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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hapes, colors, patterns, and

hairstyles of Qipao worn by heroines that were reconstructed over times, in a Chinese TV

Drama <Shanghai Beach> set in the 1930s and televised in 1980 and <Shanghai Bund>

remade in 2007. We investigated how the Qipao was reinterpre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Shanghai Beach> televised in 1980, Qipao borrowed the characteristics

of Jing Pai Qipao, which became popular in Beijing. Jing Pai Qipao was characterized by a

roomy and loose silhouette that does not expose a body line, Chinese traditional 5 colors,

simple plain patterns and Chinese traditional flower patterns. For hairstyle, twist and

permanent wave styles that were popular in the Republican Period were very common. On

the other hand, in <Shanghai Bund> televised in 2007, Qipao was a Hai Pai style that was

very popular in Shanghai in the 1930s. Hai Pai Qipao was characterized by a tight

silhouette fitted to the body, various colors such as purple and beige other than the 5

colors, Western flower patterns and modern geometric patterns. Hairstyle was changed

from bang hair to a permanent wave. Second, while <Shanghai Beach> had a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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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오늘날 매스 미디어 그 중에서도 드라마 영화, ,

등의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과거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일상생활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특, .

히 드라마와 영화 속에 표현되는 복식은 단순히 영

화 속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

인 배경과 극중 인물의 신분 성격 사회계층 등은, ,

물론 영화의 이미지와 형식 주제까지 표현할 수 있,

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E. Lee & Lee, 2007).

년대의 상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상해탄1930 < (上

은 년 홍콩에서 방영될 당시 길거리에서 사)> 1980海滩
람들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고 지금까지,

도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대중들의 기억

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년. 1980

에 가능한 촬영 기법 조형 미술 등의 수단을 총동원, ,

하여 시청자들에게 년 전의 이야기와 당시 상해의50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드라.

마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온 치파오는 대중들

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한 동안 치파오 열풍을 일으키,

기도 했다(“Qipao in <Shanghai Bund> shows

amorous feelings”, 2007).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상해탄 은 년에 신< > 2007 <

상해탄 으로 리메이크되었는데 신상해( )> , <新上海滩
탄 은 년의 상해탄 보다 화면 음( )> 1980 < > ,新上海滩
악 캐릭터 이미지 등 모든 면에서 더 숙련된 수준,

을 보여 주었다 특히 전작보다 더 화려한 치파오로.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준 사교계의 꽃 방염‘ ’

운 의 이미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方 蕓艷
남겼다 심지어 신상해탄 이 방송된 후 대만 사. < ,〉

람들은 치파오를 입고 남자 주인공 황시오명( )黃曉明

을 환영할 정도였다(<Shanghai Bund> Taiwan

고 한다fans' Qipao show, 2007) .

치파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파오의 역

사 조형미 현대적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 , (Choi,

가 대부분이며2007; S. Ryu, Jang, & Lee, 2011) ,

영화와 드라마 등에 나타난 치파오 디자인 분석(J.

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Lee & Lee, 2013)

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상해탄 과 신상해. < > <

탄 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봉정정 과 방염> ( )馮程程

운이 착용한 치파오 디자인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드라마 의상에서 시대복식을 어떻게 해석하

고 재구성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드라마 평론, ,

인터넷 기사 등의 자료를 통해 드라마의 줄거리와

인물특성을 살펴보고 치파오의 유래 및 변천에 대,

해서 고찰한 다음 드라마 상해탄 과 신상해탄, < > < >

의 치파오 사진을 수집하여 여주인공 봉정정과 방염

문이 착용한 치파오의 형태 색채 문양 헤어스타일, , ,

등을 중심으로 년대의 치파오가 년과1930 1980

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는지를 비교2007

분석하고 그 안에 어떠한 문화적 사회적 함의가 내,

포되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시.

대 의상을 단순히 고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로운 각도로 재해석해야 하는 코스튬 디자이너들에

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reinterpretation of Jing Pai Qipao that was very popular in Beijing, rather than Hai Pai

Qipao that became popular in Shanghai in the 1930s, <Shanghai Bund> used Hai Pai

Qipao that was popular in Shanghai in the 1930s. In particular, <Shanghai Bund>

demonstrated how the mass media should reinterpret past clothing by thoroughly studying

and reflecting Shanghai Qipao in the 1930s and adding viewers' aesthetic taste of 2007

without damaging an original. Moreover, it confirmed that clothing can function as

language and symbol within the mass media by connecting the color and pattern of Qipao

with characters' traits and the plot. It suggests that <Shanghai Bund> was more advanced

than <Shanghai Beach> filmed in the 198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ight provide

useful data to costume designers who reinterpret costumes from a new angle.

Key words 중국전통복식 드라마 치파오: Chinese traditional clothing( ), drama( ), Qipao( ),

상해탄 신상해탄Shanghai Beach( ), Shanghai B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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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Ⅱ

드라마의 줄거리 및 인물 특성1.

상해탄 은 년 상해를 배경으로 한 부작< > 1930 16

드라마로 년 방영 당시 홍콩 길거리에서 사람, 1980

들을 찾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

다 이 드라마는 남자 주인공 허문강 역을. ( )許文強
맡은 주윤발 의 출세작이며 탄탄한 스토리와( ) ,周潤發

매력적인 인물 이미지로 크게 흥행하여 아시아 전

지역에서 파문을 일으킨 최초의 중국어권 드라마였

다 상해탄 이 방영된 지 여년이 지난 오늘날까. < > 30 ,

지도 중국 드라마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년에 방영된 상해탄 의 리메이크작 신. 2007 < > <

상해탄 은 기본 줄거리가 전작과 동일하지만 회> 16

를 회로 연장하였고 인물을 조형적 측면에서 더42 ,

욱 화려하고 모던하게 표현하였다.

드라마의 줄거리와 인물 특성을 살펴보면 항일,

학생운동 투사였던 허문강이 투옥으로 인해 크게 좌

절하여 석방 이후 상해의 폭력조직에 가입하게 되고

보스 봉경여 의 딸 봉정정과 사랑에 빠지게( )馮敬堯

되나 보스의 정체가 일본군인 것을 알고는 민족애와

애국심으로 인해 조직을 배반하면서 그녀와 헤어지

게 되고 봉정정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여, .

