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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researched the changes in everyday wear in China since the mid-20th century. The 
stud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13 Chinese persons who were familiar with the public 
awareness and donning practices of the Chinese from 1949 to now, and the results were ana-
lyzed through categorical analysis and subject analysis. First of all, due to the influences of 
Zhongshan-zhuang, Liening-zhuang and Bulaji, political characteristics were represented the most 
during the reconstruction time, and during this time, Jieyueling also became famous. Second, 
during the period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government used many mechanisms to control 
people's thought, so Junfu/Junbianfu and sailor shirt were the most common clothing. Third, in-
formation from the West began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it started to influence and 
change the Chinese thinking. Suit, bat wing sleeves, colorful skirt, flares and jeans became more 
and more popular in the reform and open times. Fourth, during the personality expression time, 
people not only copied fashion icons' styles, but also created new styles like sexy, cute, ethnic, 
K-pop, street, and DIY style, in order to show their personality. Finally, during these 60 years, 
the changes of Chinese everyday wear were characterized by de-politicization, ready-made, diversi-
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Key words: Chinese everyday wear(중국 일상 복식), de-politicization(탈정치화), 
diversification(다양화), individualization(개성화), ready-made(기성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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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연령(만) 직업 결혼여부 참여자 성별 연령(만) 직업 결혼여부

B 남 84세 군인 기혼 A 여 78세 재봉사 기혼

C 남 54세 회사원 기혼 D 여 52세 회사원 기혼

F 남 51세 경찰 기혼 E 여 51세 사업가 기혼

G 남 50세 회사원 기혼 H 여 48세 회계사 기혼

I 남 42세 IT기사 기혼 J 여 42세 대학교수 기혼

M 남 21세 학생 미혼 K 여 26세 드라마작가 미혼

L 여 21세 학생 미혼

<표 1> 조사에 참여한 면접 대상자

Ⅰ. 서론
21세기 들어오면서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전통 문화

를 가지고 있는 다민족 국가 중국은 사회와 경제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복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다양

한 중국 스타일이 세계 패션의 무대에 자주 등장하

기도 한다. 복식은 한 시대의 거울로서 사회 형태와

발전 양상이 복식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중국 복

식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 형태, 문양, 색채, 소재

등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와

전쟁 등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복식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의 성립은 중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

기부터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했고, 복식은 당

시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많이

변화해 왔다.

중국 복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복식사 및

복식 문화 분야에서는 전근대 전통 사회의 복식이나

소수민족 복식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현대 패션

분야에서는 중국풍 패션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20세기 이후 근대 복식에 관

한 연구에 있어서도 서구 문물이 급격히 유입된 20

세기 전반기의 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으며, 상대적으로 20세기 후반기의 복식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중후반

기의 중국 일상 복식의 종류 및 특징을 고찰함으로

써 최근 반세기 간의 중국 일상 복식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일상 복식에는 국민들의 정

치 태도와 신념, 생각과 가치 등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복식은 시대를 이해하는데 민

감하고도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일상 복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

구가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일상 복식의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이와 더불어 복식에 반

영된 중국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

의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역사적,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20세기 중반 이

후 중국 일상 복식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중국 일상 복식의 변화 특성을

이해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 및 중국 일상 복식의 종류와 특

징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은 1950년대 이후 중국

의 사회적 상황과 복식 문화를 알고 있는 다양한 연

령대의 산둥성[山東省] 거주 남녀 13명이었다. 면접

대상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면접은 2013년 1월 14일~2월 14일까지 약 1개

월간 이루어졌고,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녹취한 자료를 텍스트로 기록하여 일차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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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필요한 경우 면접 대상자가 소장한 사진 자

료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Ⅲ. 역사적 배경
1. 재건기(1949~1965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중국은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전쟁 상황에 처해 있

었다. 재건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한국 전쟁과 전후 회복,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한 시기이다. 1949년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당면 과제는 토지 개혁을 완

성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구조를 구축하며,

경제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국내 산업을 재건하는 것

이었다.1) 동시에 건국 초기의 항미원조(抗美援朝)와

전국적으로 전개된 반혁명 진압 숙청운동[鎮反運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었

다. 공산당은 정부, 학교, 군대와 사회단체에서 ‘3반

(反)’, ‘5반(反)’ 운동과 ‘민관합작경영[公私合營]’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였다.2) 일련의

정치적 방침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지만, 그 과

정에서 타인에게 과실과 상해를 입힌 경우도 나타났

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57년 공산당 쇄

신운동인 정풍운동(整風運動)을 실시하였지만, 반우

파투쟁(反右派鬥爭)이 극대화되어 많은 지식인과 애

국지사, 공산당 지도자들이 그릇되게 ‘우파’로서 박해

를 받기도 했다.3)

또한 중국 공산당은 자력갱생 정신으로 중국 경제

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

으로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농공업 증산 정책인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경제

적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의 대약진이 아니라 생산의

폭락이 발생하였고, 중국 경제에 있어서 농, 경공업

의 퇴보와 중화학공업의 과다 발전이라는 기형적 결

과를 초래하였다.4)

2.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
1960년대에 자급자족 공산사회를 건립하기 위해

시도한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은 경

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소련과의 관계 악화 등

으로 인해 중국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게 되었

다. 1960년대 후반, ‘프롤레타리아계급 문화대혁명’이

라는 대중 운동을 통해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권력 재탈환을 기도하는 일종의 권력 투쟁

이 시작되었다.5) 링표[林彪] 반혁명 집단과 쟝칭[江

青] 중심의 ‘사인방(四人幫)’은 홍위병들을 선동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비판, 타도, 감

금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6) E씨(사업가,

51세)는 당시의 열렬한 혁명 분위기에 대해 “청년

노동자, 농민, 병사, 혁명적 지식인과 간부들이 모두

문화대혁명의 주력군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었

다.”7)고 말하였다. 또한 B씨(군인, 84세)는 “문화대

혁명이 단순한 문화적 혁명이 아니라 문화를 이용하

여 국민들을 동원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존재했던

‘4구(舊)’, 즉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관습을 척결하여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했던 집권자의 영향력을 제거

하는 운동이었다.”8)라고 전하였다.

