타일별로 서울과 대련의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ㆍ

분석하였다.

  1. 진캐주얼 스타일 비교 ․ 분석

  진캐주얼은 <표 2>에서와 같이 서울과 대련 모두

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먼저 의복의 아

이템에서, 상의는 티셔츠가 두 지역(서울:56.5%, 대

련:52.4%)  모두 가장 선호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은 블라우스(서울:14.3%, 대련:10.9%)가 선호되고 

있었다. 특이점은 대련의 경우 슬리브리스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

과28)29)30)로, 보다 과감한 의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중국 여성의 전반적인 의복 스타일로 해석된다. 하

의는 팬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스커트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으나 이중 미니 타이트스커

트의 비율(서울:100%, 대련:95.2%)이 높았다. 이러

한 현상은 서울과 대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팬

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서울이 풀렝스팬츠가 52.9%

<표 2>의복 스타일 분석표(%)

의복 스타일

빈도(퍼센트)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스커트 팬츠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진캐주얼 

스타일

170

(36.2)

149

(31.7)

161

(43.3)

147

(39.9)

27

(25.5)

21

(24.1)

136

(47.6)

127

(44.6)

9

(8.7)

2

(1.9)

이지캐주얼 

스타일

175

(37.2)

133

(28.3)

155

(41.7)

125

(34.0)

45

(42.5)

24

(27.6)

122

(42.7)

101

(35.4)

20

(19.4)

8

(7.4)

로맨틱 

스타일

33

(7.0)

69

(14.7)

15

(4.0)

30

(8.2)

6

(5.7)

10

(11.5)

10

(3.5)

23

(8.1)

20

(19.4)

43

(39.8)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1

(0.2)

16

(3.4)

1

(0.3)

15

(4.1)

0

(0.0)

3

(3.4)

1

(0.3)

12

(4.2)

0

(0.0)

1

(0.9)

클래식 

스타일

40

(8.5)

38

(8.1)

29

(7.8)

30

(8.2)

20

(18.9)

19

(21.8)

9

(3.1)

11

(3.9)

11

(10.7)

8

(7.4)

페미닌 

스타일

51

(10.9)

65

(13.8)

11

(3.0)

21

(5.7)

8

(7.5)

10

(11.5)

8

(2.8)

11

(3.9)

43

(41.7)

46

(42.6)

합 계
470

(100)

470

(100)

372

(100)

368

(100)

106

(100)

87

(100)

286

(100)

285

(100)

103

(100)

108

(100)

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대련의 경우는 핫팬츠 

31.5%, 5부팬츠 19.7%, 7/9부 팬츠 26.8%, 풀렝스

팬츠 22.0%로 각각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팬

츠형태에 있어서는 스키니팬츠가 서울과 대련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이트팬

츠가 유사한 비율로 선호되고 있었다. 롤업팬츠(서

울:21.3%, 대련:8.7%)는 서울지역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원피스는 서울에서 8.7%, 대련에서 

1.9%의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 주요 실루엣은 H-실

루엣과 A-실루엣이었다. 이는 캐주얼이라는 스타일

의 특성상 착용이 편안한 실루엣이 선호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진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47.9%, 대련:49.0%)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기하학적 문양이 38% 이상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3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

의에 White 30.4%, 하의에 Blue 64.4%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도 상의에 White 37.4%, 하의에 

Blue 73.6%의 비율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서울에서 

Blue, Multi, White가 각 33.3%로 나타났고, 대련에

서는 단 2건 만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모두 진 소재 

원피스였기 때문에 Blue 100%로 나타났다<표 4참

조>. 진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솔더백이 전

반적으로 높았으나 서울이 62.2%, 대련이 4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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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캐주얼, 

서울 

<그림 3> 

진캐주얼, 

대련<그림 1> 진캐주얼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표 3> 진캐주얼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50(39.7) 58(38.9)

스트라이프 12(8.2) 12(8.1)

도트 4(2.7) 4(2.7)

체크 1(0.7) 1(0.7)

로고&심벌 41(28.1) 41(27.5)

전통 0(0.0)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4(2.7) 4(2.7)
동물 1(0.7) 1(0.7)

식물 3(2.1) 3(2.0)

민무늬 70(47.9) 73(49.0) 민무늬 70(47.9) 73(49.0)

기타 14(9.6) 14(9.4) 기타 14(9.6) 14(9.4)

합계 146(100) 149(100) 합계 160(100) 153(100)

