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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Korean fashion brands in the Chinese fashion market by taking photos of street styles in Seoul 
that is the hub of Korean fashion and in Dalian, the northeastern district where Korean fashion 
brands are launched as a test market China to compare and analyze the clothing colors preferred 
mostly by young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ho have the highest purchasing power. 
The study methods used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simultaneously. Dalian and Seoul 
are two fashion cities in northeast of China and Korea where street fashion was photographed. 
Clothing colors that were mainly worn by young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ere qual-
itatively analyzed using the photos taken. Color analysis was based on the Munsell Color Order 
System to grasp general preferences of color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es, and color tones 
were based on the ISCC-NBS System. In order to grasp the basic materials on Seoul, the Korean 
fashion city and Dalian, the northeastern fashion city in China, street fashion styles of 2010/11 
F/W seas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black and deep tone PB color appeared 
most frequently. The vivid and strong tone of R, YR, Y color showed high frequency of clothing 
colors. For the top wear, women in both areas preferred similar tones in the YR color category 
and Dalian women preferred vivider and brighter S tones in the R color category. For the bot-
tom wear, women in both areas highly preferred achromatic colors and colors in the PB color 
category. For bags, women in both areas preferred black and colors in the YR color category. 
Finally, for the shoes, while women in both areas preferred black in the achromatic color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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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showed different color preferences in the chromatic color category. R color categories were 
preferred by the women in Seoul and the YR color categories were preferred by the women in 
Dalian. Conclusively, women in both cities highly preferred achromatic colors especially black for 
the top and bottom wear, bags, and shoes. It may reflect their desire to look refined and slen-
der through colors. Moreover, continuous and steady research on fashion trends in Seoul and 
Dalian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fashion businesses that plan to be launched in China, 
the area of competition for global brands. 

Key words: color trend(컬러 트랜드), Chinese fashion market(중국 패션시장), 
fashion color(패션 컬러), street fashion(스트리트 패션)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전 세계는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금융위기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정지

출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는

국가부채확대 및 경기 둔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2011년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소비의 경우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중

국은 2006년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2010년 말 2조 8,4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속 5년

간 세계 1위를 유지2),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패

션 브랜드들은 그동안 해외 패션 브랜드의 도입 및

중국 로컬 브랜드의 발전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약화

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3) 이에 현재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시장을 지역에 따라

철저히 연구, 현지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위기

를 헤쳐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소비자의 패션 의식은 디자인과

품질을 가격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며, 개성화가 강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특히 KOTRA5)와 지식

경제부6)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여성 소비자들은 의

류 소비에 있어 여자의복 중에서 활동성, 품질, 디자

인에 뒤이어 조형적 특징 중 ‘색상’이 가장 중요한 구

매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국 내수 소비시장을 공략해야하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당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

히 현대 패션시장에서 색채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에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의류 제조업자

들은 색채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된 트렌

드 컬러를 제품에 적용시켜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고

자 한다.7) 그러나 매 시즌의 발표되고 있는 유행색은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색채이지만 유행색이 곧

소비자에게 채택되어 착용되어진다고 판단되기 어렵

고8), 선호색도 그 나라의 지역적인 기후나 풍토, 민

족의 색채의식에 따른 취향과 기호 등의 여러 복합

요소들을 포함하고 나라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차별화된 색채적 접근이 중요하다.9) 특히 중국은

2009년 약 13억 3861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의 거대

한 대륙으로서 각 지역마다 기후, 문화, 풍습, 경제의

차이가 존재10)하고 있기에,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비

즈니스적 시장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매력적인 블루오

션 지역인 내륙 2․3선 도시 중의 하나인 다롄을 서

울과 비교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지역을 서울과 다롄으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서울은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수도이며, 현재

주요 패션업체들이 상품을 기획 및 디자인하고 있는

도시이고, 여성 패션의 수용 속도와 정도가 매우 빠

르기 때문에 중국 패션시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다

음으로 다롄은 동북 3성과 발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국 패션중소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11)이며, 동북 최대의 한국 상품 쇼핑몰이 들어설