이 시기에 지식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중국

전통 사상은 무시되고 그 자리를 마오쩌둥[毛澤東]

의 사상이 대신하였다. 학교 교육도 거의 마비된 상

태였다. 문화대혁명은 전국적으로 혼돈 및 경제적 침

체를 일으켰던 국가적 재난으로 평가받고 있다.9)

3. 개혁 개방기(1977~1992년)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문화대혁

명 시기 동안 일어난 혼란을 수습하여 새로운 시대

를 맞이하려는 요구가 강해졌다.10) 피폐해진 사회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

11기 삼중전회(第十一屆三中全會)’가 북경에서 개최

되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되게 된다.11) 경

제 발전과 생산력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정책은

개혁 개방 및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

었다.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분야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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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대외 개방,

외국 자본 도입 등이 허용되었다.12) 특히 중국 사회

주의 현대화와 세계 경제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필

요성 인식으로 인해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주하이[珠海], 선전[深圳], 샤먼[廈門]과

샨터우[汕頭] 등 남부 연해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

정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였고 수출을 증대

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중국은 이 시기에 오랫동안 지속했던 쇄국 정책을

포기했으며 전 세계를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현

대적인 통신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서양 각국과의

왕래를 확대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서구 문

화와 서구식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심미 의

식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

4. 개성 표현기(1992년~2010년대) 
1992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더욱 지지, 강화하면서 개혁 개방의 새로운

분기점이 된 해였다.13) 이후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는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1999년 포르투갈의 마카오 반환을 계기로

중국은 서구 사회에 문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

게 되었다. 2001년 상해 APEC 회의 개최 및 2002년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대외 신임도가

높아졌고, 해외 자본투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용이해

졌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개혁 개방 정책

이 맞물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14) 또한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국 문화의 잠재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

는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대

한 자신감과 함께 개방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신뢰감

을 주게 되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에 따라 매우 다

양해지게 된 것은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K씨

(드라마 작가, 26세)는 “젊은이들이 남이 갖고 있지

않은 희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영화, 드

라마,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직접 만드는 것들도 많이 나왔다.”15)고 하였다. 이

시기부터 중국은 진정한 개성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Ⅳ. 중국 일상 복식의 종류와 특징
1. 재건기(1949~1965년)

1) 남자 복식

(1) 중샨장[中山裝]

중샨장[中山裝]은 중화민국을 건국한 쑨원[孫文]

이 고안하였기 때문에 그의 호인 중샨[中山]을 따라

서 붙여진 이름의 옷이다. 중국인의 생활양식에 부합

하도록 디자인되어 양복보다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대칭을 바탕으로 한 단정한 맵시가 특징이다.16) 중샨

장은 재건기 당시에는 런민장[人民裝] 또는 마오장

[毛裝]이라 불리기도 했다.

중샨장은 옷깃과 포켓의 모양이 독특하다. 목 위

로 살짝 올라오는 스탠드칼라 상의에 상하 좌우 4개

의 포켓을 부착하였는데, 아래 2개에는 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포켓’을 부착하고 덮개를 달아 수납 기능

을 강화하였다.17) 바지 여밈 상단에 단추를 달고, 양

옆에는 큰 인사이드 포켓을, 허리 앞에는 작은 시계

포켓을 만든 다음, 오른쪽 엉덩이에 인사이드 포켓을

하나 더 추가하고 덮개를 달아 마무리하였다.18)

중샨장은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중국 남성들의 대표적인 정장이었다.19) 군인

으로서 해방 혁명에 참여했던 B씨(군인, 84세)는

“원래 중샨장은 정부 직원이 착용한 유니폼이었는데,

혁명을 숭상한 시대의 상징이었으므로 진보적인 인

사들이 많이 받아들였다.”고 구술하였다. B씨는 특히

지식인들의 언행과 복장이 정치에 많이 종속되었다

고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마 지식인들은 감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사회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새 정
권을 많이 기대해서 바꾼 의복 양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자기 믿음을 표현하려고 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양식이 아무리 변해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대로 지식인의 옷차림을 유지했어. 그
런데 옷을 통해 정치 태도를 표현하는 경향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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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강해지잖아. 어쩔 수 없어. 자기를 보전하려면
혁명적인 옷을 입어야지.” (B씨 구술, 2013년 2월
11일)

이와 같이 재건기의 일상 복식은 혁명이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림 1>20)은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중샨장 착용 모

습이며, <그림 2>21)는 1980년대 일반인의 중샨장 착

용 모습이다.

2) 여자 복식

(1) 레닌장[列寧裝]

레닌장[列寧裝]은 1950년대 중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던 소련의 영향으로 유행한 복식이다. 처음에

는 남녀공용이었는데 후에 점차 여성 전유의 복식이

되어갔다.22) 여성들은 레닌장을 통해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정신적 풍모를 드러내었다.

