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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products, fashion and clothing give strong symbolic mean-
ings to individuals1. The style, cut, color, proportion, prints, details and fabric, all con-
tribute to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clothing design. Apart from the physical cues, different cultural values and beliefs are 
important in affecting group acceptance on new designs. In terms of fashion, modifi-
cation of designs and customized clothing style combinations are always found in dif-
ferent cultures. Taking Hong Kong as an example, the Hong Kong Chinese have been 
raised under the influence of both eastern and western values, differentiating them 
from the traditional Chinese. They like to show an association with the west by calling 
themselves “Hongkongese” instead of Chinese. This implies that Hong Kong Chinese 
are actually dealing with two different identities at the same time. On the one hand, 
they are born as Chinese; on the other hand, their mindset is tied to the west. This sit-
uation causes mixed feelings on culturally related issu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p-
pearance style.  When dealing with aesthetic issues, the interactions of both eastern and 
western values further influence the final acceptance of a design. Also, Hong Kong is a 
major market for international fashion labels since it is the stepping stone for entering 
the market in China. Internationally well-known labels can be seen everywhere, rang-
ing from high-end fashion brands (L.V., Gucci, and Chanel) to mass-market brands 
(Zara, and H & M). The variety of brands gives an eclectic selection for Hong Kong 

1. 서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패션과 의류는 개인에게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제공한다. 스타일, 재
단, 색상, 비율, 프린트, 디테일, 직물은 의류 디자인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해석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신체적인 단서 외에,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신념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집단

의 수용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패션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수정과 기성화된 의
류 스타일의 결합은 다양한 문화에서 늘 발견된다. 홍콩을 예로 들어보면, 홍콩 중국인들은 
동양적 그리고 서양적 가치의 영향하에서 자라났고, 이는 전통적인 중국인과는 구별되는 점
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중국인 대신에 홍콩인으로 칭함으로써 서구와의 연관을 보여주

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홍콩 중국인들이 실제로 다른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중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의 사고 방
식은 서양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패션 스타일의 구성과 같은 문화적으로 관련된 이
슈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미적인 문제를 대할 때, 동양과 서양적 가치의 상호작

용은 디자인의 최종적 수용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홍콩은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디
딤돌이기 때문에 국제 패션의 주요 시장이다. 최고급 패션 브랜드(루이뷔통, 구찌, 샤넬)에서

부터 대중적 브랜드(자라, H&M)까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상표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브랜드의 다양성은 홍콩 중국인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준다. 그러나 홍콩의 패션 
스타일은 다양한 브랜드만큼 다원화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구성하는 
독특한 규칙을 고수하며, 서구화된 사고방식과 중국적인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낸다. 홍

콩 중국인들의 독특한 미적 가치와 자신들의 패션 스타일 결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디자인 
실무자들이 중국 시장에 초점화된 디자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적인 미적 가치관과 외모 관리의 융합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패
션 트렌드에 대한 중국인의 해석, 외모 관리에 대한 중국의 미적 가치의 관계, 외모 관리와 관
련한 규칙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문제를 이해하기 위
해, 거리에서의 홍콩 중국인들의 패션 스타일들이 채택되었다.

2. 미적 가치관과 소비

현 시장에서 미적 가치관과 소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미적 가치관은 사용자들에게 감각과 
감정을 불러낸다. 패션과 의류에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강하다. Veryzer (1993)는 모든 개인

에게는 미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내적인 미적 체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용자들

은 디자인 요소(선, 리듬, 색상 등)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이해를 참고하여 내적인 미적 체계

를 발달시킨다. 이런 체계는 또한 다양한 디자인 원칙(균형, 통합, 조화)과 디자인 요소에 대
한 시각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일상생활에서의 끊임없는 학습과 문
화적 차이에 따라 변화한다. 사용자는 미적인 측면을 판단하고, 추가적인 선호와 접근 반응

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내적인 미적 체계를 사용한다. 동시에 미적 가치관에 대

Chinese. However, appearance styles in Hong Kong are not diversified as the looks 
promoted by different brands. They adhere to a unique set of rules that construct their 
appearance styles, creating a balance between their westernized mind-set and Chinese 
values. In understanding the ways that the Hong Kong Chinese converge such unique 
aesthetic values to their appearance styles will help design practitioners in developing a 
focused design strategy for the Chinese market.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ways that Chinese aesthetics are converged to ap-
pearance management with reference to fashion and clothing. Different areas are 
covered, which include the Chinese interpretation of fashion trends, relationship of 
Chinese aesthetic values on appearance management, and the rule of association on ap-
pearance manage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e 
street fashion appearance styles of Hong Kong Chinese are selected. 

