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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국 패션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국가 의류 시장으로 

확대되었고(McKinsey & Company, 2019),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국내외 활약도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중국의 급속적인 시대적 변화는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차이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적 정체성을 

중요한 표현 특성으로 다양한 중국적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단편적인 것으로 

이는 중국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세대별 대표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중국적 

디자인의 변화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중국적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중국 사회 발전과 문화적 영향, 패션 교육 및 패션 시스템의 

발전 등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특징을 도출한다. 

셋째, 중국적 디자인 인식 특징을 기반으로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 

컨셉과 조형적 요소인 형, 색, 소재, 문양에 응용된 중국적 요소를 

고찰하여 중국적 디자인의 전개 방식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 디자이너로 3세대(1980~1990년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2000년대~2020년대)로 분류하였으며 

세대별 각각 5명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디자이너별 4개 컬렉션의 

조형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적 디자인은 넓은 의미에서 중국 문화의 역사에서 기원하며 

중국 문화 요소를 응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디자인을 창조하는 

예술형식이다.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를 중국 사회발전과 문화적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중국 건국후 

‘문화대혁명’을 거쳐 혁명의 풍파로부터 개혁개방의 단계 진입을 

시작으로 사상과 패션 이념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으며 부분적으로 

서양 문화를 추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 정치 외교 및 

시장경제의 발전, 외래문화 수입과 더불어 복고열풍과 ‘문화회귀’ 현상이 

나타났으며, 2000년대~2020년대 다각적인 세계화 발전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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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자신감이 고조되었고 ‘문화수출’의 문화강국 발전전략이 

실행되었다. 패션 교육 시스템의 측면에서 1980년대 자체 패션 교육 

시스템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 서양 패션 교육의 도입, 2000년대 이후 

국제적인 교육 모델이 구축되었으며, 해외 패션 유학은 2000년대 이전 

국비 유학을 시작으로 현재는 3세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자비 

유학생이 대규모 증가하였다. 패션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1990년대부터 

중국 국내 패션의 조직적 동향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이후 중국내 

패션위크,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등 국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진출도 2000년대 이전 제한적이었던 

데로부터 조직적 진출 및 3세대 디자이너들을 주축으로 하는 개체적 

동향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대별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전통문화 

가치를 숭상하는 민족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1세대 

디자이너들은 가장 강한 중국적 정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전통미를 추구하며, 전통을 소생하고 보호하기 위해 대량의 비물질 

문화유산의 가시적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징적 기호화’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치파오, 적색, 

실크, 전통 도안 등 여러 공통된 전통 요소들의 반복 응용이 주를 

이루면서 ‘제한적 범위에서 유형(有形)화 요소들의 직접 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컨셉에서는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적인 

키워드를 사용하고, 형에서는 중국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의 구조미를 

혼합하였으며, 중국 전통색의 배합과 대량의 전통 실크 사용을 위주로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단일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문양은 1세대 

디자이너들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전통 수공예 기법을 사용한 

전통 도안들을 핵심으로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고대 제자백가 철학사상에 기반하는 

무형화 인식을 특징으로 중국 전통문화의 정신적 본질인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이 디자인의 근본이며 중국적 디자인을 

표면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사상으로부터 발현되는 무형(无形)의 미적 

가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2세대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의 키워드는 ‘함축성’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추상적인 중국미의 본질을 조형적 요소들로 전환하여 표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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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컨셉에서는 사상요소와 자연요소의 

결합으로 추상적인 감화(感化)방식을 사용하였고, 형에서는 감법(减法) 

방식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인 구조를 구성하였으며, 색과 

소재에서는 저채도 및 무채색 배합의 소(素)색과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본질적인 미를 표현하는 자연화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문양의 

응용이 가장 적게 나타나 중국적 디자인 표현 수단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원화 인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에 3세대 디자이너들은 ‘계승과 전변’의 태도를 가지며 

글로벌 트렌드에 기반하는 현대화를 중심으로 다원화 요소들을 결합한 

다각적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해 복합적인 표현을 진행하고 

있다. 컨셉에서는 가장 다양한 범위의 전통 및 현대 중국적 요소가 

활용되었고, 형에서는 중국의 전통과 현대,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변형 및 전환하여 결합하며, 전통색을 포함한 가장 다양한 

색상 스펙트럼으로 트렌드에 기반한 색상 조합을 구현하였다. 

소재에서는 전통 소재와 신소재, 지속가능한 가치 이념이 조화되며, 

문양에서는 고대, 현대 중국적 요소를 현대 기술력과 전통 기법을 

결합하여 동서양의 예술기법으로 트렌디하게 표현하였다. 

세대별 중국적 디자인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 디자이너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자발적인 

계승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으며, 차이점은 1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기호화된 방식을 사용하고, 

2세대 디자이너들은 고대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무형화를 통한 함축적인 

방식을 사용하며, 3세대 디자이너들은 계승과 전변의 태도로 다원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인 융합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1, 2세대 

디자이너들이 고대 중국문화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의 현대화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및 조형성의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1세대 

디자이너들은 ‘가장 중국적인 디자인은 무엇인가’, 2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문화 고유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인가’, 3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고 중국 패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데 학술적 참고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중국적 

요소 응용과 중국적 디자인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디자이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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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디자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더욱 심층적인 인터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추후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중국적 디자인 및 실질적인 

상업발전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연구 등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중국 패션, 중국적 디자인, 중국 패션 디자이너, 중국 문화, 

중국적 정체성 

학   번 : 2019-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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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중국 패션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국가 의류 시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패션 산업 총 성장률의 38%를 차지하였으며, 글로벌 

패션 산업의 주도적 역량으로 지속적인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작용하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19).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의류 

시장 규모는 2,953억 9,700만 달러(약 336조원)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2022년 3,255억 7,200만 달러(약 37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아시아투데이, 2019).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국내 섬유산업과 의류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3차 산업의 발전과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국의 

이커머스(E-commerce) 등으로 국내 소비자 내수시장 및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한 중국 패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패션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추구는 줄어들고 개성을 보여줄수 있는 중국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구매 선호가 증가하였다(Chinadaily, 2018). 

대표적으로 ‘국조(国潮)’ 트렌드로 나타나는 중국 패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국내 소비추세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수요는 중국 패션 

브랜드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글로벌 패션 시장의 

중국 패션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바 중국의 대표적인 

패션위크 중 하나인 상하이 패션위크의 모드-상하이(Mode-Shanghai) 

패션 무역박람회에는 한 해 800개가 넘는 국내외 브랜드와 전세계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Xinminwanbao, 2020), 2001년 WTO 가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적 이미지의 패션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남미령 & 박은경, 2013). 2001년 상하이 APEC 정상회담의 

탕좡(唐装),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치파오(旗袍)와 같은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과 2015년 ‘거울을 통해 바라본 중국(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 테마로 진행된 패션계 대표 행사인 멧 갈라(Met Gala) 

등 중국 문화의 세계적 진출도 눈에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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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패션 시장의 글로벌 확대와 국내 소비자 구매 추세의 

변화, 패션 산업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국내외 

활약도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6년 미국 <타임> 주간지의 

‘전세계에 영향을 준 100인’ 리스트에 선정된 중국 1세대 대표적 

디자이너이자, 2015년 미국 팝스타 리한나(Rihanna)의 ‘멧 갈라’ 

드레스를 디자인 한 중국 굴지의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 구오 페이(郭培, 

Guo Pei), 2008년 중국 본토 디자이너 최초로 파리 패션위크 오뜨 

꾸뛰르(Paris Haute Couture Week) 컬렉션을 선보인 마 커(马可, Ma 

Ke) 등 입지가 다져진 중국 기성 패션 디자이너들부터(Fashion 

Network, 2015), 중국 패션의 뉴 제너레이션을 이끄는  ‘2016 LVMH 

Prize’, ‘2020 International Woolmark Prize’ 결승 진출자인 펑첸 

왕(王逢陈, Fengchen Wang,), ‘2020 LVMH Prize’ 진출자이자 중국과 

서양 문화의 융합을 브랜드 핵심으로 전개하는 사무엘 귀 양(杨桂东, 

Samuel Gui Yang)(LVMHprize, 2021), ‘2019 International Woolmark 

Prize’ 결승 진출자이자 브랜드 설립 2년만에 2016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창업가 30인(30 under 30 Asia)’에 선정된 엔젤 첸(陈安琪, 

Angel Chen)(Forbes, 2016) 등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까지 세대별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경제의 빠른 성장과 

국제 영향력의 확대, 중국 패션 시장의 확장과 패션 미디어의 발전, 

패션위크 시스템, 패션 디자인 교육 및 정부의 유학정책, 개인의 환경과 

경력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패션 

업계에서의 중국 브랜드의 상업적 성공과 중국 디자이너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Tsui, 2010).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적  

정체성이다. 중국의 사회제도와 민족성 및 애국주의를 지향하는 교육과 

사회 풍조는 오랜 기간동안 중국인들의 사상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많은 중국 디자이너들의 대표적인 표현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문화 

코드가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해지게 되면서(전응 & 이동훈, 2015), 중국 

디자이너들에게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중국 문화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현대적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문화적 

사조는 오랜 기간동안 전통문화의 계승을 장려하고 중화민족 문화의 

부흥과 중국 문화의 수출을 독려하면서 민족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긍지를 심어주었다(Kuang, 2011). 다원화된 중국 문화 요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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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사고 방식과 디자인 언어로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할수 있는 

예술적 소재로 가능한 동시에 중국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창조 

과정에서의 핵심적 요소이다. 많은 중국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문화요소를 활용한 현대적 디자인으로 4대 패션위크에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의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적 디자인이 중국 요소에 대한 해석과 전달만이 아닌 세계 

다원화된 문화를 포용하고 흡수하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Zhao, 2020). 중국 디자이너들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적 수단으로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현대 

복식에 융합하여 글로벌 패션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로 거듭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적 디자인은 세대별 

중국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늘 주어지는 선택지이자 과제이다(Zhao, 

2013).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해석을 가지며, 중국적 요소들을 

현대화된 컬렉션에 응용하여 조형적 요소들로 표현함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가진다. 이는 시대적으로 1970년대까지 ‘문화대혁명’으로 

침체되고 경직화되어 있던 중국 사회가 1980년대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40여년동안 급속적인 경제 성장과 변화를 맞으면서 사회 전반을 걸쳐 

중국인들의 문화 의식에 큰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패션 교육의 변화, 

패션 위크 시스템과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 등 중국 패션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또한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성장과 양성에 서로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디자인 스타일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비롯하여 브랜드의 소비 집단과 상업 플랫폼의 변화와 선택지들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가 불러온 문화적 하이브리드 현상 

또한 중국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과 조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동양과 서양 문화가 상호 영향 주는 추세하에 더는 중국 

디자이너들과 서양 디자이너들 사이의 선명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Wu, 2012).  

세대별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표현 방식에는 중국의 

역사에서 축적된 중국적 요소들로 컨셉이나 형, 색, 소재, 문양으로 

구성되는데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그룹별로 유사한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다양한 중국적 디자인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디자이너들 개개인은 모두 

많고 적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점과 경험, 선호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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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만 시대적 변화 흐름을 같이하면서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상징과 모티프들을 대량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적 효과를 

주는 방식을 선호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추세는 감소하고 

있다(Tsui, 2013). 또한 패션 업계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중국에서 영감을 받은 유럽스타일인 시누아즈리(Chinoiserie, 

중국 취미)’로 정의 된 중국풍은 중국 전통의 용 문양과 치파오, 차이나 

타운 같은 고정화된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식주의에 가까운 특징을 

띄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기호화 표현으로 현대 중국 

디자이너들이 지향하는 중국적 디자인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신진 디자이너들은 글로벌 패션계에 현대적 중국의 모습을 

전달하고 오래된 중국의 정형화된 구시대적 형상에서 벗어나고자 힘쓰고 

있다(Tsui, 2013).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이 1990년대 대표적인 중국 전통 문화요소 위주의 응용을 

넘어 더욱 다원화 된 양상을 보이면서 다채로운 중국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로서 현대적이고 

융합적(Hybridization)이며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전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발전 및 변화 속에서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작품 속에 표현된 중국적 디자인의 특성과 변화를 고찰하여 

중국적 패션 디자인의 현대화 발전 추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2005~2014년 파리 컬렉션 

여성복에 나타난 중국풍 특성(주가이 & 하승연, 2016), 정지숙(2006), 

전상 & 김칠순(2017), 장역단 & 장민정(2019) 등과 같이 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해외 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중국풍 컬렉션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와 반홍우 & 김지영(2010), 이은진 & 신혜성(2012) 등과 

같이 특정 중국 전통 복식의 중국풍 응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중국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현대 중국적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왕애령, 2007),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하이브리드 특성에 관한 연구(빈삼 & 염혜정, 2020) 또는 

비비안 탐 컬렉션에 나타난 중국풍 디자인 특성 연구(강란영 & 박주희, 

2019)와 같이 특정 디자이너 개인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 외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중국적 디자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해외 패션위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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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세대적인 제한성 및 포괄하는 중국적 요소의 범위에 있어 

국한성을 보인다.  

중국 및 해외의 선행연구로는 ‘중국적 패션 디자인의 분석과 

응용’(Zhu, 2017)에서 중국과 해외 디자이너의 중국적 패션의 차이점을 

궈페이(郭培) 등 1세대 대표 디자이너들과 존 갈리아노 등 서양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Tsui(2019)의 현대 중국적 패션의 

디자인 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He(조화, 평온, 함축)’의 중국적 디자인 

사조를 형성한 디자이너들을 선정하여 디자인 특성과 이념을 

고찰하였으며, Clark(2012)의 연구에서는 21세기 재미교포 패션 

디자이너와 중국 본토 디자이너의 민족성 표현의 차이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외에 Fu et al.(2020), Li(2014) 등 전통 문화요소와 

전통 복식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 패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세대별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관한 전반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체적 시각에서 넓은 의미의 중국적 디자인 개념에 

기반하며 중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해외 선행연구 중 Tsui(2013)의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Chineseness)’ 디자인에 대한 사고와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하면서 중국 패션의 국가적 정체성의 기호화에서 

무형화(Symbols to spirit)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 디자이너들부터 신진 디자이너들까지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고 구체적인 중국적 디자인의 특성과 변화를 

고찰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을 

고찰 및 분석함으로써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중국 문화의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적 요소의 활용범위와 방식을 확대하고, 나아가 

글로벌 패션 업계의 단편적인 중국 패션 이미지를 개선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부터 ‘디자인 인 차이나’로의 중국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중국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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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중국사회 

발전과 문화적 영향, 중국 패션 교육 및 패션 시스템의 발전 등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시대적 배경하에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특징을 도출한다.  

 

연구문제 3.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특징을 기반으로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 컨셉과 조형적 요소인 형, 색, 

소재, 문양에 응용된 중국적 요소를 고찰하여 중국적 디자인 전개 

방식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중국적 디자인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효과적인 중국적 요소 응용에 학술적 참고를 

제공하며, 중국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해외 디자이너들이 중국적 요소를 

디자인에 활용함에 있어 중국 패션 시장의 중국적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중국적 디자인을 비롯한 특정 

국가적 정체성에서 기원한 패션 스타일이 글로벌 소비자의 심미에 맞는 

독자적 경쟁력을 가져 문화적 융합의 디자인 방법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의의가 있다. 셋째, 자국의 패션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중국 

소비자의 ‘국조(国潮)’ 트렌드가 일시적인 소비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소비 관념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국 디자이너들이 트렌드에 편승한 

표면적이고 단순한 표현이 아닌 지속적이고 생명력 있는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는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중국의 주체적 시각에서 정의하는 중국적 디자인의 

개념을 종합하고, 중국 사회 발전과 문화적 영향, 패션 교육 및 패션 

시스템의 발전 등 시대적 배경에 따른 중국 패션의 발전을 살펴 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외 논문 학술 자료, 중국 사회사, 

중국 복식사와 패션 산업사 등 서적 및 신문 기사 자료 등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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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는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 디자이너에 관련한 국내 외 논문 

학술 자료, 서적, 디자이너 인터뷰 영상과 신문, 잡지 기사,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을 중점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3은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전개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은 컬렉션, 어워즈 수상작을 포함한다. 작품 속 컨셉과 조형적 

요소의 형, 색, 소재, 문양에 응용된 중국적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자료는 브랜드 홈페이지 및 공식 위쳇(Wechat), 웨이보(Weibo) 

홈페이지, 패션 위크 공식 홈페이지, Vogue, Bazzar, Elle, i-D, GQ, 

L’Officiel, Numero, Yoho!, BOF, WWD, CFW 등 패션 정보지, 

저널리스트 등 패션 매체의 리뷰, 인터뷰 기사 등을 중점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디자이너들 중 매체 인터뷰, 공식 자료 등을 

통해 디자이너가 직접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힌 

디자이너들이며, 개혁개방 후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전세대 

디자이너들을 포함한다. Tsui(2010)와 Zhao(2013)의 디자이너 세대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1980년대~2020년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을 3개 

세대별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번째 그룹은 대부분 1950~1960년대에 

출생하여 1980년대~1990년대에 활약하기 시작한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이다. 두번째 그룹은 대부분 1960년대말~1970년대에 출생하여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두각을 나타낸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이다. 세번째 그룹은 1980~1990년대 출생하여 2000년대~ 

2020년대에 신진 디자이너 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는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이다.  

구체적 연구대상의 선정 과정으로는 1차적으로 각 그룹 당 5회 

이상의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 발표,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 어워즈 수상 

경력 등 중국 패션에 영향력 있는 10명의 대표 디자이너들을 선정하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패션 관련 경력을 소지 한 3명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여 중국 패션에 대한 기여도, 디자이너 브랜드 

인지도 등을 근거로 각 그룹당 5명의 세대별 대표 디자이너들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1차 리스트에 포함한 30명의 중국 패션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다. 1세대는 우 하이얜(吴海燕, Wu Haiyan), 한 펑(韩枫, Han 

Feng), 류 양(刘洋, Liu Yang), 구오 페이(郭培, Guo Pei),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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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엔(王新元, Wang Xinyuan), 장 즈펑(张志峰, Zhang Zhifeng), 천 

이페이(陈逸飞, Chen Yifei), 위엔 싱(袁佶, Yuan Xing),  지 원보(计文波, 

Ji Wenbo), 로렌스 쉬(劳伦斯·许, Laurence Xu), 2세대는 마 커(马可, Ma 

Ke), 량 즈(梁子, Liang Zi), 왕 이양(王一扬, Wang Yiyang), 뤄 정(罗峥, 

Luo Zheng), 자오 훼이저우(赵卉洲, Zhao Huizhou), 장 다(张达, Zhang 

Da), 헬렌 리(李鸿雁, Helen Lee), 우마 왕(王汁, Uma Wang), 치우 

하우(邱昊, Qiu Hao), 장 조다(张肇达, Zhang Zhaoda), 3세대는 지 

청(吉承, Ji Cheng), 엔젤 첸(陈安琪, Angel Chen), 사무엘 귀 양(杨桂东, 

Samuel Gui Yang,), 펑첸 왕(王逢陈, Fengchen Wang), 장 

후이산(张卉山, Zhang Huishan), 한 원(韩雯, Han Wen), 루 쿤(陆坤, Lu 

Kun), 리 위산 & 저우 쥔(李雨山 Li Yushan & 周俊 Zhou Jun), 저우 

샤오원(周晓雯,Zhou Xiaowen), 딩 유쵸우(丁又乔, Ding Youqiao)가 

포함된다. 3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최종 리스트는 [표1]과 같다. 