레닌장은 시푸링[西服領: 셔츠칼라]과 더블브레스

트 버튼을 적용한 헤링본 재킷이 기본 스타일이었으

며, 재킷 하단에 크로스 포켓을 달거나 재킷과 같은

소재와 색상의 허리띠를 두르기도 하였다.23) 아래에

는 바지를 함께 착용했다. 레닌장은 소련의 영향으로

유행한 복식이었으나, 실상 소련이나 동유럽의 여성

들은 레닌장을 자주 착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여성들, 특히 정부 기관 여직원들이 많이 착용하였

다.24) 그 이유에 대해 A씨(재봉사, 78세)는 “레닌장

의 색이 단지 청남색, 회색, 검정색뿐이었지만 중샨

장보다 장식적인 아이템이 많았고, 시푸링[西服領]과

더블브레스트 버튼, 허리띠 등 디테일을 통해 여성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어서 당시 여자들이 즐겨 착용

하는 옷차림이 되었다.”고 말하였다.25)

1950년대에 중국은 소련과 밀접하게 왕래했고, 레

닌장의 소박하고 참신한 디자인은 확고한 혁명 정신

을 상징하였다.26) 이후 레닌장의 디테일이 조금씩 바

뀌었지만 1970년대까지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계속

유행하였다. <그림 3>27)은 1950년대 초, 레닌장을 착

용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2) 불라지[布拉吉]

불라지[布拉吉]는 원피스를 의미하는 러시아어 ‘불

라지(платье)’를 그대로 차용한 말로 소련 스타일의

원피스를 뜻한다.28) 주름 잡힌 퍼프 형태의 반소매에

단순한 둥근 옷깃을 가진 원피스로 꽃문양과 체크문

양이 있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색상도 다양하

였다. 불라지는 여성적 활력과 청춘을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경제 불황과 정치 투쟁으로 인해 재건기의 일상

복식 양식은 다양하지 못했으며 색상도 어두운 톤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기에 잠시 중국

복식의 번영기가 있었다. 1956년 1월 공산주의 청년

단과 중화 전국 여성 연합회가 미(美: 아름다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미는 예술의 한 분

류로서 미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천성이며 단정하고

아름다운 복식 착용은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

였다.29) ‘화려한 옷을 입자’는 주제의 논설이 신문과

뉴스에 많이 등장했으며, 1956년 3월에는 신중국 최

초의 복식 박람회가 북경과 상해에서 개최되기도 하

였다.30)

이 시기는 중국과 소련 간의 경제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던 때였으므로 소련의 꽃무늬 천들이 대대적

으로 중국시장에 유입되었다. 당시 사회주의 진영 가

운데 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던 체코슬로바키아에

서도 정교한 공예품과 방직품이 많이 수입되었다.31)

A씨(재봉사, 78세)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백화점이

나 원단 가게와 같은 곳에서 프린트 천을 많이 전시

하고 판매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것이고 애국심

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였다.32) 불라지는 바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자 복식이었다. <그림 4>33)는

1950년대 불라지를 착용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3) 남녀 공용 복식

(1) 지에위에링[節約領]

1960년대 초기 중국은 자연 재해와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빈곤 시기에 접어들었다. 오랜 시기 동

안 국민들은 수입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해

야 했다. B씨(군인, 84세)는 당시의 상황을 추억하면

서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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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샨장을

착용한 마오쩌둥

주석, 1957

- POWER & STYLE,

p. 208

<그림 2> 일반인의

중샨장 착용 모습,

1980년대 초

- 吳丕振 소장

<그림 3> 레닌장을

착용한 여성들,

1950년대 초

- gb.cri.cn

<그림 4>

불라지[布拉吉]를

착용한 여성들,

1950년대

- 百年衣裳, p. 287

<그림 5>

지에위에링[節約領],

1960년대 초

- 百年衣裳, p. 312

“빈곤한 생활 상황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자주 살 수 없었어. 일반적으로 음력 설날에
만 새 옷을 입거든. 게다가 셔츠 가격이 상대적으

로 다른 옷보다 비싸니까 자주 사는 기회가 더욱
이 없었어. 그러니까 체면을 중시한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B씨 구술, 2013년 2월 11일)

따라서 지에위에링[節約領]이란 특별한 복식 품목

이 나타났다. 지에위에링은 말 그대로 옷감을 절약하

기 위해 소매와 가슴 이하 몸통 부분이 없고 단지

가슴 위와 셔츠 칼라만 달려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

으로 내복위에 끼우고 겉에 스웨터나 코트를 입었다.

원단에 따라 등급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트윌

(twill)로 만들었고 체면을 중시한 사람들은 폴리에

스테르(polyester)나 데이크론(dacron)을 선호하였

다.34) 군인 출신의 B씨는 안에 깨끗한 지에위에링을

입고 겉에 군장이나 중샨장을 입는 옷차림이 당시

성공한 남자의 대표적인 이미지였다고 회고하였다.35)

경제 불황기 중국의 유일한 복장 대체품이었던 지에

위에링의 한 가지 장점은 세탁이 편리하다는 점이었

다. <그림 5>36)는 1960년대 초 지에위에링의 사진이다.

2.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
1) 남자 복식

(1) 하이훈샨[海魂衫: 세일러 셔츠(sailor shirt)]

1960년대 후기에 청년들이 즐겨 착용한 복식은 소

련의 해군복에서 유래된 하이훈샨[海魂衫]이었다. 하

이훈샨은 남빛 줄무늬가 있는 세일러 셔츠(sailor

shirt)를 말한다. 세일러 셔츠는 하늘과 바다의 상징

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착용한 해군들은 생기와 활력

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37)

당시는 문화대혁명의 민감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문화생활이 제한적이었고 패션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었다. 영화는 그 적

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F씨(경찰, 51세)는

“1957년 촬영된 ‘하이훈[海魂]’이란 영화가 1960년대

에 재개봉 되었을 때, 당시 젊은이들은 이 영화의 남

녀 주인공이 세일러 셔츠를 입고 찬란한 금빛 속으

로 사라지는 장면에 매우 열광했으며, 이를 계기로

세일러 셔츠에 대한 동경이 많이 생겼던 것 같다.”38)

고 구술하였다. F씨는 “당시 젊은이들은 대부분 군대

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해

군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39)고 하였다. F씨의

부친은 해군 출신이었는데 F씨는 그런 아버지를 항

상 부러워했으며 그 마음을 세일러 셔츠를 입는 것

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40) <그림 6>41)는 1960년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화 ‘하이훈[海魂]’의

포스터이다.

