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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Based on the trend of plur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collapse of national 

borders now is a manifestation of mixed and compromised cultures and 

societies. It is also emerging as a hybrid fashion in fashion. Hybrid fashion 

means creating a new image by mixing various cultures beyond the time and 

spac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fashion design 

and present its direction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s in the works 

of rising Chinese fashion designers in the era of pluraliz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research.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of new fashion designers, 6 new fashion designers of 5 fashion brands 

were selected and their total 458 points work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time trade-offs were 'past and present' 

trade-offs that express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image of the past 

with modern design. The trade-offs between 'present and future' is expressed 

by mixing print patterns, colors and light with fractal art. Second, spatial 

trade-offs was expressed in the way of expressing Chinese themes in the 

composition of western clothing, expressing the Western themes in oriental 

colors, and inspired by Japanese culture expressed by deconstructionism, Third, 

the gender mix mainly used dark embroidery on women's clothing, while the 

men's wear showed a delicate feminine charm with a surreal pattern on thin 

and transparent gauze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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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모든 분야에

서 다원화 경향을 띠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복. 

합적인 스타일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경향을 띠며 유행의 다

양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션 브랜(Kim, 2011). 

드와 트렌드는 국경의 틀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으며 기성의 , 

가치나 형식적인 미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미를 전달하

게 되었다 다원주의라는 말은 원래 년에 출판된 대. 1959 『

중매체 시대의 순수예술 이라는 존 맥헤일(John McHale)』

의 에세이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그 (Walker, 1983/1987). 

후 우리 시대의 순수예술의 바탕이 되는 매체 스타일 장르, , 

의 중복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다원주의 . 

시대의 하나의 현상으로 하이브리드 가 나타났다(hybrid) . 

특히   세기 들어 21 국경의 붕괴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의 

혼합과 절충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패션에서도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패션이란 시공의 틀을 넘어 . 

다양한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발달하고 인간의 물질문명이 다. 

양화되면서 현대 사회의 미적 표현이 이전처럼 극단적 형태, 

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문명 이데올로기 및 방식이 혼합, , 

절충하게 된 것이다.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미래의 신선한   ‘

힘 를 상징하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주목하(fresh power)’

고 있다 어느 시대나 신진 패션 디자이너라 불리(Li, 2016). 

는 이들은 새로운 경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개성을 작품에 

표현해 왔다 따라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육성할 . 

것인지는 그 나라의 패션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중

요하다. 

중국에서 패션산업은 여러 기관 산업 중의 하나이며 중  , 

국 경제와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다. 

년 개혁개방 후 중국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의류산1978

업의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오늘날 중국 (Lu, 2011). 

패션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원화 사회를 맞이하, 

여 디자이너들은 전례 없는 자신감과 안목으로 세계 패션 

시장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베이징 패션 위크. 

는 년부터 신진 패션 디자이너(Beijing Fashion Week) 2019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그러나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여서 아직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어  

서 지금까지 이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 Wang(2016)

드 운영과 성장 측면을 연구한 바 있으며, 가 신진 Li(2016)

패션 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패턴 색상 재료 및 스타일과 , , 

같은 시각적 언어 요소를 분석하였을 뿐이었다 그 외 신문 . 

잡지 중에서 상관저 류민(Shang Guanji, ), (Liuwen, 上官喆
완이팡 등이 명의 중국 신), (Wang Yifang, ) 6刘旻 万一方

진 패션 디자이너를 소개하고 그들의 디자인 특징을 설명한 

정도였다 즉 중국의 경우 신진 패션 (“80s, rising,” 2016). , 

디자이너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그들의 작품을 구

체적으로 분석 비교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 . 

라서 본 연구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신진 패션 디

자이너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로 진행하였다 문헌   . 

연구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와 하이브리드 에 관한 문헌자‘ ’ ‘ ’

료를 통해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용어 개념 선정 기, 

준과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를 .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중국 베이징 패션 위크 컬10 , ‘ ’ 

렉션에서 활약 중인 개 브랜드의 신진 패션디자이너 명을 5 6

선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본 연구에  . 

서 마련한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선정기준에 따라 년 2017

춘추 컬렉션에서 년 추동 컬렉션까지를 연구 범위로 하2019

였다 그리고 평판도와 보유 데이터 수를 고려하여 베이징 . ‘

패션 위크(www.chinafashionweek.org) 공식 인터넷 사이트’ 

와 중국 인터넷 검색 엔진 소고우‘ (www.sogou.com) 를 통’

해 그 시기 동안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 테마에 대한 

소개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컬렉션 테마에 대한 소개 글을 . 

토대로 하여 각 컬렉션들이 선행연구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의 유형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였는데 보다 ,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패션 디자인 전공의 박사 명과 석사 3

명이 각각 체크한 후 가장 많이 나온 개의 유형을 최종 1 3

선택하였다 그 다음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각 컬렉션의 . 3

시각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각. 