만큼 우리나라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지

역 중 하나이고12), 국제복장제13)라는 중국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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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bv. Color No. Abv. Tone

1 R Red 1 V Vivid

2 YR Yellow Red 2 S Strong

3 Y Yellow 3 B Bright

4 GY Green Yellow 4 P Pale

5 G Green 5 VP Very Pale

6 BG Blue Green 6 Lgr Light Grayish

7 B Blue 7 L Light

8 PB Purple Blue 8 Gr Grayish

9 P Purple 9 Dl Dull

10 RP Red Purple
10 Dp Deep

11 Dk Dark

<표 1> 10 Hues, 11 Tones Name and Abbreviations

의 패션박람회가 열리는 지역으로 동북 최대의 패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연구된 다롄 지역의 패션과 관련

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천지영14)은 2005년 여름

중국 다롄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하였고, 배수

정15)은 2006년도 봄, 여름, 가을의 중국 다롄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연구와 함께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과 중국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 2011년에는

중국 다롄시의 스트리트 패션 컬러 트렌드를 연구16)

하였다. 백정현17)은 2006-2007 F/W 중국 다롄시 여

성 스트리트 패션을 조사 연구하였고, 김정원18)은 중

국 다롄 남자대학생의 패션 행동을 분석하였다. 이처

럼 2005년 이후 차츰 서울, 다롄과 관련해 스트리트

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지만, 두

지역 간의 색채를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가 미비함

으로 인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소비자로써 점차 다양

화, 개성화 경향19)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다롄지역

여성들이 실제로 구매하여 실생활에서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색채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

어짐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가 초기 중국에 진출 시

테스트 마켓으로 접근하는 동북지역 다롄시20)와 한국

의 패션 중심도시인 서울의 여성 스트리트 스타일을

촬영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가장 구매력 높은 소비

집단인 20~30대 여성이 선호하는 의복색을 비교․분

석함으로써 중국 패션시장 내에서 한국 패션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함께 실증적 연구

를 병행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패션도시인

다롄시와 한국의 패션 도시인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

을 현지촬영조사를 실시한 후, 여기에서 수집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20~30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의복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장소로는 서울

지역은 명동, 압구정동, 신사동, 강남역 부근, 신촌 부

근 대학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였고21), 다롄시의

주요 촬영지역 또한 젊은층이 선호하는 쇼핑 지역인

승리광장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태평양 백화점과 마이

칼 백화점 부근, 다롄시의 중심인 다롄역 앞에서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22) 촬영은 2010년

12월 10일~12월 13일, 2010년 12월 27일~12월 30일

까지 서울과 다롄의 동일한 장소에서 출, 퇴근 시간대

와 정오 무렵 매일 2회씩 실시하였다. 이때 사진촬영

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패션디자인 전공 연구원 3명

이 Minolta CM-503i와 Macbeth Color Eye 7000을 사

용하여 표준광 C와 표준판측자 2도 시야에서 측색하

였으며, 조사결과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2차에 걸쳐 조사 표본을 분류하였다.23) 이때 선명한

전신착장 사진자료 중 20~30대 여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도시별 220점씩 총 440점

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의복색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

소에서 동일한 날씨(흐리거나 비오는 경우 제외)에서

촬영한 자료만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2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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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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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B G M

<표 2> Basic Color Chart, 10 Hues, 11 Tones, Achromatic Color, Multi Color

사대상 아이템은 상의, 하의, 가방, 신발로 총 4가지

아이템을 대상으로 색채를 다중분석하였다.25)

색채분석은 김은실과 배수정의 선행연구26) 및 배

수정의 연구27)를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선호색채를

파악하기 위한 색채는 먼셀색체계의 유채색 기본 10

색상(R, YR, Y, GY, G, BG, B, PB, RP)에 대해 각

색상별로 <표 1>과 같은 11가지 톤으로 분류하고, 무

채색은 톤의 분류 없이 흰색(W), 검은색(B), 회색

(G) 3가지로만 구분하였다.28) 또한 아이템에 패턴이

있는 경우 문양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의

색채 구분은 Multi계열로 분류하였고29), 각각의 색채

를 정리하면<표 2>와 같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패션시장 현황 및 여성 소비자
한국 패션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류시장