자 주인공 봉정정은 어두운 분위기의 상해탄 에서< >

유일하게 밝고 솔직한 성격을 지닌 캐릭터로 인간,

애와 희망을 상징한다 반면 방염운은 아름다운 외. ,

모와 부유한 환경 덕분에 상해 상류 사회에서 사교‘

계의 꽃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외로움이 가득한 캐’ ,

릭터로 설정되었다 즉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

하며 사교계를 전전하다 애인이었던 남자 주인공 허

문강을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신분과 성격이 크게,

변화였음을 깨닫고 이별하게 되고 후에는 허문강을,

보호하려다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하게 된다.

치파오의 유래 및 변천2.

치파오의 치 는 청나라 시대의 만주 몽골 행‘ ( )’旗

정 구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만주족이 착용한 장포, ‘

가 후에 치파오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 ‘ ’袍长

즉 치파오는 만주족 이 착용(Sheng, 2003). ( )州族满
했던 포 의 양식으로 일반적으로 상하가 연결된( )袍

원피스 형태를 의미한다.

치파오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는 청Zhou(2004) ‘

대 치파오 근대 치파(1644~1912) ’, ‘ (1911~1949)

오 현대 치파오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하’, ‘ (1949~) ’

였는데 각 시기별로 치파오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나라 순치제 원년에 수도를 북경, ( )順治帝

으로 옮기면서 중원에 보급된 치파오는 청나라 후기

에 이르러 한족이 만주족의 옷차림 을 모(Figure 1)

방하며 인기를 얻었다 고 한(Chinese dress, 2012)

다 그러나 만주족 출신이었던 청나라 왕실이 한족.

을 동화 시키기 위해 강제로 한족에게 치파오( )同化

복장을 착용하게 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정책.

은 한족의 복장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청,

나라 후기에는 만주족과 한족 여성의 복식 문화가

융합되면서 치파오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복식이

되었다 청나라 시대의 북경(Han & Wang, 2008).

사람들은 이념이 보수적이어서 전통 생활방식을 중

요시하였으며 옷은 몸을 가리고 방한하는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여 의생활에 무게를 두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경파이( )京派

치파오 스타일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파이 치파오의 디자인 특징은 여유 있는.

실루엣의 입체 재단방법 낮은 스탠드 칼라 매듭단, ,

추 양쪽 옆트임 긴소매 반소매 민소매 등으로, , , , ,

보수적이고 소박한 북경 사람들의 생활태도를 반영

한다(Seo, Oh, & Kim, 2013).

둘째 년 신해혁명 으로 중앙정치, 1911 ‘ ( )’辛亥革命

관료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서구식 제도를 본 뜬 중

화민국이 탄생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방식이나 복식문

화가 점점 서구적으로 개편되었다(Cho & Lee,

즉 복식문화는 서양식 의상의 영향을 받아2008).

이전의 화려하고 복잡한 형태에서 간결한 디자인과

우아한 색상으로 변화되었다 운동 이후. 5·4 1920

년대에 중국 경제의 중심이 된 상해는 여성복의 변

화를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생활주. ≪

간 에 묘사된 상해 여성의 이미지는 서( )生活周刊≫

구풍 헤어스타일에 모던하게 개량된 치파오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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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커피숍이나 영화관 무도장 을 드나드는, ( )舞厅
전형적인 신여성이었다 년대 후‘ ’ (Bae, 2006). 1920

반부터 년대 초반까지 서양에서 여성의 스커트1930

헴라인이 짧아지면서 그 영향으로 치파오의 치마와

소매 길이도 무릎과 팔꿈치까지 짧아졌다(Figure 2).

그 후 년대 중반에는 다시 치마가 땅에 닿을1930

정도로 길어졌으며 옆트임은 허벅지까지 올라갈 정,

도로 과감해졌고 허리선 역시 더욱 강조되었다,

년대부터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치(Figure 3). 1940

파오의 길이는 다시 짧아져서 종아리까지 올라갔고,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년대와(Chinese dress, 2012). 1930

년대는 치파오의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1940 ,

당시의 치파오는 기녀 들의 포 양식에서 벗어( )旗女

나 서양식 문화가 결합된 동서 융합의 새로운 패션

으로 부상했다 긴 길이에 몸에 딱 붙(Choi, 2007).

는 실루엣은 여성들의 몸매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했

고 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서양 영향, .

을 받아 레이스 형태 등 서양복의 양식을 갖춘 리폼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는데 서양에서 이를 차이니, ‘

즈 드레스라고 불렀다 당시 상해는’ (Y. Ryu, 2012).

문화의 상업성 세계성 현대성을 구축하여 아시아, ,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상해 사람들은 바, “

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이며 다양한 품격을 모두 받

아들인다 라는 말처럼 문화와( )”海 百川 兼容 蓄纳 并
패션에서 개방적이어서 다채로운 치파오 스타일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해파이(Bao, 2000), (海

치파오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상해에서) .派

유행한 해파이 치파오는 곡선미를 표현하는 라인S

실루엣 입체재단 높은 스탠드칼라 다양한 여밈, , ,

깃 매듭단추 양쪽 트임 짧은 소매나 민소매 등이, , ,

특징이다(Seo, Oh, & Kim, 2013).

셋째 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집단, 1949

주의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간편하고 소박한 실용

적인 옷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등산복 학생복 작, , ,

업복 레닌복 등이 유행하면서 치파오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년부터 년 동안 문화대혁. 1966 10

명 시기에는 다른 전통 문화와 마찬가( )文化大革命

지로 치파오 역시 쇠퇴하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

국의 전통 문화가 탄압을 받으면서 치파오도 전통문

화와 함께 소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를 치파오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1970 ‘ ’

한다 년대에 들어와 개혁개방의 교류 속에서. 1980

치파오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치파오는 더 이상 유행하지 않았으며 소수의 사람들

만 즐겨 착용하였는데 광고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호텔과 고급레스토랑 등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치파

오를 유니폼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당시의(Figure 4).