적 자료는 앞선 언급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진 패션 디

자이너의 각 컬렉션 작품의 사진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총 점을 수집하였는데458 성인 남성복과 여성복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중국에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중국 베이징 패션 위크가 신진 패션 디

자이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년이다 그 기준은 2019 . 

“첫째, 세 미만의 중국 패션 디자이너일 것 둘째 년 35 , , 1~7

의 패션 디자인 경험이 있을 것 셋째 자기 소유 또는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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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런칭한 지 년 미만일 것 넷째 중3 , , 

국 베이징 패션 위크 나 디자인 위크‘ ’ ‘DHUB (DHUB 

에 연속 년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 이Design Week)’ 2 ”

다 그러나 시행 초기(China Fashion Week[CFW], 2019b). 

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 신진 패션디자이너가 선정된 

경우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같이 베이징 패션 위크  Table 1

에서 마련한 중국의 기준을 고려하여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런칭한 연도에 . , 

대해서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런칭한 지 년 미만일 것3 이라

는 베이징 패션 위크의 기준을 고려하여 패션 디자이너로서 , 

런칭한 지 년 이내 즉 년 이후 런칭한 디자이너 브랜3 , 2016

드 일 것이라는 기준을 두었다 둘째 경력에 대해서는 . , ‘베

이징 패션 위크 나 디자인 위크 에 연속 년 참여한 ’ ‘DHUB ’ 2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베이징 패션 위크의 기준을 참고하여 

년 춘하부터 년 추동 컬렉션의 기간 동안 베이징 2017 2019 , 

패션 위크에 회 연속 참여한 경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준을 2

마련하였다 셋째 나이에 관해 베이징 패션 위크는 . , 세 미35

만의 중국 패션 디자이너일 것이라는 기준을 두었지만 본 , 

연구에서 보다 많은 디자이너를 연구하기 위해 세 이하로 40

조정하였다. 

II. 이론적�배경��

신진�패션�디자이너의�개념1.�

신진 이란 한자어로 풀이해보면 어떤 분야나 사회로 ( ) ‘新進
새로 나아감 이란 뜻으로 신진 패션 디자이너라 하( ) ( )’ , 新 進
면 패션 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디자이너 라고 정의해 볼 수 ‘ ’

Table� 1.� Standard� for� Selecting� Rising� Fashion� Designers

Standard China� Standard Standard� of� This� Study

Launch
Less than 3 years since launching the designer 

brand

Be a designer brand launched within 3 years, ie. 

after 2016

Experience
Have two consecutive years of experience in 

‘Beijing Fashion Week’ or ‘DHUB Design Week’

Have participated in ‘Beijing Fashion Week’ for 2 

consecutive years from 2017 spring summer to 

2019 autumn winter collection

Age Chinese fashion designers under 35 Adjusted to under 40 to study more subjects

있다 패션산업에 있어 신진 패션 디자이너는 미래 패션 산. 

업을 이끌 디자이너들로서 최근에 런칭(Oh & Nah, 2015), 

된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Yun &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 과 Choo, 2015). (Postmodernism)

혁신적이고 반 전통적인 미학을 추구하며 현대 라이프 스타, 

일을 선도해 가는 디자이너라는 이미지를 지녀왔다(Li, 

본 연구에서는 이상을 고려하여 신진 패션 디자이너2016). 

란 최근에 런칭된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미래 패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를 규정하기

로 한다.

다음으로 서론에서 설명한 선정 기준에 따라 와   Table 2

같이 개 패션 브랜드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 명을 선정하5 6

였고 그들의 작품 총 점을 수집 분석하였다, 458 , .  

하이브리드의�개념�및�하이브리드�패션의�유형� � �2.�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그리스어로는 오‘

만한 주제넘은 방약무인의 등의 의미를 가지며 라틴어로, , ’ , 

는 섞여진 잡종의 혼성의 뜻을 가진다‘ , , ’ (Hybrid Culture 

세기에 들어 과학과 정보사회Research Institute, 2008). 21

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하이브리드란 개념은 디지털 테크

놀로지와 다원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

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패션 역시 (Kim, 2011). 서로 다른 장르의 융합

을 의미하며 그에 관한 연구도 ,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러나 그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 예로 는 지역과 시대적 특성이라는 시공의 절Lee(2008)

충적 표현을 통해 새로운 룩과 스타일이 창출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는 다양한 문화와 스타일들의 대조와 H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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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inese� Rising� Fashion� Designers� Selection� Range