규모는 <표 3>3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10년 28조

1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의 높은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가방과 신발시장을 포함한 2010년도 한

국패션시장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6.9% 성장한 34억

5599억 원이었다. 2010년 한국의류시장의 특징은 전

체 의류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캐주얼 의류

의 성장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는 것과 그 틈새를

스포츠 의류와 모피를 주품목으로 하는 외투가 차지

함31)으로써 패션 시장 내 중요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패션 시장과 관련해 먼저 한국

소비자와 라이프 스타일32)을 살펴보면 한국 소비자

는 빠른 소비, 착한 소비, 더 싼 가격을 찾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빠른 소비의 경우 의류에서

는 패스트 패션, 음악에서는 패스트 뮤직, 가구에서

는 패스트 퍼니쳐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소비 주

기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3) 둘째, 착한 소

비의 경우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30대 여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4) 셋째, 더 싼 가격을 찾



2010/11년 F/W 겨울 서울시와 다롄시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 의복색 비교 분석

- 107 -

복 종
2010년 실적 2011년 예측

상반기 실적 하반기 실적 연간 실적 연간 예측 상반기 예측 하반기 전망

의류시장 117,913 164,067 28,1980 312,911 128,834 184,078

패션시장(가방, 신발류 포함) 145,986 199,613 345,599 394,836 164,123 230,712

- 2011년 한국패션시장, pp. 1-2.

<그림 1> 중국 패션 시장 성장 추이

- BCG, p. 3.

<그림 2> 패션 제품 연간 소비액

- BCG, p. 6.

<표 3> 복종별 패션시장 규모

(단위: 억원)

는 경향으로 물건을 구입시 가격대비 최고의 가치를

주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

는 소비자인 트레져 헌터(treasure hunter)가 증가35)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20, 30대 소비자 중 여성 소비자는 가계

소비의 주 결정권자로서 전체 소비의 80%를 결정하

며36), 패션 시장에서도 남성 소비자보다 막강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 9월 20~30대 소

비자 라이프를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패션을 향유하

고 즐기는 여성들의 39.2%가 패션, 뷰티, 문화 등 자

기 자신을 위해 월수입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37),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한국의 20~30대 여성은 가장 의류 소비에 적극

적인 소비자임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즉 20~30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 중 가장 큰 지출

영역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패션 의류였고, 올 겨

울 가장 구입하고 싶은 패션 아이템은 재킷과 코트

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퍼, 패딩, 케이프, 야상점

퍼 등도 10% 내외의 고른 분포도를 보이며 역시 다

양한 아이템에 대한 수요를 보여줬다.

한국의 20~30대 여성 소비자들에 관한 선행 연구

중 김은주는 20, 30대 직장 여성소비자에 관해 분석

하였는데, 이들은 왕성한 소비의욕, 주체적․개성적

구매태도, 다양한 가치관, 변화․변신, 자립 지향, 패

션 지향의 경향을 보였다.38) 이 중 의복과 관련된 패

션지향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들은 개성화된 자

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과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39)

2. 중국 패션시장 현황 및 여성 소비자
중국 패션 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2011년 7

월 발표된 BCG(Boston Consulting Group)의 보고서

에서 13억 중국 인구가 보유한 중국의류시장은 <그

림 1>의 2010년 말 기준 약 4,000억 위안 규모로 성

장해 1년 전보다 3배로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3,000억 위안대로 커져 향후 10년 동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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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0) 이는 소득 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인들이 TPO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의류시장의 성장 속도

가 빨라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제시한 있는 자료이

다. 이처럼 중국 의류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인들의 의류 지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데, 이는 중국 도시 소비자

들의 1인당 의류제품 소비금액이 1년 평균 1,150위안

으로 미국과 영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

다.41) 이러한 수준으로 볼 때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세계 의류 시장 성장의 30% 정도를 담당하게 될 것