2. Aesthetics and Consumption

Nowadays, aesthetics and consumption are inseparable in the contemporary market2. 
Aesthetics evoke product sensation and emotions to users3-4. The relationship is even 
stronger among clothing and fashion5. Veryzer (1993) suggested that there is an in-
ternal aesthetic algorithm in the mind of every individual with regards to the id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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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tion and understanding of aesthetic patterns6. Users develop the internal aesthetic 
algorithm by referring to their cognition or understanding of design elements (e.g. 
line, rhythm, color, etc.)7. The algorithm also affects the visual response to different 
design principles (balance, unity, harmony, etc.) and design elements8. However, the 
pattern changes according to the continuous learning of users in daily life9 and cultural 
difference10. Users employ the algorithm unconsciously to judge the aesthetic aspects7 
and determine further preferences, liking and approach responses11. Meanwhile, user 
response to aesthetics is not rigid or absolute. It is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to 
individual interactions with different product categories12.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 
style and produce type can lead to different responses. Thus, it creates uniqueness on 
the aesthetic judgment of fashion goods when it is compared with other functional ori-
ented products, such as electronic appliances.  Although Eckman and Wanger have in-
dic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esthetic rules and fashion goods5, there is no empiri-
cal study investigates the ways that people converge aesthetic values to their appearance 
style. Also, the thought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western studies, and eastern values 
have not been considered. Thus, there is an attempt to develop an association between 
Asian aesthetic rules and preferences in terms of appearance styles by using fashion and 
clothing. 

한 사용자 반응은 엄격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이것은 다양한 물품 카테고리에 대한 개인

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인 스타일과 상품 유형의 상호작용이 다양

한 반응들을 일으킨다. 따라서, 전자제품과 같이 기능 지향적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상호작용은 패션 상품의 미적 판단의 독특성을 만들어낸다. Eckman과 Wangerr가 미적 규
칙과 패션 상품간의 관계를 제안했지만, 미적 가치와 자신들의 패션 스타일을 결합하는 방식

을 조사한 경험적인 연구는 없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서양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

고, 동양적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패션과 의류를 사용함으로써 패션 스타일 관점

에서 아시아의 미적 가치관과 선호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겠다. 

3. 외모 관리

Kasier 와 Freeman (1997)은 외모 관리를 “신체의 조절 과정뿐 아니라, 의상 아이템의 구매와 
착용을 야기하는 모든 사고과정과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외모 관리는 외모에 대한 계획, 조
직, 최종 결정을 다룬다. 계획 과정에서 의상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의상은 
의미를 부여하고, 개인 외모의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의류 스타일

의 코디네이션은 개인이 의상 디자인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디자인 평가를 
결정하는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기제는 디자인 수용을 예측하는 것을 도와

주고,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초점은 집단과 행동 체계에 맞춰질 

수 있다. 중국 사회에서 집단 역동은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 이슈

를 집단의 관점에서 봄으로써, 외모 관리에 대한 디자인 해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함축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가 의류 디자인 선호나 외모 창조로 변
환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콩 중국인의 거리 패션에 대한 비판적인 연
구들은 문화-특정적 가치가 패션 스타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단계 동안 결합되는 방식을 이
해하도록 도와준다. 

3. Appearance management

Kasier and Freeman (1997) defined appearance management as “all activities and 
thought process leading to the purchase and wear of clothing items, as well as processes 
of body modification” 13. It deals with one’s planning, organizing and final decision on 
appearance. In the planning process, clothing is an important medium for transferring 
a message. Clothing gives meaning and acts as a criterion to evaluate the social conse-
quence of one’s appearance. Also, the coordination of clothing styles reveals the ways 
that an individual interprets clothing design14. Thus,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at govern design evaluation is important. The mechanisms help in forecasting design 
acceptance and suggest modifications. To study the association, focus can be put on 
the group and behavioral system15. In Chinese society, group dynamics are a key factor 
to influencing individual decisions16-17. Viewing the issue from a group perspective can 
locate the core factors that govern design interpretation on appearance management 
and thus, help understand the ways that social connotations are transferred to clothing 
design preferences and appearance creation. A critical study of the Hong Kong Chinese 
street fashion scene helps in understanding the ways that cultural-specific values are in-
corporated during the planning and organizing stages of an appearance style.