 

[표 1] 세대별 대표 중국 패션 디자이너 리스트 

세

대 
디자이너 브랜드 

활동

시기 
디자인 활동 

1

세

대 

우 하이얜 

(吴海燕, 

Wu Haiyan) 

Oriental 

Boutique 

(东方丝

国) 

1985

-

현재 

1984년 대학 졸업 후 1993년 ‘형제컵 

콘테스트 (兄弟杯)’의 초대 우승자, 

1995년과 1997년 ‘중국 10대 패션 

디자이너 어워드 (中国十佳服装设计师)’, 

2001년 ‘금정상(金顶奖)’ 수상, 중국 전통 

실크의 1인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으며 

8,90년대 가장 중국적인 디자이너 중 

한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Tsui, 2010). 

구오 페이 

(郭培,  

Guo Pei) 

Rose 

studio 

(玫瑰坊) 

1990

- 

현재 

1997년 ‘중국 10대 패션 디자이너 

어워드 수상’, 중국 패션 디자이너협회 

이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상식 의상 

디자인, 2016년 미국 <타임> 주간지의 

‘전세계에 영향을 준 100인’ 리스트에 

선정, 아시아에서 유일한 ‘파리 오뜨 

꾸뛰르 공식협회’ 회원. 전통 자수 기법을 

응용함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장 즈펑 

(张志峰, 

Zhang 

Zhifeng) 

Ne Tiger 

(东北虎) 

1992

- 

현재 

1992년 브랜드 <Ne.Tiger> 설립, 

‘아시아 패션 연합회(亚洲时尚联合会)’ 

중국 대표 회장, ‘중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위원, 2014년 제22회 ‘APEC 

정상회의’ 국가 지도자 및 영부인 의상 

디자인 등. 

지 원보 

(计文波,  

JIWENB

O 

1990

- 

1998년 ‘중국 10대 패션 디자이너 

어워드’ 수상, 2004년 ‘중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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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Wenbo) 

 

현재 문화의 해(Les Années Chine-France)’ 

중국 대표단 성원, 2004년 ‘금정상’ 수상, 

2007년 중국 패션 디자이너 최초 밀라노 

패션위크 컬렉션 발표, 현 중국 패션 

디자이너협회 부회장 등. 

로렌스 쉬 

(劳伦斯·许, 

Laurence 

Xu) 

LAUREN

CE XU 

1990

- 

현재 

중국 패션 디자이너 중 유일하게 파리 

오뜨 꾸뛰르 패션위크에 세번 이상 오른 

디자이너, 맷 갈라에서 판 빙빙(范冰冰)이 

착용한 <용포> 등 세계적인 영화제 

드레스로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동서양의 미의 결합으로 매우 동양적인 

시각적 요소들과 서양의 테일러링 기법이 

혼합된 특성을 보인다(Zhu, 2017). 

2

세

대 

마 커 

(马可,  

Ma Ke) 

Wuyong 

(无用) 

1994

- 

현재 

1995년 ‘중국 10대 패션 디자이너 

어워드’, 1998년 ‘CHIC 올해의 베스트 

디자인’ 수상.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파리 오뜨 꾸뛰르 패션 위크에 

초청, 중국 영부인 펑 리위안(彭丽媛) 

여사의 전속 디자이너로 활약. 

량 즈 

(梁子, 

Liang Zi) 

TANGY 

(天意) 

1992

-

현재 

1992년 브랜드 <TANGY> 설립, 2001년 

‘중국 10대 패션 디자이너 어워드’, 

2004년 베이징 패션위크 ‘베스트 여성복 

디자이너’, 2007년 ‘금정상’ 수상, ‘파리 

1.618 지속가능 럭셔리(Paris 1.618 

Sustainable Luxury)’ 전시. 

왕 이양 

(王一扬, 

Wang 

Yiyang) 

ZUCZUG

(素然) 

1997

-

현재 

1997년부터 국내 브랜드 <Layefe> 수석 

디자이너, 2002년부터 <Zuczug(素然)>, 

세컨 브랜드 <Cha Gang(茶缸)> 설립, 

2012년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차이나(The Wall Street Journal China)> 

‘올해의 크리에이티브 인물상’ 수상. 

뤄 정 

(罗峥, Luo 

Zheng) 

LUO 

ZHENG 

1996

-

현재 

중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이사, 2002년 

‘중국 10대 패션 디자이너 어워드’, 

2006년 ‘금정상’ 수상. 

우마 왕 

(王汁, Uma 

Wang) 

UMA 

WANG 

1996

-

현재 

런던과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6년 

연속 BoF 500 ‘글로벌 패션 리더 

500인’에 선정, ‘제13회 아시아 무비 

어워즈 베스트 패션 디자이너’ 노미네이트 

등. 

3

세

대 

엔젤 첸 

(陈安琪, 

Angel 

Chen) 

ANGEL 

CHEN 

2014

-

현재 

2014년 <i-D>에서 선정한 CSM 연도 탑 

5 졸업생, 2016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30 언더 30’ 리스트, ‘BoF 500’, 2018년 

‘울마크 프라이즈 2018/2019 아시아 

대상’ 등, 다수의 밀라노 패션위크 컬렉션 

발표 등 동서양 미학을 융합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로 활약. 

한 원 MUKZIN 2014 2015년 뉴욕 ‘글로벌 아트 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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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雯,  

Han Wen) 

(密扇) -

현재 

박람회’, 2017년 ‘아시아 패션 연합회’ 

신진 디자이너 대상, 2018년 <보그 

차이나(Vogue China)>에서 선정한 ‘보그 

탤런츠(Vogue Talents)’ 수상.  

펑첸 왕 

(王逢陈, 

Fengchen 

Wang) 

FENG 

CHEN 

WANG 

2015

-

현재 

2014 이탈리아 ‘알비니 그룹(Albini 

Group)’의 어워즈 수상, 2015년 영국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 최초의 중국인 남성복 디자이너로 

뉴욕 패션위크 진출, 2016년 ‘LVMH 

프라이즈 어워즈 영 패션 디자이너 

(LVMH Prize Young Fashion Designer)’ 

세미 파이널리스트. 

사무엘 귀 

양 

(杨桂东, 

Samuel Gui 

Yang) 

SAMUEL 

GUI 

YANG 

2015

-

현재 

런던과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로 2020년 ‘LVMH 프라이즈 

어워즈 영 패션 디자이너(LVMH Prize 

Young Fashion Designer)’ 세미 

파이널리스트 수상. 중서융합을 구현하고 

있는 디자이너. 

리 위산 & 

저우 쥔 

(李雨山 Li 

Yushan & 

周俊 Zhou 

Jun) 

PRONOU

NCE 

2016

-

현재 

런던과 상하이를 기반으로 2017년 ‘The 

Latest Fashion Buzz’ 대상, ‘GQ 

Presents’ 수상 및 런던 패션위크 진출, 

2017, 2018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30 

언더 30’ 리스트, 2018년부터 매시즌 

런던 패션위크 컬렉션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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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 
 

 

본 장에서는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을 분석함에 

있어 우선 본 논문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중국적 디자인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세대별 디자이너들의 양성과 발전에 영향을 준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사회 문화적 배경, 패션 교육 시스템, 

패션위크 및 산업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 1 절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절에서는 중국적 디자인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중국적 디자인의 개념에는 서양에서 기원한 

중국풍을 뜻하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중국 

스타일을 뜻하는 중국적 디자인(Chinese design)이 있다. 시누아즈리와 

중국적 디자인은 의식적 주체와 지역, 범위 등의 영향으로 개념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중국적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   

 

1. 시누아즈리(Chinoiserie) 

 

시누아즈리(Chinoiserie) 양식은 프랑스어로 중국을 뜻하는 

‘시노이즈(Chinois)’에서 유래된 것이며 중세시대의 실크로드를 통해 

처음 서양에 알려졌다. 중국의 도가적(道家), 유가적(儒家), 이국적인 

물품이 지닌 정교함과 소수의 여행자들의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김연화 & 한석우, 2011). 시누아즈리의 유행은 17, 

18세기에 이르러 고조되었는 바 지속적으로 유럽의 상류사회와 

귀족들이 열광하는 이국 취미였고, 18세기 말에는 시누아즈리 양식을 

모방한 공예품이 중산층에까지 유행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이 동양 

취미를 즐기게 되었으며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과 혼합하여 

사용되었다(Tong, 2009).  

이처럼 시누아즈리는 서양에서 기원한 것으로 따라서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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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체계를 중심으로 서양학자들의 연구에서 규정하는 중국풍의 

개념으로 흔히 사용된다. Impey(1977), MacKenzie(1995), Hsai 

(1997)는 시누아즈리는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동양의 문물과 소수의 

여행가들의 기록들을 기반하여 서양인이 상상하는 동양의 모습을 

유럽인들의 시대적 미의식에 맞게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중국에서 유입되어 유럽인들에 의해 모방 및 창조된 

유럽 스타일인 것이다. Sloboda(2015)의 연구에서 또한 시누아즈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17세기 중국이 서양의 장식 예술에 영향을 준 후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발전해 온 양식이라고 칭하였고, Alayrac-

Fielding(2009)은 시누아즈리에 대해 형태와 모티프가 유럽 대중들에게 

쉽게 인식되는 장식 미술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자들 중 김연화 

& 한석우(2011) 또한 시누아즈리는 일종의 중국풍에 대한 서구적 

전유물의 산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였을때 시누아즈리는 17, 18세기 바로크와 

로코코 풍에 종속되는 중국 취향의 유럽 스타일로, 서양인들이 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을 배경으로 하는 의식형태이다. 반면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양은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동반하여 

동양의 실체나 본질이 아닌 서구인들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표상된 

허상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편견과 왜곡된 미화로 표현되기도 

한다(임영자 & 김선영, 2000). 때문에 시누아즈리는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중국적 디자인과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한계점을 가질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주체적인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지향적 인식과도 저촉된다.  

 

2. 중국적 디자인(Chinese design) 

 

중국적 디자인(Chinese design)은 넓은 의미에서의 중국적 요소를 

표현하는 예술형식이다. 앞서 시누아즈리의 개념이 서양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Mu(2006)는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중국적 디자인은 중화민족이 

창조의 주체로서 전통문화의 선명한 특색과 세대적 계승을 기반으로 

사회 역사와 문화체계에 영향주는 문화 양식이라고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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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2015)의 ‘당대 중국 스타일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 스타일은 

최초로 서양에서 시누아즈리라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기원하였지만, 

당대의 중국적 디자인이란 중국문화가 가진 내적인 본질을 준수하는 

것을 기초로 서양의 중국풍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지향’이 가져온 

폐해는 없애고 ‘중국의 의식지향’으로 ‘중국적’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시누아즈리 양식은 서양인들의 주관적인 의식지향의 

표현으로서 중국에서 수입 된 예술품과 공예품을 접하고 난 후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한 주관적인 상상으로부터 제조한 서양식 중국화 

물품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며 그 기초는 중국 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아니라 중국 물품을 모티브로 하는 추상적인 구상인 것이다. 

따라서 시누아즈리 양식은 본질적으로 주관성과 단편성을 가질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중국 전통문화의 전면성과 진실성이 부족하고 문맥과 

내적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Zhu(2017)의 ‘중국적 패션 디자인에 관한 분석과 응용연구’에서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 요소를 기초와 영감으로 하는 모든 예술 창작의 

표현이며, 복식을 예로 들었을때 중국의 전통문양, 수공예기법, 조형형태 

등 중국적 요소를 사용한 패션은 모두 중국적 패션으로 칭할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전통 예술문화를 기초로 중국 

요소를 포함하며 현대화된 세계적 조류에 순응하는 예술표현형식이자 

생활방식이다. 이는 20세기 서양 디자이너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통해 형성된 단순한 중국 스타일의 이미지가 아닌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예술적 수단이다. 이는 민족 문화의 주체자로서 자국의 문화 

요소가 현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피상적인 방식으로 소모되거나 왜곡된 

형상으로 굳어지지 않고 한층 본질적이고 다채로운 중국 문화를 글로벌 

트렌드에 결합하여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한다. 

Zhong(2020)의 연구에서 중국 스타일은 과거 서양의 미적 

각도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과 환상을 뜻하였지만 시대의 발전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하에 중국적 디자인은 더욱 풍부한 함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 정서를 내포하며 유형 또는 무형의 중국 

사물을 영감으로 현대의 심미와 유행 조류를 결합한 예술 형식이라고 

칭하였다. Wang(2021)은 현대패션에서의 중국적 디자인 영향에 관한 

연구 중 현대 중국적 디자인을 5,000년동안의 중화 전통문화에 대한 

일종의 계승과 창조라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Wu(2021)는 중국적 

디자인은 중화민족이 폐쇄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중화문명에 결합되면서 시대성을 띄는 것이며, 전통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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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함과 동시에 새 시대에 적응되어야 하는 발전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였을때, 중국적 디자인은 넓은 의미에서 

중국 문화의 역사에서 기원하며 중국 문화 요소를 응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디자인을 창조하는 예술형식이다. 중국적 디자인과 

시누아즈리 양식은 모두 중국에서 출발하였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지만(강란영 & 박주희, 2019), 본질적으로 발전 지역, 의식의 

주체가 다르며 따라서 포함하는 문화적 함의와 정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적 요소의 범위와 다양성,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대 선진시기(先秦时期) ‘백가쟁명(百家争鸣)’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아낼수 있듯이 중국은 5,000년의 역사동안 다양한 민족과 학파, 

조대(朝代)가 출현하였으며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독립적 문화의 공존 

등 문화적 포용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대 중국문화가 

계승되어 옴에 있어 다양한 문화가 자체적으로 융합되어 점차 현재의 

풍부한 중국 문화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 유입되고 중국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발전한 시누아즈리 

양식은 포괄하는 중국적 요소의 범위가 제한적인 동시에 단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17, 18세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시누아즈리 열풍은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국 취향에 의한 것이라면, 오늘날에는 더욱 

동등한 상황에 다양한 요소가 융합하며(마즈한 & 최수아, 2020), 또한 

중국인들은 중화민족 문화의 주체자로서 자국의 문화를 형성하고 영향 

주는 가장 직접적인 역량이자 전통문화의 계승자이며 현대문화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중국적 디자인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국적 디자인은 서양인들이 재구성한 

시누아즈리의 한정적 개념이 아닌 주체적 시각에서 중국적 요소들을 

응용한 광범위한 스타일로서, 후자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중국적 요소는 중국적 디자인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중국문화에서 파생되었으며 중국문화를 표현하는 매체의 작용을 하는 

소재이다(Mao, 2016). 중국적 요소를 분류한 선행연구에는 강란영 & 

박주희(2019), Mu(2006), Chen(2015), 라이윙(2017)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고찰하였을때 본 연구에서의 중국적 요소는 전통 

문화요소부터 현대 문화요소, 무형요소부터 유형요소까지 가장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구성 방식을 제시한 강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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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중국적 요소에는 첫째, 산악, 

수역, 천문, 생물과 같은 자연경관요소를 뜻하는 자연요소, 둘째, 역사와 

현재의 실존인물과 허구인물을 포함하는 인물요소, 셋째, 인간 활동의 

창조물인 문화요소가 있다. 그 중 문화요소는 구체적으로 문화유산과 

역사문물, 의관복식, 음식 그리고 상표상호를 포함하는 물질적 문화요소, 

구전문학, 음악, 무용, 극, 설창문예, 오락, 미술, 기술, 의약, 민속명절을 

포함하는 비물질적 문화요소, 도가와 유가 사상, 음양오행(阴阳五行), 

천인합일(天人合一) 등을 포함하는 사상 문화요소가 있다(강란영 & 

박주희, 2019).  

위와 같이 시누아즈리와 중국적 디자인 개념에 대해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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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누아즈리(Chinoiserie)와 중국적 디자인(Chinese design) 개념  

 
시누아즈리(Chinoiserie) 중국적 디자인(Chinese design) 

연구자 내용 연구자 내용 

Impey 

(1977) 

동양의 문물, 기록에서부터 

유럽인들의 인식으로 시대적 

미의식에 맞게 모방 및 

창조된 유럽 스타일. 

Mu 

(2006) 

 

중화민족이 창조의 주체로서 

전통문화의 특색과 계승을 

기반으로 사회 역사와 문화 

체계에 영향주는 문화 양식. 

MacKe

nzie 

(1995) 

 

서양인이 상상하는 동양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 중국에서 유입된 서양의 

산물. 

Chen 

(2015) 

중국 문화의 내적 본질을 

준수하는 것을 기초로 서양의 

‘주관적인 의식지향’이 가져온 

폐해는 없애고 ‘중국의 의식 

지향’으로 ‘중국적’을 재구성 

하는 것. 

Hsai 

(1997) 

유럽인들의 실내장식, 가구, 

건축, 정원, 자기(瓷器), 

방직품을 포함하는 중국 

예술에 대한 흥미 표현, 17, 

18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양식. 동서양 예술 요소가 

융합한 표현형식. 

Zhu 

(2016) 

중국적 요소를 기초와 

영감으로 현대화된 세계적 

조류에 순응하는 모든 예술 

창작의 표현. 

Alayrac

-

Fieldin

g 

(2009) 

중국 취향(Chinese taste) 

으로 유럽에서 중국 물품의 

양식을 모방한 스타일, 

인식성이 높은 장식 미술. 

Zhong 

(2020) 

과거 서양의 심미적 각도에서 

시누아즈리의 용어로 중국 

인상과 환상을 뜻하였지만, 

현대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 

정서를 내포하며 중국 사물을 

영감으로 현대의 심미와 유행 

조류를 결합한 예술 형식. 

Sloboda 

(2015) 

17세기 중국의 영향 후 

서양에서 자체 발전한   

동양 모티프의 독립적 

스타일 양식. 

Wang 

(2021) 

5,000년동안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창조. 

시누아즈리는 17, 18세기 바로크와 

로코코 풍에 종속되는 중국에서 

영감을 받은 중국 취향의 유럽 

스타일. 서양인들의 시각과 중국에 

대한 이해와 상상이 결부된 서양의 

심미관에 부합되는 중국 풍격의 

양식이며 장식 미술. 

중국적 디자인은 넓은 의미에서 중국 

문화의 역사에서 기원하며 중국 문화 

요소를 응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디자인을 창조하는 예술형식. 

공통점:  모두 중국에서 출발하여 영향. 

차이점:  1.의식의 주체: 서양의 의식형태/동양의 의식형태.  

2.발전지역: 유럽/중국.  

3.내적함의: 서구문명/중국 전통문화.  

4.요소범위:장식적 요소/모든 중국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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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 
     

    디자이너의 창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디자이너 자신의 

동기요인, 지식과 경험요인, 사유방식요인, 지능요인, 인격특성요인, 

환경요인이 있으며 그 중 인격특성요인 외에 모든 요인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디자이너 창조력의 형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요인은 디자이너가 창조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며 창조력의 생산에도 도움을 준다(Fu, 2015).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성장과정과 창조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을 중국 사회발전과 문화적 영향, 패션교육 

시스템의 발전 및 패션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정치, 

경제, 사상, 문화영역의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디자이너들의 전반적인 

사회배경이 되는 중국 사회발전과 문화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1980년대부터 형성된 중국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고찰하면서 

디자이너들의 교육 양성 배경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패션위크 시스템의 형성과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중국 

패션 시스템의 발전과 변화 및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중국 사회발전과 문화적 영향 및 패션의 발전 양상 

 

    패션문화의 발전은 사회적 발전의 큰 영향을 받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큰 

사회적 변화들을 겪었으며 이는 중국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패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절에서는 시대별 중요 사회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총 3개 단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건국후 ‘문화대혁명’을 거쳐 혁명의 풍파로부터 중국 사회가 소생하는 

단계이자 경제와 사상 개혁개방의 서막이 열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두번째 단계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발전과 홍콩, 

마카오의 반환, 외래문화 수입과 더불어 ‘문화회귀(文化回归)’ 현상이 

나타난 1990년대이다. 세번째 단계는 중국의 세계화 발전의 시대로 

경제, 정치,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며 ‘중국적’ 

키워드의 유행과 국가적 자신감이 고조된 단계로 2001년 WTO 가입, 

2003년 APEC 정상 회의 주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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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엑스포 개최, 2013년 ‘일대일로(一带一路, The belt and road)’① 

전략 제시 등 사건들이 나타난 2000년대~2020년대를 가리킨다.  