약간의 빈도 차이가 있었고, 신발은 서울이 펌프스, 

샌들, 스니커즈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대련

에서는 스니커즈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차

이를 보였다<표 5, 6참조>.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진캐주얼 스타일은 두 

도시 모두에서 티셔츠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숄더백, 

샌들 혹은 스니커즈의 조합임을 알 수 있었고, 차이

라면 서울의 진스타일은 <그림 2>와 같은 좀 더 단

정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대련의 진스타

일은 <그림 3>과 같은 과감한 노출 성향을 보였다

는 점이다. 의복 색, 문양, 액세서리에 있어서는 약

간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선호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숄더백과 샌들, 스니커즈 등으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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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7(4.3) 12(8.2) 0(0.0) 0(0.0) 0(0.0) 0(0.0)

Orange 6(3.7) 3(2.0) 0(0.0) 0(0.0) 0(0.0) 0(0.0)

Yellow 4(2.5) 8(5.4) 0(0.0) 0(0.0) 0(0.0) 0(0.0)

Brown 4(2.5) 3(2.0) 0(0.0) 0(0.0) 0(0.0) 0(0.0)

Green 2(1.2) 3(2.0) 0(0.0) 0(0.0) 0(0.0) 0(0.0)

Khaki 1(0.6) 2(1.4) 0(0.0) 0(0.0) 0(0.0) 0(0.0)

Blue 9(5.6) 6(4.1) 105(64.4) 109(73.6) 3(33.3) 2(100)

Violet 1(0.6) 1(0.7) 0(0.0) 0(0.0) 0(0.0) 0(0.0)

Purple 2(1.2) 3(2.0) 0(0.0) 0(0.0) 0(0.0) 0(0.0)

Multi 57(35.4) 27(18.4) 0(0.0) 4(2.7) 3(33.3) 0(0.0)

White 49(30.4) 55(37.4) 7(4.3) 5(3.4) 3(33.3) 0(0.0)

Gray 9(5.6) 6(4.1) 15(9.2) 17(11.5) 0(0.0) 0(0.0)

Black 10(6.2) 18(12.2) 36(22.1) 13(8.8) 0(0.0) 0(0.0)

합계　 161(100) 147(100) 163(100) 148(100) 9(100) 2(100)

<표 5>스타일에 따른 액세서리-가방 비교(%) 

지역별 스타일 토트백 숄더백 크로스백 합계

진
서울 31(23.0) 84(62.2) 20(14.8) 135(100)

대련 27(30.0) 40(44.4) 23(25.6) 90(100)

이지

캐주얼

서울 41(33.3) 70(56.9) 12(9.8) 123(100)

대련 27(38.6) 16(22.9) 27(38.6) 70(100)

로맨틱 
서울 4(14.3) 22(78.6) 2(7.1) 28(100)

대련 18(42.9) 16(38.1) 8(19.0) 42(100)

스포츠

캐주얼

서울 0(0.0) 0(0.0) 0(0.0) 0(0.0)

대련 3(50.0) 3(50.0) 0(0.0) 6(100)

클래식
서울 13(43.3) 17(56.7) 0(0.0) 30(100)

대련 10(40.0) 14(56.0) 1(4.0) 25(100)

페미닌
서울 9(21.4) 30(71.4) 3(7.1) 42(100)

대련 14(41.2) 16(47.1) 4(11.8) 34(100)

<표 6>스타일에 따른 액세서리-신발 비교(%) 

지역별 스타일 펌프스 샌들 슬리퍼 통샌들 스니커즈 합계

진
서울 43(25.3) 50(29.4) 15(8.8) 21(12.4) 41(24.1) 170(100)

대련 24(16.1) 32(21.5) 16(10.7) 22(14.8) 55(36.9) 149(100)

이지

캐주얼

서울 39(22.3) 44(25.1) 27(15.4) 33(18.9) 32(18.3) 175(100)

대련 14(10.5) 24(18.0) 19(14.3) 13(9.8) 63(47.4) 133(100)

로맨틱 
서울 17(51.5) 10(30.3) 5(15.2) 1(3.0) 0(0.0) 33(100)

대련 7(10.1) 30(43.5) 18(26.1) 6(8.7) 8(11.6) 69(100)

스포츠

캐주얼

서울 0(0.0) 0(0.0) 0(0.0) 1(100) 0(0.0) 1(100)

대련 1(6.7) 1(6.7) 1(6.7) 1(6.7) 11(73.3) 15(100)

클래식
서울 19(47.5) 14(35.0) 6(15.0) 1(2.5) 0(0.0) 40(100)

대련 19(50.0) 15(39.5) 2(5.3) 2(5.3) 0(0.0) 38(100)