Designers Birth Brand
Launch
Year

2019
F/W

2019
S/S

2018
F/W

2018
S/S

2017
F/W

2017
S/S

Total

Feng Sansna 1989
Jingcheng 

Baixue
2017 61 65

458

Sunting &

Yang Jingjing
1980

Jean & 

Nylah
2017 53 51

Du Leiyan 1982 Lasombra 2016 28 34

Gu Yuanyuan 1978 Gu 2016 39 50

Liangyan 1978
Y’s 

mono/化物 2016 40 37

(* Show in: number of total look)

Table� 3.� Hybrid� Types� in� Fashion� and� Statistics� of� Previous� Research

Researchers
Hybrid� Types

Kim
(2004)

Kim
(2008)

Baik
(2009)

Ha
(2009)

Bae
(2016)

Total

Temporal 

Past/Present 5

10
Present/Future 5

Spatial
Oriental/Western 5

6
Reality/Virtual 1

Cultural 2

Functional 3

Style 2

Upstream/Downstream 3

Alcohol/Non-alcoholic 2

Sexual 2

Technical 2

Genres 1

결합으로 새로운 이미지로 혼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시 기존에 존재하는 패션스타일에 새로운 기술Bae(2016) 

과 문화를 혼합해 새로운 감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를 설명하는데 있어 선행 연구(Kim, 2004; 

마다 혼합 혼성 잡Kim, 2008; Kim, 2011; Lee, 2013) ‘ ’, ‘ ’, ‘

종’, ‘절충’ 조합 결합 과 같이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 ‘ ’, ‘ ’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패션이란 시공의 틀을 넘어 다양한 문

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시공 간에는 절충 이라는 단어를 문화 간에는 혼합 이라‘ ’ ‘ ’ , ‘ ’ ‘ ’

는 단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하이브리드 패션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의 선행연구들5 (Bae, 2016; Baik, 

을 내용 분석하2009; Kim, 2004; Kim, 2008; Ha, 2009)

였다 그 결과 과 같이 시간적 공간적 절충이 . , Table 3 ‘ ’, ‘ ’ 모

든 연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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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절충이 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 과거와 현’ 10 , ‘

재 가 개 현재와 미래 가 개였다 그 다음은 공간적 절’ 5 , ‘ ’ 5 . ‘ ’ 

충이 개를 차지했는데 그 중 서양과 동양 이 개 현실과 6 , ‘ ’ 5 , ‘

가상현실 이 개였다 그 다음은 기능적 혼합과 상류와 하’ 1 . ‘ ’ ‘

류 의 혼합이 각각 개를 차지했으며 문화적 혼합과 스타’ 3 , ‘ ’ ‘

일 혼합 주류와 비주류 혼합 기술적 혼합 성별 혼합’ , ‘ ’ , ‘ ’ , ‘ ’ 

이 각각 개였고 기타 장르 는 개의 순이었다2 , ‘ ’ 1 . 

연구의�결과�및�고찰III.�

중국�패션�산업의�현황1.�

중국은 년에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래 정치 경제1978 , , 

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모든 업종이 시장화 라는 전면적인 ‘ ’

체제 전환을 이루어왔다 그 결과 국내 총생산 의 성장. (GDP)

률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 또한 해마다 높, 

아져 왔다 년대 이후 중국의 패션 산업은 (Lu, 2011). 1980

기계화로부터 반자동화를 시작하여 많은 첨단의 해외 장비

와 기술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중국의 섬유와 의류의 생산. 

능력과 수출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어 년대 중반에는 , 1990

세계 제 위의 섬유수출국이 되었다1 (Feng & Liu, 2005). 

년대 말부터 중국 의류 기업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  1990

면서 수량과 품종에 대한 경쟁단계에서 품질 브랜드의 독창, 

성에 대한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중국 의류시장도 판매자 주. 

도에서 소비자 주도의 시장으로 들어섰다 따라(Jin, 2006). 

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중국 브랜드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하

고 차별화하는 한편 패션 디자이너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게 , 

되었다. 

베이징 패션 위크 는 년에 설립된 이래 매년 춘하  ‘ ’ 1997 , , 

춘추로 나누어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다 년이 넘는 개. 20

발과 개선 끝에 베이징 패션 위크는 새로운 디자인 신제품 , 

및 신기술을 자랑하는 패션 액세서리 가방 및 메이크업 등, , 

으로 중국 최고의 패션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명. 

한 국내외 브랜드 및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전시하

는 인기 있는 국제 서비스 플랫폼을 되었다(CFW, 2019a). 

중국 베이징패션위크의 무대를 통해서 지원보(Ji Wenbo, 计
왕위도 천원), (Wang Yutao, ), (Chenwen, ) 文波 王玉涛 陈闻

등 많은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배출되어 중국 패션 산업의 , 

증인이자 중국 패션 산업 발전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년에는 곽배 허졔수  2018 (Guo Pei, ), (Xu Jianshu, 郭培 许
및 란옥 을 포함한 명의 패션 디자) (Lan Yu, ) 10建树 兰玉

이너가 공동으로 조직한 이 ‘China Haute Couture Council’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중국 패션을 대표하는 (CFW, 2018). 