치파오는 화학섬유로 만들어져 색상이 원색적이었고

옆트밈이 깊어서 매우 선정적인 느낌까지 줄 정도였

다 그러나 년대 이후부터 치파(Y. Ryu, 2012). 1990

오가 다시 유행하게 되어 정식예복으로 각광받게 되

었으며 중국 디자이너들과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년부터. 2000

년까지 년간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 컬렉2009 10 , , , ,

션 등에서 치파오 디자인을 응용하여 발표한 작품

이 백 벌 이상이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Figure 5) 4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S. Ryu,

Jang & Lee, 2011).

년대 상해 지방의 치파오 특성3. 1930

상해탄 과 신상해탄 의 배경인 년대의 상< > < > 1930

해는 당시 경제와 패션의 중심지로 유행을 선도하였

다 즉 상해는 패션 광고 서양의 원단 수입 및 새. ,

로운 제조 방식 등 서구문화가 빠르게 도입되었고,

각종 패션쇼와 전시회가 개최되어 중국 패션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곳이었다(Zhao, 1999).

년대는 치파오의 황금시기인 동시에 중국1930 ‘ ’

패션에 있어 전환점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전통복인 치파오에 서구식 의복의 특징

이 가미되면서 동서양이 융합된 새로운 중국 의복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치파오의 형태 재단 소재 등. , ,

모든 면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Cho

차이니즈 드레스 로& Lee, 2008). ‘ (Chinese dress)’

알려진 치파오는 바로 이 시기에 상해에서 완성된

것이고 이후 등장한 다양한 치파오 역시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치파오는 여성의 날.

씬하고 가느다란 몸매를 잘 드러냈기 때문에 상해의

여학생들과 신여성들이 선호하였는데 특히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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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요소와 서양의 요소를 융합한 해파이 치파오

는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며 주류 스타일로

부상하였다(Bao, 1998).

당시에 치파오는 재단방식과 구조가 더욱 서양화

되어 어깨는 겨드랑이 부분과 이어졌고 소매의 폭,

이 좁아졌으며 허리와 가슴의 품을 줄임으로서 몸,

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변하였다 이러.

한 스타일은 모던한 치파오의 전형이 되었다 부유.

한 여성들은 치파오에 여러 겹의 곤변 을 화려( )滾邊

하게 장식하였으며 치파오의 목둘레 옷섶 개차, , , (開

등에 매화 난 국화 대나무 비파 등 다양한) , , , ,釵

형태를 띤 매듭단추를 사용해서 장식적인 면을 부각

시켰고 추동 에는 치파오 위에 모피 코트나 카, ( )秋冬

디건을 착용하였다 이는 당시 상류층(Figure 6, 7).

의 모던한 이미지의 상징이었다(Jiang & Tan,

2008).

년대 치파오의 색상에 관해서는 근거가 될1930

만한 문헌적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사진 기술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지인 월분패 에‘ ( )’月 牌份
나타난 치파오의 색상을 살펴보았는데 중국 전통,

색상인 청 적 황 백 흑 등의 오방색과 함께 채도, , , ,

가 높거나 현대화된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봉건.

시대에는 치파오의 대부분이 오방색이었으며 평민,

들은 자색 녹색 도홍색 등 황실을 상징하는 색을, ,

의복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신해혁명 이후 봉건제,

도가 폐지되면서 자유분방한 색채의 시대가 도래하

여 년대 상해에서 유행한 치파오는 전통적 색, 1930

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파란색,

노란색 금색 주황색 추향색 분홍색 등 다, , , ( ),秋香色

양한 색상을 활용하게 되었고 채도가 높아졌으며 배

색도 좀 더 현대화되었다(Choi, 2007)(Figure 8, 9).

문양 역시 중국 전통복식 문양과는 차이가 있었

다 중국 전통복식 문양은 일반적으로 용 봉 모란. , , ,

국화 등이었는데 년대에는 중국 전통문양을 변1930

형시키거나 간소화시켜 잔잔한 문양으로 사용하거나

가장자리에 조그만 자수를 활용했다 복식 전체에.

배열된 화초문양 자유 화초문양 사실 기풍 화초문, ,

양 아르누보문양 추상문양 기하학문양 등 서양스, , ,

타일의 프린트 기법이 도입되기도 했는데(Figure 1

이는 년대 탄생한 서양예술의 영향을0 11), 1920，

받은 것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우아미에 서양의 미,

학 기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매력을 표현해 낸 것이

Figure 1.

Women Dressed in

Qipao in the Qing

Dynasty

- http://the-sun.

on.cc/cnt/lifestyle/

20100715/00482_0

01.html

Figure 2.

Women Dressed in

Qipao in the

1930s at Shanghai

- http://fashion.

sina.com.cn

Figure 3.

Students Dressed in Qipao in

1937, Suit in

Eastward( )西服東漸

- The history of Chinese and

foreign clothing exchange in

the 20th century, p.20

Figure 4.

Shanghai's

Annual Wearing

of Uniform Red

Qipao

- https://www.fl

ickr.com/photos/

clippermonsoon

Figure 5.

Fan Bingbing

Steals Limelight

on Paris Fashion

Week, 2011

- http://www.wo

menofchina.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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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외에도 년대의 상해에서는(Choi, 2007). 1930

서구의 헤어 도구 헤어 기술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

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으로 펌 열풍, (perm)

이 일었는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젊은 여성,

에게도 유행하였다 펌 스타일은 파도 양식의 긴 펌. ,

롤로 마는 영국식의 굵은 펌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

만 주로 짧고 얇게 만 펌이 유행하였다 이는, . 1920

년대에 상해에서 크게 유행했던 단발머리 스타일이

년대에도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1930 .