An old Chinese saying, “respect one’s clothing 

before showing respect to the person”, shows 

that clothing and appearance styles are crucial 

to th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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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Stimulus 

Hong Kong street fashion images were colle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 A 
total number of 1100 images were taken from different fashion landmarks in Hong 
Kong. Apart from understanding the aesthetic concerns for individual fashion style, 
studying appearance styles can explore the symbolic meanings generated by different 
fashion designs and the ways that an individual manipulates styles by injecting his/
her aesthetic understanding13. The collected imag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major 
groups, including male fashion-oriented (54 images), male casual (72 images), female 
fashion-oriented (52 images) and female casual (48 images). In-depth interviews were 
held with young people (36 males and 36 females), all aged 18 to 35. Young adults in 
this age range usually have a high propensity to spend on beauty related products18-19. 
Thus, opinions concerning Hong Kong street fashion can provid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ways that Hong Kong Chinese construct their appearance styles. 

5. Converging Chinese Values to Aesthetic Preference

5.1 Social and group harmony
Maintaining social and group harmony is important in the Chinese community. There 
is a system of semi-formal norms among Chinese people to govern behaviors in order 

과 다른 것은 선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적합함을 판단할 때 집단 규칙이나 사
회적으로 구성된 규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패션 스타일은 집단 수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보여주기 전에 옷을 존중하라”라는 오래된 중국 속담은 의
상과 패션 스타일이 중국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이 
집단에서 특권적이며 교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패션 스타일의 미적 가치관의 측
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성의 정도는 중국인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Yau (1988)에 따르

면, 사회적 규칙과 관련된 개인적 행동의 영향에 관한 걱정 때문에 중국인들은 패션을 느리게 
받아들인다.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법은 특정한 스타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아닌 확
실한 패션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은 지각되고 선호되는 가치에 다
양한 디자인 요소를 맞추려고 시도한다.

일본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중국 사회에서 다양화된 패션 스타일의 출현은 최
소한에 그쳐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다양한 미적 가치가 동시대의 다른 가치와 충돌하지 않으

면서 유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하라주쿠와 같은 진보적인 스타일, 시부야에서 유행하는 
개성강한 스타일, 긴자의 최고급 스타일 등이 있다. 또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패션 스타일

에 영감을 받은 다른 하위문화들도 있다. 이러한 예에는 로리타, 고스로리, 그리고 비주얼 락 
스타일 등이 있다. 각각의 패션 스타일은 독특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각 스타일은 유사한 가
치를 공유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표하며, 

to maintain social harmony. In the system, Chinese are encouraged to avoid showing 
off themselves in public20-22. Being outstanding and different are not preferred. There-
fore, Chinese people tend to rely on group or socially constructed norms to judge ap-
propriateness. Clothing style is an important tool to convey group acceptance. An old 
Chinese saying, “respect one’s clothing before showing respect to the person”, shows 
that clothing and appearance styles are crucial to the Chinese. Wearing nice clothing 
implies that a person is prestigious and presentable among the group. However, to 
evaluate the aesthetic aspects of an appearance style, the degree of appropriateness lies 
in the linkage with Chinese values. According to Yau (1988), there is a slow adoption 
of fashion among Chinese due to the concerns of the impact of individual behavior on 
societal norms23. It is not individual preference of a particular style, but wearing certain 
appearance styles is a way to obtain general acceptance. Therefore, the Chinese people 
try to match various design elements to the perceived and preferred values. 