 

1.1 혁명의 풍파로부터의 소생과 개방화의 시대: 1950년대~1980년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은 노동계급이 이끄는 

인민민주정권국가의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중국인들의 복식은 

자산계급생활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혁명적 

시대 정신과 검소함을 지향하는 복식 윤리관과 획일적인 복식형태를 

나타냈다. 노동계급과 혁명군인들이 시대적 무대에 오르게 되면서 

그들의 상징적인 복식이 당시 중국인들의 대중화된 유행으로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는 구 소련의 레닌복(列宁装)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여성 복식의 주류였으며 진보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아이템이었다. 도시 여성들은 물론 국가 지도자, 혁명가 등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자산계급의 여성들까지도 모두 레닌복을 

착용하였다. 남성복으로는 중국 사회혁명의 상징인 중산복(中山装)이 

가장 대표적이며 당시 중국인들의 가장 주요한 일상복으로 

‘인민복(人民装)’이라고 칭하였다(Yang, 2003).  

1966년 5월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일어나면서 혁명조류는 

더욱 극단적이게 되었다. 국가 경제 발전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복식미에 대한 추구는 자본주의 사상과 사치스러운 생활방식이라고 

여겨져 사회적 규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당시 중국 복식의 형과 색은 

극도로 단조로웠다(Huang, 2003). 남녀 구분없이 모두 규범적이고 정돈, 

통일된 형태의 중산복을 착용하였고 흑, 청, 회색 위주의 무채색과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였다. 중산복 앞 포켓에 만년필을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사치를 멀리하고 지식이 있는 ‘혁명 

간부’의 형상을 추구하였다. 고도의 정치성과 혁명적 함의를 가지는 

이와 같은 복식은 중국인들의 정치적 사고에 대한 제약과 맹목적인 

개인숭배현상, 제한적인 사상을 표현하였으며 ‘소박함’은 당시 중국의 

주된 유행 문화로 서양의 혁신적이면서 다양한 패션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Zhao, 2009). 이처럼 정치를 중심으로 ‘혁명’을 강조하는 

경직화된 사회적 풍조는 이후 10년동안 지속되었으며 당시 중국의 

                                            
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에 각각 제시한 것으로 중국과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연결해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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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문화적 교류 및 사상 발전을 제한하였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리면서 

‘대내개혁, 대외개방’ 정책을 뜻하는 개혁개방의 서막이 열렸다. ‘어떤 

민족, 국가든 모두 다른 민족, 국가의 장점을 흡수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따라배울줄 알아야 한다’는 인지하에 중국은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선 사상을 개방하여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현대화 생산과 상품경제의 선진적인 경영방식 및  

관리방법을 대담하게 흡수하고 참고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의 자본, 자원, 기술, 인재와 사유경제(私有经济)형식이 중국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은 보다 개방된 시장의 

형성 및 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였다(한동훈, 2018). 

개혁개방 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정치환경과 

다원화된 사상문화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중국인들의 생활, 심미, 

문화 태도와 패션 이념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정치환경의 

안정화는 중국인들이 ‘문화대혁명’시기 정치를 중심으로 하던 단일화된 

사회 의식형태에서 벗어나 개혁개방 후 경제의 안정적이고 쾌속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형태의 다원화를 형성하게 하였다(Wu & Liu, 

2012). 예술, 문화 영역에서도 1979년 10월 ‘고도의 물질문명 건설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중요시하자’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형식과 풍격의 자유발전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예술이론 관점과 학파의 자유로운 토론을 권장하는 문화 발전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다(Zhang & Zhang, 2016). 이와 함께 서양의 

사상과 관행이 함유된 시각물에 대한 정치적 통제도 느슨해져 해외 

정기간행물 수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국인들이 서양의 

예술문화와 패션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Ou, 2021). 

패션문화가 발전하려면 사상 해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관점하에 중국 국내 최초의 패션 잡지인 Shizhuang(时装, 

현재의 L’Officiel)에서 ‘패션 개혁은 사회발전의 요구’라는 타이틀의 

패션 보도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패션 여론’에 관한 

사상 해방의 조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Zhang & Zhang, 2016). 이는 

패션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양하면서도 

혁신적인 서양의 패션 문화가 점차 중국에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중국 전역을 강타했던 서양식 수트와  

나팔바지, 그리고 가죽자켓의 유행이 있다(Huang, 2003). 상하이만 놓고 

보더라도 1984년 서양식 수트와 함께 착용하는 셔츠의 판매량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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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긴 기장의 피코트, 행커치프, 고급 넥타이 등 

서양 패션 아이템을 따라 입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Ou, 2021). 오랜 

기간 억제되었던 패션에 대한 추구와 미를 향한 욕망이 사회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배척하고 새로운 

서양의 패션과 생활방식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Ren, 2008).  

이와 같은 사상 해방의 조류는 추후 1990년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생활에 대한 질적 추구, 자아 의식과 

심미 능력이 제고되어 자신의 품위와 개성을 나타낼수 있는 패션에 대한 

추구로 표현되었다(Wu & Liu, 2012).  

 

1.2 시장경제의 발전과 외래문화 수입의 다원화 시대: 1990년대 

 

1992년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의 실천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여 현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 산업에 대한 국가의 대규모 

간섭과 국유 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사유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생산력의 진일보된 해방과 발전에 

유리하였다. 결과 9차 5개년 규획기간(1996~2000년) 중국은 매년 

8.3%의 GDP 성장률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반홍우 

& 김지영, 2010).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1990년대 후반 중국 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 국제적 사건으로는 중국 정부가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一国两制)’ 라는 평화통일 기본 정책하에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홍콩 반환과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마카오 반환이 

있다. 과거 중국의 쇠약한 국력으로 인해 서양 국가들의 침략전쟁의 

폐해로 남아있던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면서 중국인들은 

보편적으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 국제적 지위의 상승을 

체감하였으며 21세기를 앞두고 국가발전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갖게 

되었다(Huang, 2003).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반환은 중국 대륙의 경제, 

문화적 측면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홍콩을 예로 들면 1950년 이전 항구무역이 주를 이뤘던 홍콩경제는 

1970년대 경제 다원화방침을 실행하면서 금융, 부동산, 무역, 관광업이 

신속하게 발전하였으며 공업수출 또한 총수출의 81%를 차지하면서 

공업화도시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효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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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내지로의 홍콩 제조업의 전이를 실시하면서 대륙과의 경제적 

상생을 형성하였으며(Zhang, 1999), 홍콩 자본가들 또한 대륙의 상업 

발전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콩은 오랜 기간동안 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작용하면서 해외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1992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형성과 1997년 홍콩이 반환됨에 따라 

중국 대륙으로의 해외 산업투자가 본격화되었고 더욱 다원화된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이 활성화되었다.  

문화적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면, 홍콩은 긴 시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서양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띄며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융합된 다문화 결정체를 형성하였다(Bai & Bai, 2006).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국의 문화를 위주로 하고, 타 문화를 우리에게 

맞게 사용하자(以我为主, 为我所用)’는 원칙에 근거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대외문화교류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홍콩이 

유대작용을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홍콩 영화의 선풍적인 

유행을 꼽을수 있는데 홍콩 영화는 중국 영화 시장에 유리한 입장으로 

진출할수 있게 되었다(김진영, 2014). <영웅본색(英雄本色)>, <화양연화 

(花样年华)>, <중경삼림(重庆森林)> 등 영화들에 나오는 주윤발(周润发), 

양조위(梁朝伟), 장만옥(张曼玉) 등 홍콩 스타들은 중국 대륙인들의 

새로운 우상이 되었으며(슈칭칭, 2020), 영화 속 스타들의 패션은 

홍콩풍(港风)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타일로 크게 유행하였는데 홍콩 

영화가 불어온 치파오의 유행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 

<화양연화>의  주연배우 장만옥이 치파오 패션을 선보이면서 전통과 

패션이 고도로 결합된 ‘복고열풍’을 불러 일으켰다(Zhao, 2009). 치파오, 

탕좡(唐装) 등 전통복식이 당시 중국인들의 유행 패션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越是民族的， 

越是世界的)’이라는 사회조류가 나타남에 따라(Huang, 2008) 자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회귀’ 현상이 나타났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가 추락하는 분위기에서 

중국인들을 결속 시킬 새로운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였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관한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였다(Ou, 2021). 중국 

정부에서 실행한 문화 민족주의의 특징은 전통문화의 강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伟大复兴)’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는 정부 또는 학계 내 소수 자의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닌 중국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중주의(Populism) 경향을 보였다(김재준 & 

김성언, 2009). 물론 중국에서 ‘화하(华夏)민족’이라는 민족주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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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은 고대로부터 수백 세대에 걸쳐 존속되어 온 것으로 중화민족의 

역사는 문화적 공동체이자 정치적 공동체로서 전통적 ‘중화주의’ 관념의 

뿌리를 형성하였으며, 근대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생성된 ‘저항적 

민족주의’, 1990년대 이후 국가발전에 따라 등장한 ‘자긍적 민족주의’는 

오랜 시간 중층적으로 누적된 민족주의의 결과물이다(이문기, 2014).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인들의 대중적인 ‘애국주의(爱国主义)’ 풍조로 

거론되는 바, 과거 쇠약한 국력으로 인해 유럽 식민주의의 지배를 받던 

역사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민족 자부심과 역사속에 응집되어 온 민족문화의 힘에 

대한 자신감으로 표현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제도가 가지는 

통치력과 집단결속력, 사회교육 전반에 침투되어 있는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인들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대표로 하는 중국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패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중국적 디자인 

조류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중국 여성들의 이미지는 ‘가장 

중국스럽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당시의 민족주의 대중화, 복고열풍과 

문화회귀 현상으로부터 중국 전통복식이 대량 출현함에 따른 시각적 

표현의 결과이다(Yang, 2003). 

 

1.3 중국의 세계화 발전의 시대: 2000년대~2020년대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2001년 WTO 가입과 APEC 정상 회의 

주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2013년 

‘일대일로’ 전략 제시 등을 중심으로 중국은 세계화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서막을 열게 되었다. 국제적인 경제무역과 합작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국은 국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11월 WTO 에 1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시동, 1979년  ‘핑퐁외교(乒乓外交)’를 통한 

중미 국교정상화, 1992년 경제체제개혁 등 일련의 시장지향적 개혁 

조치 이후 중국경제의 세계적인 통합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 스스로도 2000년 이후 최대사건으로 ‘루스(入世: WTO 

가입)’를 꼽을 정도로 WTO 가입은 중국경제와 국제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되며, 2010년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제2위 

교역국, 제1위 수출국으로 부상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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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중국 경제는 WTO 라는 관문을 통해 광활한 해외 시장에 

진입하면서 통상 분야 세계 질서에서 지분을 넓히는 계기를 잡으려 

했다(구기보, 2011).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여파로 다른 국가들이 

경기 침체 혹은 소폭 회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연 7~8%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김선미, 2008).  

WTO 가입은 경제적 측면의 효과 외에 문화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까지 중국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외부의 다양한 

현대적인 문화 요소들을 빠르게 접하는데 제한적이었다(Tsui, 2013).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해외 여러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가 

상당수 늘어났고 인류 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학습하여 자국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문화수입(文化输入)’을 통한 중국 문화 

수준의 제고와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문화수출(文化输出)’ 

전략을 실행하여 자국의 문화도 더욱 빠르게 해외에 전파하였다(Duan, 

2002).  

2000년대 초반 WTO 가입과 함께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2001년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꼽을수 있다. APEC 정상 회의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20명의 각국 지도자들이 모두 

레드와 블루 컬러의 중식 대금 탕좡(中式大襟唐装)을 착용한 모습이 

전세계 미디어에 방송되면서 중국 전통 복식인 탕좡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현대 패션 속 중국적 요소의 응용이 많아지게 되었다(Zhao, 

2009). 또한 중국 미디어에서도 중국 전통 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과 자국인들의 국가적 자신감 상승과 연관지어 

보도하였다(Wu, 2009). 

올림픽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최대규모의 국제 행사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국의 문화를 전파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이다(Jia & Zhai, 2008). 2008년 8월에 있은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에서 열린 첫번째 올림픽으로 ‘새로운 베이징, 새로운 

올림픽(新北京、新奥运)’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발전된 중국의 현대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강조하였다(김선미, 2006).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중국은 문화, 예술영역에서도 본격적인 

세계화를 맞이하게 된다. 20세기 초 서양의 우수한 문화를 배우고 

선진적인 기술을 모방하던데로부터 이제는 특색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자국의 인재들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이드 인 

차이나’를 선보일 철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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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푸와(福娃)는 중국의 전통 요소들과 

함의를 담아 제작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중국 전통양식의 창조적인 

결합을 이룬 ‘새둥지(鸟巢)’ 주경기장의 설계는 전통과 최첨단 현대 

기술을 결합하였고,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국제공항은 중국황실의 전용 

토템인 용(龙)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중국의 영화감독 장 

이머우(张艺谋)가 연출한 올림픽 개막식에는 과거-현재-미래를 오가며 

중국 고대 4대 발명품, 공자의 논어, 실크로드, 경극, 소수민족 문화, 

현대 건축물과 유인우주선 등 다양한 중국 요소들이 등장하였다(조주현, 

2008). 각 국가의 올림픽 패션에서도 중국 요소가 상당수 사용되었는데 

캐나다 대표팀 유니폼에는 중국의 한자 ‘팔(八)’과 오행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 디자인이 사용되었고, 러시아 대표팀은 봉황 문양, 스웨덴 

대표팀은 치파오와 중산복의 디테일을 차용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적 

요소들이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중국인들에게도 중국적 요소의 시각적, 청각적 미의 표현을 다시금 

체감하게 하였다.  

“중국이 아직 농업국가일 뿐이며 고대문명과 역사를 가진 국가로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발전과 현재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현지 뉴스 인터뷰 내용처럼 중국인들의 현대 중국을 

알리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0억 달러가 

투자된 베이징 올림픽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은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포하는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김기현, 2008).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과 더불어 국민의식의 향상과 애국심 고취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강진석, 2011).   

2010년 역대 최고 규모의 상하이 엑스포(Expo 2010 Shanghai 

China)가 개최되었다. 246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였고 

240여개의 전시관이 기획된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교류와 

하이테크한 미래를 보여주는 소프트파워를 체감하였으며 향후 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송종찬, 2010). 이를 계기로 

중국의 세계화된 문화 교류와 융합의 추세는 더욱 강렬해졌으며 

능동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중국특색의 ‘밖으로 나가자(走出去：Go 

globally)’는 세계진출 전략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로써 1990년대부터 등장한 ‘자긍적 민족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경제발전의 기반 위에 조성된 

전국민적 자긍심은 중국사회 전역에 산출할 수 없는 무한긍정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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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강진석, 2011). 개혁개방의 사회변화를 직접 경험한 이전 

세대부터 1980년대~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 세대의 중국인들까지 

높아진 국가 위상을 실제적으로 체감하면서 중국적 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졌다. 

2010년대 세계의 다극화, 경제의 글로벌화, 사회의 정보화, 문화의 

다양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더 생동감 있고 

복잡해졌으며, 중국은 발달한 생산방식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류사오양,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등 빅테크 기업을 선두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경제 산업의 세계화 발전은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문화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중국의 

위상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화소프트파워의 추진 목적은 

5,0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다(오혜정, 2018).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에서 중국은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제개혁의 심화, 주력 기업 

육성, 대외 교류 및 홍보 강화, 전통 문화의 계승과 활용, 문화산업 건설 

등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실시하였다(김병철 & 이지윤, 2012). 특히 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국 문화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일대일로’ 전략의 

구상으로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오혜정, 2018).  

이상의 중국의 사회발전을 국제사회에서 일으키는 역할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보았을때 크게 세 단계 즉 개혁개방 시기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수동적으로 유입되어 서양의 체계를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하는 ‘학습자’, 2001년부터 10년동안 자체적으로 국력을 향상하여 

능동적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점차 ‘밖으로 나가자(走出去)’ 는 특색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주동적 참여자’,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사상으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향유(共商共建共享)’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무대의 중앙에 

근접하고자 하는 ‘선도자’로의 지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린홍위, 2020).  

 



 

 26 

2. 중국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가치관은 사회의 정치, 경제발전 및 문화적 

배경의 큰 영향을 받으며,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성장과 발전은 패션 

교육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크게 연관된다(Wu,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준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국내 패션 교육과 해외 유학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2.1 중국 국내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  

 

문화산업의 원천은 인력이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인력 전략에 맞추어진다. 인력은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이다(김병철 & 이지윤, 2012).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내 패션 산업의 빠른 성장과 중국인들의 의류 

소비 수준의 제고, 해외 수출 무역이 확대되면서 의류 산업 인재, 

특히는 고급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Ju & Liang, 2009). 

따라서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에서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였다. 

그 중 패션교육 관련 대학 교육을 예로 들면 1980년 

중앙공업미술학원(中央工艺美术学院, 현 청화대학미술학원)에서 국내 

최초의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1984년 중앙공업미술학원과 

동화대학(东华大学)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북경복장학원(北京服装学院), 중국미술학원(中国美术学院) 등 30 여개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을 개설하였다(Zhao, 2013). 이로써 

1980년대를 시작으로 중국 국내 패션 교육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흥시키자(科教兴国)’는  

국가정책하에 중국은 패션 교육 및 과학기술 역량을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 전문인재의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전문인재들이 대량 배출되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넓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었다(Wu, 2009). 

반면 중국의 고도로 집중된 중앙행정관리시스템으로 인해 패션 

교육도 국가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바 1990년대 이전까지 국가 

산업부는 자체 산업 계획 시스템의 수요에 맞추어 대학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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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교수진 임용, 학생 모집, 취업 배치, 재무 지원, 교과목 개발 

및 자산 관리 등 대부분의 과정을 계획하고 배치하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개혁으로 

인해 변화되었는데 정부 기관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전략 규획과 정책 

제정에만 관여하였다(Tsui, 2016). 동시기 의류업과 방직업의 사유화가 

실행되면서 중국내 자체 브랜드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시장경쟁이 더 

치열해졌으며 더욱 높은 수준의 패션 인재들을 수요하였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의 핵심인 창의성과 더불어 상업 디자인 실무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패션 교육 과정에도 큰 변화도 

일어났다. 

초기 패션디자인 교육은 예술성에 치중되어 학생들의 회화능력을 

중요시하였으며 소재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의복제작능력, 패션 

비즈니스 교육 등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많은 디자이너들이 상업적인 패션 비즈니스가 아닌 예술성에 집중된 

의상을 디자인하였다(Wu, 2009). 당시의 패션디자인 전공은 예술학 

교육의 특성이 뚜렷하였는데 초기 교과 과정의 대부분은 스케치와 

페인팅으로 순수예술전공의 교과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 인해 

패션디자인 학생들은 패션 일러스트에는 능했지만 실물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작업을 함에 있어 3차원의 구조 개념이 부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패션 엔지니어링 전공이 개설되었는데 과학이과전공으로 

방직기법, 패턴 커팅, 3차원 모델링 기술 등 과학, 수학과 관련되는 

교과과정이 주를 이루어 전자와는 반대로 학생들의 예술 감각과 디자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 커리큘럼의 양극으로 분리된 

패션 교육은 ‘아티스트’와 ‘테일러’ 양성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시장에서 

수요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패션 디자이너의 효과적 양성을 

저애하였다(Tsui, 2010).   