수리 부분을 띄우기보다는 차분히 가라앉게 한 후

가르마를 타고 짧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만 스타일이

었다 당대의 유명 연예인 루안륭운. ( )(Figure阮玲玉

과 소설가 장애륭 의 사진에서12) ( )(Figure 13)玲张爱
보듯이 차분한 대 가르마에 머리 아래 부분을, 2 8

파도 형식으로 펌을 한 후 헤어핀으로 장식한 헤어,

스타일은 상해 신여성의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

나타냈다 더불어 펌 이외에도 염색이 크게 유행했.

으며 가수 무희 연예인들은 머리를 붉은색 노란, , , ,

색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상해 모, , ‘

던 여성들의 대표적인 스타일링이었다’ (Tan,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상해에서, 1930

유행한 해파이 치파오 스타일은 서양 재단방법과 장

식이 가미되었으며 긴 길이 몸에 달라붙는 실루엣, , ,

앞트임 뒷트임 민소매와 짧은 소매 등을 특징으로, ,

하여 모던함과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중국 전통적인.

오방색 외에도 다채로운 모던한 색채 높은 채도와,

다양한 배색을 통해 현대미를 표현하였으며 중국,

전통 치파오에 나타난 식물 동물 문양을 변용시켜,

활용하였고 기하학 문양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 .

한 헤어스타일은 파도 양식에 따라 긴 펌 롤로 마,

는 영국식 굵은 펌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짧은 단발을 얇고 잘게 만 펌이 유행을 이끌었다.

드라마 상해탄 과TV < >Ⅲ．

신상해탄 의 치파오 디자인< >

본 장에서는 년에 방영된 상해탄 과1980 < > 2007

년에 리메이크된 신상해탄 에서 여주인공들이 착< >

용한 치파오 디자인의 형태 색채 문양 그리고 헤, , ,

어스타일 등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형태1.

Figure 6.

Chinese Symbols·

Qipao

- ·符 中國旗袍号 , p.70

Figure 7.

Women Dressed in Qipao

in Yuefenpai in the 1930s

- http://photo.jznews.

com.cn/system/2010/09/17

/010033572.shtml

Figure 8.

Women Dressed in Qipao

in Yuefenpai in the 1930s

- http://www.nipic.com/sh

ow/2/27/4d

e7455de2ebfaa1.html

Figure 9.

Chinese Symbols·

Qipao

- · ,符 中國 旗袍号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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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방영된 상해탄 에서 봉정정과 방염운1980 < >

이 착용한 치파오는 모두 인체 곡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여유가 있고 품이 넉넉한 실루엣이었다, (Figure

이는 청나라 시기의 치파오 특징과 유사한 것14).

으로 몸통이 헐렁한 실루엣은 평평하여 엄숙해 보,

인다 치파오의 길이는 발목까지 오며 양 옆에는. ,

종아리까지 오는 트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여성성을 강하게 나타내기보다는 전통적 보수성을

담고 있다 소매의 길이는 팔 길이의 중간 정도 팔. ,

꿈치 팔목까지 오는 소매 등 다양하였지만 민소매,

나 아주 짧은 소매는 없었으며 대체로 노출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여밈은 오른쪽의 여밈으로 직금. (直

을 위주로 착용하였고 칼라는 상해령 이) , ( )襟 上海领
주로 활용되었다 이 상해령은 년대에 상해에서. 1930

유행되어 명성을 얻은 전형적인 칼라로 어떠한 얼굴

형과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년대에 유행했던. 1930

스탠드 형의 높은 칼라가 아닌 낮은 칼라와 간단한

디자인의 단추나 아무 장식도 없는 매듭단추가 활용

되었다 치파오의 소재는 주로 년대 당시 가장. 1980 ,

자주 사용된 면 과 치파오의 미감을 표현하기 위( )綿

한 광택이 있는 실크였다.

반면에 년에 방영된 신상해탄 에 등장한 치2007 < >

파오들은 년대 상해 지방에서 유행했던 치파오1930

의 특징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실루엣은 겨드.

랑이부분 부터 허리까지 모두 폭을 줄여 몸에 딱 맞

게 재단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

였다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치파오는 하(Figure 15).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릎 아래 혹은 종아리까지

오는 짧은 헴라인이 특징이다 소매의 길이도 민소.

매가 가장 많았는데 이 민소매는 몸에 달라붙는 실,

루엣 짧은 길이와 함께 여성의 몸매를 드러내어 요,

염한 느낌을 준다 치파오의 앞단 여밈은 년대. 1980

상해탄 과 마찬가지로 직금 위주였다 칼라의 경우< > .

상해탄 과 마찬가지로 상해령을 사용하였으나< > ‘ ’ ,

높은 스탠드 칼라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단추는 난.

초 꽃 형태의 매듭단추를 활용했는데 불필요한 화,

려한 장식이 없어 년대 치파오 양식보다 깔끔1930

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또한 소재의 경우 상해. <

탄 에서처럼 면 광택이 있는 실크 외에도 레이스를> ,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소재를 통해 상류층,

여성인 봉정정의 귀족적인 이미지와 사교계 여성인

방염운의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Figure 10.

Centre Stage Dressed in

Qipao with the Geometric

Pattern in the 1930s

- http://www.chann

elvino.com

Figure 11.

Woman Dressed in Qipao

with an Art Deco Pattern

in the 1930s

- http://www.fj1887.

com/photo/201407/16/233

817.html

Figure 12.

Centre Stage's Hairstyle

in the 1930s

- http://www.ce.

cn/life/rwsx/gxkj/200907

/09/t20090709_1949484

4.shtml

Figure 13.

Eileen Chang's

Hairstyle in the 1930s

- http://www.wa

ngchao.net.cn/meirong/

detail_309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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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Yeomun Bang dressed

in 'Jingpai Qipao'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15.

Yeomun Bang dressed

in 'Haipai Qipao' in the

<Shanghai Bund>

Figure 16.

Jeongjeong Bong’s Silk

Qipao in the

<Shanghai Bund>

Figure 17.

Yeomun Bang’s

Lace Qipaoin the

<Shanghai Bund>

이상으로 살펴보면 년에 방영된 상해탄 의, 1980 < >

치파오는 모두 몸매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넉넉

한 실루엣으로 여유가 있고 스커트 길이는 발목까,

지 내려오며 옆선의 트임은 종아리까지 트였다 소, .