2) 남녀 공용 복식

(1) 쥔푸[軍服], 쥔삐엔푸[軍便服]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등 오랜 전쟁으로 인해, 중

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부터 해방군의 쥔푸[軍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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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60년대

영화 ‘하이훈[海魂]’

포스터

- www.tvmao.com

<그림 7> 문화대혁명기 홍위병의

쥔삐엔푸 착용 모습

- www.fotocn.org

<그림 8> 쥔푸를

착용한 여군, 1978년

- 楊淑蓮 소장

<그림 9> 일반 남성의

쥔삐엔푸 착용 모습,

1979년

- 車良傑 소장

숭고한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식으로 널리 착용되어 왔다. 1960년대의 쥔푸는 중

샨장과 같이 덮개가 달린 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

이었다. 문화대혁명기는 정치, 경제 질서가 모두 마

비되면서 국민들의 기형적인 의식 구조가 형성된 암

흑기였다. 혁명의 주력군인 홍위병(紅衛兵)은 사회

지도층의 지지를 받았으며 ‘홍위병’이란 호칭은 사람

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착용한 쥔푸와

유사한 형태의 옷을 쥔삐엔푸[軍便服]라 했는데, 이

옷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E씨(사업가, 51세)는

“당시 쥔삐엔푸는 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따라

서 혁명 초기와 중기에 주요한 복식 양식이 되었다.”42)

고 구술하였다. 당시에 홍위병이었던 G씨(회사원, 50

세)는 홍위병의 옷차림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아

이템은 쥔푸[軍服], 쥔마오[軍帽], 쥔씨에[軍鞋], 쥔

장야오다이[軍裝腰帶: 군용 허리띠]로 구성되었으며,

마오쩌둥 상이 새겨진 금속 휘장[毛主席像章]과 적

색의 마오쩌둥 어록[毛主席語錄], 초록색의 잡낭[軍

用背包: 대각선으로 어깨에 매는 작은 가방]이 유행

하는 액세서리였다.”43)고 하였다. 쥔삐엔푸는 쥔푸

양식과 유사했으며 색상은 주로 카키색과 황록색이

많았다.44) <그림 7>45)은 쥔삐엔푸를 착용한 문화대

혁명기 홍위병의 모습이다.

남녀노소, 계급과 직업의 구별 없이 쥔삐엔푸를

입는 열풍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지

속되었다. <그림 8>46)와 <그림 9>47)는 1970년대 후

반기에 쥔푸를 착용한 여군 및 쥔삐엔푸를 착용한

일반 남성의 모습이다.

3. 개혁 개방기(1977~1992년)
1) 남자 복식

(1) 양복[西服]

개혁 개방기의 대표적인 복식 변화는 바로 양복

열풍이 다시 일어난 것이었다.48) 1983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은 회의에서 “복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라. 국민들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

리고 예쁘게 입게 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였

다.49) 이에 따라 양복이 국민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

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C씨(회사원, 54세)는

“중국 대중들은 지도자들의 옷을 보면서 정치나 사

회의 방향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 양복

착용 역시 개혁의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50)고

구술하였다. 전국적으로 양복을 입는 열풍이 나타났

고, 심지어 중화민국 시기보다 그 영향력이 더 강하

였다. 계층과 나이를 불문하고 양복은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복식이 되

었다. <그림 10>51)은 개혁 개방기에 양복을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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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모습이다.

2) 여자 복식

(1) 양장[西裝]

남성용 양복과 마찬 가지로 여성들도 양장[西裝],

즉 서구식 정장을 입었다. 서구식 정장은 특히 사무

직에 종사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

다.52) 양장과 더불어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윈

드 코트(wind coat)도 1980년대에 인기가 많았다. 윈

드 코트는 가볍고 정교한 트렌치 코트와 외형이 유

사했으며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하였다.53) <그림 11>

54)은 개혁 개방기에 양장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며,

<그림 12>55)는 1980년대 인기가 많았던 윈드 코트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다.

(2) 비엔푸샨[蝙蝠衫: 배트윙 슬리브(bat wing

sleeves) 상의]

D씨(회사원, 52세)는 “1980년대에 많은 젊은 여성

들이 청바지와 함께 배트윙 슬리브 형태의 상의를

선호했다.”고 구술하였다. 비엔푸샨[蝙蝠衫]은 소매

와 몸판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재단하여 진동이 넓은

반면 소맷부리로 갈수록 소매폭이 좁아져 마치 박쥐

의 날개를 연상케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트

윙 슬리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재킷, 반코트 등에도

활용되어 각광받았다.

배트윙 슬리브의 유행으로 인해 원래 속에 입었던

스웨터의 소매가 점점 넓어져 겉옷으로 입게 되기도

했다. 당시 젊은 여성들은 배트윙 슬리브 스웨터를

직접 짜서 입었으며 하의로는 타이츠를 함께 착용했

다.56) 이처럼 상의는 풍성하고 하의는 꼭 끼는 식의,

상하 서로 반대되는 스타일은 당시 모던한 여성들이

선호하는 옷차림이었다.57) <그림 13>58)는 배트윙 슬

리브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다.