이 조직은 중국 최고의 패션 디자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의 오랜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 

하여 중국 패션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더욱 많은 중국 디자이너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곽배 이다 그녀는 . (Guo Pei, ) . 郭培
년에 자신의 브랜드 로즈 스퀘어 를 설1997 ‘ (Rose Square)’

립했으며 프랑스 오뜨 꾸뛰르 패션 연맹, (French Haute 

의 초청으로 파리 패션 위크Couture Fashion Federation) ‘ ’

에서 개인 작품을 발표한 최초의 중국 디자이너였다. 2016 

년에 에서 선정한 명의 대표적인 중국인 ‘Time Magazine’ 6

중 유일한 디자이너로 선정되기도 했다(“The 100 most,” 

2016).

중국�신진�패션�디자이너�소개2.�

앞서 선정된 명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를 소개하면 다음과 6

같다. 

펑삼삼 디자이너는 년에 출생  (Feng Sansan, ) 1989冯三三
하였으며 년 브랜드 경성백설, 2017 ‘ (Jingcheng Baixue, 京城

런칭하였다 이 브랜드는 독창성과 편안함 기능성을 )’ . , 白雪
중시하는 브랜드 특성을 지닌다 펑. 삼삼 디자이너의 작품은 

중국의 전통 문화 중국의 스타일 및 중국의 요소 들을 ‘ ’, ‘ ’ ‘ ’

이해하고 해석한 디자인에 세계적 패션 트렌드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요소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CFW, 2019c). 

손정 과 양징징 디  (Sunting, ) (Yang Jingjing, ) 孙婷 杨晶晶
자이너는 모두 년대에 출생하였으며 년에 브랜드 1980 , 2017

을 런칭하였다 브랜드의 타겟은 자신의 외‘Jean & Nylah’ . 

모에 관심이 많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독립성 강한 여성들, 

이다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는 두 . 

디자이너는 북유럽의 순수하고 독특한 풍경에서 영감을 얻

은 후 동양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재창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Sunting & Yang,” 2018).

두뢰양 디자이너는 년에 출생하  (Du Leiyan, ) 1982杜雷杨
였으며 년에 패션 브랜드 을 런칭하였다, 2016 ‘Lasombra’ . 

이 브랜드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색상 및 프랙탈 아트

를 결합하여 환각적이고 초현실적인 패턴으로 (fractal art)

미래적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다

(“Dreamer, Du,” 2018). 

고원연 디자이너는 년에 출  (Gu Yuanyuan, ) 1978顾远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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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으며 년에 브랜드 를 런칭하였다 고원연 , 2016 ‘Gu’ . 

디자이너는 독특한 시각으로 중국의 문화 유산과 전통 복식

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현대 디자인에 맞게 혁신적으로 , 

응용하여 디자인한다(“ 또한 현대 도Gu Yuanyuan,” 2017). 

시에서 생활하고 강한 개성을 지니는 여성을 위한 고품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Gu 

Yuanyuan,” 2017).

량연 디자이너는 년에 출생하였으  (Liangyan, ) 1978梁燕
며 년에 브랜드 을 런칭하였다 이 브, 2016 ‘Y’s mono/ ’ . 化物
랜드는 시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테마로 하

며 가볍고 초현실적인 디자인으로 청년 문화를 표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문화에 대한 젊은 시각 초현실적이며. ‘ ’, ‘ ’, 

포괄적인 이라는 것이 브랜드의 키워드이다‘ ’ (CFW, 2017a). 

이상과 같이 살펴본 명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6 2016

년에 개 브랜드 개 브랜드는 년에 런칭하였으며 출3 , 2 2017 , 

생년도는 년대가 명 년대가 명으로 나타났다1980 4 , 1970 2 . 

Table� 4.� Chinese� Rising� Fashion� Designers� the� Theme� of� Each� Years� Show�

Designers Collections Show� Themes Keywords

Feng 

Sansan

2019 F/W

  Designer Feng Sansan 2019F/W collection was based on the theme of 

‘Zhaxi's Love Song’, which was divided into three series, ‘Zhuoma’, 

‘Shenshan’ and ‘Zenmian’. Inspired by the sanctifying and horribly 

well-known Tibetan love story, combined traditional Tibetan costumes and 

traditional figure greens with contemporary fashion to expressed 

designer-consistent retro design style.

· Tibetan costumes

· Traditional figure 

greens

· Retro design style

2019 S/S

  Designer Feng Sansan the theme of the 2019S/S collection was ‘Yehna 

Lara’ and was inspired by ‘Forbidden City’. The designer used the most 

intuitive design techniques to expressed and combined Chinese culture 

and Chinese elements in a fun and popular modern language.