매길이는 팔 길이의 반 정도 오거나 어깨선에서 살

짝 내려오는 길이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중소매 손, ,

목까지 오는 장소매 등이 활용되었다 오른쪽 여밈.

의 직금을 위주로 착용했으며 칼라는 상해령 그, ,

중에서도 낮은 스탠드 칼라가 활용되었다 소재는.

면과 광택있는 실크가 활용되었으며 이는 경파이,

치파오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년에 방영된. 2007

신상해탄 에서 실루엣은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

모두 폭을 줄여 몸에 딱 맞게 재단되었고 스커트,

길이는 모두 무릎 아래 길이 또는 종아리까지 내려,

오는 짧은 밑단이 특징적 이다 손목까지 내려오는.

장소매는 하나도 없고 반소매 민소매가 자주 쓰였, ,

다 앞단 여밈은 직금 위주로 하였으며 칼라의 경. ,

우 상해령을 사용하였으나 높은 스탠드칼라를 활‘ ’ ,

용하였다 단추는 난초 꽃 형태의 매듭단추를 활용.

했고 소재는 면 광택이 있는 실크 등이, , (Figure 16)

활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레이스 를 활용(Figure 17)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대체로 해파이 치파오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색채2.

상해탄 에서 착용된 치파오의 색상은 오행색인< >

빨강 노랑 파랑 검정 등 중국 전통색상이 사용되, , ,

었다 빨간색은 차이나 레드라 하며 상서로운 일을. ‘ ’

상징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 춘절 등에 사용된다, , .

노란색은 중앙 꿈 신앙 희망 명랑 환희 높고 고, , , , , ,

귀함을 상징한다 드라마에서 봉(Bae & Han, 2009).

정정이 입은 노란색 치파오 는 높은 지위(Figure 18)

와 고귀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나이에 어울리는

밝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노란색 바탕 위에.

보이는 흰색 꽃문양은 생동감 있고 활발한 캐릭터의

성격뿐만 아니라 봉정정의 마음이 조금씩 허문강에

게 열리는 극적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파.

란색은 만주족이 선호한 색으로 동쪽과 봄을 의미하

며 냉정 성실 시원함 청결 등의 이미지를 상징한, , , ,

다 극중에서 사용된 연한 파(Han & Wang, 2008).

란색 치파오는 은근한 여성적 매력을 나타냄과 동시

에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느낌을 준다(Figure 19).

반면에 신상해탄 에서의 치파오는 더욱 다양하< >

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상해 여성의 모던하

고 우아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중국의 전통적인 치.

파오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색채를 가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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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보라색 베이지 등 주로 살색과 무채색의 다, ,

양한 배색이 사용되어 색의 대비효과를 주었다 예.

를 들면 신상해탄 에서 봉정정은 베이지색 바탕에< >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치파오를 즐겨 착용하였는

데 이는 명문가의 딸인 봉정정의 귀족적(Figure 20),

이고 고상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방염운이.

착용한 보라색 핑크색 검은색 등이 배색된 기하학, ,

적 패턴의 민소매 치파오 는(Figure 21) <상해탄 에>

서의 방염운보다 더욱 모던하고 성숙한 매력을 발산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탄 에서 여주인< >

공들이 착용한 치파오는 오행색인 빨강 노랑 파랑, , ,

검정 등 중국 전통 색상이 사용된 반면 신상해탄, < >

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치파오 색상을 유지하면서

도 보라색 베이지 등 다채로운 색상을 엿볼 수 있었,

으며 살색과 무채색 등 다양한 배색이 사용되었다.

이 색상들은 드라마의 전개에 맞춰 다양하게 채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드라마의 분위기와 주된 줄거리를

좀 더 부각시켰다.

문양3.

상해탄 에서 착용된 치파오의 문양을 보면 유문< >

과 무문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신상해탄, < >

에서의 치파오에는 무문은 하나도 없고 유문만이 활

용되었다 무문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 유. ,

문은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상해탄 에서, < >

는 봉정정 과 방염문 이 착용한(Figure 22) (Figure 23)

치파오는 모두 단순한 형태의 무문 치파오와 복잡한

무늬가 프린트된 유문 치파오를 비슷한 비율로 착용

하였고 문양의 크기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

신상해탄 에서 착용된 치파오는 모두 유문으로 봉< > ,

정정의 경우 과장된 무늬보다는 은은한 색채에 작은

문양이 옷의 가장 자리에 수놓아진 치파오(Figure

를 자주 착용하였고 방염문의 경우는 무늬가 크24) ,

고 화려하거나 패턴이 옷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치파

오 를 즐겨 착용하였는데 이는 상반된 캐(Figure 25) ,

릭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해탄 과 신상해탄 에서 모두 꽃문양이 가장< > < >

많이 사용되었는데 상해탄 의 치파오에서는 주로, < >

모란 국화 월계화 등 전통적인 꽃이 사용되었고, , ,

간혹 데이지와 장미 등 서양 꽃문양이 활용된 반면,

신상해탄 에서는 전통 꽃문양과 장미 이외에도 아< >

이리스 자스민 튤립 등 다양한 꽃문양의 치파오가, ,

착용되었다 그리고 기하학적 문양이 활용되었는데. ,

상해탄 에서는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의 얇은 가< >

로 줄무늬가 사선 형식으로 프린트되어 있는데 이,

위에 똑같은 스트라이프 카디건을 걸쳐 통일감을 주

었다 기하학 무늬이긴 하지만 과장되지 않고 동일.

한 굵기의 옅은 선이 넓은 간격으로 반복되어 단조

로운 편이다 반면 신상해탄 에서는 도트 모자이. < > ,

크 스트라이프 문양이 활용되었는데 도트무늬의, ,

Figure 18.

Jeongjeong Bong’s

Dressed in Yellow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19.

Jeongjeong Bong’s

Dressed in Blue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20.