1990년대 중반부터는 패션 교육의 다양성과 실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교육자 해외 교환연수 프로그램이 나타났으며 현 청화대학 

교수 리 당치(李当岐)를 비롯해 많은 패션 디자인 교육자들은 일본, 

유럽, 미국 등 해외의 패션 교육을 중국에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Wu, 2009). 1994년에는 래플스 디자인 싱가포르(the Raffles 

Education Corporation in Singapore)에서 중국 최초의 국제 패션 

학교를 설립하여 서양식 패션 교육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더욱 많은 해외 

패션 스쿨들에서 중국내 패션 기관들과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Tsu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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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패션디자인 교육은 국제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자인 역량을 발굴하는 

다양한 기회를 창조하고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였으며 패션 협회와 

기업들에서도 프로젝트와 대학생 어워즈를 후원, 개최하여 패션 교육과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Wu, 2009). 대표적으로 샤넬, 생 로랑 등 

럭셔리 브랜드 실무자들을 초빙한 2002년 IFA(International Fashion 

Academy) Paris Shanghai, 많은 유명 대학교들이 참여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상식 의상디자인, 2014 베이징 APEC 회의 국가지도자 

의상디자인 프로젝트, ‘중국 패션디자인 신인상(中国时装设计新人奖)’과 

‘헴펠 컵(汉帛杯)’ 등 대학생 어워즈가 있다.  

중국의 패션교육 발전정책은 2012년에 더욱 체계적이고 확고한 

목표를 추진하였는바,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디자인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성, 생산과 상업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기초 지식 및 시장 

파악 능력을 배워야 하며, 패션 디자이너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창조력 있는 디자인 기능과 비즈니스 능력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대학생 취업문제가 고조된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 

국내 패션전공 졸업생들의 취업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생들의 해외 

유학이 급증됨과 동시에 패션 비즈니스 창업도 늘어났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 등 온라인 이커머스(E-commerce)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패션 비즈니스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은 기회와 동시에 온라인 패션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성과 비즈니스 센스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교육 커리큘럼 프레임워크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창조력과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Tsui, 

2016). 이에 따라 패션 교육과정도 더욱 전면적이고 세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션시장을 주도하는 창조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2 해외 패션 유학의 발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흥시키자’는 정책을 제정하고 교육강국의 길로 나아가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중 교육의 대외개방은 국가의 현대화 건설 및 

교육발전사업의 수요에 의한 것이었다.  



 

 29 

중국의 해외 유학은 국비유학(公费留学)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국비유학정책’을 제정하여 1998년까지 154개의 국가 및 

지역과 교육면에서의 상호 교류와 합작 관계를 형성하였다 (Dong, 

2001). 1992년 ‘12자 방침(十二字方针)’으로 칭하는 ‘유학지지, 귀국격려, 

자유선택(支持留学、鼓励回国、来去自由)’ 방침이 실행되면서 해외 유학 

사업의 체계적인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중국 

교육부에서는 국비유학사업의 중점을 ‘규모확대, 수준제고, 중점보장, 

효익증가(扩大规模、提高层次、保证重点、增强效益)’로 정하였다. 2005 

년에는 중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일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해외의 일류 

대학교, 일류 학과, 일류 교수진들의 교육을 받는 ‘세개 일류(三个一流)’ 

방식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국가 고수준대학 국비유학 연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국비유학 연구생 

프로젝트였다(Huang & Deng, 2019). 

2000년대 이후 중국교육의 세계화 전략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 교류를 강화하며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면서 

전방위적이고 다층 구조적이며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업 

구조가 확립되었다. 또한 ‘밖으로 나가자(走出去：Go globally)’는 

정책은 교육의 세계화 전략이며 유학 인원들이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성 

있는 사고 방식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중국은 국비유학생 외에 기초교육, 대학교육, 성인교육 등 

영역의 모든 수익성 교육 활동에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자비유학생 수가 상당수 늘어났다.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GDP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비유학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능력을 갖춘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이다.  

로렌스 쉬 등 8, 90년대에 활약한 소수의 디자이너들을 제외하고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2000년대에 

집중되었으며 48%에 근접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이 해외 패션 유학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2020). 런던, 밀라노, 파리, 

뉴욕의 유명 패션 스쿨에서 양성한 중국 유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 파슨스 스쿨의 중국 유학생의 수만 보더라도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약 3배로 늘어났다(Ferrero-Regis & Lindgren, 

2012). 대표적인 유학생들을 예로 들면 2015년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London College of Fashion; LCF) 졸업 패션쇼의 클로징을 장식한 

신진 디자이너 천 펑, 2015년 중국인 최초로 로얄 컬리지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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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Royal College of Art; RCA) 의 남성복 석사과정을 졸업한 신진 

디자이너 펑첸 왕, 2014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CSM) 패션 디자인 Top5 졸업생인 신진 

디자이너 엔젤 첸, 2018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 

MFA 졸업생이자 2021 LVMH 프라이즈 파이널리스트 루이 저우 등이 

있다. 이들을 비롯해 현재 상하이 패션위크 및 세계 4대 패션위크에서 

중국 디자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 또한 해외 패션 

교육 배경을 갖고 있다. 

해외 패션 교육 배경은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더욱 다양한 창조력과 

문화적 융합 및 해외 경험을 갖도록 하였으며 유럽이나 미국 메이저 

패션 미디어의 주목을 빠르게 받음으로써 브랜드 설립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폭 넓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해외 유학 신진 

디자이너들이 중국에서 활동함에 있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선두적이고 신선한 디자인 역량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한다. 

 

3. 중국 패션 시스템의 발전 

 

중국의 사회적 발전 및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패션 

시스템의 발전 또한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션 시스템은 조직과 기관 및 개인이 상호작용하여 

패션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창조물이 최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발휘한다(Wu, 2009). 성공적인 패션 시스템의 구축에는 자국의 

패션 위크 발전을 통한 글로벌 패션 중심지로의 도약, 패션 협회를 

비롯한 체계적 조직 형성, 상업 플랫폼과 글로벌 비즈니스 및 세계화 

진출 추진 등 여러 방면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 

패션 시스템의 발전을 고찰하였다. 

 

3.1 중국 패션 시스템의 조직적 동향 및 패션위크의 발전 

 

1978년의 개혁개방은 ‘문화대혁명’ 시기 침체되어 있던 국면의 

전환점으로 중국 국내의 내부 개혁과 대외 개방을 통해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소비 생활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패션 

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Hua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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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70년대 말, 서양 패션이 중국에 수입되면서 오랜 시간 

획일적인 복식형태를 추구하던 중국인들에게 패션의 세계를 일깨워 

주었다. 1979년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이 

베이징에서 소수의 패션 무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최초의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이후 중국 정부의 주관하에 1981년 베이징 

호텔에서 공개 패션쇼를 열었다(Ju & Liang, 2009), 이는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서양 패션 스타일이었으며 패션이라는 개념, 패션쇼 

형식과 패션 모델을 도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0년 국내 

최초의 패션 잡지인 Shizhuang(时装, 현재의 L’Officiel)의 출간, 1981년 

Xiandai fuzhuang(现代服装), 1982년 Liuxingse(流行色) 등 패션 

미디어의 출현으로 중국내 패션 스타일의 전파 확산과 패션 유행 주기의 

속도를 가속화 하였으며(Zhao, 2013) 패션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의류 생산국이자 최대 의류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의 의류 제조업은 경제발전, 특히 

수출무역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었다. 하지만 저가격 경쟁으로 생산 

이윤이 적었으며 중국 제조 의류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았다(Sun, 2015).  

때문에 중국 패션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은 반드시 염가 노동력을 내세운 

‘메이드 인 차이나’로부터 지적 생산 활동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 

인 차이나’로 전환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국내 자체 

브랜드의 발전 및 패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국 국내 패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적 동향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 설립 된 중국패션협회(China National Garment 

Association, CNGA)는 패션 산업 정보, 상업 협업 자원, 시장 트렌드 

정보와 미디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상업적 도움을 주었으며(Wang, 

2014), 같은 해 중국국제패션박람회(China International Fashion Fair, 

CHIC)를 주최하면서 국내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였다. 

박람회 기간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적인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Valentino Garavani),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 지안 

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를 만나면서 패션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주었다(Textile Apparel Weekly, 2018). 1993년 

중국패션디자이너협회(China Fashion Association, CFA)가 설립되면서 

디자이너들의 국내 활동과 유럽, 미국 등 패션 협회와의 교류 및 합작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일본과 한국 패션협회와는 아시아 패션연합회를 

설립하였다(중국패션디자이너협회, n.d.). 2002년까지  1,100명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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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들이 중국패션디자이너 협회에 등록하면서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조직적 역량 구축이 강화되었으며(Zhao, 2013), 20년이 

지난 지금 협회에 등록된 패션 디자이너만 해도 2,500여명에 달한다. 

패션 협회에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콘테스트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93년 5월 중국패션협회의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형제컵 콘테스트(兄弟杯，The ‘Brother Cup’ of International Young 

Fashion Designers Competition)’에서는 우 하이얜, 마 커를 비롯한 

여러 굴지의 디자이너들을 발굴하였고, 1995년 상하이에서 주최한 

‘중화컵 콘테스트(中华杯, ‘China Cup’ Fashion Designers’ 

Contest)’에서는 우 쉐카이, 지 원보 등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활약하였다. 정부의 주관하에 진행된 대규모의 디자인 콘테스트들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발전을 지원해 주는 동시에 디자이너들이 신속하게 

업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중국내 명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Wu, 2009).  

패션위크는 주최 도시의 국제적 지위, 문화 전파력과 일정한 

관계성을 가진다(Yang, 2008).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도 베이징과 경제중심지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국내 패션 

위크 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중국방직총회(현 중국방직공업협회: China National Textile 

and Apparel Council，CNTAC)와 중국패션디자이너협회는 베이징에서 

중국 패션위크(中国国际时装周)를 개최하고 ‘중국 10대 패션디자이너 

어워드(中国十佳服装设计师, China Top Ten Fashion Designers 

Award)’와 국내 패션 디자이너 최고 귄위상인 ‘금정상(金顶奖, the 

Golden Peak Awards)’을 설립하였으며 ‘중국 패션위크 연도 베스트 

남성복, 여성복 디자인상(中国国际时装周年度最佳男装、女装设计奖)’, 

‘중국 패션 어워드 연도 베스트 남성복， 여성복 디자이너(中国时尚大奖 

年度最佳男装、女装设计师)’ 등 어워즈가 있다(Textile Apparel Weekly, 

2008). 그 중 베이징 패션위크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열리면서 신문방송 미디어가 집중되어 있어 중국 패션 문화의 전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중국의 본토 문화가 세계적인 발전을 통해 패션 

유행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기 베이징 패션위크는 1년에 한번 개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SS 시즌과 FW 시즌으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연간 2회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 한국, 프랑스, 미국 등 10여개 국가와 지역의 

디자이너를 포함한 290여 명의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680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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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를 진행하였다. 중국패션디자이너협회 회장 장경휘는 “중국 본토 

문화 속성은 베이징 패션위크와 전세계 패션위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는 베이징 패션위크가 

중국의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으로서 가져야 할 신념이라고 밝혔다(WWD, 

2020). 2019/2020 FW 시즌에서는 ‘베이징패션포럼-비물질 문화유산의 

계승과 창조혁신 디자인’을 개최하여 국가 문화기관, 패션디자이너협회, 

방직공업연합회 및 유명 디자이너 장 조다, 우 하이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 기법 및 예술과 현대 디자인을 융합하여 계승과 

창조혁신을 결부할 효과적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Dong, 2019). 

상하이 패션위크는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패션위크로 경제중심지인 

상하이에서 열리며 독립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특히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발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WWD, 2020). 

‘동방의 파리’로 불리우는 상하이는 1세기동안 서양의 영향으로 

서양식 문화와 복식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상하이 패션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패셔너블하고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상하이는 중국의 

패션과 방직업의 중심지였으며 개혁개방 이후 푸둥지역이 자유무역 

지역으로 개방되면서 상하이는 아시아의 패션 상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시작하였다(Wu, 2009). 2003년 개최부터 현재까지 상하이 패션위크는 

본토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과 영향력 확대를 지원하고 새로운 

디자인 역량이 패션계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효과적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상하이 패션위크는 신탠디(Xintiandi) 메인 쇼장과 

라벨후드(Labelhood) 신진 디자이너 쇼장, 모드–상하이(Mode-Shanghai) 

트레이드 쇼가 중심을 이룬다. 상하이 패션위크의 독특한 모식으로는 

2016년부터 개최된 라벨후드를 꼽을 수 있다. 라벨후드는 상하이 

패션위크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로만 이루어진 아트 페스티벌로 매 

시즌 브랜드 아이덴티티, 창의성, 오리지널리티, 브랜드 완성도 및 

상업성을 기준으로 선발된  20~30여개 브랜드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패션쇼 모식을 뛰어넘어 전문가, 미디어, 바이어는 물론 

패션에 관심 있는 대중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패션쇼와 전시, 공연, 플래그쉽 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를 

구축하여 자발적인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통한 홍보와 대중들의 패션 

문화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Wang, 2020). 이러한 패션위크 시스템에 

대해 밀라노의 트레이드 쇼 화이트(White)의 CEO 는 “상하이 

패션위크는 창의성이 넘치는 새로운 디자인과 트렌드, 디자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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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큰 기회이다”고 

평가하였다(Hall, 2017).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적인 패션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된 

가운데 상하이 패션위크는 ‘클라우드 패션위크(云上时装周)’의 모식을 

도입하여 일주일 동안 151회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런웨이, 영상, 

디자이너의 컬렉션 설명, 제품 소개 등 형식으로 브랜드와 소비자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유입하면서 

인지도와 수익성을 얻었다. 탠모 쇼핑 플랫폼의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400만명이 넘는 온라인 소비자가 상하이 패션위크를 관람했으며 총 

클릭수는 1,100만회, 총 수입은 5억 RMB 에 달하였다(Qu, 2020).  

상하이 패션위크의 사업 중심은 본토에 입각하여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것이며 독창적인 디자인과 상업성을 동등하게 추구하는 것이다(Li & 

Gong, 2016).  

베이징 및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패션위크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되는 해는 2008년이다. 2008년 이전 중국 패션위크는 

디자이너와 산업, 배경과 소비, 디자인과 비즈니스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탐색 단계를 거쳤으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토 소비역량 

강화와 중국 패션의 세계화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WWD, 2020). 디자이너 브랜드와 상업 브랜드들의 산업 

합작 형식이 다수 출현하였고 이커머스를 통한 디자인의 빠른 상업적 

전환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패션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디자이너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타오바오(淘宝, 

Taobao), 탠모(天猫, Tmall), 유훠(有货, Yoho!), 라벨후드(雷虎, 

Labelhood) 등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디자이너 브랜드의 구매 

경로를 확대하였다. 또한 알리페이(支付宝, Alipay), 위쳇페이(微信支付, 

Wechatpay) 등 모바일 페이를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중국 전역에서 

보급화되고 각국에 진출함에 따라 패션 구매 수단이 더욱 간편해졌다.  

 

3.2 중국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진출 

 

2000년 이전 중국 국내 패션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진출 방식은 

패션 전시가 주를 이뤘으며 전시용 효과를 주기 위해 제작한 작품들은 

일상에서의 패션 트렌드와 패션 소비자들의 수요와 접목시키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Jin, 2020).  따라서 중국문화 배경을 갖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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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사업기반으로 하고 있던 비비안 탐 등 해외파 디자이너들을 

제외한 국내파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사회적 발전, 패션 시스템의 발전과 정부의 

패션 산업 지지를 위한 정책 및 자금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시 중국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던 대표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이 추진되었다. 

2003년 중국과 프랑스는 ‘중국문화의 해’로 명명한 중국패션행사를 

기획하여 파리 패션위크 일정의 클로징 세리머니로 ‘패션 중국’을 

주제로 하는 패션쇼를 루브르 궁에서 진행하였다. 디자이너 우 쉐카이, 

량 즈, 뤄 정 등 6명의 디자이너들이 2004 SS 시즌 컬렉션을 통해 

처음으로 4대 패션위크에서 중국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능력과 중국 

패션의 매력을 선보였다. 디자이너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중국 문화의 

내적함의와 시대상에 대한 해석을 디자인에 녹여냈으며, 시즌 트렌드 

요소와 중국 전통 요소들을 혼합하여 중국 디자인의 현대적이고 

패셔너블하며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Si, 2003). 역사적인 첫 

걸음을 시작으로 2006년 프랭키 셰(谢锋)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단독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중국 디자이너 최초로 4대 패션위크에 진출한 

디자이너가 되었으며(Tsui, 2019), 2008년에는 중국 본토 디자이너 

최초로 마 커가 파리 패션위크 오뜨 꾸뛰르(Paris Haute Couture Week) 

컬렉션을 선보였다(Tsui, 2010).  

중국 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패션 산업의 글로벌 

합작이 보편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내 패션위크 및 패션 

무역박람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고 

있었고, 동시에 중국 디자이너들의 4대 패션위크와 어워즈, 해외 편집샵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의 창조산업 정책에서 제시한 

패션산업의 혁신을 기반한 ‘디자인 인 차이나’의 전환을 ‘문화수출’의 

가장 주동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4대 패션위크(파리, 런던, 뉴욕, 밀라노) 2020 FW 시즌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 디자이너들이 부득이하게 런웨이를 

취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마 왕, 후이산 장, 펑첸 왕,  위한 왕 

등 58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하였다(Forbes China, 2020). 전세계 

디자이너들이 경쟁하는 유명 해외 패션 어워즈에서 중국 디자이너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2019 인터내셔널 울마크 

프라이즈(International Woolmark Prize)’ 파이널리스트 엔젤 첸, ‘2020 

인터내셔널 울마크 프라이즈’ 파이널리스트 펑첸 왕, ‘2015 H&M 디자인 

어워드(H&M Design Award)’ 우승자 사이먼 리, ‘2021 LV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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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즈(LVMH Prize)’ 파이널리스트 루이 저우 등 신진 디자이너 

역량을 중심으로 독특한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창의성으로 중국 디자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패션 플랫폼 

파페치(Farfetch), 센스(Ssense) 등에서도 슈슈통(Shushu/Tong), 

사무엘 귀 양 등 중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진출은 신진 디자이너들을 주축으로 

개체적 동향을 보인다. 이들은 해외 경험을 통해 사업 기반을 해외와 

중국 본토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4대 패션위크와 중국 패션위크에 

모두 참여하여 로컬 소비자와 글로벌 소비자를 함께 공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나 패션잡지를 통해 해외 셀럽, 패션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아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중국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진출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방식의 

변화와 개체 다양성의 확장을 나타내는 동시에 확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글로벌 패션 산업의 세계화와 더욱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중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패션 시장의 흐름을 같이하는 동시에 독특한 문화 헤리티지를 융합하여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Wu,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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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조형성 
 

 

    중국 패션과 관련된 학술 이론, 중국 디자이너들과의 인터뷰, 유행 

미디어 소스 등을 망라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국가적 정체성이다(Tsui, 

2013). 중국적 정체성은 고대로부터 이어온 전통적 ‘중화주의’ 관념의 

뿌리로부터 근대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생성된 ‘저항적 민족주의’, 

1990년대 이후 국가발전에 따라 등장한 ‘자긍적 민족주의’로 중층적으로 

누적된 민족주의의 결과물이다(이문기, 2014).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결속되는 중국적 정체성은 사회제도의 집단의식, ‘중국몽 

(中国梦)’을 실현하는 강대국으로의 부흥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교육과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전 세대 중국인들을 보편적으로 아우르는 

민족적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적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중국적 패션에 대한 사고와 

자발적인 자국 문화 응용의 움직임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오랜 기간동안 

“현대 중국적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중국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성공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중국 디자인을 풀어내야 하는가?”, “중국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들에 대한 사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국 사회발전과 문화적 영향, 패션 교육 시스템, 패션 산업 

시스템을 중심으로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들에게 다방면적인 영향을 준 시대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중국 패션의 시대적 발전과 변화는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변화를 일으켰으며 따라서 중국적 

디자인의 특성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물론 디자이너들 개인의 특성은 

서로간의 차이를 가지지만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과 배경하에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유사한 인식과 표현방식을 갖는 디자이너들이 출현하며 

이들을 다양한 특징의 세대별 중국적 디자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범위에서 선정된 15명의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매체와의  인터뷰, 칼럼, 잡지 기사, 서적 등에서 직접 밝힌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대표적 특성을 도출하며 각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중국적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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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조형성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 대부분은 건국초기부터 ‘문화대혁명’의 

혁명적 풍조가 주를 이루던 1950~1960년대에 출생하여 중국의 경제, 

사회, 사상 발전의 침체시기와 서양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적 

고립시기에 유년시절을 보냈다. 1세대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기 시작했던 

1980~1990년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혁명의 

풍파로부터의 소생과 개방화의 서막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중국 사회 속 

‘패션 여론’에 관한 사상 해방의 조류는 서양 패션의 유입을 

추진하였다(Zhang & Zhang, 2016). 또한 경제의 급속적인 발전, 외교 

영향력의 확대, 더욱이 홍콩, 마카오의 중국 반환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 1990년대 ‘복고 열풍’에 따른 

‘문화적 회귀’ 현상이 출현하면서 1세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 

전통 복식으로의 회귀와 중국적 디자인의 조류를 형성하였다(Yang, 

2003).  