· Forbidden city

· Chinese culture 

and elements 

· Modern language

Sunting 

&

Yang 

Jingjing

2019 S/S

  Designer Sunting & Yang Jingjing released a series under the theme of 

‘Night Iceland’ for the 2019S/S collection. Inspired by the natural landscape 

of Iceland. This season we can saw a combination of elements such as 

Western solid cuts, patterns and girdle, and corsets in an oriental design. 

The overall design style interpreted the image of a genderless independent 

woman.

· Iceland

· Western solid cuts, 

patterns

· Genderless

2018 F/W

  Designer Sunting & Yang Jingjing 2018F/W collection released a series 

under the theme of ‘Morning Iceland’. The designer said, “Island's journey 

has been infinitely inspired and shocked, and nature is the best artist and 

philosopher.” Because of this, the designer expressed the beauty of Iceland 

in a fashion language and presented a clean and mysterious aesthetic.

· Iceland

· Clean and 

mysterious aesthetic

Du Leiyan

2019 S/S

  Designer Du Leiyan 2019S/S collection finds the balance between 

ultimate darkness and brightness. Dark embroidery, sheer transparent 

gauze fabric, and delicate surreal patterns showed feminine charm.

· Feminine charm

· Embroidery

2018 F/W

  Designer Du Leiyan 2018F/W collection was the perfect combination of 

color and light in printed patterns and combines color with fractal art. 

Gorgeous surreal patterns created an alternative to wild fashion.

· Fractal art

· Gorgeous surreal 

patterns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3.�

� � �특성�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분류한 하이브리드의 가지 유형 분류를 10

기본 틀로 하여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

난 하이브리드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자 외 명의 패션 디자인 전공자4

들이 에 표시한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들의 테마 내Table 4

용을 읽은 후 각 컬렉션들이 하이브리드 개 유형 중 어, 10

디에 속하는지 복수 선택가능 를 각자 체크하도록 하였다( ) . 

그 결과는 와 같이 총 개 컬렉션 중 시간적 절Table 5 10 , ‘

충 이 개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 5 , ‘

간적 절충 이 개 컬렉션에서 그리고 성별 혼합 이 개 컬’ 4 , ‘ ’ 1

렉션에서 나타났다 많이 선택된 유형을 회색 배경으로 표(

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삼� 염혜정� 중국�신진�패션�디자이너의�작품에�나타난�하이브리드�특성�연구·� /� � � � � � � � 7

Table� 4.� Continued

Designers Collections Show� Themes Keywords

Gu 

Yuanyuan

2018 S/S

  Designer Gu Yuanyuan 2018S/S collection design inspired the journey in 

‘South Xinjiang’, and the colorful grotto murals. Designers have shown the 

integration of economy, culture, art and relig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for many years. The combination of East and West, the past 

and the modern is explored in the modern design language.

· East and the west

· Past and the 

modern

· Modern design 

language

2017 F/W

  Designer Gu Yuanyuan 2017F/W collection was inspired by the 

landscape paintings of Song Dynasty. Traditional paintings disintegrate and 

bring a new look and feel to different fabric materials. In addition, 

designers' interes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apparel sustainable 

design was even more anticipated in this season's design. 

· Traditional 

paintings

· New Look

Liangyan

2018 S/S

  Designer Liangyan 2018F/W collection was based on the theme of ‘Nine 

Fields’. Nine Fields( ) means the philosophy of astronomy. This season is 九野
a relaxing, lazy, straightforward silhouette. Such as purple, emerald, bright 

yellow and pink Chinese traditional color and Qinglong( ), Baihu( ), 青龍 白虎
crane ( ), and Kirin( ), which can be found in many traditional 鹤 麒麟
cultures was expressed.

· Straightforward 

silhouette

· Traditional cultures

· Traditional color

2017 F/W

  Designer Liangyan 2017F/W collection was inspired by Japanese 

monsters. Hand-drawn images are presented in a straightforward and 

surreal way. It has changed the look of traditional fabrics and combines 

oversized silhouettes, abstract patterns and current doubled silk, cotton, 

and wool composite fabrics.