(3) 유채색 치마[彩色裙子]

1980년대에 컬러 TV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보급

되었다. E씨(사업가, 51세)는 “당시에 컬러 TV를 통

해 더 많은 패션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TV에 등장

한 ‘빨간 색’ 치마는 여성들에게 깊이 각인되었다.”59)

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 시기 무채색 복식을 입은

중국 여성들은 다소 융통성이 없는 이미지로 비추어

졌으며, 여성들의 복식 양식과 색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60)고 구술하였다. D씨(회사원, 52세)

는 유채색 치마가 왜 유행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우리는 활력과 생기를 표현 할 수 있는 옷

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바로 그 무렵, 유채
색 치마가 나오고, 산뜻하고 아름다운 색상이 사람
들을 활발하게 만든 것 같아.” (D씨 구술, 2013년

2월 14일)

유채색 치마는 오랫동안 미의식이 억압되어 있었

던 중국 여성들에게 흥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몸의 곡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었기에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유채색 치마와 함께 원

피스도 다시 유행했다. E씨(사업가, 51세)는 “1980년

대~90년대 초, 젊은 여성들이 가장 즐겨 입었던 옷

은 원피스였으며, 특히 칼라가 없는 단순한 모양의

원피스를 스타킹, 하이힐과 함께 착용하면 여성미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61)고 구술하였다. <그림

14>62)는 1980년대 유채색 치마와 블라우스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며, <그림 15>63)은 원피스를 착용한 여

성의 모습이다.

3) 남녀 공용 복식

(1) 라바쿠[喇叭褲: 나팔바지]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서양에서 유행한 지 10년

된 나팔바지가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나팔바지

는 밑위길이가 짧고, 바지통이 허벅지와 무릎 위까지

타이트하게 내려오다가 무릎 아래부터는 나팔 모양

으로 퍼지는 긴 바지이다. 나팔바지는 서양 갑판원의

바지 형태에서 기원했으며 1960~7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패션 품목이었다.64) 이후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다가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전파되

었다.65) 나팔바지의 유행은 1970년대 홍콩 영화의 인

기와도 연관이 있었다. 또한 당시의 나팔바지는 저항

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C씨(회사원, 54세)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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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양복 입은 남성,

1986년

- 吳軍 소장

<그림 11>

양장을 착용한 여성,

1991년

- 車玉琮 소장

<그림 12> 윈드 코트를

착용한 여성, 1991년

- 車玉琮 소장

<그림 13> 배트윙

슬리브를 착용한 여성,

1980년대 후반

- 新中國60年服飾路,

p. 181

“1970년대에 홍콩 영화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 당시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모두 나팔바지를 입었어. 젊
은이들은 영화배우들을 패션 아이콘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옷차림을 꾸준히 모방했고, 길거리에 서서
나팔바지를 입고 녹음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당시
에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들

이 나팔바지가 저항의식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오
래 동안 자녀들이 나팔바지를 입으면 반대하고 엄
청 화를 내셨어.” (C씨 구술, 2013년 2월 11일)

나팔바지가 유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바지,

타이츠(tights) 등 다양한 형태의 바지가 연이어 등

장하였다. 나팔바지는 1990년대 말에 다시 등장하여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진 모습으로 재유행하기도 했

다. <그림 16>66)는 1980년대 거리에서 나팔바지를 착

용한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2) 뉴자이쿠[牛仔褲: 청바지]

개혁 개방기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일상복 아이

템은 바로 청바지였다. 1980년대 초기, 미국 영화 ‘慾

望號街車(A Street Car Named Desire)’가 중국에서

개봉되었는데, 주인공이었던 말론 브란도(Marlon

Brando)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장면은 영화 애호

자들 사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당시 청바지는 중

국 청년들 사이에서 거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

다.67) 그러나 저항 의식 등 청바지가 지닌 부정적 이

미지로 인해 당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시선을 피

해 몰래 청바지를 입기도 했다.68)

청바지는 1980년대에는 주류 패션 문화권에 들어

가지 못했으나, 1990년대에는 나이와 계층을 넘어서

더욱 광범위하게 유행하게 되었다. 패션 민감도가 높

은 사람들은 옷차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청바지

와 가죽 재킷, 스웨터, 선글라스 등을 같이 착용하기

도 했다.69) 나팔바지와 청바지의 유행으로 인해 기존

의 옆트임 방식이었던 여자 바지가 앞트임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70) <그림 17>71)는 1990년대 선글라스

와 청바지를 착용한 남성의 모습이다.

4. 개성 표현기(1992년~2010년대) 
1) 여자 복식

(1) 섹시[性感] 스타일

1990년대 이후에는 매우 많은 복식 아이템들이 다

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여러 가지 조합으

로 착용되면서 일정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미니스커트와 탱

크 탑, 핫팬츠 등으로 대표되는 섹시[性感] 스타일이

다. 미니스커트는 1990년대 이후부터 유행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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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채색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 1986년

- 車玉琮 소장

<그림 15> 원피스를

착용한 여성, 1991년

- 黎妙嫦 소장

<그림 16>

나팔바지를 입은 청년,

1980년대 중반

- 百年衣裳, p. 376

<그림 17>

청바지를 착용한 남성,

1992년

- 車良民 소장

한 대표적 아이템이다. 처음에는 정장 치마에서 조금

씩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점차 주름 미니스커트, 데

님 미니스커트, 플레어 미니스커트 등 다양한 디자인

이 나타났고, 소재도 가죽, 면, 실크 등 다양해졌

다.72) 초기의 미니스커트는 극단적으로 길이가 짧은

것은 아니었으며 여성적 우아함과 단정함을 표현하

는 정도였다. 그러나 1995년 경 이후부터는 길이가

짧아지고 검정색 스타킹과 함께 착용하면서 섹시한

느낌이 강해졌다.73)

2000년대 이후에는 미니스커트 뿐 아니라 허리와

배꼽을 드러내는 배꼽티, 어깨를 노출하는 탱크 탑,

그리고 핫팬츠 등 짧은 옷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

다.74) 또한 하이힐과 함께 맨발로 샌들을 신는 여성

들이 늘면서 발톱을 화려하게 꾸미는 페디큐어가 새

롭게 등장하여 중국 여성들의 노출 패션을 더욱 화

려하고 과감하게 만들었다. <그림 18>75)는 1990년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며, <그림 19>76)

는 2012년 여성 노출 패션의 한 예이다.