페미닌
서울 13(25.5) 18(35.3) 16(31.4) 3(5.9) 1(2.0) 51(100)

대련 11(17.2) 36(56.3) 15(23.4) 0(0.0) 2(3.1) 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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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지캐주얼 스타일 비교ㆍ분석

  이지캐주얼 스타일의 경우 서울이 대련보다 8.9%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지 캐주얼 스타일의 아이템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지캐주얼 스타일의 상의

는 두 도시 모두 티셔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59.4%, 대련 63.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

음은 셔츠인데 서울이 16.8%, 대련이 18.4%로 유

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블라우스의 경우는 서울이 

9.0%, 대련이 3.2%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의

에 있어서는 진캐주얼과 마찬가지로 바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커트 길이는 서울의 경우 미

니스커트가 86.7%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련은 

미디스커트가 41.7%로 가장 선호되었다. 팬츠의 길

이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핫팬츠(서울:54.9%, 대

련:34.7%)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형태에 있어

서는 서울은 스트레이트팬츠(48.4%), 스키니팬츠

(23.8%) 순이었고 대련에서는 카고팬츠(46.5%), 스

트레이트팬츠(29.7%)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이

지캐주얼에서 서울 19.4%, 대련 7.4%로 낮은 빈도

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루엣에서는 두 도시 모두 H

실루엣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참조>. 

<그림 5> 

이지캐주얼,

서울 

<그림 6>

이지캐주얼,

대련<그림 4> 이지캐주얼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

울:65.1%, 대련 39.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기타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캐주얼

의 특성상 장식이 강하지 않은 단순한 의복이 선호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7참조>. 의복 색은 서

울이 상의에 White 38.1%, 하의에 Black 28.1%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도 상의에 White 29.6%, 하

의에 Black 20.3%의 비율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8참조>. 이지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은 숄더백이 56.9%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련에

서는 토트백 38.6%, 크로스백 38.6%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에서는 샌들 25.1%, 

펌프스 22.3% 순이었으나 대련에서는 스니커즈 

47.4%, 샌들 18.0%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지역에서는 <그림 5>와 같은 티셔츠와 미니 타

이트스커트, 샌들과 숄더백의 조합인 반면, 대련지

역은 <그림 6>과 같은 티셔츠와 미디 플레어스커트, 

스니커즈, 토트백 혹은 크로스백의 조합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련의 미디 플레어스커트와 스니커

즈의 조합은 2007년도 여름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대련이 서울의 유행을 바짝 뒤좇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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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지캐주얼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40(22.9) 44(33.1)

스트라이프 13(7.4) 11(8.3)

도트 3(1.7) 1(0.8)

체크 0(0.0) 2(1.5)

로고&심벌 24(13.7) 30(22.6)

전통 1(0.6)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1(0.6) 0(0.0)

자연 4(2.3) 1(0.8)
동물 2(1.1) 1(0.8)

식물 2(1.1) 0(0.0)

민무늬 114(65.1) 53(39.8) 민무늬 114(65.1) 53(39.8)

기타 16(9.1) 35(26.3) 기타 16(9.1) 35(26.3)

합계 175(100) 133(100) 합계 175(100) 133(100)

<표 8> 이지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12(7.7) 22(17.6) 7(4.2) 2(1.7) 4(28.6) 0(0.0)

Orange 3(1.9) 3(2.4) 1(0.6) 3(2.5) 1(7.1) 0(0.0)

Yellow 6(3.9) 10(8.0) 3(1.8) 8(6.8) 0(0.0) 0(0.0)

Brown 3(1.9) 1(0.8) 22(13.2) 5(4.2) 1(7.1) 1(12.5)

Green 2(1.3) 2(1.6) 1(0.6) 2(1.7) 0(0.0) 0(0.0)

Khaki 0(0.0) 3(2.4) 20(12.0) 25(21.2) 0(0.0) 0(0.0)

Blue 17(11.0) 7(5.6) 16(9.6) 10(8.5) 1(7.1) 0(0.0)

Violet 2(1.3) 1(0.8) 2(1.2) 0(0.0) 1(7.1) 0(0.0)

Purple 4(2.6) 1(0.8) 2(1.2) 3(2.5) 0(0.0) 0(0.0)

Multi 17(11.0) 23(18.4) 2(1.2) 3(2.5) 2(14.3) 2(25.0)

White 59(38.1) 37(29.6) 30(18.0) 19(16.1) 1(7.1) 0(0.0)