Unlike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the emergence of diversified appearance 
styles in the Chinese community is minimal. For the Japanese community, different 
aesthetic values can prevail and not contradict with others at the same time. Examples 
include forward-thinking styles, such as Harajuku, stylish yet individualistic styles in 
Shibuya, and high-end styles in Ginza. Also, there are other sub-culture inspired ap-
pearance styles happening at the same time. These examples include the Lolita, gothic 
Lolita, and visual rock styles. Each appearance has a unique spirit behind it. Each style 

4. 자극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홍콩의 거리 패션 이미지들이 수집되었다. 총 1100개의 이미지가 
홍콩의 다양한 패션 중심지에서 수집되었다. 개인의 스타일로써 미적 관심을 이해하는 것 외
에 패션 스타일을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패션 디자인에 의해 생성되는 상징적인 의미와 개인

이 자신의 미적 이해를 주입하는 스타일 조절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수집된 이미지

는 남성 패션-지향적(54개 이미지), 남성 캐쥬얼(72개 이미지), 여성 패션-지향적(52개 이미

지), 여성 캐쥬얼(48개 이미지)을 포함한 네 개의 주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18세와 25세 범
위의 젊은 사람들(각각 36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가 실행되었다. 이 범위의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패션과 관련된 상품에 많은 비율의 돈을 소비한다. 따라서, 홍콩 거리 
패션에 관한 의견들은 홍콩 중국인들이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5. 중국의 가치와 미적 선호의 결합

5.1 사회적 그리고 집단의 조화

중국 사회에서 사회와 집단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는 사회

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결정하는 반-공식적인 규칙 체계가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중국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피하도록 주의 받는다. 두드러지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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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특정한 패션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통제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상징이다.

홍콩 중국인들에게 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홍콩은 1997년 이전에는 영국의 식민지령

이었다. 홍콩 중국인들은 영국과 중국 문화의 영향에서 자라났다. 본토 중국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중국인의 명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심지어 본토 중국인과의 구별되

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을 “홍콩인”이라 부른다. 이러한 귀족적인 과거의 부족함

으로 인해, 소비와 부를 달성하려는 목표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서구와의 
연관으로써 작용한다. 그들이 본토 중국인들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
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홍콩 중국인 사이에서 “우리”의 개
념은 “나”의 개념보다 여전히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적인 행동은 사회적 수
용 여부의 관점에서 고려된다. 개인의 행동은 개념적으로 사회적 승인의 문제이다. 패션 관리 
또한 사회적으로 관련된 행동이다. 홍콩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타일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문
제일 뿐 아니라, 또한 사회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그들은 패션 스타일을 사회적 조화의 관
점에서 평가한다. 개인의 패션 스타일은 사회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홍콩 중국인들은 한 편으로는 최신의 유행 스타일을 찾으면서, 동시에 그
들 스스로를 지각된 사회적 규칙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높은 정도의 사회적 조화를 얻는 
방법 중 하나는 미묘함이다. 미묘함의 개념은 패션 스타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represents a group of people sharing similar values and having fun, living in their own 
world and the most importantly, they will not interfere with each other. Wearing a par-
ticular appearance style is a symbol of living in a totally self-controlled world. 

For the Hong Kong Chinese, the situation is even more complex. Hong Kong used to 
be a British colony before 1997. Hong Kong Chinese grew up under the influence of 
both British and Chinese cultures. Unlike the Mainland Chinese, they do not have a 
clear identity of being Chinese. They even call themselves “Hongkongese” in order to 
have a separate identity from the Mainland Chinese. Due to a lack of an aristocratic 
past, the aim of consumption and acquiring wealth is not only to fulfill social expecta-
tions, but also acts as an association to the west24. Although they try to detach from 
the Mainland Chinese, they still share the same value that having social harmony is 
important. Moreover, the “we society” concept still has more of an influential power 
than the “I society” concept among the Hong Kong Chinese. Every individual action is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acceptance in all walks of life. What one does 
is subject to social approval conceptually. Appearance management is also a socially 
connected action. The way that a Hong Kong Chinese styles him or herself  is not only 
an individual issue, but also attached to social requirements. They rank an appearance 
style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harmony. One’s appearance style should not deviate 
from his or her group as well as society. Subsequently, Hong Kong Chinese will, on 
the one hand, search for the latest fashion styles, but at the same time, evaluate them 

in terms of the perceived social rule. One of the ways to obtain a high degree of social 
harmony is subtlety. The concept of subtlety can be viewed in terms of clothing style. 