이라며 BCG의 빈센트 류는 현재 중국 시장은 1인당

의류 소비 금액으로 볼 때 선진국 시장의 초기 수준

임을 언급하였다.42)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의류 소비

트렌드 특징으로 세 가지를 분류하였는데 첫째, 젊은

세대의 소비가 많고 둘째, 여성 고객이 시장을 좌지

우지 하며 셋째, 중소도시에서의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20대와 30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

이 1978년부터 시행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의

일환인 1가구 1자녀 정책43)으로 인해 조부모와 부모

가 한자녀에게 집중하는 4-2-1 구조가 정착된 세대

로 이러한 역피라미드형 가족 형태는 조부모와 부모

의 소득과 소비가 이들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

다.44) 이러한 연령대별 소비 성향은 <그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이들을 주링허우

(90后)와 바링허우(80后)로 명명하고 있다.

주링허우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를 의미한

다. 이들은 가족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성장하여

90%이상이 부모나 친구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응

답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징은 서구지향적 세대라는

것과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확립된 세대이다.45) 먼저

서구지향적 세대라는 것은 바링허우가 청소년기부터

해외브랜드를 경험한데 비해 주링허우는 풍요로운

유아기와 아동기부터 외국브랜드에 익숙한 환경 속

에서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은 사회주의 정치 속

에 확고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1978년 개방정책에서 시작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중국 특유의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비

롯된 것으로 이는 부와 명예에 대한 동경과 만나 연

예인이 되고자 하는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46) 그 대

표적인 예가 차오지뉘성(超級女聲; Super Girl), 콰

이난성(快樂男聲; Super Boy)47)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 성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주링허우는 상품 구

입이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중요하며,

자신이 동경하는 인물을 따라하면서도 자신의 개성

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모순되는 심리를 가지고 있

다.48) 여기에 강력한 소비집단으로 첨단기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바링허우는 1세대 소황제로 가족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한다. 이들은 ‘오늘을 즐기자’, ‘나는 나

를 좋아한다’와 같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현재를

중시하고 감성적이며 개인을 중시하고, 인터넷을 자

유자재로 구사하는 세대로 습관적으로 메신저 QQ에

접속한다고 해서 ‘QQ족'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49) 이

들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변

화를 직접 목격한 세대로 국가적 자부심이 강한 보

수 성향 세대로, 무조건적으로 서구를 동경하는 태도

는 없으며 오히려 해외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애국심

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링허우와 차이점

이기도 하다.50) 바링허우도 주링허우와 마찬가지로

패션과 소비를 즐기며,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좋

고 나쁨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며, 디자인이 매우 중요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

의류를 선호하는 주요 고객층에서도 역시 80후 세대

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51)

중국 20~30대 여성 소비자들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장춘희52)는 중국 20대 여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류제품 구매행동 연구에서, 중국 여성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의복

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김을 밝히고 있었고, 김용숙

외53)의 연구에서는 20, 30대의 여성 소비자가 과시적

인 소비성향과 함께 합리적으로 의류제품을 구매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 여성 소비

자는 중국 인구의 48.5%에 해당되며54), 20∼50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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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 여성인구가 2.5억 명을 차지한다. 이러한 중국

여성들의 소비력은 남성의 7배이고, 의식주 위주의

소비에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55)하면 여성의류 시장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시장임을 알 수 있다. BCG에서

도 앞으로 여성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세를 이룰 것

을 전망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10년 가량은 꾸준히

여성 의류 지출이 뚜렷하게 많아질 것을 예측56)하였

고, 이들에 대한 용어로 타징지(她經濟)를 언급할 수

있다. 타징지란 여성을 일컫는 ‘她’와 경제가 합쳐 만

들어진 신조어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

됨에 따라 여성의 구매력이 커져서 특유의 경제계층

과 경제현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57) 이들을 일

컫는 또 다른 용어로는 위에광저우(月光族) 혹은 위

에광여신(月光女神)과 팡라오주(傍老族)가 있다. 위

에광저우는 월급을 모두 소비하는 신세대를 의미하

는 말로, 중국의 신세대 소비 변화를 대변 한다.58)