Jeongjeong Bong’s

Dressed in Beige in the

<Shanghai Bund>

Figure 21.

Yeomun Bang Dressed

in Purple in the

<Shanghai B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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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붉은색과 검정색이 뒤섞인 바탕 위에 금색 도

트가 이어진 문양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화려하고

복잡한 느낌을 준다 모자이크 문양은 흰색 보라색. , ,

검정색 회색이 옷 전반에 반복되는 형식으로 그, ,

간격과 폭이 각각 배치되어 예술적인 느낌을 준다.

스트라이프의 경우 연한 녹색 바탕에 짙은 녹색의

줄무늬가 세로로 반복되고 있는데 선마다 굵기를 다

르게 하고 간격을 불규칙하게 두어 단조로움을 피,

했다 기하학 문양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과 함.

께 그 배열과 규칙성에 따라서 강렬함 화려함 복, ,

잡함 등 여러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데 신상해탄, < >

은 상해탄 보다 다양한 기하학적인 문양을 통해< >

여주인공의 현대적 분위기를 좀 더 잘 표현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해탄 의 경. < >

우 기하학적 무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으

나 신상해탄 의 경우 이를 보다 잘 활용하여< > 1930

년대 상해의 신여성을 적절하게 재구성했으며 특히,

방염운의 치파오에는 기하학 문양의 복식을 활용‘ ’

하여 모던한 캐릭터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

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상해탄 에서는 봉정정과 방, < >

염문 모두 단순한 형태의 무문 치파오와 복잡한 무

늬가 프린트된 유문을 비슷한 비율로 착용하였고,

문양의 크기도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상해탄 의 치파오는 모두 유문으로 문양, < > ,

을 통해 봉정정과 방염문의 캐릭터 특성을 표현하였

다 유문의 경우 상해탄 에서는. < > 식물 문양 중 꽃문

양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주로 전통적인 꽃이 사,

용되었으며 간혹 서양 꽃문양이 나타났다 신상해, . <

탄 에서는 전통 꽃문양 이외에도 아이리스 자스민> , ,

튤립 등 더 다양한 꽃문양이 나타났다 기하학 문양.

의 경우 상해탄 에서는 스트라이프 문양 신상해< > , <

탄 에서는 도트 모자이크 스트라이프 문양 등 다양> , ,

하고 복잡한 무늬가 활용되었다 특히 방염문의 캐. ‘ ’

릭터는 기하학 무늬의 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헤어스타일4.

상해탄 에서 봉정정의 헤어스타일은 트위스트< > ‘

로 이 변발은 중화민국 시기의 대표적인 헤(twist)’ ,

어 스타일이다 긴 머리를 땋고 그 밑에 고무줄로. ,

나비매듭을 매는 헤어스타일 은 순수하고(Figure 26)

천진난만한 느낌을 준다 반면 신상해탄 의 봉정정. < >

의 헤어스타일은 주로 머리를 쪽 지어 올렸으며 이,

마에 앞머리를 드리웠는데 이를 전류해앞머리라고, ( )

한다 또한 변발 대신 파마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

이러한 이미지는 성숙한 느낌을 준다 이는 봉정정.

이 해외 유학 동안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상이

개방적으로 변했다는 극적 설정을 반영한 것으로,

Figure 22.

Jeongjeong Bong’s

Qipao without Pattern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23.

Yeomun Bang’s Qipao

without Pattern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24.

Jeongjeong Bong’s

Qipao with iris Pattern in

the <Shanghai Bund>

Figure 25.

Yeomun Bang’s Qipao

with Rose Pattern in the

<Shanghai B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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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정의 신여성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방염운의 경우를 보면(Figure 27) . ,

상해탄 에서 유명한 사교계의 꽃이었던 그녀는< > ‘ ’

항상 화려한 이미지로 등장한다 상해탄 과 신상. < > <

해탄 에서 방염운의 헤어스타일은 전반적으로 펌 스>

타일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

상해탄 에서의 헤어스타일 은 정수리 부< > (Figure 28)

분을 부풀렸고 밑머리는 길고 자연스럽게 내린 반,

면 신상해탄 에서는 정수리 부분이 달라붙어 있, < >

고 가르마를 탔으며 전반적으로 조금 짧아져서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 또한 다양한 머리핀(Figure 29).

을 사용하는 등 머리 장식이 화려해졌다.

이상으로 헤어스타일에서는 상해탄 에서 봉정정< >

의 머리는 트위스트인 반면 신상해탄 의 봉정정‘ ’ , < >

은 전류해에서 펌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상해탄 과. < >

신상해탄 에서의 방염운의 헤어스타일은 전반적으< >

로 펌이지만 상해탄 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정수, < >

리 부분을 부풀렸고 밑머리는 길고 자연스럽게 내,

린 반면 신상해탄 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은 정수리, < >

부분이 달라붙어 있고 가르마를 탔으며 전반적으로,

조금 짧아졌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년대 치파오 디자인의 재해석. 1930Ⅵ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년대 상해는 중국, 1930

에서 패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스타일이 상해

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당시상.

해의 유학생이나 가수 여배우 등은 서양 재단 방법,

과 장식이 가미된 치파오를 착용하였는데 치파오의,

실루엣은 타이트한 핏으로 양 옆선의 트임 외에 앞,

뒷트임을 주었고 소매도 민소매나 짧은 소매였다, .

이는 년대의 개방적이고 활발했던 시대 분위기1930 ,

와 부합되는 것으로 중국과 서양의 결합에 의한 문

화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색채는 중국의.

전통적인 오방색 외에도 더욱 다채로운 현대식 색채

를 사용하였으며 채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배,

색도 현대적으로 변화했다 문양은 중국의 전통적인.

치파오에 나타난 식물 동물 등의 문양을 변용시켜,

활용하면서도 서양 미학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방식

으로 표현하였고 기존에 없던 기하학 문양도 활용,

되었다.