For clothing styling, it is not a must to be fashion forward or trendy, but it should be 
easily understood by the public. Fig. 1 shows the street styles of Hong Kong young 
males. It is found that the clothing styles are similar, but difficult to specify which 
trend or look that they followed. Although there are minor differences in terms of 
printing and styling, it is obvious that the way they dress belongs to one community. It 
also implies that when they selected those styles, they had similar criteria in mind. As 
Yau (1988) stated,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towards the man-to-himself philosophy 
among Chinese people24. They care about off-duty personal behaviors because they are 
also related to group expectations. It is not appropriate to be exaggerated or too out-
standing in a group as they are living in a “we” society.  As a result, selecting timeless or 
commonly understood appearance styles can obtain a high degree of subtlety, leading 
to a high social harmony.

5.2 The influence of face concept
The second aspect of Chinese values is the influence of the face concept on appearance 
style construction. Goffman (1967) defined face as “the positive social value a person 
effectively claims for himself by the line others assume he has taken during a particular 
contact”25. It is a positive social value obtained from acting correctly in a group or an 

패션 스타일링은 반드시 최신 유행일 필요는 없지만 대중에 의해서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
림1. 은 홍콩 젊은 남성들의 거리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 패션 스타일들은 유사하지만, 그들이 
어떤 유행을 따랐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프린팅과 스타일링의 관점에서 사소한 
차이점은 있지만, 그들이 옷을 입은 방식이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그들이 이러한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au (1988)가 말했듯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개인주의적 철학에 대한 중요한 영향이 
있다. 그들은 집단의 기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밖의 개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신
경을 쓴다. 그들은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서 너무 튀거나 과
장되어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패션 스타일을 고르는 것은 높은 수준의 미묘함과 사회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5.2 체면 개념의 영향

중국인 가치의 두 번째 측면은 패션 스타일 구성에 있어서의 체면 개념의 영향이다. Goffman 
(1967)은 체면을 “특정한 사회적 접촉 동안에 타인이 그 사람이 택했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로 정의했다. 체면은 집단이나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이다. 적절하게 혹은 보
편적으로 옷을 입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이는 홍콩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패션 스타일의 관점에서 유행하는 가방을 매거나,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은 체면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Kasier (1997)에 따르면, 이러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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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들은 유행의 앞선 정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 아이템들

은 외모 규범이며 메시지이다. “우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규범은 외모에 대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 외
모에 대한 규범은 전통, 문화적 도식과 의미 체계와 관련 있
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절한 의미를 창조하기 위한 패션 스타

일의 연관 규칙이 있다. 중국 사회에서, 연상의 규칙은 스타일

의 유사성, 사회적 조화, 체면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스타일 유사성은 특정한 스타일에 투사되는 의미와 관련 있
다.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대중들 사이에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캐쥬얼 의상의 이미지는 집업 자
켓, 티셔츠, 청바지가 함께 코디 되었을 때 더 강해진다 (그림 
2, 3). 메시지는 직접적이다; 이 옷들은 캐쥬얼 룩이다. 또한 
이 스타일의 조합은 시간을 초월한, 다양한 시대에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이 옷들은 사회적 조화를 잘 반영한다. 게다가 
이 조합은 미묘하고 과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적 
도식에도 잘 맞는다; 이러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은 사회에

서 좋은 사회적 조화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 

occasion. Dressing properly or commonly is the means to sustain face in the Chinese 
community26 and not an exception to Hong Kong people. In terms of appearance 
styles, carrying a popular bag or wearing a logo driven design is the easiest way to ob-
tain face. These popular items, according to Kasier (1997), are not related to the degree 
of fashionability13. They are appearance codes and messages. For a “we” society, appear-
ance codes are more important than appearance messages. Appearance codes deals with 
convention, cultural schema and system of meaning. Under such conditions, there is a 
rule of association in appearance style to create appropriate meanings in a system. For 
the Chinese community, the rule of association deals with style similarity, social har-
mony and sustaining face. Style similarity deals with the meaning projected from a par-
ticular style. The message should be straightforward and able to be interpreted among 
the general public. For instance, an image of casual wear is strong when a zip-up jacket, 
T-shirt and denim are put together (Figs.2 and 3). The message is straightforward; they 
are a casual look. Also, the style combinations are timeless and worn in different peri-
ods of time; they ensure a high degree of social harmony. Moreover, such combinations 
fit the Chinese cultural schema as they are subtle and not exaggerated; wearing such 
styles can sustain a high degree of social harmony and face in the community.