(2) 에스닉[民族] 스타일

개혁 개방기 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으

며 사람들의 일상은 바빠지고 여유가 없게 되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 중 일부는 여유와 평화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복식으

로 나타나기도 했다. 에스닉 스타일은 자연적이고 평

화로운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 마크라메(macrame:

레이스 또는 술 장식), 구슬, 자수 등 민족적 특징을

갖고 있는 장식들을 옷차림에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

다. 보헤미안 풍은 에스닉 스타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 ‘BOBO’란 패션 집단이

나타났는데, 단어 앞부분의 ‘BO’는 부르조아(Bour-

geois)의 실용주의를, 뒷부분의 ‘BO’는 보헤미아(Bo-

hemia)의 낭만주의를 뜻하는 말이다.77) 일반적으로

보헤미안 풍은 집시 문화와 같은 ‘자유분방함’을 상

징하며, 디자인은 화려함과 퇴폐성, 그리고 젊음의

이미지를 서로 융합하여 무규칙적인 특징을 보인다.

색상은 다채로우며 소재는 주로 면과 마를 사용하고

편안함을 중시한다.78) <그림 20>79)는 보헤미안 풍의

치마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다.

(3) 로리타[洛麗塔, 可愛] 스타일

로리타 스타일은 일본에서 도입된 양식으로, 원래

일본에서는 빅토리아 시기의 여아복과 로코코 시기

의 복식, 펑크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한 복식 양식을

지칭하는 말이다.80) 21세기 이후 중국에서 유행한 로

리타 스타일은 인형과 같은 볼터치, 분홍색이나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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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꽃문양 혹은 나비 모양 헤어핀, 꼭 끼는 상의, 부

풀린 듯 풍성한 스커트, 스트랩 달린 플랫 슈즈, 머

리띠나 치마단의 레이스 장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81)

로리타 스타일을 좋아하는 K씨(드라마작가, 26세)는

“진정한 로리타 스타일은 연령과 상관이 없으며, 누

구나 순수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예쁜 외모보다

천진난만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82)고

구술하였다. <그림 21>83)는 로리타 스타일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다.

2) 남녀 공용 복식

(1) 한류(韓流) 스타일

20세기 말, 한국에서 유입된 한류 문화는 중국 전

역에 커다란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84) 광의의 개념으

로 볼 때 한류는 한국 음식, 한국 복식 등 한국 문화

전반을 포함하며, 협의로는 주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지칭한다.85) 특히 K-POP은

한류 열풍의 중심이 되었고, 한류를 좋아하는 ‘하한

주[哈韓族]’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K-POP 스타의 패

션을 모방하였으며, 무대 의상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항 패션까지 지속적으로 모방하였다. 한류 현상의

이유에 대해 L씨(학생, 21세)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

였다.

“우선은, 한국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서 한류는 이미 젊
은이들의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진입한 것 같아
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중국인과 한국인의 체형

과 심미 의식이 가까워서 서양 패션보다 한국 패
션이 우리랑 더 어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같아요.” (L씨 구술, 2013년 1월 26일)

한류 스타일은 조금씩 변해갔지만, 중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지속적으로 한류 스타일을 모방하였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썼으며 다양한 귀고리,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를 착

용하였다.86) L씨는 “섹시함과 청순함, 신비감과 귀여

움 등 다양한 느낌을 포함하여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류 패션의 매력인 것 같다.”87)고 말하였

다. <그림 22>88)는 한류 스타일을 추구한 중국 여성

의 모습이다.

(2) 스트리트[街頭] 스타일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기성세대와는 다른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

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강렬한 브랜드 의식

과 국제적 심미 관념을 지녔으며, 취미 생활로 스케

이트보드(skateboard), 스트리트 볼(street ball), 두들

(doodle: 벽 낙서) 등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기도 했

다. M씨(학생, 21세)는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단

순히 디자인 자체보다는 브랜드에 관심이 더 많으며,

옷차림은 국제화를 추구하여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의 청년들과 유사하게 입고 싶어 한다.”89)고

구술하였다. 오버사이즈의 티셔츠, 넓은 통바지와 밝

은 색의 운동화, 거꾸로 쓰는 야구모자 등이 스트리

트 스타일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다.90) <그림 23>91)는

스트리트 스타일의 한 청년의 모습이다.

(3) DIY 스타일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패션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해 L씨(학생, 21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며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것이 바로 패션이라고 생각한다.”92)고 대답하였다.

계절, 나이, 심지어 성별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

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패션을 설명하기 위해

‘DIY’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DIY는 1960년대에 서양

에서 유입된 ‘Do It Yourself’의 영어 약자로서, 처음

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고 적당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주택을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다가 점

차 의미의 범위가 넓어져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DIY로 부르게 되었다.93) L씨는 DIY의 매

력으로 돈을 조금만 쓰고, 상상력을 통해 독특한 것

을 만들며, 유일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94) 일반

적으로 복식의 DIY는 주로 옷 위에 페인팅을 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스프레이 유형의 착색제를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리벳(rivet:

못 장식)과 십자수 등을 통해 옷을 꾸미기도 한다.