팡라오주(傍老族)는 유복한 가정 출신으로 직업이

없이도 명품 브랜드와 고급 레스토랑을 선호하는 계

층을 의미한다.59)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20, 30대 여성 소비자

가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소

비자 수요에 맞는 지역별 현지화전략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상의
겨울용 상의는 계절의 특성상 이너웨어가 아닌 겉

옷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상의는 겨

울용 점퍼, 코트 등의 아이템이었고, 서울과 다롄의

상의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5>를 살펴보면 두 지역 여성들은 상의 착용시

모두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서울 지역은 유채색과 무채색의 비율이

1:1.49, 다롄 지역은 1:1.21로 서울 지역 여성들이 무

채색을 다롄 지역보다는 높은 빈도로 착용하고 있음

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60)의 의

복 선호색 조사에서와 같이 두 지역 여성들 중 서울

지역 여성들이 무난하고 차분한 색인 무채색을 다롄

지역 여성들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그림 3>

과 같은 Black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4>의 White는 17.7%로 나타났다. 즉, Black>

White>Gray>YR>GY의 순서로 서울 여성들에게 선

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롄의 경우 <그림 5>와 같은 Black이 25.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그림 6>과 같은

Gray가 15.0%로 나타나고 있었다. 색상별로 살펴보

면 Black>Gray>White>R>YR의 순서로 다롄 지역 여

성들에게 높게 선호되고 있었다. 이러한 두 지역 여

성들의 Black에 대한 선호 경향은 Black이 본래 가

지고 있는 특징으로 현대인들에게 인식되는 첨단, 패

션 비즈니스, 도시적 세련미와 품위를 상징하기에

20~30대 여성들에게 적극 수용되고 있음으로 판단

된다.61) 특히 다롄은 2006/07년 F/W 연구62)에 나타

난 다롄 지역 F/W 상의 의복색과는 다른 결과를 나

타내고 있었는데, 당시의 다롄 지역 여성들이 상의

색상에 대한 선호 경향이 R>White>Black>Y의 순으

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으

로써, 지난 4년간 상의 선호 색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시즌이 다른 2010년

선행연구63)에서는 White>Black>Gray>Multi계열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겨울과 여름이

라는 계절적 차이로 인한 색채 선호 경향 차이 가

분명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 지역에서 착용된 유채색을 비교해 본 결과, 서

울 지역 여성들은 R계열의 스트롱톤, YR계열의 라이

트 그레이시톤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롄지역 여성들

은 R계열의 비비드톤, YR계열의 다크톤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래 R계열과 YR계열이 활동적

이면서도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색64)으로 활동적인

20~30대 여성들의 캐주얼 의류시장의 높은 성장세65)

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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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 상의 의복색 색상분석표

(단위: n(%))

<표 5> 다롄 상의 의복색 색상분석표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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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lack 상의,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28, 명동

<그림 4> White 상의,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27, 이대

<그림 5> Black 상의,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1,

마이칼백화점

<그림 6> Gray상의,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2, 태평양백화점

2. 하의
서울과 다롄에 나타난 하의의 의복색의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6, 7>을 살펴보면 두 지역 여성

들은 하의 착용시 공통적으로 유채색보다는 무채색

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지역의 유채

색과 무채색의 비율은 1:1.29, 다롄 지역은 1:1.41로

다롄 지역 여성들이 무채색을 서울 지역보다 높은

빈도로 착용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지역 간의 상의 비교시 서울의 무채색이 다롄 보다

더 높았던 점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교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하의에서는 다롄 지역 여성들이 서

울 지역보다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해보면 상․하의의 색채 계획은 두 지역 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두 지역 간의 공통점으로 Black이 가장 높게 선호

되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여성들은 <그림 7>과 같은 Black을 40.9%, 다음으로