2. 남성 캐주얼 스타일

2. Male casual style 

1. 홍콩 남자들의 거리 패션 스타일

1. The Street Styles of Hong Kong Males

3. 여성 캐주얼 스타일

3. Female casu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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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패션 스타일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
림 7부터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가방의 사용은 패션 스타일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
해 개인적인 메시지가 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태, 그림 그리고 색상은 옷을 입은 사람에

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의미가 있다. 단지 사회적으로 인정된 역할을 충족시키는 대신, 가방

들은 패션 규칙의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한편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의 문화

적 도식에 맞춰 알맞은 옷을 입지만, 가방과 같은 소품의 조합은 서로가 전적으로 다른 패션 
메시지를 창조해낸다. 이러한 행동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생각과 의미를 자신의 외모에 투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미묘한 색상의 티셔츠와 청바지와 같이 외모의 핵심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패션 코
드(연합의 규칙)는 여전히 받아들여질 만하다. 예외적인 아이템을 더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기-일치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6. 사회적 조화 속에 개성을 표현하기

중국 사회에서 집단이나 사회적 조화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홍콩 중국

인들은 개성 또한 추구한다. 개성의 중국적인 표현은 인정된 사회적 형식 아래 구성된다. 위
에서 언급했듯, 미묘함과 사회적 조화는 패션 스타일의 수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
준이다. 그러나 홍콩 중국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어하고 남들과 다르기를 원한

다. 집단 조화의 강한 영향 때문에 홍콩 중국인들은 경계 안에서 창조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
어, 그림 4는 최신 유행 쇼핑 지역인 Causeway Bay에서 찍은 티셔츠들이다. 젊은이들이 입
은 티셔츠는 헐렁한 핏의 티셔츠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디자인들은 
“삶을 선택해라”, “나는 뚱뚱한 여자가 좋아”와 같이 옷을 입은 사람의 관점을 보여주는 메시

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은 자신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회적 요구사

항(과장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과 개인적 요구사항(남들과 다른) 모두를 충족시킨다. 또한 몇
몇 사례(그림 5와 6)는 공격적인 말과 그림이 그려진 슬로건 티셔츠를 통해 조용하게 표현되

는 극단적인 사고와 개념을 보여준다. 이런 메시지들이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순응과 두드러지는 것의 경계에 있으며  이는 젊은 홍콩 중국인들이 중국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림과 스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결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Expressing Individuality within Social Harmony

Although paying close attention to group and social harmony is important in the 
Chinese community, Hong Kong Chinese also look for individuality. The Chinese 
way of individuality is constructed under an accepted social format. As stated, sub-
tlety and group harmony are the two important criteria governing the acceptance of 
an appearance style. However, Hong Kong Chinese still want to express themselves 
and be different. Due to the high impact of group harmony, Chinese Hong Kong 
choose to act creatively within boundaries. For example, Fig. 4 is a collection of T-
shirt graphics taken from a trendy shopping area, Causeway Bay. The designs worn 
by the youngster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style, which is a loose fitting T-shirt. On 
a closer look, we find that some designs contain messages that voice the views of the 
wearer, such as “CHOOSE LIFE” and “I LIKE FAT GIRLS”. Although they may not 
have the intention for action, it is a way to show their differences. Therefore, it fulfills 
both social requirement (not exaggerated or outstanding) and individual requirements 
(to be different). Also, some cases (Figs. 5 and 6) even reveal extreme thoughts and 
ideas, expressed silently through slogan T-shirts with offensive words and graphics. As 
these messages are not delivered verbally, they borderline on conformation and stand-
ing out, which show that young Hong Kong Chinese can converge their thoughts 
creatively by using graphics and styles that have a high degree of general acceptance in 
Chinese communities. 