Gray 17(11.0) 5(4.0) 14(8.4) 14(11.9) 0(0.0) 1(12.5)

Black 13(8.4) 10(8.0) 47(28.1) 24(20.3) 3(21.4) 4(50.0)

합계　 155(100) 125(100) 167(100) 118(100) 14(100) 8(100)

  3.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비교 ․ 분석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서울 0.2%, 대련 3.4%로 

두 도시 모두 낮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점퍼형태의 상의와 7/9부 길이의 트레이닝팬츠 차림 

단 한 건만이 조사되었고, 대련에서는 상의에 티셔

츠(40.0%), 셔츠(40.0%), 점퍼(13.3%)가 나타났고, 

하의는 미니 타이트스커트와 핫팬츠, 7/9부팬츠 혹

은 풀랭스팬츠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두 지역 중 대

련의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에서만 H실루엣 단 한 



배수정 ․ 오현아 / 중국 패션시장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한 ․ 중 스트리트 패션스타일 비교 ․ 분석

11

점이 관찰되었다<그림 7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100%, 

대련 43.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기타로 나타났다<표 9참조>. 의복 색은 서울

이 상ㆍ하의에 Red 100%로 나타났고, 대련은 상의

에 White와 Red 각 33.3%, Multi 20.0%, 하의에 

Black 26.7%, Blue 20.0%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10참조>. 스포츠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 

<그림 7>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표 9>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0(0.0) 5(31.3)

스트라이프 0(0.0) 1(6.3)

도트 0(0.0) 0(0.0)

체크 0(0.0) 0(0.0)

로고&심벌 0(0.0) 4(25.0)

전통 0(0.0)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0(0.0) 1(6.3)
동물 0(0.0) 1(6.3)

식물 0(0.0) 0(0.0)

민무늬 1(100) 7(43.8) 민무늬 1(100) 7(43.8)

기타 0(0.0) 3(18.8) 기타 0(0.0) 3(18.8)

합계 1(100) 16(100) 합계 1(100) 16(100)

울은 조사자가 가방을 들지 않은 상태였고, 대련에

서는 토트백과 숄더백이 각 50.0%로 나타났다. 신

발은 서울에서는 통샌들이, 대련에서는 스니커즈가 

73.3%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은, 서울은 전형적인 트레이닝복이었고, 대련은 티

셔츠 및 셔츠에 핫팬츠 혹은 미니스커트, 7/9부팬츠

에 스니커즈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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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1(100) 5(33.3) 1(100) 2(13.3) 0(0.0) (0.0)

Orange 0(0.0) 0(0.0) 0(0.0) 0(0.0) 0(0.0) (0.0)

Yellow 0(0.0) 1(6.7) 0(0.0) 1(6.7) 0(0.0) (0.0)

Brown 0(0.0) 0(0.0) 0(0.0) 0(0.0) 0(0.0) (0.0)

Green 0(0.0) 0(0.0) 0(0.0) 1(6.7) 0(0.0) (0.0)

Khaki 0(0.0) 0(0.0) 0(0.0) 0(0.0) 0(0.0) (0.0)

Blue 0(0.0) 1(6.7) 0(0.0) 3(20.0) 0(0.0) (0.0)

Violet 0(0.0) 0(0.0) 0(0.0) 0(0.0) 0(0.0) (0.0)

Purple 0(0.0) 0(0.0) 0(0.0) 0(0.0) 0(0.0) (0.0)

Multi 0(0.0) 3(20.0) 0(0.0) 2(13.3) 0(0.0) (100)

White 0(0.0) 5(33.3) 0(0.0) 2(13.3) 0(0.0) (0.0)

Gray 0(0.0) 0(0.0) 0(0.0) 0(0.0) 0(0.0) (0.0)

Black 0(0.0) 0(0.0) 0(0.0) 4(26.7) 0(0.0) (0.0)

합계　 1(100) 15(100) 1(100) 15(100) 0(0.0) (100)

  4. 로맨틱 스타일 비교 ․ 분석

  로맨틱 스타일은 대련이 서울보다 7.7% 높은 비

율로 나타났다. 로맨틱 스타일의 아이템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로맨틱 스타일에서는 원피스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 현상은 서울보다 대련에서 더 높게 나