패션 교육 및 시스템의 측면에서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 대부분이 

초기 국내 패션 디자인 교육의 영향을 받아 상업적인 패션 비즈니스가 

아닌 예술성에 집중하였으며(Wu, 2009), 국비유학을 시작으로 일부 

디자이너들의 해외 패션 유학이 추진됨에 따라 ‘중서합체(中西合璧)’의 

표현방식이 출현하였다. 동시에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양성과 활약을 

중심으로 중국 패션 시스템의 조직적 동향이 형성되었고, 점차적으로 

‘초대 국가대표’로서 해외무대로의 진출이 추진되었다.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강한 중국적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내재하고 있으며 중국 패션 디자인을 처음으로 

세계에 선보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패션계에 가장 중국적이고,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적 형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서양의 테일러링, 드레이핑 등 구조적 방법을 

차용하면서도 중국 패션의 뿌리는 전통문화에서 기원해야 하며 그것이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우세이자 정신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1세대 

디자이너들은 글로벌 패션계에서 활동함에 있어 글로벌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보다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념이 뚜렷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디자인 활동은 1980~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측면에서의 

조직적 후원과 협력, 비물질 문화 유산의 계승과 같은 산업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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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생을 함께 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이자 전통 문화 유산의 

계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다방면적으로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조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 우 하이얜, 구오 

페이, 장 즈펑, 지 원보, 로렌스 쉬의 중국적 디자인에 관한 인터뷰 영상, 

기사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1. 전통문화 가치를 숭상하는 민족화 인식 

 

중국 전통문화는 중화 민족의 문명과 풍습 및 정신을 포함하며 

역사적인 축적을 통해 중화 민족의 특색을 고도로 함유하고 있는 문화 

유산이다. 중국 전통문화는 크게 물질문화, 제도문화, 행위문화와 

정신문화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에서부터 본질로 상호 

침투되어 있는 광범위하면서도 복잡한 체계를 형성한다(Wang, 2021). 

중국 전통 문화는 중국인들의 사유방식, 가치 추구와 사회구조, 

종교철학, 민속예술 등 매우 다양한 면에서 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고대의 전통 복식을 살펴보아도 이는 중국 전통 문화 중 

제도문화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이며 이러한 제도문화는 본질적으로 

물질문화의 축적이자 정신문화를 함유하고 있다.  

중국 전통문화는 여러 가지 표현형태로 중국인들의 패션문화에도 

깊이 있는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국의 패션디자이너들 또한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을 추구함에 있어 중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중화 민족의 민족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다수의 인터뷰 자료들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그 인식을 

아래와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개혁개방 초기 서양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현상이 초래한 

전통문화의 쇠퇴가 1990년대에 이르러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는 문화 

회귀의 움직임을 형성하면서 자국의 전통문화를 중점으로 하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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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을 심어주고 강렬한 국가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전통 실크의 1인자라고 불리우는 우 하이얜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전통의 부활, 디자인으로의 전환, 동양의 풍채’라고 간략하여 

설명하였다. <중국 디자인 40년의 역사>를 주제로 한 패션 전문가 

인터뷰에서 우 하이얜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90년대 초 여러 디자이너들이 ‘서양의 미’에 집중하고 있을때 

나는 중국의 고전 문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전통문화의 응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양에 치중하여 중국 본토 

문화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앙미술학원예술특보, 2018).  

 

 Art & Design(2019)과의 인터뷰에서도 우 하이얜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는 자국의 문화를 아낄 줄 

모르며 우리 세대의 중국인들은 반드시 민족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의 많은 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은 자기, 실크 등 중국 

고대 문물들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중국 전통을 알아가는 반면 

중국인들은 서양의 럭셔리 제품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심미를 잃어가는 현상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 

응용이 글로벌 진출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sui(2010)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함에 있어 중국 문화적 응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중국 

문화를 세계 문화에 융합하는 것이 중국 디자이너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서양 패션 디자이너들에 비해 디자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인내심과 견지가 필요하다.”(Tsui, 2010)  

 

디자이너 장 즈펑 또한 중국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민족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840년대 영국 아편전쟁의 굴욕적인 역사로부터 1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중국의 문화역사는 기본적으로 서양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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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중국이 세계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의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5,000년의 중국 문명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창조와 영감의 원천이 된다. 중국의 복식 문화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발굴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 브랜드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다.”(Sohu 

Fashion, 2013) 

 

장 즈펑은 ‘중국적 디자인을 추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통문화의 위기 현상에 대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80년대 해외에서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자국의 전통문화를 

보호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개혁개방 초기 

중국이 서양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많은 고유의 것들을 잃어 

가고 있던 사회적 현상이 초래한 전통 문화의 위기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직접 커스(缂丝), 운견(云锦), 자수(刺绣) 등 전통 

공예 기법을 다시금 발굴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부흥을 이끌어야 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Yoka, 2019) 

 

또 다른 디자이너 로렌스 쉬는 디자인의 기본은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이해이며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며 혁신을 더하는 것이 

중국 디자이너들이 소유해야 할 신념이라고 설명하면서(Xu, 2017), ‘문화 

회귀’에 대해 한층 더 나아간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전통의 미를 부흥시키는 것은 단순한 복고 현상이 아닌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전통 미학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움직임이며 오늘날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예술적 창조이다”(CCTV news, 2020)  

 

전통 자수(刺绣)의 대표 주자인 구오 페이 또한 패션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있으며, 늘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Lin, 2019). CCTVnews(2017)와의 인터뷰에서 구오 

페이는 “문화의 힘, 그것이 중국 디자인의 힘”이라고 간략하여 

설명하면서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품을 통해 중화문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중화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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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를 계승하며 중국의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동서양의 예술 문화교류 및 융합을 추진하고 중국식 심미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CCTV news, 2017) 

 

구오 페이는 “중국의 미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점을 잃지 않는 것이며, 중국 내 

모든 민족의 복식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 문화에 

깃들어져 있는 다양한 미적 정신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디자인해야 

한다.”고 밝혔다(Guangzhouribao, 2017).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 또한 

전통문화를 둘러싸고 표현되고 있는 바, 그 중 15년 연속 베이징 

패션위크에 컬렉션을 발표하고 도쿄, 밀라노 등 해외 패션위크 경험을 

갖고 있는 지 원보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중국 전통문화에서 

기원하는 자신감”이라고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중국 본토 패션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자신의 전통문화, 사상과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고양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Liu & Dong, 2015)  

 

“중화 민족의 전통문화는 늘 창작의 원천이 된다.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은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확신과 

견지이다.”(Textile Apparel Weekly, 2014） 

 

지 원보가 중국 전통문화에 대해 이토록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 자국의 문화를 숭상하는 태도에서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원인은 많은 세계적인 서양 디자이너들도 중국의 

전통 요소들을 끊임없이 차용하고 있고 중국적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사실로부터 중국 전통 문화가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영감을 제공해줄 수 있고 주류적인 패션 무대에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우 하이얜, 장 즈펑, 로렌스 쉬, 구오 페이, 지 원보 등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강한 중국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모두 

중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다. 또한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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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와 민족 정신을 고수하여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감과 신념은 중국적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숭상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중국 요소의 

발굴에서는 서로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우 하이얜은 동양인의 시각으로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명적 고찰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중국적 디자인에는 짙은 민족 

정서를 동반하며 창살, 참대, 기와당, 모란과 같은 중국 전통 

문화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중국 전통문화 중에서도 특히 

고대 길상도안(吉祥图案)에 대한 응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장 즈펑은 

가장 중국적인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 입각하여 민족의 

전통문화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특히 전통 공예 기법과 문화적 기호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여 재조합하고 있다(Tang & Zhang, 2014). 

로렌스 쉬는 비물질 문화 유산이자 1,6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전통 

직물인 비단(锦), 운견 등과 같은 다양한 전통 요소들을 응용한 

디자인을 세계에 선보이면서 중국 전통 요소들이 다시금 부활하여 

일종의 문화적 힘을 형성하도록 힘 쓰고 있다. 

셋째,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전통문화를 숭상하는 인식에서 

함께 고찰되는 점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서양의 구조미를 결합하는 

‘중서합체(中西合璧)’의 표현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자이너 로렌스 쉬는 CCTV news(2020)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중국적 디자인을 설명한다. 

 

“중서합체는 나의 특징이며 중국의 전통문화와 서양의 구조미가 

공존할 때의 변화를 추구한다. 중국 전통 복식의 강점은 화려하고 

상징성을 띈 색과 문양에 있으며 이에 서양의 복식 형태를 결합한다면 

중국적 패션의 독보적인 미를 찾을 수 있다” (CCTV news, 2020) 

 

로렌스 쉬는 프랑스 유학 시절 중국과 서양 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서양 디자이너들의 복식 구조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중국 

디자이너들의 색과 문양에 대한 추구를 결합하고 중국 문화의 동양적 

운치와 미를 더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디자이너가 나아 갈 특색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로렌스 쉬의 중국적 디자인의 최대 우세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신적 기반으로 ‘중서합체’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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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로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디자이너 구오 페이와 장 즈펑 또한 민족 자수 수공예로 표현된 

정교하면서 화려한 중국 전통 문양과 디테일, 치파오, 전통 혼례복 등 

중국 전통 복식에 서양 복식의 실루엣을 결합한 방식으로 중국 전통 

공예를 계승하고 중국적 미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통성 강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물질 문화유산인 전통 수공예 기법에 대한 계승과 

상징적인 문양표현에 대한 추구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우 하이얜은 중국 고대 길상도안(吉祥图案)의 응용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중앙미술학원예술특보, 2018), 구오 페이는 

<구오 페이-중국미의 국제적 표현>이라는 주제의 인터뷰에서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인 자수는 중화민족 특유의 정신적 가치, 사고방식과 

문화의식을 함유하고 있고 역사발전의 증거이자 문화자원의 전달체” 

라고 밝혔다(CCTV, 2017). 장 즈펑 또한 전통 수공예 기법을 중국적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커스 공예를 

응용하기 위해 국가급 장인들과 협업하여 ‘루안펑솽치무단 

(鸾凤双栖牡丹)’ 화복(华服)을 완성하여 최초로 수도박물관에 소장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오늘도 전통 공예기법 계승자들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중국 전통을 소생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Tang & 

Zhang, 2014). 장 즈펑의 중국적 디자인 방식은 전통 공예기법과 

문양을 사용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이 주를 이루며 중국 전통문양의 

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중국 전통 문양은 단순히 여러 형태, 

자연물들의 조합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통 문양을 이루는 각 요소들은 

모두 상징성을 띄고 있으며 이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기호적 함의를 갖도록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Yoka, 2019) 

 

다섯번째,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이 전통문화를 숭상하는 민족화 

인식에는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짊어져야 할 국가적 

신분의 사명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오 페이와 지 원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적인 패션위크에 설 때 나는 단지 한명의 패션 디자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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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중국인으로서 민족의 자랑을 대표하는 신분이 된다. 나의 컬렉션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며 이를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Guo, 2015) 

 

“중국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중국 디자이너들이 오랫 동안 멀리 나아가려면 

반드시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1세대 디자이너들은 마땅히 다음 

세대의 디자이너들을 위해 중국 디자인이 나아 갈 미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중국 디자이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무대에서 중국 디자인을 선보이길 바란다” (Suo, 2012) 

 

이상의 인식을 종합해보면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이 민족화를 

강조하는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는 세계 패션 진출의 시작을 연 1세대 

패션 디자이너로서 중국 문화 전달의 책임감과 중국의 현대화된 패션을 

세계에 널리 알려 서양 세계에서 떠올리는 발전도상국가, 농업국가, 

창조성이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러한 강렬한 민족적 사명감은 1세대 

디자이너들에게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이끌어냈으며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추구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수 있는 중국적 디자인을 만들도록 

동기부여를 하였다.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패션계의 ‘초대 국가대표’의 신분을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은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대표적이며 중국의 국가 특색을 가장 직접적인 시각적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는 개인의 추구인 

동시에 국가적 수요이며 민족 문화 전달의 수요이다. 

 

2. 1 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 따른 조형성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서 도출된 민족화 

특성에 따른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 대상으로 5명의 

디자이너 당 4개, 총 20개의 컬렉션을 선정하였다. 모든 컬렉션은 

디자이너가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였음을 밝힌 것을 전제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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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컬렉션은 [표 3]과 같다. 

 

    [표 3]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 리스트 

디자이너 우 하이얜 구오 페이 장 즈펑 지 원보 로렌스 쉬 

시즌/컨셉 

1993 

<절정의 

시대 

(鼎盛时代)

> 

2006 SS 

<윤회(轮回)

> 

2007 SS 

<봉황(凤)> 

2004 

<동방신운-

매력중국 

(东方神韵-

魅力中国)> 

2005 

<공작(孔

雀)> 

2001 SS 

<동방사국 

(东方丝国)

> 

2009 SS 

<일천령일

야 

(一千零一夜

)> 

2008 FW 

<금수국색 

(锦绣国色)> 

2007 FW 

<병마용 

(兵马俑)> 

2010 

<동방상운 

(东方祥云)

> 

2006 SS 

<천하하방 

(天下河坊)

> 

2013 SS 

<용의 

이야기 

(龙的故事)> 

2009 SS 

<국색천향 

(国色天香)> 

2014 SS 

<서더 

(舍得)> 

2013 FW 

<수구(绣球

)> 

2019 SS 

<동방사국- 

‘후광’격변 

(东方丝国- 

‘弧光’聚

变)> 

2019 SS 

<청화(青

花)> 

2014 SS 

<대원(大元)

> 

2016 SS 

<당카(唐

卡)> 

2015 SS 

<돈황(敦煌

)> 

 

이상 컬렉션의 컨셉과 형, 색, 소재, 문양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컨셉 

 

컨셉은 패션 컬렉션에 있어 디자이너의 창작 영감과 의도 및 

컬렉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1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풍부한 영감을 얻으며 중국적 컨셉을 

통해 영감을 표현한다. 선정된 20개 컬렉션 중 구오 페이의 2009 SS 

<일천령일야(一千零一夜)> 컬렉션을 제외한 19개 컬렉션의 컨셉 및 

영감에서 중국적 요소가 활용되었다. 물질적 문화요소가 8개로 가장 

많이 고찰되었으며, 비물질적 문화요소가 7개, 자연요소가 4개, 

사상요소가 3개 컬렉션에서 고찰되었다. 그 중 5개 컬렉션(장 즈펑 

2007 SS, 장 즈펑 2009 SS, 로렌스 쉬 2005 FW, 지 원보 2007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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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보 2014 SS)에서는 2개 이상 종류의 중국적 요소가 응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물질적 문화요소에는 중국 전통 공예품인 청화자기(青花瓷), 

서안의 병마용(兵马俑)와 감숙성의 돈황 막고굴(敦煌莫高窟)이 3개 

이상의 컬렉션에서 응용되었으며, 외에 중국 전통 복식 중 수나라(隋朝) 

이후 명나라까지 황제가 착용했던 용포(龙袍)와 청나라 전통 혼례에 

사용되었던 화교(花轿)를 장식하는 비단천이 있다. 비물질적 

문화요소에는 중국 전통회화 중국화(国画)와 당나라 시녀도(唐代仕女图), 

대대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 자수기법(传统刺绣), 경극(京剧)과 

무술(武术), 신석기 시대(기원전 3400년경-기원전 2250년경) 중국 

장강지역의 양저문화(良渚文化)가 고찰되었다. 자연요소에는 중국 

전통문화에서 길상을 의미하는 동식물이 고찰되었으며, 사상요소에는 

도가사상에서 유래하여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 

가지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음양오행(阴阳五行) 사상과 불교교리에서 유래하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業)에 따라 육도(六道)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윤회(轮回)사상, 불교의 일파(一派)인 선종(禅宗)의 가르침과 

사상을 뜻하는 ‘선(禅)’이 고찰되었다. 