· Japanese monsters

· Hand-drawn 

images

· Oversized 

silhouettes

Table� 5.� Analyzing� Hybrid� Characteristics� in� Chinese� Rising� Fashion� Designer's� Works� by� Theme

Hybrid� Characteristics

Designers

A B C D E F G H I J

Feng Sansan
2019 F/W 2 4

2019 S/S 5 4

Sunting &

Yang Jingjing

2019 S/S 5 4

2018 F/W 5

Du Leiyan
2019 S/S 1 4

2018 F/W 4 1

Gu Yuanyuan
2018 S/S 5 4

2017 F/W 5 4

Liangyan
2018 S/S 4 3 1

2017 F/W 3 5 1

Total 10 5 4 1  

Key to Abbreviations A: Temporal, B: Spatial, C: Cultural, D: Functional,

                     E: Style, F: Upstream/Downstream,

                     G: Alcohol/Non-alcoholic, H: Sexual, I: Technical, J: Genres

(* Show in: number of people who selected, multiple selection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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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절충1) 

시간적 절충 유형은 총 개의 컬렉션 작품에서 나타났는데5 , 

펑삼삼의 춘추 컬렉션 두뢰양의 추동 컬렉션2019 , 2018 , 

고원연의 춘추 컬렉션 고원연의 추동 컬렉션 2018 , 2017 

및 량연의 춘추 컬렉션이 해당된다2018 .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나타난   . , 

유형은 과거와 현재 의 절충으로 주로 중국 전통문화와 과‘ ’ , 

거의 이미지를 현대의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었

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중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 인물 회화 작품 등을   , , 

이용한 방법이다 펑삼삼은  . 

예혁나랍 를 테마로 한 (Yehna Lara, ) 2019 叶赫拉那
춘추 컬렉션에서 자금성 에서 (Forbidden City, )紫禁城
영감을 얻어 중국 문화와 요소를 강조하고 혼합하는 , 

방법으로 흥미롭게 표현하였다(“Feng Sansan's 2019 

S/S collection,” 2018). 

Figure� 1.� Court� Drama� Hero� Image
(www.sogou.com)

Figure� 2.� Feng� Sansan� 2019� S/S
(www.chinafashionweek.org)

Figure� 3.� Grotto� Mural
(www.sogou.com)

Figure� 4.� Gu� Yuanyuan�
2018� S/S

(www.chinafashionweek.org) 

Figure� 5.� Song� Dynasty� Landscape�
Painting

(www.sogou.com)

Figure� 6.� Gu� Yuanyuan�
2017� F/W

(www.chinafashionweek.org)

  

그런가 하면 고대 법정 드라마 주인공인 입었던 관모  (官
관포 형태와 인물의 초상화를 입체적으로 장식했), ( ) 帽 官袍

으며 현대적이고 캐주얼한 후드 티셔츠를 까마귀 형태로 표, 

현하는 혼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원연은 (Figure 1, 2). 

와 같이 롯트 벽화 와 중국 송나Figure 3, 4 “ (grotto mural)

라의 풍경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의 회화를 해체

시켰으며”(“ 서로 다른 소재들을 새로Gu Yuanyuan,” 2017) 

운 느낌으로 표현하였다(Figure 5, 6). 

또 하나의 방법은 치파오 의 직선적인 실루  (Qipao, )旗袍
엣 전통적인 색채 문양을 등을 이용한 방법이다 예를 들, , . 

어 량연은 춘추 컬렉션 에서 2018 (Figure 7, 8)

편안한 직선적인 실루엣과 자주색 에메랄드 색 밝은 , , 

노란색 및 분홍색 등과 같은 중국 전통의 색채 그리, 

고 전통 문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청룡 백호 학 기, , , 

린 등을 이미지로 사용하였다(CFW, 2017b). 

이는 흔히 빨강색 검정색과 흰색과 같은 색상이 중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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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inese� Qinglong,� Kirin� Image
(www.sogou.com)

Figure� 8.� Liangyan� 2018� S/S�
(www.chinafashionweek.org) 

Figure� 9.� Du� Leiyan� 2018� F/W
(www.sogou.com)

의 내향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전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

된다는 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기존Zhang(2010) . 

의 전문 다자이너와 달리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젊고 활

력있는 색채를 통해 현대적인 느낌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나머지 방법은 현재와 미래 의 절충으로 프린트 패  , ‘ ’ , 

턴 색상 빛을 프랙탈 아트로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두뢰양 , , .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답게 다양한 실크 원단에 

독창적이고 초현실적인 패턴을 장식하였다(Figure 9). 

사쿠라 마법 심해의 인어 지옥의 (sakura enchanted), , 

나이트 셰이드 시공간의 여행(hell nightshade), 

과 같은 환상적인 요소를 쇼에 등(time-space travel)

장시켜 현재와 미래 혹은 현실과 가상현실을 절충하여 

표현하였다(“Dreamer, Du,” 2018).

공간적 절충2) 

공간적 절충 유형은 총 개의 컬렉션 작품에서 나타났는데4 , 

펑삼삼의 추동 컬렉션 손정 양징징의 춘추 2019 , & 2019 

컬렉션 손정 양징징의 추동 컬렉션 및 량연의 , & 2018 

추동 컬렉션이 해당된다2017 . 