타났다. 상의는 서울과 대련이 블라우스(서

울:60.0%, 대련:50.0%)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

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셔츠 13.3%, 대련이 슬리브

리스 20.0%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의는 스커트와 

팬츠 모두 짧은 길이가 선호되고 있었다. 스커트의 

길이와 형태는 미니길이(서울:83.3%, 대련:50.0%)의 

플레어스커트(서울:33.3%, 대련:40.0%)가 두 도시 

모두 가장 선호되었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서

울은 핫팬츠가 90.0%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대

련은 5부(43.5%), 7/9부(30.4%) 팬츠가 주로 착용

되었다. 형태에 있어서는 서울 지역은 스트레이트 

팬츠(70.0%)가 높게 나타났고, 대련은 스키니/레깅

스가 65.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련에서 스키

니/레깅스가 높게 나타난 현상은 원피스와 팬츠를 

레이어드 룩으로 착용하는 스타일의 유행 때문인데, 

특히 원피스나 길이가 긴 상의를 팬츠와 코디했을 

때는 육안으로 스키니와 레깅스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함께 통계처리 하였다. 원

피스는 로맨틱 스타일에서 서울 19.4%, 대련 

39.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서울은 A-실

루엣이 가장 선호되었고 대련은 X-실루엣이 가장 

선호되어 실루엣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다<그

림 8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

울:69.7%, 대련 6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기타로 나타났으며 두 도시 간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1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White 60.0%, 하의에 Blue 31.1%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은 상의에 White 23.3%, 하

의에도 White 33.3%의 비율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

다. 원피스는 화려한 꽃무늬나 대담한 기하학적 문

양이 많은 관계로 서울은 Multi 35.0%로 가장 높았

고, 대련은 White 37.2%, Multi 25.6%로 나타났다

<표 12참조>. 로맨틱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

은 서울은 숄더백이 78.6%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련

에서는 토트백 42.9%, 숄더백 38.1%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에서는 펌프스(51.5%)

가 가장 높고 샌들(30.3%)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으나 대련에서는 샌들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슬리퍼가 26.1%의 비율로 선호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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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로맨틱스타일,

서울 

<그림 10> 

로맨틱스타일,

대련
<그림 8> 로맨틱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표 11> 로맨틱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6(18.2) 7(10.1)

스트라이프 2(6.1) 0(0.0)

도트 3(9.1) 6(8.7)

체크 1(3.0) 1(1.4)

로고&심벌 0(0.0) 0(0.0)

전통 1(3.0) 0(0.0)

페이즐리 1(3.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2(6.1) 5(7.2)
동물 0(0.0) 0(0.0)

식물 2(6.1) 5(7.2)

민무늬 23(69.7) 43(62.3) 민무늬 23(69.7) 43(62.3)

기타 1(3.0) 14(20.3) 기타 1(3.0) 14(20.3)

합계 33(100) 69(100) 합계 33(100) 69(100)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로맨틱 스타일은, 서울

지역은 <그림 9>와 같은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지역은 

<그림 10>과 같은 원피스(혹은 블라우스와 5부, 

7/9부팬츠), 토트백 혹은 숄더백, 샌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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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로맨틱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2(13.3) 8(26.7) 0(0.0) 2(6.1) 2(10.0) 5(11.6)

Orange 0(0.0) 0(0.0) 0(0.0) 0(0.0) 0(0.0) 2(4.7)

Yellow 0(0.0) 3(10.0) 0(0.0) 0(0.0) 0(0.0) 3(7.0)

Brown 0(0.0) 0(0.0) 0(0.0) 2(6.1) 0(0.0) 0(0.0)

Green 0(0.0) 1(3.3) 0(0.0) 0(0.0) 1(5.0) 0(0.0)

Khaki 0(0.0) 0(0.0) 4(25.0) 0(0.0) 2(10.0) 0(0.0)

Blue 1(6.7) 1(3.3) 5(31.3) 1(3.0) 3(15.0) 4(9.3)

Violet 0(0.0) 1(3.3) 0(0.0) 1(3.0) 0(0.0) 0(0.0)

Purple 1(6.7) 0(0.0) 0(0.0) 0(0.0) 1(5.0) 0(0.0)

Multi 2(13.3) 4(13.3) 2(12.5) 4(12.1) 7(35.0) 11(25.6)

White 9(60.0) 7(23.3) 2(12.5) 11(33.3) 0(0.0) 16(37.2)

Gray 0(0.0) 2(6.7) 0(0.0) 3(9.1) 3(15.0) 1(2.3)

Black 0(0.0) 3(10.0) 3(18.8) 9(27.3) 1(5.0) 1(2.3)

합계　 15(100) 30(100) 16(100) 33(100) 20(100) 43(100)

  5. 클래식 스타일 비교 ․ 분석

  클래식 스타일은 서울 8.5%, 대련 8.1%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고, 상의 아이템과 원피스 실