<그림 8>과 같은 PB계열을 36.2%로 나타났다. 즉,

Black>PB>Gray>Y>Multi의 순서로 서울 여성들에게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롄 지역 여성들은 46.4%의 <그림 9>와 같은

Black 색상의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그

림 10>과 같은 PB계열이 31.4%로 나타나 서울과 다

롄 지역의 여성들의 하의에 착용하는 색상은 유사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롄의

경우 Black>PB>Gray>B>Multi=YR의 순서로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다롄의 S/S시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66)의 결과와 다른 선호 경향을 보임으로써 하의

에서도 상의와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선호 경향이 있

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두 도시에서 착용된 유채색을 비교해 본 결과, 서

울은 PB계열의 딥톤, 덜톤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다

롄은 선행연구67)에서와 마찬가지로 PB계열의 딥톤,

스트롱톤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두 도

시간의 유사점으로는 같은 PB계열의 딥톤을 선호하

고 있음을, 차이점으로는 다롄의 여성들이 서울의 여

성들보다 선명하고 밝은 채도의 스트롱톤을 선호하

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3. 액세서리
액세서리 중 가방의 색채 분석은 연구자료인 총

440장의 분석 대상 중 서울 지역은 159장, 다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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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서울 하의 의복색 분석표

(단위: n(%))

<표 7> 다롄 하의 의복색 분석표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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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lack 하의,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28, 명동

<그림 8> PB계열 딥톤

하의,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29, 압구정

<그림 9>

Black 하의,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0, 승리광장

<그림 10> PB계열 딥톤

하의,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2, 마이칼 백화점

은 148장의 사진에서만 가방이 착용되어서 총 307장

을 대상으로 가방색을 분석하였다. 신발은 서울과 다

롄 각 220장씩 총 440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 9>를 살펴보면 두 지역 여성들은 가방 아이템 착

용시 모두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서울 지역의 유채색과 무채색 비율은

1:1.71, 다롄 지역은 1:1.13으로 서울 지역 여성들이

무채색 가방을 다롄 지역보다는 더욱 선호하고 있음

을 생각할 수 있었다. 두 지역 간의 공통점으로는 모

두 Black을 높은 빈도로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서울 지역 여성들은 <그림 11>과 같은 Black을

44.7%, 다롄 지역 여성들은 <그림 13>과 같은 Black

을 33.8%의 비율로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Black 색상의 가방이라도 서울 지역 여성들의 Black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가방 착용 빈도에서 보면, 서울은 Black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YR>Multi>PB>White

=R 순이었지만, 다롄은 YR>Multi>Y>R 순으로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채색의 톤에 있어 YR계열이 두 지역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착용된 가운데, 두 지역 간의 차이점으

로는 서울 지역 여성들이 가방의 톤 선택시 <그림

12>와 같은 비비드톤과 딥톤, 다크톤에 편중되어 선

택하였다면, 다롄 지역 여성들은 페일톤을 제외한 모

든 톤에서 빈도를 보임으로써 다양한 톤을 고르게

선호하고 있음을 큰 차이점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림 14>는 다롄 지역의 여성들이 높은 빈도로 착

용한 YR의 다크톤 가방의 예시이다. 여기에 다롄의

2010년 S/S 시즌에 관한 선행연구68)와 비교시 F/W

시즌 가방 아이템에서의 Black의 높은 선호경향과는

다르게 S/S 시즌에는 YR계열의 높은 선호 경향을

통해 다롄 지역 내에서의 계절적인 선호 경향의 차

이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신발의 색채 분석을 위해 <표 10, 11>을 살펴보면,

두 지역 여성들은 신발 아이템 착용시 모두 유채색

보다는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

울 지역의 유채색과 무채색 비율은 1:1.73, 다롄 지

역은 1:1.70으로 상의, 하의, 가방 중에서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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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 가방색 분석표

(단위: n(%))

<표 9> 다롄 가방색 분석표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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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lack 가방,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30, 신촌부근