<그림 24>95)는 직접 DIY를 한 옷을 착용한 청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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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

1994년

- 車玉琮 소장

<그림 19>

여성의 노출

패션, 2012년

- 張晶晶 소장

<그림 20> 에스닉

스타일의 여성, 2009년

- 潘璐 소장
<그림 21> 로리타 스타일의 여성,

2009년

- 韓冰 소장

<그림 22> 한류 스타일,

2013년

- 劉琳 소장

<그림 23> 스트리트 스타일, 2008년

- 趙珺 소장
<그림 24> DIY 스타일,

2011년

- 車速 소장

V. 중국 일상 복식의 변화 특성
1. 탈정치화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일상 복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변화 특징 중 하

나는 복식이 정치나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졌다는

점이다. 재건기의 중샨장[中山裝], 레닌장[列寧裝],

불라지[布拉吉], 그리고 문화대혁명기의 쥔푸[軍服]

는 복식이 정치나 사상에 종속되어 있었던 시대의

대표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0년대 후반, 개혁 개방기에 들어서면서 복식은 점

차 정치 및 사상과 무관해져 갔다. 서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양복과 양장, 청바지 등을 일반 복식으로

널리 착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 이유로는 중국식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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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안정된 단계로 진입하여 더 이상 복식을 이

데올로기 선전용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중

국과 서구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서구의 사상과

외래품이 중국에 유입됨에 따라 중국인들의 시야가

확대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으로, 문화대혁명이 종결됨에 따라 대학입학시험 제

도가 부활되는 등 공교육이 정상화되면서 일반인들

의 생각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개방적으로 변화되

어 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기성복화
신중국 건국 초기, 낙후한 생산 설비 및 패션 전

문가 부족으로 인해 당시의 일상 복식은 대부분 직

접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96) 재건기 초기에 여러 정

책을 실행하였지만, 경제 불황과 물자 부족, 국민의

보수적인 미의식 때문에 복식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

기는 어려웠다.97)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입었던 레닌

장, 불라지 등은 대부분 원단을 구입해서 유행하는

양식에 따라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다.98) 1956년

이후 정부가 합작사(合作社)와 합작공장(合作工廠)

을 통합시키면서 복식 기업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긴

했지만,99) 1960년대의 복식생산기업은 여전히 반자급

자족식(半自給自足式) 소비 생활을 바탕으로 건설된

공업 시스템 하에 있었으며, 이는 과거의 수공업 상

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100) 당시 계

획경제 하에 있었던 중국의 복식 산업은 상품의 판

매 이익을 중시하지 않았고, 기성복생산과 소비간의

연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었

다.101) 예컨대, 문화대혁명기 군인의 쥔푸는 정부로

부터 지급되었으며, 일반인들은 여전히 개인의 봉재

작업실에서 카키색이나 황록색 원단으로 쥔삐엔푸를

만들어 입었다.102) 당시 전국적으로 개업한 개인 봉

재 작업실들은 맞춤 제작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생활

에 편리를 제공하였다.103) 그러나 단지 이런 작업 방

식을 통해 중국 8억 인구의 착복(着服) 욕구를 만족

시킬 수는 없었고, 대량 생산 기성복의 수요가 서서

히 늘어났다.104)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국민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패션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양복과 양

장, 나팔바지와 청바지가 크게 유행하였다. 1978년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

이 현대 패션의 개념을 가지고 처음 중국에서 컬렉

션을 개최했을 때, 중국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했던 새로운 예술 형식을 경험하기도 했다.105) 1980

년대 초기에는 복식 전시 판매회가 많이 개최되었고,

후기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복식 박람회와 복장 축

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106) 1980년대 이후에는

의상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패턴사, 봉재사 등 전

문 인력들도 조금씩 배출되었다. 1977년 중앙공예미

술학원이 염직디자인 전공으로 학생들을 처음으로

모집하여 복장디자인, 복장구조, 복장공예 등을 가르

쳤다.107) 개혁 개방기에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

면서 복식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했다. 광둥성[廣東

省], 저장성[浙江省], 샹하이[上海], 산둥성[山東省]

등 연해 지역에 패션 기업과 봉재 공장이 많이 생겨

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토대로 패션 관련업

이 하나의 전문적 직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말~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일상 복

식은 섹시 스타일, 로리타 스타일, 한류 스타일 등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게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기성

복 의류이다. 즉, 개성 표현기는 기성복 산업을 토대

로 하는 시기이다. 치파오[旗袍]와 탕장[唐裝] 등과

같은 전통 복식에서는 여전히 맞춤복 시장이 존재하

고 있지만, 이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결혼 등과 같은

특별한 의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현재 중국의

일상 복식에서는 맞춤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3. 다양화 및 개성화
개혁 개방기 이전 중국의 일상 복식은 장식성이나

심미성보다 정치성이 더 중시되었고 복식의 다양한

표현이 규제되었다. 196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남녀

평등사상을 홍보하면서 심지어 남녀의 구별 없이 복

식을 착용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108) 단

일한 디자인과 통일된 색상은 개혁 개방기 이전 중

국 일상 복식의 대표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기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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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세기 말 이후 일본의 로리타 스타일, 한국의