그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 , 

중국적인 주제를 서양 의복구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 

예로 펑삼삼의 추동 컬렉션에서 2019 

찰서의 러브 송 이‘ (Zhaxi's Love Song, )’扎西的情歌
라는 테마를 저마 신산‘ (Zhuoma, )’, ‘ (Shenshan, 卓玛

찬면 세 가지 시리즈로 나)’, ‘ (Chanmian, )’ 神山 禅眠
누었다 성스럽고 처량할 정도의 아름다운 티베트의 . 

러브 스토리에 영감을 얻어 티베트 전통복식 인물에, , 

현대적인 레트로 트렌드를 혼합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CFW, 2019c). 

특히   서양의 해체주의에 입각한 입체재단 방식이 돋보이

며 비즈 모자 전경기 등 전통이고 종교적인 , , , (prayer wheel) 

색채가 강한 액세서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Figure 10). 

둘째 서양적인 주제를 동양적인 색상으로 표현하는 방법  , 

이다 대표적인 예가 손정 양징징의 춘추와 . & 2019 2018 

추동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에서 손정 양징징은 . & 

아이슬란드를 주제로 하여 서양의 무늬와 거들 코르, 

셋 등과 같은 요소를 응용하였다 그러(Figure 11, 12). 

나 동양 문화의 음과 양을 상징하는 흑백 색상 양모 , 

직물 가죽 및 면직물을 다양하게 접합시키고 조화시, 

키는 방법으로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Sunting & 

Yang,” 2018). 

셋째 일본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해체주의로 표현한 방법  , 

이다 그 예로 량연의 추동 컬렉션 에서 . 2017 (Figure 13)

핸드 드로잉 기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몬스터를 직설적

이고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전통적인 원단. 

을 추상적인 패턴의 오버 사이즈 실루엣으로 나타내거

나 실크 면 양모 양모 복합 원단 등과 같은 현대 소, , , 

재와 혼합하여 표현하였다(CFW, 2017a). 

중국의 봉건적 사고는 뿌리가 깊어서 사람들의 복식을 크  

게 제한해 왔다 평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복식의 . 

구조 에서 벗어나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서(Zhang, 2010)

양의 해체주의와 입체재단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과 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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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eng� Sansan�
2019� F/W

(www.chinafashionweek.org)

Figure� 11.� Sunting� &� Yang� Jingjing�
2019� S/S

(www.sogou.com)

Figure� 12.� Sunting� &� Yang� Jingjing�
2018� F/W

(www.sogou.com)

Figure� 13.� Liangyan� 2017� F/W
(www.chinafashionweek.org)

Figure� 14.� Du� Leiyan� 2019� S/S
(www.sogou.com)

양의 문화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중국 복식은 갈. 

포 마 실크 등의 직물을 많이 사용하여 역사 깊은 식( ), , ‘葛
물 섬유의 국가 라는 중국의 문명을 상징해 왔다 ( )’桑麻古国

그러나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양모 직물(Zhang, 2010). , 

가죽 및 면직물 등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복합 소재, 

와 신소재로 다원화와 세계화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

한다. 

성별 혼합3) 

성별 혼합 유형은 두뢰양의 춘추 컬렉션이 해당되었2019 

다 두뢰양은 춘추 컬렉션에서 어두운 자수 얇은 투. 2019 “ , 

명 거즈 원단 그리고 섬세한 초현실적인 패턴이 여성 매력, 

을 보여주었다”(“Du Leiyan's 2019 S/S collection,” 201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 검은색을 베이

스로 하여 빨강색 짙은 녹색과 회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 

하였다 특히 여성복에 어두운 자수를 사용하는 반면 남성. , 

복에는 얇고 투명한 거즈 원단에 초현실적인 패턴으로 여성

적인 섬세한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과장된 아이 메. 

이크업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남성과 여성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양한 혼합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Figure 14).

흔히 체크 줄무늬 기하학 무늬를 사용하여 젠더리스 패  , , 

션을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Hu, 2010). 

본 연구에서는 섬세하고 초현실적인 패턴으로 남성과 여성

의 혼합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신진 패션 디자. 

이너들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경계에서 벗어나 더욱 직접

적인 방식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과 같다  Table 6 .

결론�및�제언IV.�

현재 다원화와 세계화 경향을 배경으로 한 국경의 붕괴는  

여러 문화와 사회의 혼합과 절충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패, 

션에서도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이브리드 . 