<그림 12> YR계열

비비드톤 가방,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30, 신촌부근

<그림 13> Black 가방,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2, 마이칼 백화점

<그림 14> YR계열의

다크톤 가방,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0, 다롄역

두 지역 간의 유채색과 무채색의 비율이 유사한 아

이템임을 생각할 수 있었다. 여기에 두 지역 간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모두 Black을 높은 빈도로 선호하

고 있었다는 점인데, 서울 지역 여성들은 45.1%, 다

롄 지역 여성들은 42.9%의 비율이었다. 특징적인 것

은 서울 지역 여성들의 가방과 신발 아이템에 있어

무채색 착용 빈도가 유사했다면, 다롄 지역은 가방과

신발의 무채색 착용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롄

지역 여성들이 액세서리 부분에 있어서는 신발보다

는 가방의 색채 선호에 있어 유채색을 높은 빈도로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서울에서는 <그림 15>와 같은

Black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채색에서는 <그림

16>과 같은 R계열의 덜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롄에서도 <그림 17>과 같이 Black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유채색에서는 <그림 18>과 같은 YR계열 다

크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R>Gray>

YR>White 순으로 나타났지만, 다롄에서는 Black 다

음으로 YR>Gray=R>White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색

상 선호에 차이를 보였다.

신발의 경우 두 지역 간의 특징적인 것으로는 유

채색 부분에서 톤의 차이보다는 색상의 차이를 보였

다는 점인데, 서울 지역 여성들은 GY, G, BG, B의

신발은 전혀 착용하지 않았지만, 다롄 지역 여성들은

BG계열 외의 모든 색상을 착용하는 경향을 보임으

로써 다롄 지역 여성들이 서울 지역 여성들보다 신

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색상 선호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다롄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

난 모든 의복색채를 정리한 결과는 각각<표 12, 13>

과 같다. 서울과 다롄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전

체적인 색상 경향을 보면 두 도시 모두 무채색 계열

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중 Black이 가장 많이

착용됨을 알 수 있었다. Black을 제외하고 두 지역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R계열, YR계열, B계열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지만 톤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서

울 지역 여성들은 덜톤, 딥톤, 비비드톤, 다크톤을 선

호했다면, 다롄 지역 여성들은 딥톤, 비비드톤, 다크

톤, 스트롱톤에서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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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서울 신발색 분석표

(단위: n(%))

<표 11> 다롄 신발색 분석표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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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Black 신발,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30, 신촌부근

<그림 16> R계열 덜톤

신발, 서울

- 필자촬영,

2010. 12. 27, 이대

<그림 17> Black 신발,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1, 태평양백화점

<그림 18> YR계열 다크톤

신발, 다롄

- 필자촬영,

2010. 12. 12, 태평양백화점

지역 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

에 유행색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패션플래닝과 삼성

디자인넷, 퍼스트뷰의 자료를 살펴보면, 인터패션 플

래닝69)의 경우 2010/11년 F/W 시즌 모든 컬러의 연

결고리가 되는 미드 톤(mid-tone), 블랙을 대신하는

미묘한 색감의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almost black),

전반적인 색감은 그레이가 섞여서 부드럽고, 너무 무

겁거나 어둡지 않은 다양한 컬러감을 보여주며, 블루,

레드, 오렌지, 퍼플 등에서 포인트로 강조되는 비비

드 톤(vivid-tone)이 나타난다고 전망하였다. 다음으

로 삼성디자인넷70)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등장과 함

께 배색에 있어서는 블루, 그레이, 베이지를 중심으

로 한 단순하고 차분한 배색이 많으며, 절제되고 엄

숙한 그레이계열과 블루, 옐로우, 다크 그린, 바이올

렛 등과의 깊이감 있는 배색을 예측하였다. 또한 퍼

스트 뷰 코리아71)에서는 브라운, 그레이, 베이지색을

중심으로 오렌지, 옐로우가 포인트 컬러로 사용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고, 그레이, 블랙등의 모노톤이 여전

히 강세를 보이며, 톤에 있어서는 브라이트톤과 비비

드톤이 강세를 보일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컬러 분석 결과에 비춰보면, 서울과 다롄 지