이상 컬렉션 컨셉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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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 컨셉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 

중국적 요소 컬렉션 컨셉/영감 

물질적 

문화요소 

(8) 

장 즈펑  

14 SS 
<대원(大元)>/ 원나라 청화자기(元朝青花瓷) 

우 하이얜 93 
<절정의 시대(鼎盛时代)>/ 돈황 

막고굴(敦煌莫高窟) 

로렌스 쉬 05 <공작(孔雀)>/ 청나라 화교포(清朝花轿布) 

로렌스 쉬 10 <동방상운(东方祥云)>/ 용포(龙袍) 

로렌스 쉬  

15 SS 
<돈황(敦煌)>/ 돈황 막고굴(敦煌莫高窟) 

지 원보  

04 FW 

<동방신운-매력중국(东方神韵-魅力中国)>/ 

돈황(敦煌) 

지 원보  

07 FW 
<병마용(兵马俑)>/ 병마용 

구오 페이  

2019 SS 
<청화(青花)>/ 청화자기(青花瓷) 

비물질적 

문화요소 

(7) 

장 즈펑  

07 SS 
<봉황(凤)>/ 당나라 시녀도(唐代仕女图) 

장 즈펑  

09 SS 
<국색천향(国色天香)>/ 중국화(国画) 

지 원보  

07 FW 
<병마용(兵马俑)> /경극(京剧)，무술(武术) 

지 원보  

14 SS 
<서더(舍得)>/ <태화곡경(太禾曲经)> 

지 원보  

16 SS 

<당카(唐卡)>/ 장족 전통문화 당카 

(中国藏族传统文化唐卡) 

우 하이얜  

19 SS 

<동방사국- ‘후광’격변(东方丝国-‘弧光’聚变)>/ 

양저 문화(良渚文化) 

로렌스 쉬  

13 FW 
2013 FW <수구(绣球)>/ 전통 자수(传统刺绣) 

자연요소 

(4) 

장 즈펑  

07 SS 
<봉황(凤)>/ 봉황 

장 즈펑  

09 SS 
<국색천향(国色天香)>/ 목단(牡丹) 

로렌스 쉬  

05 FW 
<공작(孔雀)>/ 공작새 

구오 페이  

13 SS 
<용의 이야기(龙的故事)>/ 용 

사상요소 

(3) 

우 하이얜  

01 SS 
<동방사국(东方丝国)>/ 음양오행(阴阳五行) 

지 원보  

14 SS 
<서더(舍得)>/ 불교 사상 ‘선’(‘禅’) 

구오 페이  

06 SS 
<윤회(轮回)>/ 불교 윤회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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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우 하이얜의 1993년 ‘절정의 시대’ 컬렉션은 물질적 

문화요소인 역사문물 돈황막고굴(敦煌莫高窟)의 웅장한 불교 벽화들과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중국 당나라의 풍격을 표현하였으며(China Silk 

Museum, 2021)<그림 1>, 구오 페이는 중화 민족의 상징물인 용을 

모티브로 2013 SS 컬렉션의 컨셉을 “용의 이야기(龙的故事)”로 

구상하여 중국 여성들의 독립적이고 강직한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Suo & Li, 2012)<그림 2>. 지 원보의 밀라노 패션위크 진출작인 

2007 FW 컬렉션은 중국 고대 유적이자 세계유산인 진시황 

‘병마용(兵马俑)’을 컨셉으로 진나라 병사들의 형상을 모방한 예술가들이 

경극(京剧)의 형식으로 쿵푸(功夫拳)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병마용은 물질적 문화요소로 중국의 전통적인 전사(战士)의 형상을 

상징한다. 장 즈펑의 2007 SS 컬렉션은  중국 고대 황실의 권력, 

고귀함과 길상함을 상징하는 영물인 ‘봉황(凤)’을 컨셉으로 당나라의 

회화작품인  ‘당나라 시녀도(唐代仕女图)’를 장치배경으로 설치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한나라와 당나라의 화려한 복식 이미지를 

재현하였다(Dai et al., 2006)<그림 3>. 로렌스 쉬의 2015 SS 파리 

패션위크 <돈황> 컬렉션은 동양의 역사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돈황 

유적을 영감으로 전통 악기인 피리(笛子)와 피파(琵琶) 연주의 정서적 

고취하에 현대 패션 예술과 고대 문명의 결합을 구현하였다(Itaiwan 

news, 2015)<그림 4>.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우 하이얜            구오 페이         장 즈펑        로렌스 쉬 

1993               2013 SS         2007 SS        2015 SS 

 

이상의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컨셉에서 고찰 된 2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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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적 요소들은 모두 고대 특정시기 또는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 문화에서 기원한 요소들이며 용, 봉황과 같이 고대 중국 

문화의 상징성을 가지는 자연요소의 기호들을 컨셉에 응용하여 직접적인 

시각 연상을 유도한다.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 특색의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상징적인 키워드로 컨셉을 구현하는 상징적 

기호화 방식을 통해 민족화 특성을 나타낸다.  

 

2) 형 

 

컨셉에서 중국적 요소를 활용한 19개 컬렉션 중 5개 컬렉션(장 

즈펑 2007 SS, 로렌스 쉬 2010, 로렌스 쉬 2013 FW, 로렌스 쉬 2015 

SS, 구오 페이 2006 SS)을 제외한 14개 컬렉션 및 구오 페이 2009 SS 

컬렉션에서 추가로 형에서 중국적 요소를 응용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해당 중국적 요소들은 모두 물질적 문화요소로 중국 전통 복식에서 

파생된 형은 12개 컬렉션, 복식 외에 물질적 요소에서 파생된 형은 4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장 즈펑의 2008 FW 컬렉션에서는 두가지 

유형이 동시에 고찰되었다.  

복식에서 파생된 형에서는 치파오(旗袍)의 실루엣 및 차이나 

칼라(旗袍领)의 디테일이 7개 컬렉션(장 즈펑 2009 SS, 장 즈펑 2019 

SS, 우 하이얜 2001 SS, 로렌스 쉬 2005, 구오 페이 2009 SS, 구오 

페이 2013 SS, 구오 페이 2019 SS)으로 가장 많이 응용되었고, 

운견(云肩)이 3개 컬렉션(장 즈펑 2008 FW, 구오 페이 2009 SS, 구오 

페이 2013 SS), 한푸(汉服)의 부분적 특징인 넓은 포와 큰 

소매(宽袍大袖)가 2개 컬렉션(지 원보 2004, 지 원보 2007 FW), 전통 

매듭(盘扣)이 2개 컬렉션(구오 페이 2009 SS, 구오 페이 2013 SS), 

두도우(肚兜)가 2개 컬렉션(우 하이얜 2001 SS, 구오 페이 2013 

SS)에서 응용되었다. 외에 중국결(中国结), 중산복 칼라(中山领), 술 

장식(流苏) 등이 있다. 물질적 요소에서 파생된 형에는 고대 

말안장(马鞍), 중국식 창살(窗棂), 중국 고대 정자루각(亭台楼阁) 등이 

응용되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장 징추(张静初)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착용한 

로렌스 쉬의 <공작(孔雀)>은 서양의 드레이핑 기법과 중국 차이나 

칼라의 디테일을 혼합한 형을 선보였다(Xushi net, 2015)<그림 5>. 우 

하이얜의 2006 SS 컬렉션에서는 물질적 문화요소인 중국 고대 건축물의 

창살을 응용한 구조물을 통해 중국 건축의 미를 패션에 접목하였으며 



 

 51 

서양의 드레이핑과 결합하였다(Hongkong Garments College, 

2016)<그림 6>. 구오 페이의 청화자기(青花瓷)를 영감으로 한 2019 SS 

컬렉션은 서양 드레스에 차이나 칼라를 적용하였다<그림 7>. 두가지 

유형이 모두 고찰 된 장 즈펑의 2008 FW 컬렉션에서는 중국 전통 

복식의 중식 운견칼라(云肩领), 명, 청나라의 웨화췬(月华裙) 등 복식의 

디테일과 중국 전통 문화요소 중 물질적 요소인 전통부채 퇀산(团扇), 

황실에서 사용하는 등을 가리키는 궁등(宫灯), 전통 공예품 

루이(如意)，고대 전사들 갑옷의 형태를 가리키는 카이지아(铠甲)가 

함께 응용되었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서양의 드레이핑 기법을 이용한 

튜브 드레스, 코르셋, 머메이드 드레스 등 실루엣을 차용하여 동서양의 

형을 융합하였다(China Fashion, 2007)<그림 8>.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로렌스 쉬          우 하이얜         구오 페이          장 즈펑 

2005             2006 SS          2019 SS          2008 FW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형은 중산복에서 파생된 

형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전통 복식 또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기원한 

물질적 요소에서 파생되었으며 치파오와 같은 상징적인 형을 직접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상징적 기호화 방식으로 전통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화 

특성을 뒷받침해준다. 반면 중국적 형을 응용함에 있어 1세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는 서양 복식의 드레이핑 기법의 응용을 다수 

찾아볼수 있었는 바, 특히 다양한 해외 경험을 갖고 있는 로렌스 쉬는 

2005년 컬렉션에서 차이나 칼라의 디테일 응용을 제외한 모든 컬렉션의 

형에서 서양 드레이핑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중국적 디자인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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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부터 중국 복식의 형은 대부분 평면화된 특성을 가진다. 서양 

복식의 형은 입체적이면서 인체의 굴곡을 표현하거나 코르셋과 같이 

복식을 통해 인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형의 다양성을 추구한 

것과 달리 중국의 남녀 복식은 형태 차이도 크지 않았으며 제한적인 

평면형 위에 문양과 색상, 수공예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쉽게 말해 

서양 복식의 형은 조각물과 같이 입체적인 구조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중국 고대 복식은 평면위에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중국 복식의 전체적인 형의 응용은 패션의 

현대화적인 구조 표현에 있어 상대적으로 표현의 제한성을 보이며 이에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테일과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혼합하거나 또는  

중국 전통 복식의 형을 서양의 기법으로 재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적 

디자인의 형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형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민족화 

특성은 중국의 전통 복식 또는 물질적 형태와 서양의 복식 구조를 

혼합하는 방식을 통해 표현되었다. 

 

3) 색 

 

색은 복식의 조형적 요소들 중 가장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패션 

스타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 전통색은 크게 

음양오행의 영향하에 황색(土), 적색(火), 청색(木), 흑색(水), 백색(金)의 

5가지 색으로 구성된다(계림팔황금수미술관, 2020). 그 중 적색은 

왕족들의 복식 외에 고대 궁벽（宫壁）이나 제등(灯笼), 고대 인감 

도장(印章), 춘련(春联) 등 광범위한 중국 전통 문화 요소들에 사용되는 

대표성을 띄는 색으로서 남방주작(南方朱雀)과 태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길상의 징조로 여겨진다. 금색과 명황색은 청나라 황제, 황후, 황태후만 

사용이 가능했을 정도로 중국 고대 최고 권력과 존귀함, 화려함을 

상징하는 색이며 대지를 다스리는 중앙(中央)을 상징한다. 중국 

전통색에서 가리키는 청색은 남색과 녹색이 혼합한 색으로 비취(翡翠)의 

색상에 가장 가까우며 동방청룡(东方青龙)과 목(木)의 기운을 상징한다. 

또한 청색은 고대 평민들이 주로 사용한 색상으로 정적이고 소박한 

기운을 상징하며 남색에 가까운 청색을 이용한 민간 전통 남색 

문양천(蓝印花布), 남색 날염천(靛蓝蜡染布) 등이 성행하였다. 흑색은 

고대 중국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숭배한 색으로 북방의 현무(北方玄武)를 

상징하며 특히 진시황시기 제왕의 색(帝王之色)으로 불리우며 강하고 

압도적인 기세와 힘을 상징한다. 백색은 서방백호(西方白虎)와 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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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을 상징하는 색으로 상(丧)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인들은 예로 부터 색을 통해 정서적인 기운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20개 컬렉션 중 중국적 색의 사용은 

3개 컬렉션(지 원보 2014 SS, 지 원보 2016 SS, 우 하이얜 2006 SS)을 

제외한 17개 컬렉션에서 나타났다. 그 중 중국 전통색의 직접적인 

응용은 14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중국 전통 문화요소 중 물질적 

문화요소에서 추출한 색의 응용이 3개 컬렉션(우 하이얜 1993, 로렌스 

쉬 2015 SS, 구오 페이 2019 SS)에서 나타났다. 

중국 전통색의 직접적인 응용에서 ‘중국홍(中国红)’이라고 칭하는 

적색의 응용이 9개 컬렉션(지 원보 2004, 장 즈펑 2007 SS, 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09 SS, 우 하이얜 2001 SS, 우 하이얜 2019 SS, 

로렌스 쉬 2005, 구오 페이 2009 SS, 구오 페이 2013 SS)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흑색이 6개 컬렉션(지 원보 2004, 지 원보 2007 FW, 

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14 SS, 장 즈펑 2009 SS, 구오 페이 

2013 SS), 청색이 6개 컬렉션(지 원보 2004, 장 즈펑 2009 SS, 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14 SS, 로렌스 쉬 2013 SS, 구오 페이 2009 

SS), 명황색이 5개 컬렉션(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14 SS, 로렌스 

쉬 2010, 로렌스 쉬 2013 SS, 구오 페이 2013 SS)에서 나타났으며 

백색이 4개 컬렉션에서 나타났다. 그 중 6개 컬렉션(지 원보 2004, 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14 SS, 장 즈펑 2009 SS, 로렌스 쉬 2013 

FW, 구오 페이 2013 SS)에서 4개 이상의 전통색이 동시에 

응용되었으며 1세대 디자이너들 중 장 즈펑이 가장 높은 빈도로 중국 

전통색을 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통 문화요소 중 물질적 

문화요소에서 추출한 색에는 문화 유적인 돈황 막고굴의 벽화가 2개 

컬렉션, 청화자기가 1개 컬렉션에서 응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지 원보의 2004 파리 컬렉션에서는 고채도의 적색을 

대량 사용하여 강렬한 시각적 형상을 구현하였으며<그림 9>, 장 즈펑의 

2008 FW 컬렉션에서는 중국 전통색을 대량 응용하였는데 진나라의 

기세를 상징하는 흑색, 남북조 시기를 대표하는 남색, 송나라를 

대표하는 녹색, 황권을 상징하는 황색과 중국홍의 적색이 모두 

나타났다(China Fashion, 2007)<그림 10>. 진시황 병마용을 컨셉으로 

한 지 원보의 2007 FW 컬렉션에서는 ‘제왕의 색’인 흑색을 

응용하였으며(China Textile, 2013)<그림 11>, 로렌스 쉬의 2013 FW 

컬렉션에서는 고대 황족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명황색을 사용하여 

존귀함과 화려함을 부여하였다(Qingyuwang, 2013)<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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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지 원보              장 즈펑            지 원보         로렌스 쉬  

2004              2008 FW          2007 FW        2013 FW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색은 중국 고대 사회의 질서 

및 문화와 음양오행의 전통 정신을 함유한 전통 색을 중심으로 

응용되었으며 강한 대비감과 높은 채도의 전통색 배합으로 나타난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전통색을 기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컬렉션 컨셉과 호응을 이루고 있으며 트렌드 컬러를 디자인에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전통 색의 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1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이 전통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화 특성은 

전통색의 상징적 기호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4) 소재 

 

소재는 복식을 구성하는 물질적 기초이며 디자인의 구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고대 춘추전국 시대부터 금(锦), 사(纱), 후(縠) 등 10여 

종류의 견(丝)직물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서한 시기 전통 실크(丝绸, 

비단)가 ‘실크 로드(丝绸之路)’를 통해 서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소재로 알려졌다(전국방직넷, 2018). 중국 전통 실크 

소재는 특유의 광택과 유연성, 부드러운 질감과 화려한 색감으로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세대 디자이너들의 20개 컬렉션 중 중국적 소재의 사용은 2개 

컬렉션(우 하이얜 1993, 구오 페이 2006 SS)을 제외한 18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전통 실크 소재가 모든 컬렉션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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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개 컬렉션(지 원보 2007 FW, 지 원보 2016 

SS<그림 13>) 에서는 실크와 마(麻) 소재를 결합하였으며, 6개 

컬렉션(장 즈펑 2007 SS, 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09 SS, 장 즈펑 

2014 SS, 로렌스 쉬 2010, 로렌스 쉬 2013 FW 컬렉션)에서는 고대 

황실에서 사용한 최고급 실크인 운금(云锦)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장 즈펑의 2014 SS 컬렉션에서는 커스(缂丝) 기법을 

활용한 운금실크를 사용하였다(Ne. Tiger, 2013)<그림 14>. 중국 전통 

실크의 1인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우 하이얜은 2001 컬렉션에서 전통 

실크에 자수 기법을 사용하였고<그림 15>, 2019 SS 컬렉션에서는 

실크에 자수, 염색, 프린팅 기법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절강성디자인협회, 2019)<그림 16>.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지 원보          장 즈펑            우 하이얜          우 하이얜 

2016 SS         2014 SS             2001             2019 SS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소재 사용은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전통 소재인 실크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 고대로부터 전통 

실크는 서양 나라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접촉하고 이해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으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전통 문양, 공예기법, 색상이 

서양에 전파되었고 지금까지도 실크는 중국이 동서양 문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전통 문화유산으로 손꼽히고 있다.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전통 실크의 사용은 고대 중국의 휘황시기(辉煌时期)를 재현하고  

선조들의 심미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전통 소재를 계승함으로써 

화려하면서 독특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소재 측면에서의 민족화 특성은 대표적인 전통 소재의 계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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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상징적 이미지 연상의 기호적 방식으로 표현된다.  

 

5) 문양 

 

문양은 패션 디자인 표현 방식의 중요한 매개체이고 형식미의 

법칙을 함유하고 있으며 공예 기법을 사용한 구상(具象)적이거나 

추상(抽象)적인 장식이 소재 위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전통 

문양은 고대 중국인들이 자연과 인간은 합일체라는 것을 뜻하는 

‘천인합일’ 사상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상상을 통해 인간 

문명과 중화민족의 정신을 담아낸 기호적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용문양은 중국 신화속 하늘과 땅을 이어주며 강력한 힘을 가진 생물로 

절대적인 권력과 힘, 행운을 상징한다. 난초(兰花), 참대(竹子), 

국화(菊花)는 우아함과 숭고함을 상징하며 석류(石榴)는 다산과 다복을 

상징한다(Xu, 2020).  

중국 전통 문양을 구현하는 주요 수단은 전통 자수 공예기법인데 

이는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대표적으로 ‘4대명수(四大名绣)’로 불리는 

강소의 소수(苏绣), 호남의 상수(湘绣), 광동의 월수(粤绣), 사천의 

촉수(蜀绣)가 있으며 그 외에 소수민족 자수공예기법인 강수(羌绣), 

묘수(苗绣), 좡수(壮绣), 이수(彝绣) 등이 있다(Guangzhouribao, 2021).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전통 자수 공예기법을 통해 전통 문양의 

직접 응용 또는 전통 문화요소에서 파생된 문양을 중국적 문양으로 

응용하면서 전통미의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1세대 디자이너들의 20개 컬렉션 중 중국적 문양의 사용은 20개 

컬렉션 모두에서 나타났다. 중국 전통 문양의 직접 응용은 12개 

컬렉션(지원보 2004, 장 즈펑 2007 SS, 장 즈펑 2008 FW, 장 즈펑 

2014 SS, 장 즈펑 2009 SS, 우 하이얜 2006 SS, 로렌스 쉬 2005, 

로렌스 쉬 2010, 로렌스 쉬 2015 SS, 구오 페이 2006 SS, 구오 페이 

2013 SS, 구오 페이 2019 SS)에서 나타났으며 전통 문화요소에서 

파생된 문양 활용은 11개 컬렉션, 두가지 유형이 동시에 고찰 된 

컬렉션은 3개로 나타났다.  

전통 문양의 직접 응용에는 주로 길상 도안에 포함되는 

목단(牡丹)과 용(龙)이 5개 컬렉션, 봉황(凤凰)이 4개 컬렉션, 

까치(喜鹊)가 3개 컬렉션, 수문(水纹) 이 3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이외에 화문(火纹), 운문(云纹) 등 문양이 고찰되었다. 그리고 전통 문화 

요소들 중 물질적 문화요소와 비물질적 문화요소에서 파생된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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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나타났는데 당카(唐卡), 병마용(兵马俑), 당나라 평민들의 

생활문화, 명나라 벽화, 청화자기(青花瓷), 송나라의 회화작품 등이 

고찰되었다. 다양한 전통 자수 공예기법은 10개 컬렉션에서 

고찰되었으며 디자이너들 중 장 즈펑과 구오 페이는 전 컬렉션에서 전통 

자수기법을 혼합하여 응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장 즈펑의 2009 SS 컬렉션에서는 운견(云锦) 위에 4대 

전통 자수라고 불리우는 한수(汉绣), 묘수(苗绣), 좡수(壮绣), 이수(彝绣) 

기법을 사용하여 중국 국화와 길상과 부귀함을 상징하는 목단(牡丹) 

문양을 구현하였다(Li, 2009)<그림 17>. 장 즈펑의 2014 

SS 컬렉션에서는 소수민족 전통 자수인 강수(羌绣)를 대량 사용하여 

사천 문천(汶川）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수 장인들과 강족 

지역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며 컬렉션 전반을 걸쳐 전통 

화문(火纹), 류금(鎏金), 청화용문(青花龙纹)과 같은 양(阳)의 기운을 

상징하는 도안들을 대량 사용하여 남성복을 디자인하였다(Lifeweek, 

2013)<그림 18>. 2010년 칸영화제에서 판 빙빙(范冰冰)이 착용한 

로렌스 쉬의 <동방상운-용포(东方祥云-龙袍)>는 고대 중국의 황족을 

상징하는 황색과 더불어 용과 길상의 기운을 뜻하는 수문(水纹), 

오색상운(五彩祥云) 문양을 사용하여 위엄과 화려함, 상서로운 기운을 

상징하였다(중국담방, 2010)<그림 19>. 우 하이얜의 2001 

<동방사국(东方丝国)> 컬렉션에서는 베이징 법해사(法海寺)의 명나라 

벽화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불중보살(佛众菩萨), 스물제천(二十诸天), 

비천선녀(飞天仙女), 산수상운(山水祥云) 등 고대 문양장식을 

응용하였다(Lunwendaohang wang, 2021)<그림 20>. 로렌스 쉬의 2013 

FW 컬렉션에서는 송나라 화가 리 디(李迪)의 <설수한축도(雪树寒禽 

图)>를 문양으로 재해석 하여 묘수(苗绣)의 전통 수공예기법으로 

구현하였다(Chinese Fashion Assosciation, 2013). 서양식 드레이핑과 

고전적이고 동양적인 문양 요소, 대담한 색상 응용을 가미한 중국적 

디자인은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선사하면서 미의 결합을 보여준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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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장 즈펑                  장 즈펑                 로렌스 쉬 

2009 SS                 2014 SS                  2010 

     

<그림 20>              <그림 21> 

우 하이얜               로렌스 쉬 

2001                  2013 FW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문양 응용은 상징적 길상 

도안의 직접적인 응용과 전통 문화요소에서 파생된 문양 활용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전통 자수 공예기법을 활용하여 비물질 문화유산의 

계승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세대 디자이너들이 문양을 사용한 

표현방식은 복식의 외적 시각효과를 강화하는 장식요소인 동시에 상징적 

함의를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 모든 컬렉션에서 중국적 문양 응용이 

고찰됨에 따라 문양의 응용은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중국적 표현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상징성을 띈 도안들을 조합 또는 변화를 주어 사용하는 것은 

기호적 방식을 통해 중국 전통문화와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함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양의 측면에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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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의 민족화 특성은 상징적 기호화 방식으로 표현된다. 