패션이란 시공의 틀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원화 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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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ybrid� Characteristics� in� Chinese� Rising� Fashion� Designer's� Works

Designers Image Characteristic Designers Image Characteristic

Temporal 

Du 

Leiyan

2018 F/W

Pseudomorph • 

feeling in realistic 

design

Ornate surreal • 

pattern

Wild fashion • 

alternative

Spatial 

Feng

Sansan

2019 F/W

Chinese traditional • 

doubles

Traditional portraits• 

Three-dimensional • 

cutting method

Feng

Sansan

2019 S/S

Expressing Chinese • 

culture and Chinese 

elements in modern 

languages

Combination of • 

past person image and 

present item. Sunting 

& Yang 

Jingjing

2019 S/S

Iceland• 

Western • 

three-dimensional cuts, 

patterns and girdle, 

corsets and other 

elements

Oriental design• 

Gu

Yuanyua

n

2018 S/S

Images of the past • 

expressed in modern 

design language

Past cultural, artistic • 

and religious imagery

2018 F/W

Oriental design with • 

western themes

Iceland• 

Clean and mysterious • 

aesthetic

2017 F/W

Traditional Chinese • 

painting artwork

Environmental • 

evolution

Clothing sustainable • 

design

Liangyan

2017 F/W

Expressing Japanese • 

culture in Chinese design

Japanese monster • 

hand-drawn image

Express in a • 

straightforward and 

surreal way

Liangyan

2018 S/S

Chinese traditional • 

hues

Chinese traditional • 

images

Modern design • 

language

Chinese color design• 

Chinese elements• 

Japanese culture• 

Western themes / Design elements• 

Western three-dimensional cutting• 

Cubism / Deconstructionism• 

Chinese culture• 

Chinese traditional clothing elements• 

Chinese traditional portrait / Painting / Text• 

Modern design language• 

Sexual

Du 

Leiyan

2019 S/S

Women charm• 

Dark embroidery and thin transparent gauze fabric• 

Delicate surreal pattern• 

Genderless styling• 

Women charm• 

Images of independent women• 

Surre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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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여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

브리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패션 디자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란 최근에 런칭된 디자이너 브랜드로  

서 미래 패션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진 패션 디자이너 . 

선정 기준으로 첫째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 년 이후 , 2016

런칭한 디자이너 브랜드 일 것 둘째 년 춘하부터 , , 2017

년 추동 컬렉션의 기간 동안2019 , ‘베이징 패션 위크’에 회 2

연속 참여한 경력을 가질 것 셋째 세 이하일 것이라는 , , 40

기준으로 두었다 그 결과. 개 패션 브랜드의 신진 패션 디 5

자이너 명을 선정하였고 그들의 작품 총 점을 수집6 , 458 , 

분석하였다.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유  

형은 시간적 절충 공간적 절충 성별 혼합 의 순으로 나‘ ’, ‘ ’, ‘ ’

타났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절충이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과거와   , . ‘

현재 의 절충으로 주로 중국 전통문화와 과거의 이미지를 ’ , 

현대의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하나의 방. 

법은 치파오의 직선적인 실루엣 전통적인 색채 문양을 등, , 

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 중에 기존의 전문 다자인 작품에 . 

빨강색 검정색과 흰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시진 , 

디자이너 작품에 자주색 에메랄드 밝은 노란색 및 분홍색 , , 

등 중국 전통적인 색상이 더 많이 표현하였다 나머지 방법. 

은 현재와 미래 의 절충으로 프린트 패턴 색상 빛을 프랙‘ ’ , , , 

탈 아트로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둘째 공간적 절충이다 공간적 절충은 크게 세 가지로 나  , . 

눌 수 있다 중국적인 주제를 서양 의복구성으로 표현하는 . 

방법 서양적인 주제를 동양적인 색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 

일본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해체주의로 표현한 방법이다 그 . 

결과는 평면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복식의 구조에

서 벗어나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서양의 해체주의와 입체

재단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과 같은 동양의 문화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중국 복식은 갈포 마 실크 등의 . ( ), , 葛
직물을 많이 사용하여 식물 섬유의 오랜 국가 라‘ ( )’桑麻古国
는 중국의 문명을 상징하는데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양모 , 

직물 가죽 및 면직물 등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

셋째 성별 혼합이다 성별 혼합은 주로 남성복과 여성복   , . 

모두 검은색을 베이스로 하여 빨강색 짙은 녹색과 회색을 ,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였다 특히 여성복에 어두운 자수를 사. 

용하는 반면 남성복에는 얇고 투명한 거즈 원단에 초현실적, 

인 패턴으로 여성적인 섬세한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상 결과를 보면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 전  

통 문화 혹은 중국적 요소를 서양의 복식 구성과 절충한 예

가 월등히 많았다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국의 전통 문. 

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패션의 다양화와 세계화 경향을 배경으로 . 

하여, 중국의 전통에 중심을 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다양한 동시대적인 시각에 발판을 둔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

다 즉 . 다양한 문화와 패션 스타일들을 응용하고 서로 혼합

하려는 시도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국 등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 연구를 통해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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