한류 스타일, 서구의 스트리트 스타일 등이 대대적으

로 유행하면서 일상 복식의 품목과 스타일, 색상 등

이 모두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상 복식의 다양화

는 패션 매체의 발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1982년

에 신중국 최초의 복식잡지인 베이징 쓰촹[北京市

場]이 발간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종류의 패
션 출판물이 생겨났다.109)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보급되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패션 정보를 더욱 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인들에게 패션은 더 이상 몸에 걸치는 옷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신발, 모자, 액세서리 등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1990년대 말, ‘포스트모더니즘[後現代主義: post-

modernism]’, ‘아방가르드[先鋒派: avant-garde]’, ‘까

오야[高雅: 고급스러고 우아한]’ 등의 용어가 패션

잡지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

는 스타일대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인들에게 복식은 더 이상 사회적, 정치적 태도를 표

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주목을 받고 자

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21

세기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패션 정보에 따라 스타일

을 모방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미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스

타일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선호가 되었다. 개인마다

패션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식은

단순히 실용적인 가치를 넘어서 착용자의 생각과 개

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고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일상 복식의 종

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국 일

상 복식의 변화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역사적 사건

과 사회 문화적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1949년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재건

기(1949~1965년),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 개

혁 개방기(1977~1992년), 개성 표현기(1992년~2010

년대) 4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대표적 일상

복식의 종류와 특징, 통시적 변화 특성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기(1949~1965년)에는 기존의 치파오와

양복이 사라지게 되었고, 남자 복식의 경우 칼라와

포켓 디자인이 독특한 중샨장이 유행하였다. 중샨장

은 중국인의 생활양식에 부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양

복보다 실용적이었으며, 대칭을 바탕으로 한 단정한

맵시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중국의 상징적 복식이다.

여자 복식으로는 소련의 영향으로 레닌장과 불라지

가 착용되었다. 레닌장은 시푸링과 더블브레스트 버

튼을 적용한 헤링본 재킷이 기본 스타일이었으며, 불

라지는 주름 잡힌 퍼프 형태의 반소매에 둥근 옷깃

을 가진 원피스였다. 레닌장과 불라지는 사회 경제적

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여성성을 추구한 결과였다. 또

한 1960년대 초기에 수입품과 물자의 부족으로 칼라

만 달린 형태의 복장 대체품인 지에위에링도 많이

착용되었다.

둘째,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는 사람들의 사

상이 통제되면서 기형적인 의식이 형성된 시기였다.

당시 인민 해방군의 쥔푸는 숭고한 혁명 정신을 상

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복식으로 여겨졌고, 남

녀 공용 복식으로 녹색 쥔푸에 갈색 허리띠를 착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해군이 되려는 꿈을

가진 청년들은 해군복에서 유래한 남빛 줄무늬가 있

는 세일러 셔츠를 많이 착용하기도 했다.

셋째, 개혁 개방기(1977~1992년)에는 서양 패션

이 중국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개혁 개방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영역은

복식이었다. 빠른 경제 성장과 외래품의 다량 유입으

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시야가 넓어졌으며, 새로운

것을 이전보다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성 복식으

로 소매와 몸판이 하나로 연결된 배트윙 슬리브 상

의와 활력과 생동감이 있는 유채색 치마가 유행하였

다. 양복과 양장 등의 서구식 정장, 밑위길이가 짧은

나팔바지와 청바지 등 남녀 공용의 캐주얼웨어가 유

행하였다.

넷째, 개성 표현기(1992년~2010년대)에는 중국

경제와 문화가 빠르게 현대화되었고, 사람들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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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의식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변했다. 변화가 없는 복식 양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옷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미니스커트와 탱크 탑, 핫팬츠 등의 짧은 섹시스타일

이 여성미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에스닉 스타

일을 대표하는 보헤미안 스타일과 사랑스럽고 귀여

운 로리타 스타일도 나타났다. 또한 K-POP이 선풍

적 인기를 끌면서 머리카락 염색, 다양한 형태의 모

자, 귀고리,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가 유행했다. 국

제화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오버사이즈의 티셔츠,

넓은 통바지와 밝은 색상의 운동화 등을 스트리트

스타일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선택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직접 손으로 만든 DIY 스타일도 유행

하고 있다.

다섯째,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일상 복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탈정치화’, ‘기성복화’, ‘다양화

및 개성화’ 라는 세 가지 변화 특성을 찾을 수 있었

다. 건국 초기는 사회 분위기와 정권의 특성 때문에

복식 양식이 비교적 단일했으며, 복식은 강력한 정치

적 표상체로 기능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국인의 일상 복식은 고정적인 정치적 상징의 틀을

벗어나 탈 정치화되었다. 한편, 중국 수억 인구의 착

복 수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점차 대량생산이 필

요하게 되었고, 정부는 복식 산업의 생산 규모 증대,

기술 설비 발전, 전문 인력 양성 등 여러 정책들을

통해 기성복 시대를 열어 갔다. 경제 발전과 대외 개

방, 서구와의 빈번한 왕래, 국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심미 의식 변화 등은 중국인들의 일상 복식을 점차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타인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개성 표현 욕구가 커졌으며 이로

인해 일상 복식은 더욱 개성화 되어 갔다.

본 연구를 통해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일상 복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 할 수 있

었다. 복식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형 물질로서, 복식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

게 한다. 본 연구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 복식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문화적 함의들을

드러내고자 한 하나의 시도이다.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 일상 복식의 변화 특성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

과가 현대 사회주의 사회에서 복식이 어떻게 활용되

었는지, 그리고 경제 성장기 및 개방 사회에서 또 어

떠한 의미로 변질되어 갔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가 역사적 맥

락과 사회 문화적 변화의 과정에서 중국의 현대 복

식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중국의 패션 산업 및 중국인들의 패션 성향, 그

리고 심미 의식을 예측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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