본 장에서는 년대 치파오 디자인이 드라1930 TV

마 상해탄 과 신상해탄 에서 어떻게 재해석됐는< > < >

지를 비교 분석하고 그 안에 어떤 문화적 사회적, ,

함의가 내포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상해탄1. < ( )>上海滩

년에 방영된 상해탄 에서 착용된 치파오는1980 < >

년대 상해에서 실제로 유행했던 치파오의 특성1930

과는 달리 몸매가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

Figure 26.

Jeongjeong Bong’s

Braided Pigtails Hairstyle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27.

Jeongjeong Bong’s Bangs

and Perm Hairstyle in the

<Shanghai Bund>

Figure 28.

Yeomun Bang's Long

and Disheveled Perm

Hairstyle in the

<Shanghai Beach>

Figure 29.

Yeomun Bang's Short

and Polished Perm

Hairstyle in the

<Shanghai B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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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매도 손목까지 오는 길고 폭이 넓은 스타일이

었다 이는 년대 상해에서 유행했던 해파이 치. 1930 ‘

파오가 아닌 년대부터 년대까지 북경에서’ , 1920 30

유행했던 경파이 치파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

고 할 수 있다 색상도 중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활용하였으며 문양도 대부분 전통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년대 치파오 디자인과 년 방영된1930 1980

상해탄 에서 착용한 치파오 디자인에는 큰 차이가< >

나타나는데 이는 년 상해탄 이 촬영되었던, 1980 < >

홍콩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년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체결되었던 난징조약1842 ,

으로 홍콩은 영국에 영구적으로 할양되었( )南京条约
는데 이때부터 중국 본국의 영향력에서 멀어져 문,

화적으로도 중국 본토의 조류에서 분리되기 시작했

기 때문에 상해탄 에서 여주인공들이 착용한 치파< >

오도 실제 년대를 대표하는 해파이 치파오가1930 ‘ ’

아닌 경파이 치파오로 재해석된 이유로 추측할 수‘ ’

있다 홍콩은 년대에 이미 한 세기가 넘게 본토. 1980

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본토 문화를 충

실히 재현해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또한 년. 1980

대의 촬영 기술 및 제작비의 한계로 부작이라는16

제한된 회차는 드라마 내에 다양한 치파오 의상이

등장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채롭고.

화려한 해파이 치파오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순‘ ’ ,

히 치파오의 전통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경‘

파이 치파오를 활용했거나 년대 상해가 아닌’ 1930

북경의 스타일을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또 다른 추측으로는 년에 홍콩이 영국의 영1980

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양복의 유행을 반영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해탄 에 등장한 치파오들은 실제< > 1930

년대 상해에서 유행했던 치파오 보다는 동시기에 북

경에서 유행했던 경파이 치파오의 형식과 유사하‘ ’

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년대 북경에서. 1930

유행했던 경파이 치파오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먼‘ ’ .

저 경파이 치파오의 실루엣은 청나라의 치파오 양식

을 그대로 계승한 넉넉한 폭이 있는 자형이다 그, A .

러나 드라마 상해탄 의 치파오는 실제 경파이 치< >

파오만큼 넓지는 않으며 해파이 치파오에 비해 약,

간 여유가 있고 인체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정도이

다 소매 역시 실제 년대에 유행했던 경파이 치. 1930

파오가 넓고 넉넉한데 반해 다소 좁은 편이다 또, .

한 경파이 치파오의 문양은 중국 전통적인 용( )，龙
봉 복 녹 수 모란 등이 주로 사용( ), ( ), ( ), (福 ）凤 禄 寿
되었는데 이것들은 중국에서 대대로 길상 의( )吉祥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드라마 상해탄 의. < >

치파오는 용 봉 복 녹 수 등의 문양 대신 모란과, , , ,

식물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더불어 경파이 치파오.

는 넓은 곤변 을 다수 사용하여 치파오를 장식( )滚边
하는데 상해탄 의 치파오는 곤변이 있긴 하나 깔, < >

끔하고 좁은 것이 특징이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봉. ,

정정의 머리는 중화민국 시기에 유행했던 트위스트

였고 방염문은 실제 년대 상해에서 유행했던, 1930

파마머리로 정수리를 부풀린 장발이라는 점에서, ,

짧고 정수리 부분이 단정하게 처리되었던 년대1930

상해 스타일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다.

신상해탄2. < ( )>新上海滩

년에 방영된 신상해탄 의 경우 실루엣은 당2007 < >

대와 마찬가지로 몸에 피트되어 여성 인체의 곡선을

잘 드러냈으며 소매도 민소매나 짧은 소매로 노출,

이 많았다 색상도 당대의 스타일과 일치하는 다채.

로운 색상이 활용되었으며 문양 역시 전통문양뿐만,

아니라 서양화 등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었고 체크,

나 스트라이프 문양 등 년대 상해 치파오에 나1930

타났던 기하학적 문양도 나타났다 이는 년대. 1930

해파이 치파오의 대표적인 특징을 대체로 잘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년 당시의 트렌, 2007

드도 반영되었다 신상해탄 의 치파오는 당대의 치. < >

파오보다 더 폭을 좁혀 몸매의 곡선이 완전히 드러

나도록 하였으며 트임도 더 과감해졌다 가장 큰, .

변화는 길이인데 년대 상해에서 유행했던 치파, 1930

오는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반면 신, <

상해탄 의 치파오는 대부분 종아리나 무릎까지 오는>

짧은 형태로 하체의 노출이 더 많아졌다 더불어.