루엣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도시 모두 유사한 스

타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클래식 스타일의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의는 서울의 경우 셔츠

(34.5%)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련은 재킷(45.2%)

이 높은 반면, 하의의 경우 스커트와 팬츠의 빈도는 

두 도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스커트는 샤넬라

인스커트(서울:70.0%, 대련:57.9%)와 타이트스커트

(서울:75.0%, 대련:63.2%)가 공통적으로 선호되었

다. 팬츠는 길이에 있어서 서울이 풀렝스팬츠

(66.7%)가 높은 비율로 착용된 반면, 대련은 5부

(36.4%), 7/9부 팬츠(18.2%), 풀렝스팬츠(45.5%)가 

고루 착용되었고, 형태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스

트레이트 팬츠(서울:66.7%, 대련:72.7%)가 많이 착

용되었다. 원피스는 서울에서 10.7%, 대련에서 

7.4%의 착용 비율을 보여 그다지 착용 빈도가 높지

는 않았다. 선호되는 실루엣은 서울에서는 H실루엣

이, 대련에서는 H실루엣과 X실루엣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참조>.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 

85.0%, 대련 78.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

하학적 문양, 자연문양으로 나타났으며 두 도시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3참조>. 이는 외

출복 정장에서 민무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김효숙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31). 의복 색은 서울

이 상의에 White 44.8 %, 하의에 Black 55.2%의 

비율로 나타났고, 대련도 상의에 White 38.7%, 하

의에 Black 36.7%의 비율로 나타나서 정장류에는 

White와 Black이 가장 선호되는 색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피스는 서울 Multi 36.4%, 대련 White와 

Black이 37.5%로 나타났다<표 14참조>. 클래식 스

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56.7%)과 대련

(56.0%) 모두 숄더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토트

백이 선호되었다. 신발도 서울과 대련에서 펌프스

(서울:47.5%, 대련:50.0%)가 가장 높았고 샌들(서

울:35.0%, 대련 39.5%)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클래식 스타일은, 서울

은 <그림 12>과 같은 셔츠와 샤넬라인스커트, 펌프

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은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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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재킷과 풀렝스 스트레이트팬츠 혹은 샤넬라

 

<그림 12> 

클래식스타일, 

서울 

<그림 13> 

클래식스타일,

대련
<그림 11> 클래식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표 13> 클래식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3(7.5) 3(7.9)

스트라이프 2(5.0) 1(2.6)

도트 0(0.0) 0(0.0)

체크 1(2.5) 2(5.3)

로고&심벌 0(0.0) 0(0.0)

전통 0(0.0) 0(0.0)

페이즐리 0(0.0) 0(0.0)

당초 0(0.0) 0(0.0)

복합 0(0.0) 0(0.0)

자연 2(5.0) 3(7.9)
동물 0(0.0) 0(0.0)

식물 2(5.0) 3(7.9)

민무늬 34(85.0) 30(78.9) 민무늬 34(85.0) 30(78.9)

기타 1(2.5) 2(5.3) 기타 1(2.5) 2(5.3)

합계 40(100) 38(100) 합계 40(100) 38(100)

인스커트, 펌프스, 숄더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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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클래식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0(0.0) 1(3.2) 1(3.4) 1(3.3) 1(9.1) 0(0.0)

Orange 0(0.0) 0(0.0) 0(0.0) 0(0.0) 0(0.0) 0(0.0)

Yellow 2(6.9) 2(6.5) 1(3.4) 0(0.0) 0(0.0) 0(0.0)

Brown 1(3.4) 1(3.2) 2(6.9) 1(3.3) 1(9.1) 0(0.0)

Green 0(0.0) 1(3.2) 0(0.0) 1(3.3) 0(0.0) 0(0.0)

Khaki 1(3.4) 0(0.0) 0(0.0) 0(0.0) 0(0.0) 0(0.0)

Blue 1(3.4) 1(3.2) 0(0.0) 1(3.3) 1(9.1) 0(0.0)

Violet 0(0.0) 0(0.0) 0(0.0) 0(0.0) 0(0.0) 0(0.0)

Purple 1(3.4) 1(3.2) 0(0.0) 0(0.0) 0(0.0) 1(12.5)

Multi 3(10.3) 6(19.4) 1(3.4) 8(26.7) 4(36.4) 1(12.5)

White 13(44.8) 12(38.7) 5(17.2) 6(20.0) 0(0.0) 3(37.5)

Gray 1(3.4) 0(0.0) 3(10.3) 1(3.3) 1(9.1) 0(0.0)