The second way to show individuality is to modify a socially accepted appearance 
style. A creative usage of bags is shown in Figs.7 to 12, implying that an individual 
message is added to make an appearance style special. The forms, graphics, and colors 
are meaningful in new ways for the wearer. Instead of merely fulfilling their socially 
accepted role, the bags are now individual and personal interpretations of appearance 
rules. On the one hand, Chinese people dress properly to fulfill the Chinese cultural 
scheme, but the combination of props (e.g. bags) creates an appearance message that is 
entirely different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is action allows the wearer to experi-
ment or inject creative ideas and meanings to an appearance, while still being socially 
accepted. As the core elements of appearance do not change, for instance, a subtle 
colored T-shirt and pair of jeans, the appearance code (i.e. rule of association) is still 
acceptable. Adding exceptional items is a way to express one’s self-congruence within a 
bound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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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격적인 단어

5. Offensive wordings       

6. 공격적인 이미지

6. Offensiv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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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괴물 가방 

8.  리본 가방 

9.  웃음표시  가방

10.  샤크 가방 

11.  팬더 가방 

12.  물고기 가방

—

7. A monster bag 

8. A ribbon bag 

9. A smiling bag

10.  Shark bags 

11.  A panda bag 

12.  A fish bag

7. �e importance of product form perception

Product form is a crucial element for Hong Kong Chinese to gain preliminary un-
derstanding of a design. They judge style appropriateness by referring to the garment 
form. Clothing styles, including T-shirts, jeans, cotton chinos, and casual blazers/jack-
ets deliver a product format that is commonly understood. The form has a high degree 
of social acceptance as it fits the aesthetic cognition as stated in the opinions given by 
Hong Kong Chinese.

“When I was young, I had no idea about appropriate clothing style; my mum 
brought the clothes for me. When I grew up, I have my own preferences in 
clothing, but I always remember that my mum told me to look decent and 
proper. I always prefer a simple T-shirt and a pair of jeans; it’s comfortable and 
almost accepted by everyone”. (Vincent, 22, business studies student)

“I pay close attention to fashion. When I consider trying a new fashion style, 
I prefer something that is easily acceptable. To be specific, the silhouette and 
style shouldn’t be exaggerated, such as jeans, T-shirt, etc. I still want them to be 
fashionable but in terms of graphics, color, or details, and not a completely new 
style.” (Kong Suk Fan, 22, Hair-stylist)

7. 제품 형태 지각의 중요성

제품 형태는 홍콩 중국인들이 디자인에 대한 임시적인 이해를 얻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들은 
의상의 형태를 참조함으로써 스타일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티셔츠, 청바지, 면바지, 캐쥬얼 블
레이저/자켓을 포함한 패션 스타일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제품 형식을 전달한다. 이러한 형
태는 홍콩 중국인들이 제시한 의견에서 볼 수 있듯, 홍콩 중국의 미적 인식에 맞기 때문에 높
은 정도의 사회적 수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

가 내 옷을 사다주셨죠. 내가 컸을 때는 옷에 대한 나만의 선호가 있었지만, 나는 항
상 어머니가 나에게 점잖고 적절한 옷을 입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단순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는 것을 선호해요. 이 옷은 편하고 거의 누구에게

나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Vincent, 22, 경영대 학생)

“나는 패션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내가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나는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선호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루엣과 스타일은 
청바지와 티셔츠와 같이 과장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그림, 색상, 디테일 면에

서는 여전히 최신 유행이길 원해요.” (Kong Suk Fan, 22, 헤어 스타일리스트)



13. 제품 형태 유사성 (남성)

13. Product form similarity (male)

14. 제품 형태 유사성 (여성)

14. Product form similarity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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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자인을 평가할 때 나는 대체로 착용가능성을 고려해요. 멋지고 최신 유행

에 따르는 것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에요. 나는 단지 옷의 스타일을 평
가할 뿐이지만 두 가지 조건은 있어요. 1)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나 마트에 갈 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스타일이거나 혹은 2) 셔츠나, 자켓, 면바지 같은 직장에서 입
을 수 있는 점잖은 스타일이예요.” (James Chan, 31, 측량기사)

위의 의견들은 미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제품 형태에 대한 지각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
대의 연합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대는 가족, 집단, 지각된 사건들로부터 나온

다. 가족, 집단, 지각된 사건은 동서양 모두에 걸쳐 미적 가치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공통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독특한 것은 중국인 집단의 기대되는 반응에서부터 나온다. 사회