역 여성들의 의복 색채 선호 경향은 두 지역 여성들

은 상․하의, 가방, 신발 모두에서 무채색인 Black을

높은 빈도로 선호하였다. 두 지역 여성들은 공통적으

로 무채색인 Black과 R계열, YR계열, B계열에 높은

선호도를 보여 예측된 트렌드와 유사한 방향을 보였

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레드가 감소될 것이라는 유행

색의 전망이 다롄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역적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최근 중국이 전세계 소비시장 중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 돌파구를 마련할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패션브랜드는 중국 시장에

서 기존의 중국 로컬 브랜드뿐만이 아닌 ZARA,

H&M 등과 같은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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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10-2011 F/W 다롄 전체색상표

(단위: n(%))

<표 12> 2010-2011 F/W 서울 전체색상표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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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에 현재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 시장을

지역에 따라 철저히 연구, 현지에 적합한 상품 개발

을 통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소비자 중 유행을 선두해 나가는 집단으로 일

컫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과 다롄지역 여성들이 실제로 구매하여 소유하

고 있는 의복의 색채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되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패션

브랜드가 초기 중국에 진출시 테스트 마켓으로 접근

하는 동북지역 다롄시와 한국의 패션 중심도시인 서

울의 여성 스트리트 스타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

국 패션기업에게 중국 시장 내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자인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의 패션 도시인 서울과 중국 동북지역의 패션

도시인 다롄의 패션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

기 위해 2010/11년 F/W 시즌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의 색채 분석 결과, 두 지역 여성들은 유

채색보다 무채색을 주로 선택하여 착용하였고, 그 중

에서도 서울 지역 여성들의 무채색 선호도가 다롄

지역 여성들보다 높았음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두 지역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무채색과

함께 유채색으로는 R계열, YR계열을 높은 빈도로

선호하고 있었다.

둘째, 하의 색채 분석 결과, 앞선 상의 컬러와 마

찬가지로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특징적인 것은 상의 컬러와 달리 하의

컬러는 다롄 지역 여성들이 무채색을 서울 지역 여

성들보다 높은 빈도로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

채색에 있어서는 두 지역 여성들 모두가 PB계열 딥

톤의 선호 경향을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액세서리 중 가방의 색채 분석 결과 서울

지역 여성들이 다롄 지역 여성들보다 무채색 가방을

더욱 높은 빈도로 착용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

다. 두 도시 여성들이 유채색에서는 YR계열과 함께

패턴이 있는 Multi계열의 가방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액세서리 중 신발의 색채 분석 결과 두 도

시 여성들 모두 무채색의 경우는 Black의 빈도가 높

게 나타났으나 유채색에 있어서 서울은 R계열을, 다

롄은 YR 계열을 선호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서울 지역 여성

들은 가방과 신발 아이템의 무채색의 착용 빈도가

유사했다면, 다롄 지역은 가방과 신발의 착용 빈도가

차이가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다롄 지역 여성들이 액

세서리에 있어서는 신발보다는 가방에 유채색 비율

이 높았음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롄

지역 여성들이 서울 지역 여성들보다는 가방의 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의복 컬러 코디네이션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반전으로 두 지역 여성들은 상ㆍ하의, 가방, 신

발 모두에서 무채색 중 특히 Black을 높은 빈도로

선호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지역의

20~30대 젊은 여성들에게 Black이 색채에 있어서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함께 슬림해보이는 효과를 추구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Black

을 제외하고 두 지역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R계열,

YR계열, B계열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지만 톤에 있

어서는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두 지역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딥톤과 비비드톤, 다크톤을 높은 빈도 착

용한 반면, 서울 지역 여성들은 덜톤을 다롄 지역 여

성들은 스트롱톤에서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두 지역 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세

계 유행색과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색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 20~30대의 여성

소비자에 구매되면서도 선호되는 의복색임을 생각한

다면, 앞으로의 패션 상품 기획시 이러한 지역적 차

이를 반영함으로써 최근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인

중국 다롄 지역의 한국 패션 기업 진출 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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