Black 6(20.7) 6(19.4) 16(55.2) 11(36.7) 3(27.3) 3(37.5)

합계　 29(100) 31(100) 29(100) 30(100) 11(100) 8(100)

  6. 페미닌 스타일 비교 ․ 분석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10.9%) 보다 대련(13.8%)

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페미닌 스타일의 아이템에서

는 원피스가 서울 41.7%, 대련 42.6%로 높게 나타

났다. 상의는 서울은 블라우스(54.5%)가 선호된 반

면 대련은 슬리브리스(42.9%)가 주로 착용되었고, 

하의는 서울의 경우 미니스커트(62.5%)가 선호된 

반면 대련은 샤넬라인스커트(70.0%)가 선호되었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서울과 대련 모두 5부팬츠

(서울:62.5%, 대련:45.5%)가 선호되었고 형태에 있

어서는 스키니/레깅스(서울:75.0%, 대련:54.5%)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역시 로맨틱 스타일처럼 원

피스와 팬츠를 레이어드 룩으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원피스의 실루엣은 서울과 

대련 모두 X실루엣을 선호하였지만, 서울 55.8%, 

대련 80.4%로 대련이 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14참조>. 이는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32)33)로, 신체선 혹은 

신체를 과감하게 노출하는 중국 여성 특유의 성향으

로 파악된다.

  문양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민무늬(서울: 

41.2%, 대련 38.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연문양, 기하학적 문양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도

시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15참조>. 

의복 색은 서울이 상의에 Multi 27.3%, White 

18.2%순이었고, 하의에 Black 62.5%의 비율로 나

타났다. 대련은 상의에 White 52.4%, 하의에 Black 

3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Multi가 서울 

48.8%, 대련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6참

조>. 이는 화려한 꽃문양 혹은 기하학적 문양의 원

피스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페미닌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서울은 숄더백이 71.4%로 높

게 나타났으나 대련에서는 토트백 41.2%, 숄더백 

47.1%로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과 

대련에서 샌들(서울:35.3%, 대련:56.3%)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

의 경우 <그림 15>과 같은 미니원피스에 숄더백, 

샌들의 조합인 반면, 대련은 <그림 16>과 같은 과

감한 디자인의 샤넬라인의 원피스, 숄더백 혹은 토

트백, 샌들의 조합이었다. 특히 대련의 경우  대담

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서울 보다 섹시한 스타일로 

착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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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페미닌스타일, 

서울  

<그림 16>

페미닌스타일, 

대련
<그림 14> 페미닌 스타일 아이템별 빈도 

<표 15> 페미닌 스타일 문양별 비교

항목 서울 대련 세부항목 서울 대련

기하학 8(15.7) 13(20.0)

스트라이프 2(3.9) 2(3.1)

도트 4(7.8) 10(15.4)

체크 1(2.0) 1(1.5)

로고&심벌 1(2.0) 0(0.0)

전통 2(3.9) 2(3.1)

페이즐리 1(2.0) 1(1.5)

당초 1(2.0) 1(1.5)

복합 0(0.0) 0(0.0)

자연 14(27.5) 18(27.7)
동물 0(0.0) 1(1.5)

식물 14(27.5) 17(26.2)

민무늬 21(41.2) 25(38.5) 민무늬 21(41.2) 25(38.5)

기타 6(11.8) 7(10.8) 기타 6(11.8) 7(10.8)

합계 51(100) 65(100) 합계 51(100)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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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페미닌 스타일 색상별 비교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대련　 서울　 대련　 서울　 대련　

Red 1(9.1) 1(4.8) 0(0.0) 1(4.8) 1(2.3) 4(8.5)

Orange 1(9.1) 0(0.0) 0(0.0) 0(0.0) 1(2.3) 0(0.0)

Yellow 0(0.0) 0(0.0) 0(0.0) 0(0.0) 1(2.3) 0(0.0)

Brown 0(0.0) 0(0.0) 0(0.0) 1(4.8) 0(0.0) 0(0.0)

Green 1(9.1) 0(0.0) 1(6.3) 0(0.0) 2(4.7) 0(0.0)

Khaki 0(0.0) 0(0.0) 0(0.0) 0(0.0) 2(4.7) 0(0.0)

Blue 1(9.1) 2(9.5) 0(0.0) 2(9.5) 3(7.0) 2(4.3)

Violet 1(9.1) 0(0.0) 0(0.0) 0(0.0) 0(0.0) 1(2.1)

Purple 0(0.0) 1(4.8) 0(0.0) 2(9.5) 1(2.3) 1(2.1)