위와 같이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컨셉, 형, 색, 소재, 문양 5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중국적 

컨셉의 응용이 19개 컬렉션, 중국적 형의 응용이 15개 컬렉션, 중국적 

색의 응용이 17개 컬렉션, 중국적 소재의 응용이 18개 컬렉션, 중국적 

문양의 응용이 20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전통 요소들의 대량 

응용으로 전통문화를 숭상하는 민족화 특성을 보인다. 그 중 모든 

측면에서 중국 전통 문화요소의 상징성을 구현하는 직접적인 기호화 

표현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형에서는 중국 전통과 서양 구조미의 혼합적 

표현방식이 사용되었다. 종합적으로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응용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양의 구조적 

요소들을 차용함으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전통색의 사용, 전통 

공예 기법의 이용, 전통 문화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양의 대량 

응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전통문화를 숭상하는 민족화 인식 특성에 

따른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징적 

기호화’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제한적 범위에서 유형화 요소들의 직접 

응용’으로 간략하여 설명할수 있다. 전반적으로 치파오, 적색, 실크, 전통 

도안 등 여러 공통된 단일 전통 요소들의 반복 응용이 두드러졌고 

디자인에 응용된 중국적 요소들의 유형에 있어서도 물질적 문화요소의 

직접 응용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전통 요소들을 제외한 중국 현대 문화 

요소들의 응용은 고찰되지 않았다.  

이외에 형을 중심으로 서양 복식과의 융합을 통한 중국적 디자인 

표현 방식도 고찰되었는 바, 서양 복식의 구조를 차용하여 중국적 

디자인의 세계화 표현을 구현하고 있다. 색상 응용의 측면에서는 강한 

대비감과 높은 채도의 전통색을 중심으로 배합의 변화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색상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색의 응용에 

있어 단순히 미적 조합이나 트렌드 컬러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의도적으로 상징적 함의를 중국 전통 색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재 측면에서는 원가가 높으며 내구성이 낮고 높은 수준의 

제작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통 실크와 전통 수공예 기법을 사용하여 

대량 생산의 방식이 아닌 극소량 제작 방식으로 작품의 희소성과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중국 전통 문화의 예술적 계승을 이어가고 있다. 

문양은 1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방식으로 상징적 의미의 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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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전통 도안들은 중국 전통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적 문양의 핵심적인 응용 요소로 사용되며 전통 도안의 응용은 전통 

수공예기법과 결합되어 사용되며 표면적으로 패션의 시각적, 장식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며 다양한 도안들로 

이루어진 화려한 중국적 문양은 관찰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 

동시에 전통 도안에는 모두 각각의 상징성이 있어 기호들의 조합을 통해 

디자이너의 작품에 스토리텔링이 가능케 하며 전통 수공예의 계승 

정신을 겸비하여 중국인들의 전통 정신이 담겨져 있게 한다. 1세대 

디자이너들이 전통 문양에 대한 추구는 근본적으로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호들이 가진 상징적 함의에 대한 숭상을 

동반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 전통 문화의 함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전통 문양에 대해 단순히 여러 

시각적 요소들의 조합 또는 배열로 인식할 것이며 디자이너들 또한 

상징적인 기호화 방식으로 중국적 패션을 디자인하면서 상징성이라는 

틀에 갇혀 제한적인 기호들의 반복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1세대 디자이너들의 상징적 기호화 특성은 강렬하고 화려한 중국적 

패션의 대표적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에 기여한 동시에 

오랜 기간동안 세계인들이 중국적 패션에 대한 고정적 인식과 단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량의 기호 문양을 

사용하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을 시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중국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더욱 다양한 요소들의 응용을 제한하게 되고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 2 절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조형성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1960년대 말~1970년대에 

출생하여 중국 개혁개방 초기 사상 해방이 성행하던 시기에 유년시절을 

보냈다. 2세대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었다. 더욱이 2001년의 WTO 가입, 2003년 

APEC 정상 회의 개최로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문화수입(文化输入)’ 전략을 실행하면서 외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접수하여 자국의 문화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수출(文化输出)’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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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여 중국의 전통문화를 신속하게 해외에 전파하였다(Duan, 2002). 

다원화된 문화가 공존하는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수출’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2세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상대적으로 

단일적인 기호화 성질을 띄는 중국적 디자인으로부터 전통문화에 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다 본질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중국적 

디자인의 내재적 근원을 탐구하는 조류가 형성되었다.  

패션 교육 및 시스템의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양의 

패션교육이 유입되면서 패션 교육의 다양성과 실무성이 제고되었고(Wu, 

2009), 이에 따라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에 비해 입체적인 인체와 

복식의 구조에 대한 탐구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비 출국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되었고, 세계 패션 무대에 진출하는 

중국 디자이너들의 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국내 디자이너들 사이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다원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1세대 디자이너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전통문화를 연구하였으며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였다. 1세대 디자이너들이 전통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화의 인식 속에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들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적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2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핵심은 중국 전통 

사상에서 기원하는 더욱 정신적인 고양이라고 인식하며 이에 따른 

상이한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마 커, 량 즈, 왕 이양, 뤄 정, 우마 왕의 

중국적 디자인에 관한 인터뷰 영상, 기사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1. 고대 제자백가(诸子百家) 철학사상에 기반하는 무형화 인식 

 

중국 전통 철학사상은 고대 춘추전국(春秋战国)시기 ‘백가쟁명 

(百家争鸣)’ 하에 제자백가로 칭해지는 유가(儒家), 도가(道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등 다양한 학파들의 철학사상에서 기원한 중국 

고대 전통 문화의 정수(精髓)이며 이는 <논어(论语)>, <노자(老子)> 등 

고대 저서들을 통해 후세에 전해진다. 고대로부터 ‘인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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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格主义)’를 뜻하는 인간의 정신과 사상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인간이 물질에 대한 추구에서 보다 높은 차원인 정신적 추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약을 이끌었다. 또한 인격주의와 함께 선진(先秦)시기부터 

명청(明清)시기까지 유가와 도가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학파들이 

선양한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은 존재론적인 사고로 중국 고대 

철학사상의 주요한 기조(基调)를 형성하였다(Zhu, 2005).  

‘천인합일’ 사상은 중국 전통 철학사상의 독특한 고유 관점으로서 

‘천(天)’은 모든 자연계를, ‘인(人)’은 인간을 가리키며 ‘천(天)’과 

‘인(人)’이라는 두가지 범주의 상호관계성을 다룬다. ‘천인합일’ 사상의 

주요한 내적 함의는 첫째로,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고 둘은 통일된 

전체로 불가분리적이며 동일한 규율을 따른 다는 것, 둘째로, 생명의 

원리는 음양의 상호작용이며 인간과 자연은 이러한 규율에 따라 음양의 

조화를 통한 화합을 이룬다는 것, 셋째로는 우주만물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Zhao, 1985).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천인합일’ 사상을 중국적 디자인의 

문화적 핵심으로 보고 물질보다 정신적 추구를 중요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을 숭상하는 기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아래와 같은 다수의 인터뷰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국적 

디자인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한다. 

디자이너 마 커는 패션을 통해 춘추전국시기에 유래한 도가의 

철학사상을 전달하며 화려하고 장식적이지 않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덜어내는 생활 태도를 지향한다. 그의 사상 핵심은 노자의 <도덕경(道德

经)>에서 비롯한 ‘만물은 때에 따라 소생 및 발전하며 결국에는 태초의 

본질로 돌아오게 된다(万物并作, 吾以观复，夫物芸芸，各负其 归根)’는 

철학이며, 그의 디자인은 노자(老子)의 ‘천인합일’ 철학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지향함으로써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는 형태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추구한다. 마 커는 중국적 디자인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패션은 단순히 실용성과 장식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감정과 정신세계에서 출발 

해야 되는 것이다.”(Luxury Theme, 2015) 

 



 

 63 

량 즈 또한 중국적 디자인을 통해 함축적인 형식미와 운치를 

표현하고 사치스럽지 않고 천연의 것을 숭상하는 태도, 평화롭고, 

고요하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중국 정취와 인문 정서 및 내재된 

지성미(知性美)와 기질을 표현한다. 이러한 추구는 고대 ‘천인합일’의 

사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하며 아래의 인식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의 근원은 인간과 자연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것이며, 자연의 

색을 담은 소색(素色), 천연 직물, 자연스러운 형태를 통해 동양인들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조화로운 정서를 표현한다. 나의 디자인은 현시대 

환경 보호 인식과도 일치하며 중국의 사상과 정신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Su, 2014) 

 

둘째, 2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적 패션 디자인을 통해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내재적인 정신적 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왕 이양은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본토 디자이너로 중국의 시대적 

정서를 디자인을 통해 표현한다. 그의 디자인은 형식적인 것보다 복식과 

인간 사이의 이해, 상호작용 및 화합을 중요시한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년시절을 보낸 1970년대는 지금과 같은 극도의 물질 추구가 

적었던 시대였으며 당시의 기억은 나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국스러운 시대였으며 당시 특유의 

소박하고 평온한 시대적 정서는 나의 디자인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Vogue, 2010) 

 

“중국의 철학 사상중 ‘허(虚)’와 ‘실(实), ‘공(空)’과 ‘유(有)’의 대비와 

운율은 척도상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복식 관계의 미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나의 디자인을 통해 또다른 정신적인 고양을 

유도할수 있다면 ‘화(化)’의 경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더욱 

오랜 시간동안 깊이 있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SJFZXM.NET, 2011) 

 

왕 이양은 ‘천인합일’의 사상에서 발전하여 중국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가 바로 미니멀하면서 평화롭고 소박하면서 고요한 

정서라로 인지하며 인간과 물질사이의 상호작용의 미를 패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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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는 중국인들의 사상, 정서와 생활을 디자인 

미학으로 풀어내 현대 중국 문화를 표현하며 중국적 디자인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닌 무형으로의 승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 커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서양의 

조류를 맹목적으로 쫓지 말며 민족 문화를 통해 중국인들이 표현 할 수 

있는 독특한 미를 추구해야 한다. 화려하고 피상적인 것들 보다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내재적인 정신적 고양은 빠른 유행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랜 

가치를 지닌다.”(CRJ online, 2014） 

 

뤄 정은 도가의 대표적 인물인 장자(庄子)의 철학사상 중 ‘천인합일, 

도법자연, 화합상생(天人合一，道法自然、和谐相生)’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조화미를 추구하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동방미학의 함축적인 시적 정서, 부드럽고 유창한 실루엣, 

자연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디자인 요소로 Piaoyi(飘逸)로 일컫어 지는 

동적인 미학을 표현한다. 그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태가 아닌 본질을 취하고, 물질에 내적 사상을 투영하여야 

한다(去其形，取其质，以心照物), 물질과 내적 사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면으로부터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표면에 

투영되어야 하며, 형식이나 기호들을 단순하게 겹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상으로 부터 기원하여 물질에 표현해야 한다. 중국 전통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CRJ online, 2018) 

 

“나는 중국의 많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중국만의 독특한 디자인 

언어를 만들고자 한다. 인간이 근본(以人为本)이 되어 인간과 

복식(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표현되는 미가 바로 

동방미학이다.”(Xuehua Xinwe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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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패션 디자인을 

‘천인합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기(气)의 개념과 연결지어 무형인 

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2세대 디자이너들 중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는 우마 왕은 

‘기(气)’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디자인을 할 때 느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气)를 어떤 

재료와 실루엣으로 표현해야 할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기’의 개념을 중국적 미학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서양의 미적 

표현을 따르는 것보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Tatler, 

2020) 

 

“나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중국 철학과 정신은 디자인을 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함축적인 중국의 미를 표현하도록 유도하곤 한다”(Ciqi, 

2018) 

 

우마 왕이 추구하고 있는 ‘기’는 장자가 기상학에서의 운치(云气)와 

인간의 숨(呼吸)을 연관지어 기질(气息)이 형성되어 인간의 정신과 

연결된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천인합일’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이 ‘기’로 연결되어 인간의 중요한 

외적 표현으로 조화롭고 내적이며 무형인 힘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는 무형의 존재이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마 왕의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기호화된 중국 요소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색상과 

소재에 대한 독특한 구현, 실루엣의 공간적 표현 등을 통해 무형의 

동방적 ‘기’가 느껴지게 한다. 

넷째,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근본이 되는 

‘천인합일’ 철학사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중국적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였다. 

마 커는 자신이 디자이너로서 시종 견지하고 있는 신념은 ‘세계에 

중국의 정신적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민족 오리지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며(Xinjingbao, 2016), 2007년 파리 패션위크에 진출하면서 

외국인들이 중국 사상과 패션 철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노경목, 2013). 마 커는 중국 고유의 정수가 담긴 

디자인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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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에서 중국 디자인에 대해 서양 패션의 모방 또는 표절로 

생각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완전한 중국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Yoho Boys, 2019) 

 

여기서 마 커가 가리키는 중국 자체의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국 문화 근본으로의 회귀 즉 중국 요소 중 사상요소에서 

기원하는 ‘중국 정신’을 고양하며 중국의 전통 철학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마 커는 근본적인 정신적 가치가 담긴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함과 동시에 전통 수공예를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전국의 민간 수공예인들을 찾아 수공예 기법들을 

전수받음으로써 중국 전통 수공예의 부활에 앞장서고 있다. 마 커는 

전통 수공예가 가지는 ‘천인합일’의 자연 친화적인 특징과 내재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중국인들의 소박하고 근면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국적인 것’이고 오랫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는 정신이기에 반드시 

계승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책임은 과거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계승의 책임, 현재의 도덕적 책임, 미래의 생태환경에 대한 책임이 

공존한다”(Huxiu, 2013)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것은 디자이너로서의 일생의 

목적이자 사명이다. 중국 수공예,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계승, 학습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 수공예 기술들을 활용한 중국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창조하고자 한다.”(Yoho boys, 2019) 

 

우마 왕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디자이너로서 중국의 우수한 

철학사상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밝혔으며(Tatler, 

2020), 량 즈 또한  중국 전통 친환경 실크 소재인 향운사(香云纱, 

莨绸)의 대표주자로 사명감을 갖고 중국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량 즈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외에서 나는 중국 디자이너라는 신분과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운사 소재의 사용을 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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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디자이너로서 일시적인 경제적 효익이 아닌 사라져 가고 있는 

고대의 천연 기술을 되살리려는 책임감이다. 나의 디자인은 전통의 것을 

그대로 옮겨오거나 중국 전통의 기호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함축적인 미, 

민족의 정서를 함유하는데 중점을 둔다.”(서안공정대학, 2012) 

 

“패션이라는 세계적 언어로 중국 전통 문화를 전달하며 향운사라는 

개체를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전통 소재의 새로운 생명력을 개척하여 중국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다.” (서안공정대학, 2012) 

 

이상과 같이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진정한 중국 디자인의 

근본은 중국 전통 문화의 정신적 본질 즉 고대 철학사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근본에서 출발하여 정신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이야 말로 가장 

순수한 중국 고유의 것들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한다.  

1세대 디자이너들과 2세대 디자이너들 모두 중국적 디자인을  

고대의 전통 문화요소들에서 비롯되는 계승이라고 인정하지만 1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특색을 직접적인 유형의 전통요소들로 

표현되는 민족성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2세대 디자이너들은 더욱 

본질적인 정신과 사상으로부터 발현되는 무형(无形)의 미적 가치라고 

인식한다. 

중국의 문화는 단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인 탐구에서 비롯하는 내재적 정신이며 이는 중국 문화 전반 및 

중국인들에게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적 디자인을 세계에 

선보임에 있어 용, 치파오와 같이 특정된 기호들로 인식되는 제한적인 

이미지는 쉽게 단편적인 ‘중국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세계인들이 

입체적인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기호나 장식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쉽게 도태되는 반면 고대의 우수한 철학사상과 

정신들은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해석되면서 오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표면적인 장식요소들이 초래할 수 있는 본질의 왜곡 

또한 중국 전통 문화의 심오한 정신적 측면과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함축하여 표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세대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중국적 디자인에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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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 따른 조형성 

 

2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서 도출된 무형화 

특성에 따른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 대상으로 5명의 

디자이너 당 4개, 총 20개의 컬렉션을 선정하였다. 모든 컬렉션은 

디자이너가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였음을 밝힌 것을 전제로 하며, 

선정된 컬렉션은 [표 5]와 같다. 

 

    [표 5]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 리스트 

디자이너 마 커 량 즈 왕 이양 뤄 정 우마 왕 

시즌/컨셉 

1994 

<진용(秦

俑)> 

2005 SS 

<물방울 

(潺)> 

2004 FW 

<찻잔 

(茶缸)> 

2004 SS 

<환상 

(幻影)> 

2010 FW 

<자신감의 혼합 

(自信的混合)> 

2007 FW 

<무용의 

토지 

(无用之土

地)> 

2007 SS 

<적심(濡)

> 

2005 SS 

<청남포 

(土蓝布)> 

2005 SS 

<핌(绽放)> 

2018 SS 

<유금세월에 

바치는 시곡 

(一首献给流金

岁月的诗歌)> 

2008 FW 

<사치의 

결핍 

(奢侈的清

贫)> 

2008 SS 

<달의 

노래 

(月亮唱歌

)> 

2007 FW 

<훠이맨오 

(灰棉袄)> 

2009 SS 

<인면도화 

(人面桃花)

> 

2018 FW 

<미지에서 온 

여인 

(A woman 

from no 

where)> 

2014 

<백수-

먼지 (白

水-微尘)> 

2014 SS 

<색(色)> 

2017 SS 

<블루 

(Let's 

blue)> 

2018 SS 

<풍허무 

(风何舞)> 

2020 SS 

<방배 고성 

(庞贝古城)> 

 

이상 컬렉션의 컨셉과 형, 색, 소재, 문양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컨셉 

 

2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고대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에서 영감을 얻으며 선정된 20개 컬렉션 중 우마 

왕의 2010 FW <자신감의 혼합(自信的混合)>, 2018 FW <미지에서 온 

여인 (A woman from no where)>, 2020 SS <방배 고성(庞贝古城)> 

컬렉션을 제외한 17개 컬렉션의 컨셉 및 영감에서 중국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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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고찰이 중심을 이루는 사상요소와 

자연요소의 결합이 10개로 가장 많이 고찰되었으며, 물질적 문화요소가 

6개, 비물질적 문화요소가 2개 컬렉션에서 고찰되었다. 그 중 뤄 정의 

2004 SS 컬렉션에서는 2개 이상 종류의 중국 요소가 응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및 자연요소의 결합은 중국 고대 철학 사상의 중요한 기조를 

이루는 ‘천인합일’사상을 중심으로 인간과 유형 또는 무형의 물질에 

대한 관찰, 추상적인 변화와 흐름의 상태에서 오는 미와 정신적인 

고양으로 표현된다. 자연 속의 만물이 소유한 본질에 대한 사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생명의 소생과 쇠퇴, 기(气)가 유동하는 상태와 같이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찰뿐만 아닌 심도 있는 본질적 

탐구로 무형의 감각을 컨셉 및 영감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물질적 

문화요소는 진시황 병마용 외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중국 민간의 

물질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며 비물질적 문화요소에는 고대 회화작품과 

당나라 시(唐诗)의 응용이 고찰되었다. 