년대 치파오보다 반짝거리는 리본이나 장신구1930 ,

혹은 레이스가 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도 특

징적이다 또한 년대 여성들은 겨울에 해파이.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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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ipao Design in the 1930s and the Reappearance in <Shanghai Beach> and <Shanghai Bund>

Classification
1930s' Qipao in

Shanghai
Shanghai Beach (1980) Shanghai Bund (2007)

Silhouette

- Connecting

the shoulder with

the armhole

- Narrow sleeve

- Curvy silhouette

- Various ornaments

Jingpai Qipao

- Loose silhouette

- Slant opening or straight

opening

- Low Chinese collar

- Long or middle sleeve

- Length to the ankle

- Slit to the knee

Haipai Qipao

- High Chinese collar

- Short sleeve

- Length to the knee

or calf

- Slit to the thigh

-Expressing women's

beauty with curves

Color

- Combining

traditional colors

with modern colors

- High chroma and

various color

schemes

- Red, yellow and blue

based on Chinese

traditional five colors

- Modern colors

including purple,

beige, and pink

Pattern

- Transformation of

Chinese traditional

patterns such as

animals or plants

- Expressed by

Western-style art

techniques

- Chinese traditional plant

patterns including peony,

chrysanthemum, Chinese

rose, daisy, and bamboo

leaf

- Western plant

patterns including

rose, tulip, wild rose,

and iris

- Geometric patterns

Hairstyle
- Various perm

- Short perm mainly

- Twist

- Long and loose perm

- Chignon bun

- Short and stylish

perm

치파오 위에 모피 카디건 등을 걸쳐 입었는데 신, , <

상해탄 에서는 년대에 볼 수 없었던 현대식 정> 1930

장을 치파오 위에 착용하기도 하였고 치파오와 카,

디건을 함께 착용할 때에도 당대에는 찾아볼 수 없

었던 레이스 카디건이나 울 소재의 카디건을 착용하

기도 하였다 이는 고증에 충실하면서도 대중들의.

미적 취향에 맞도록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의 경우에 신상해. <

탄 의 봉정정은 전류해 에서 파마머리로의> ( )前流海

변화를 통해 이미지 전환을 시도했는데 년대, 1930

상해에서 유행했던 파마머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방염문 역시 정수리 부분을 차분하게 가라앉.

힌 짧은 파마머리를 했는데 이 역시 전형적인 1930

년대 상해의 헤어스타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치파오와1930

드라마 상해탄 과 신상해탄 에서 여주인공들TV < > < >

이 착용한 치파오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다 다시 말해 년에 홍Table 1 . 1980

콩에서 방영된 상해탄 에서 여주인공들이 착용한< >

치파오는 실제로 년대의 치파오 디자인과 다소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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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년에 상해에서 방영된, 2007

신상해탄 에서 착용된 치파오는 형태적인 측면에< >

서는 년대 상해에서 유행한 해파이 치파오의1930

실루엣을 어느 정도 재현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문양과 색상에서는 년 당시의 트렌드2007

요소를 가미하여 재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 론.Ⅴ

본 연구는 년대를 배경으로 년에 방영된1930 1980

드라마 상해탄 과 년에 리메이크된 신상TV < > 2007 <

해탄 에서 여주인공들이 착용한 치파오의 형태 색> ,

채 문양 헤어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특성을 비교, ,

분석하여 치파오 디자인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년에 방영된 상해탄 의 치파오는 북, 1980 < >

경에서 유행한 경파이 치파오의 특성을 차용한 스타

일로 몸매 곡선을 잘 드러내지 않은 여유가 있고, ,

품이 넉넉한 실루엣에 주로 오방색인 중국 전통 색

상 단순한 형태의 무문과 중국의 전통적인 꽃문양,

이 활용되었으며 헤어스타일은, 중화민국 시기에 유

행했던 트위스트와 펌이었다. 반면 년에 방영된2007

신상해탄 에서의 치파오는 년대 상해에서 유< > 1930

행했던 해파이 치파오 스타일로 인체의 곡선에 맞,

는 피트한 실루엣에 오방색 이외에 보라색 베이지,

등 다채로운 색상과 서양의 꽃 문양과 모던한 기하

학 문양 등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헤어스타일은 전,

류해에서 펌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둘째, 상해탄 과 신상해탄 드라마는 모두< > < >

년대 상해를 배경으로 하였지만 당시 상해에서1930

유행한 치파오 디자인을 해석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상. <

해탄 에서 여주인공들이 착용한 치파오는 년대> 1930

상해에서 실제로 유행했던 해파이 치파오가 아닌 경

파이 치파오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상해탄 의. < >

촬영지인 홍콩이 세기에 영국으로 영구 할양된 이19

후 중국 본토의 문화 조류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상

해에서 유행한 해파이 스타일이 아닌 경파이 스타일

의 치파오를 드라마 의상으로 디자인했을 수도 있지

만 년에 홍콩이 영국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 1980

에 당시 서양복의 유행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봉정정은 중화민국 시기에.

유행했던 트위스트 방염문은 실제 년대 상해에, 1930

서 유행했던 파마머리를 했는데 정수리를 부풀린,

헤어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년대 상해와 다소, 1930

차이점이 있다 반면 년에 방영된 신상해탄. , 2007 < >

의 경우 년대 상해에서 유행했던 해파이 치파1930 ‘

오를 비교적 잘 고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영 당시’

의 트렌드도 가미되었는데 그것은 신상해탄 의 치, < >

파오가 당대의 치파오보다 더 폭을 좁혀 몸매의 곡

선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였으며 트임도 더 과감해,

진 것이다 길이 역시 훨씬 짧아서 하체의 노출이.

더 많아졌으며 리본이나 장신구 혹은 레이스가 더, ,

화려하게 달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년대. 1930

에 볼 수 없었던 현대식 정장이나 레이스 가디건,

울 소재의 가디건을 치파오와 매치시킨 것도 특징적

이다 이는 고증에 충실하면서도 대중들의 미적 취.

향에 맞도록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의 경우에도 신상해탄. < >

의 봉정정과 방염운 모두 년대 상해에서 유행1930

했던 헤어스타일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탄 은 년대< > 1930

상해에서 유행했던 해파이 치파오가 아닌 북경에서

유행했던 경파이 치파오를 신상해탄 은 년대, < > 1930

상해에서 유행했던 해파이 치파오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상해탄 의 경우. < >

년대 상해의 치파오를 철저히 고증하여 반영하1930

되 년 시청자들의 미적 취향을 원형을 훼손하, 2007

지 않는 내에서 가미함으로써 대중매체가 과거의 복

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치파오의 색상 문양 등을 등장인물의. ,

특성과 전체적인 줄거리에 연결시킴으로써 복식이

대중매체 내에서 하나의 언어와 상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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