적으로 일탈된 패션 스타일을 입을 경우 개인은 대중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느낌은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 거리를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사회적 조화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지각된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유행을 따지는 것보다 더 
필수적이다. 소비자가 의상 디자인을 평가할 때, 평가는 일반적으로 단정한 옷을 입는 것 혹
은 편안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은 홍콩 중국인 사
회의 표준적인 규칙이다. 따라서 홍콩 중국인들은 개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위에서 언급된 기
준에 맞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홍콩 거리 패션의 이미지들은 제품 형태의 관점

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일한 차이점은 개개인의 소비자가 자기 자신을 액세서

리로 꾸미는 방식과 취향의 차이에 있다. 그림 13과 14는 홍콩 중국인들이 단순하면서도 알

“When I evaluate a new design, I usually consider its wearability. Being trendy 
or fashionable i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I just evaluate them 
(clothing styles), but have two requirements, 1) whether they are down-to-earth 
styles that I can wear to hang out with friends or do grocery shopping, or 2) pre-
sentable at work, such as a shirt, blazer and chinos.” (James Chan, 31, Surveyor)

The given opinions illustrate that aesthetic cognition is based on the association of 
product form perception and the various categories of social expectations. Such expec-
tations come from family, reference groups and perceived occasions. It may be argued 
that family, reference groups and perception of occasions are almost the same common 
factors across both eastern and western communities that affect aesthetic cognition. 
However, the uniqueness comes from the expected return in the Chinese group. Hav-
ing a socially deviated appearance styles can lead one to lose face in public. That feeling 
extends one’s psychological distance with others in a group and finally leading to low 
social harmony. Therefore, fulfilling the perceived social expectations is essential than 
being trendy or fashionable. When a consumer evaluates a clothing design, such evalu-
ation is generally based on two criterion which is having the attire being either decent 
or leisure; as these two criterion are standard norms for the Hong Kong Chinese soci-
ety. Thus, a Hong Kong Chinese will dress themselves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criterion before further accentuate once individuality.  For that reason, Hong Kong 
street fashion images appear to have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terms of the product 

기 쉬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타일의 차이를 단정짓는 것이 어려울

지 몰라도 이것들은 중국의 문화적 도식을 충족시킨다. 개성적이거나 최신 유행을 따르려는 
욕구를 극복한 것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훨씬 선호된다.

8. 결론

본 논문은 패션 스타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인의 미적 가치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집
단에서 사회적 조화와 체면을 유지하는 것은 패션 스타일과 스타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제품 형태와 사회적 조화 간의 상호작용은 스타일 수용에 있어서 중요

하다. 높은 정도의 조화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메시지(예, 티셔츠나 청바지)를 
지닌 제품 형태와 스타일링이 가장 선호된다. 이 조건이 일단 충족되면, 중국사람들은 받아들

여지는 범위 안에서 개성을 추구할 것이다. 공격적인 이미지나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는 사회

적 조화 안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결국, 유행을 따르고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패션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한 관심사항이 아니며, 사회적 지각을 충족시

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form due to the above criterion. The only difference lies on the ways that how an in-
dividual customer accessorizes him or herself and variation in taste. Figures 13 and 14 
show that Hong Kong Chinese tend to prefer product forms that are simple yet com-
prehensible.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style differences, these product 
forms fulfill the Chinese cultural schema. It has overcome the need of being individu-
alistic or fashionable, which is much preferred in the Chinese community.

8. Conclusion

This paper discusses the convergence of Chinese aesthetics on appearance style con-
struction. Maintaining social harmony and sustaining face in groups are two important 
elements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style and appearance style. The interac-
tion between product form and social harmony is crucial for style acceptance. To secure 
a high degree of social harmony and face, product forms and styling having a common 
message (e.g. T-shirt and jeans) are the most preferred. Once this condition is fulfilled, 
Chinese people will look for individual differences within the accepted form. For in-
stance, wearing T-shirts with offensive images and messages is a way to express indi-
viduality within social harmony. All in all, being fashionable and outstanding are not 
the key concerns for creating an appearance style in the Chinese community whereas 
fulfilling social perceptions is much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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