Multi 3(27.3) 2(9.5) 1(6.3) 3(14.3) 21(48.8) 25(53.2)

White 2(18.2) 11(52.4) 1(6.3) 4(19.0) 5(11.6) 4(8.5)

Gray 0(0.0) 0(0.0) 3(18.8) 1(4.8) 3(7.0) 1(2.1)

Black 1(9.1) 4(19.0) 10(62.5) 7(33.3) 3(7.0) 9(19.1)

합계　 11(100) 21(100) 16(100) 21(100) 43(100) 47(100)

Ⅴ. 결 론 

  중국과 한국의 패션시장 및 소비자는 ’중국發‘, ’

중국風‘ 혹은 ’한류‘라는 흐름 하에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장기간의 고도성장으로 중국 

도시소비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즐기며, 높은 자부심

과 긍지를 바탕으로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재조

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소

비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로 소비심리가 크

게 위축되어 있어 문화, 패션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

고 있다. 현재 여성복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경

쟁격차가 높은 부문은 디자인 부분으로, 급변하는 

중국시장에서 한국 패션기업이 시장 확대 및 수익창

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중국소비자의 변화 

및 선호, 한국 소비자와의 차이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패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대련(Dalian, 大連)과 한국의 패션

중심지인 서울 지역의 스트리트 스타일 중 패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의 패션 선호도를 6개의 스타

일-진캐주얼, 이지캐주얼, 스포츠캐주얼, 로맨틱, 클

래식, 페미닌-로 나누어 아이템, 문양, 색, 액세서리

를 비교ㆍ분석하여, 양 도시간 패션 스타일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패션 도시인 대련과 서

울의 스트리트 패션을 스타일 별로 비교한 결과, 두 

도시 모두에서 빠른 유행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고, 

서울의 유행 스타일 뒤를 대련이 바짝 뒤좇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인 패션의 흐름에 맞추어 

두 도시 모두 캐주얼 스타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서 서울과 대련 모두 캐주얼 스타일이 70%대로 나

타났다.  

  먼저 진캐주얼 스타일은 두 도시 모두에서 티셔츠

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숄더백, 샌들 혹은 스니커즈

가 선호되고 있었지만, 서울의 진캐주얼은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 대련의 진캐주얼은 과

감한 노출 성향을 보였다. 의복 색, 문양, 액세서리

에 있어서는 약간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가장 선호

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숄더백과 샌들, 스니커즈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티셔츠와 미니 

타이트스커트, 샌들과 숄더백의 조합인 반면, 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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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티셔츠와 미디 플레어스커트, 스니커즈, 토

트백 혹은 크로스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련의 미디 플레어스커트와 스니커즈의 조합은 서

울에서 2007년도 여름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대련이 

서울의 유행을 바짝 뒤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맨틱 스타일은 서울보다 대련에서 빈도가 높았

다. 서울은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은 원피스 혹은 블라우스

와 5부, 7/9부팬츠, 토트백 혹은 숄더백, 샌들의 조

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로맨틱 스타일이어도 대

련이 스커트 길이가 좀 더 길고, 팬츠를 많이 착용

하는 등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중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두 도시 모두 빈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은 전형적인 트레이닝복이었고, 대련은 

티셔츠 및 셔츠에 핫팬츠 혹은 미니스커트, 7/9부팬

츠에 스니커즈가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서울 보다 

대련에서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의 빈도가 높은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의 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클래식 스타일은 두 도시의 빈도와 스타일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서울은 셔츠 혹은 블라우스와 샤넬

라인스커트, 펌프스나 샌들, 숄더백의 조합이었고, 

대련은 재킷 혹은 셔츠와 풀렝스 스트레이트팬츠 혹

은 샤넬라인스커트, 펌프스, 숄더백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의 경우 미니원피스에 숄더

백, 샌들의 조합인 반면, 대련은 신체를 노출한 과

감한 디자인의 샤넬라인의 원피스, 숄더백 혹은 토

트백, 샌들의 조합이었다. 이 경우 대련이 서울보다 

대담한 신체노출 양상이 나타나 보다 여성스럽고 섹

시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문양에 있어서는 원피스를 제외하고는 

민무늬가, 의복 색에 있어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White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액세서리

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은 숄더백이 높게 선호되었으

나 대련에서는 고루 선호되는 편이었고, 스타일에 

따른 신발 착용은 서울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반면 대련의 경우는 계절적 요인 보다는 유

행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스니커즈의 착용빈도

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울과 

대련의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중국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패

션산업의 중국 패션시장의 성공적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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