이상 컬렉션 컨셉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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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 컨셉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 

중국적 요소 컬렉션 컨셉/영감 

사상요소 

(10) 

마 커07 FW <무용의 토지(无用之土地>/ 인간과 토지 

마 커08 FW <사치의 결핍(奢侈的清贫>/ 인간과 물질 

마 커 14 <백수-먼지(白水-微尘)>/ 인간과 자연 

량 즈 05 SS <물방울(潺)>/ 유동하는 흐름의 상태 

량 즈 07 SS 
<적심(濡)>/ <사기(史记)>에서 언급되는 적셔지는 

상태 

량 즈 08 SS 

<달의 노래(月亮唱歌)> / 천지적미, 만물적이 

(天地有大美 而不言，静听天籁，原天地之美, 

而达万物之理) 

량 즈 14 SS <색(色)>/ 만물의 본질 

뤄 정 05 SS <핌(绽放)>/ 생명이 피어나는 상태 

뤄 정 18 SS <풍허무(风何舞)>/ 바람에 의한 기의 흐름 상태 

우마 왕 

18 SS 

<유금세월에 바치는 

시(一首献给流金岁月的诗歌)>/ 동방 세월의 흐름 

자연요소 

(10) 

마 커07 FW <무용의 토지(无用之土地>/ 인간과 토지 

마 커08 FW <사치의 결핍(奢侈的清贫>/ 인간과 물질 

마 커 14 <백수-먼지(白水-微尘)>/ 인간과 자연 

량 즈 05 SS <물방울(潺)>/ 유동하는 흐름의 상태 

량 즈 07 SS 
<적심(濡)>/ <사기(史记)>에서 언급되는 적셔지는 

상태 

량 즈 08 SS 

<달의 노래(月亮唱歌)> / 천지적미, 만물적이 

(天地有大美 而不言，静听天籁，原天地之美, 

而达万物之理) 

량 즈 14 SS <색(色)>/ 만물의 본질 

뤄 정 05 SS <핌(绽放)>/ 생명이 피어나는 상태 

뤄 정 18 SS <풍허무(风何舞)>/ 바람에 의한 기의 흐름 상태 

우마 왕  

18 SS 

<유금세월에 바치는 

시(一首献给流金岁月的诗歌)>/ 동방 세월의 흐름 

물질적 

문화요소 

(6) 

마 커 1994 <진용(秦俑)>/ 진시황 병마용(兵马俑) 

왕 이양  

04 FW 
<찻잔(茶缸)>/ 찻잔(茶缸) 

왕 이양  

05 SS 
<청남포(土蓝布)>/ 토종 남색 염색천 

왕 이양  

07 FW 
<훠이맨오(灰棉袄)>/ 중국 북방의 동복(冬服) 

왕 이양 

17 SS 
<블루(Let's blue)> / 민간 남색 염색 

뤄 정 04 SS <환영(幻影)> / 1930년대 상하이 부채 

비물질적 

문화요소 

(2) 

뤄 정 04 SS <환영(幻影)> / 시녀도(仕女图) 

뤄 정 09 SS <인면도화(人面桃花)>/ 당시(唐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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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마 커의 2007 FW 컬렉션은 향촌인(乡村人)들과 

토지와의 유대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과 ‘생명의 기원이자 영혼의 

귀속’이라고 여겨지는 토지의 관계를 표현하였다(Lifeweek, 2015)<그림 

22>. 2008 FW 파리 오뜨 꾸뛰르 컬렉션에서 선보인 마 커의 <사치의 

결핍(奢侈的清贫)> 컬렉션에서는 ‘럭셔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중국식 

사상으로 해석하였다. 마 커는 해당 컨셉을 통해 전통 사상에서의 

최소한의 물질적 소유, 충족하고 자유로운 정신적 추구, 속세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주체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정신을 전달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사치는 물질만능주의가 아닌 ‘결핍’이 부여하는 것이라는 

전통 사상에 기반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Liu, 2016)<그림 23>. 

전통적인 패션쇼의 형식이 아닌 고대 종교의식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시각적인 예술로부터 사상의 심층적인 교류를 이끌어 냈다.  

량 즈의 2014 SS 컬렉션은 ‘형질이 있는 만물은 색으로 존재한다. 

만물은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닌 인원소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색이다(色即有形质的一切万物, 

万物为因缘所生，并非本来实有，因此其当体是空，此谓之‘色即是空’)’라는

불교이념을 영감으로 전통 염색에서 시간과 공에 따라 색의 변화 흐름이 

결정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EFU, 2013)<그림 24>.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마 커                       마 커                     량 즈  

2007 FW                    2008 FW                  2014 SS 

 

이상의 2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컨셉에서 고찰 된 중국적 요소의  

응용은 ‘천인합일’의 사상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중심으로 중국의 고대 

철학사상에 대한 이해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현대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의 컨셉은 동양인들의 평온하고 고즈넉하며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상에서 기원하는 중국적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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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일련의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닌 추상적인 감각적 

인지를 불러오며 철학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따라서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 고대 철학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중국적 디자인 컨셉은 추상적인 

감화(感化)방식을 통해 무형화 특성을 나타낸다.   

 

2) 형 

 

2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20개 컬렉션 중 중국적 형의 사용은 

2개 컬렉션(량즈 2004 SS, 왕 이양 2017 SS)을 제외한 18개 

컬렉션에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고찰되는 중국 전통 및 현대 복식에서 

파생된 형은 9개 컬렉션(마 커 2008 FW, 량 즈 2007 SS, 량 즈 2008 

SS, 량 즈 2014 SS, 왕 이양 2005 SS, 왕 이양 2007 FW, 뤄 정 2018 

SS, 우마 왕 2018 SS, 우마 왕 2020 SS )에서, 물질적 요소에서 파생된 

형은 2개 컬렉션(마 커 1994, 뤄 정 2005 SS)에서 나타났다. 차이나 

칼라가 4개 컬렉션(량 즈 2008 SS, 량 즈 2014 SS, 뤄 정 2018 SS, 

우마 왕 2018 SS)으로 가장 많이 응용 되었으며, 단령(圆领), 전통 

매듭(盘扣), 포(袍), 중국 동북부의 동복(冬服), 중산복(中山服), 병마용 

갑옷(兵马俑战甲)과 1930년대에 유행한 상하이 부채의 형태 응용이 

고찰되었다. 이상의 직접적인 중국적 형들은 작은 범위에서의 디테일 

차용이 주를 이룬다. 

직접적으로 고찰되는 중국적 형 외에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서 고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디자이너들 모두가 인간과 물질,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기질을 본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중국적 

형이자 구조미라고 여기면서 컬렉션 전반을 걸쳐 이러한 형태의 

함축적인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선(禅)미학의 공(空)의 

개념에서 비롯 된 간결한 구조 및 실루엣으로 인간본연의 형태에 

조화롭게 융합되며 복잡한 내부 디테일이 적고 인체의 곡선을 부각하지 

않으며 인체와의 공간으로 인한 동적인 미를 형성한다.   

대표적으로 마 커의 2008 FW 컬렉션에서는 단령의 디테일로 중국 

복식의 시그니처 형태를 차용한 동시에 간결한 실루엣으로 함축적인 

미를 표현하였다<그림 25>. 왕 이양의 2004 FW 컬렉션은 민간 찻잔의 

형태가 주는 단순하고 소박한 느낌을 영감으로 ‘허’와 ‘실’의 대비에서 

찾는 함축적 미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는바 조화로운 비례와 간결한 

구조로 표현된다(SJFZXM.NET, 2011). 왕 이양은 인간과 물질간의 

조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통 평면화 재단 방식을 이용해 동양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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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조와 기질을 구현하고 있다<그림 26>. 뤄 정의 2018 SS 

컬렉션은 간결한 선을 이용하여 유창한 흐름과 공간미를 구현하였으며 

기의 움직임에 따라 ‘Piaoyi(飘逸)’의 미를 표현한다<그림 27>. 우마 

왕은 2020 SS 컬렉션에서 노자의 <도덕경(道德经)> 속 ‘무형의 형태와 

실체가 없는 상은 황홀이며, 맞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따르면 뒤가 

보이지 않는다(是谓无状之状，无物之相，是谓恍惚。迎之不见其首，随之 

不见其后)’는 도(道)의 이념으로 자신의 디자인 속 형과 공간에 대해 

설명한다(Hupu, 2021). 우마 왕의 중국적 형은 중국화(中国画) 속 

여백의 미와 같이 복식과 인체 사이의 공간,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제2의 형태가 주는 미로 표현되며 간결한 형태구조를 통해 인간 자체의 

기질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게 한다(Ning, 2018)<그림 28>.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마 커             왕 이양            뤄 정            우마 왕 

2008 FW          2004 FW         2018 SS          2020 SS 

 

종합해보면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서 

고찰되는 중국적 형의 응용은 직접적인 중국 요소 응용이 주를 이루는 

1세대 디자이너들과 구별된다. 1세대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중국 전통 

복식 또는 중국 전통 문화에서 기원한 물질적 요소에서 파생된 형태로  

중국적 형의 상징적인 표현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형은 특징적인 형태에서 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천인합일’의 

기조하에 무형의 중국적 기질(气质) 및 선(禅)의 미를 구조적으로 

표현하여 함축적인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형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본질적인 미와 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함축적인 감법(减法)의 방식으로 무형화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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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천인합일’ 철학사상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요소들이 가지는 자연미(自然美)에 대한 추구를 강조한다. 

2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서 색의 응용은 자연미를 

추구하는 미적 의식과 본질적인 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소(素)’의 

특성을 나타낸다. 화려하고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중국 고대 

황실에서 사용하던 적색, 명황색 등 채도가 높은 색상들이 아닌 자연 

속의 음양오행(阴阳五行), 소박한 정서와 문인(文人,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저채도 또는 무채색 색상을 사용하여 

함축적인 선(禅)미학을 표현한다. 

2세대 디자이너들의 20개 컬렉션 중 중국적 색의 사용은 2개 

컬렉션(뤄 정 2004 SS, 뤄 정 2009 SS)을 제외한 18개 컬렉션에서 

고찰되었다. 토(土)의 기운을 상징하는 대지색(大地色) 계열의 갈색이 

9개 컬렉션(마 커 1994, 마 커 2007 FW, 마 커 2008 FW, 마 커 2016, 

량 즈 2005 SS, 왕 이양 2017 SS, 우마 왕 2018 SS, 우마 왕 2018 

FW, 우마 왕 2020 SS)에서 사용되었고, 무채색 계열 중 6개 컬렉션(마 

커 2008 FW, 량 즈 2005 SS, 량 즈 2007 SS, 량 즈 2008 SS, 량 즈 

2014 SS, 왕 이양 2004 FW)에서 흑색과 백색의 조합이 동시에 

고찰되었으며 마 커의 1994 컬렉션은 백색의 단일색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왕 이양의 4개 컬렉션에서는 고대 민간의 전통색인 

남색과 백색의 조합으로 고찰되었다. 외에 뤄 정의 2005 SS, 2018 SS 

컬렉션에서 4가지 이상의 가장 많은 색 조합이 고찰되었다.  

대표적으로 마 커의 2007 FW <무용의 토지(无用之土地)> 

컬렉션에서는 인간과 토지의 융합을 표현하기 위해 화학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토양을 이용한 염색기법을 사용하여 갈색을 

표현하였다(Tencent news, 2021)<그림 29>. 량 즈의 2014 SS 

컬렉션은 중국의 고대 염색 공법을 영감으로 침염(浸染)기법을 이용하여  

백색에서 흑색으로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여주었다(Liang, 2013)<그림 

30>. 이러한 공법의 사용은 전통 염색공법과 천연 색상의 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천인합일’사상의 표현으로 환경보호 이념과 패션을 

결합하고 있다. 우마 왕의 2018 SS 컬렉션에서는 음양오행 중 토(土)의 

기운을 상징하는 토양에서 비롯한 회갈색 색조를 사용하여 동방의 

운치(东方韵味)를 표현하였다(Ciqi, 2018)<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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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그림 30>            <그림 31> 

마 커                   량 즈                우마 왕 

2007 FW                2014 SS              2018 SS 

 

이와 같이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색은 ‘천인합일’의 

고대 철학사상과 자연미에 대한 추구로 저채도 및 무채색의 색상 배합을 

통해 중국적 사상과 정서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며, 컬렉션 컨셉과의 

호응을 통해 함축적인 사상 전달과 정서적 고양, 본질적 미에 대한 

추구가 표현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러 컬렉션을 걸쳐 유사한 색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즌 트렌드 컬러의 응용은 

고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 속 

색의 응용에서 컨셉 및 함축적인 선(禅)미학을 가장 본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素)’의 색상을 중심으로 자연화의 방식을 통해 무형화 

특성을 나타낸다.  

 

4) 소재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서 소재의 사용은 주로 

천연 소재를 중심으로 고찰된다. 20개 컬렉션 모두 천연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면(棉)소재가 12개 컬렉션(마 커 2007 FW, 마 커 2008 

FW, 마 커 2014, 량 즈 2005 SS, 왕 이양 2004 FW, 왕 이양 2005 SS, 

왕 이양 2007 FW, 왕 이양 2017 SS, 우마 왕 2010 FW, 우마 왕 2018 

SS, 우마 왕 2018 FW, 우마 왕 2020 SS), 마(麻)소재가 10개 

컬렉션(마 커 1994, 마 커 2007 FW, 마 커 2008 FW，마 커 2014, 량 

즈 2005 SS, 뤄 정 2018 SS, 우마 왕 2010 FW, 우마 왕 2018 SS, 

우마 왕 2018 FW, 우마 왕 2020 SS), 실크(丝绸)소재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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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마 커 2014, 량 즈 2005 SS, 량 즈 2007 SS, 량 즈 2008 SS, 

량 즈 2014 SS, 뤄 정 2004 SS, 뤄 정 2005 SS, 뤄 정 2009 SS, 뤄 

정 2018 SS, 우마 왕 2018 FW), 모(毛)소재가 4개 컬렉션(마 커 2008 

FW, 왕 이양 2004 FW, 왕 이양 2007 FW, 뤄 정 2018 SS)에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마 커의 2014 컬렉션은 모두 천연소재와 식물 염색기법, 

수공예 기법 등을 사용하여 소재 및 생산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공예 장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동시에 소재를 통해 ‘천인합일’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를 

표현한다(Beijing Youth Weekly, 2018)<그림 32>. 량 즈의 2005 SS 

컬렉션에서는 중국 전통 친환경 실크 소재인 향운사(香云纱, 莨绸)를 

사용하였는 바, 향운사는 중국 광동지역에서 중의학 약재로 사용되는 

식물 서량(薯莨)을 염색원료로 천연견사(天然丝，纱), 실크(绸)를 결합한 

천연 소재이다. 향운사는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천연소재로서 토양으로부터 기원, 순환하여 친환경적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융합을 이룬다(전국방직넷, 2008)<그림 33>. 뤄정의 2009 SS 

컬렉션에서는 얇은 명주실로 짜여진 실크(薄纱丝绸) 등 다양한 두께의 

실크 원단을 겹치는 형식으로 결합하여 ‘Piaoyi(飘逸)’의 동적인 미학을 

표현하였다(Eladies Sina, 2008)<그림 34>.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마 커                    량 즈                   뤄 정 

2014                   2005 SS                2009 SS 

 

2세대 디자이너들의 소재 사용은 자연친화적인 천연소재의 사용을 

중심으로 자연물의 결감(肌理感)을 구현하고 컨셉의 철학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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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천연소재의 사용은 2세대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함축적이고 우아한 선(禅)미학과 소박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숭상하는 ‘천인합일’의 정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미를 표현하며 중국인들의 인문아운(人文雅韵) 정서와 본질적인 

내재미에 대한 추구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식 철학에 대한 사고를 

유도한다. 따라서 소재의 측면에서 자연화의 방식을 통해 무형화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5) 문양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속 문양의 응용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전체 20개 컬렉션 중  6개 컬렉션(량 즈 2005 

SS, 량 즈 2008 SS, 량 즈 2007 SS, 뤄 정 2018 SS, 우마 왕 2010 

FW, 우마 왕 2018 SS)에서 중국적 문양 응용이 고찰되었다. 상징적인 

기호화 방식인 길상 도안을 비롯한 전통 문양의 응용은 고찰되지 

않았으며 량 즈의 2008 SS 컬렉션에서 강소지역의 전통 자수공법인 

소수(苏绣)를 부분적으로 응용하여 전통 자수의 계승을 이어나갔으며 

우마 왕의 2010 FW 컬렉션에서는 서북 소수민족의 문양을 응용하였다. 

외에 고대 회화작품 또는 자연경관 속의 산과 화초를 응용한 문양이 

고찰되었다. 

대표적으로 량 즈의 2007 SS 컬렉션은 수묵화의 기법으로 

자연경관인 산과 화초를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그림 35>, 뤄 

정의 2018 SS 컬렉션에서도 고대 산수화의 회화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경관인 산과 화초를 표현하였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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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그림 36> 

량 즈                           뤄 정 

2007 SS                         2018 SS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무형화의 인식 특성으로 인해 복식 

표면의 도안 응용으로 풍부한 장식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함축적인 표현방식을 지향하면서 중국적 디자인의 문양 

표현에 비중을 적게 두고 있으며 일부 문양의 응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형체 구현이 아닌 추상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위와 같이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컨셉과 형, 색, 소재, 문양 5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중국적 

컨셉의 응용이 17개 컬렉션, 중국적 형의 응용이 18개 컬렉션, 중국적 

색의 응용이 18개 컬렉션, 중국적 소재의 응용이 20개 컬렉션, 중국적 

문양의 응용이 6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고대 철학사상에 기반하는 

무형화 특성을 보인다. 그 중 컬렉션 컨셉에서는 추상적인 감화(感化) 

방식을 통해 고대 철학사상을 전달하고 형에서는 함축적인 감법(减法)의 

방식을 사용하여 간결한 구조를 구성하며, 색과 소재에서는 ‘소(素)’의 

특성을 이용해 본질적인 미를 표현할 수 있는 자연화의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문양의 응용은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서 가장 적게 

고찰되는 요소이기에 중국적 표현 수단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외에 형의 

측면에서 서양 복식의 구조 차용을 통한 세계화 표현은 고찰되지 

않았으며 색상 응용 측면에서 저채도 및 무채색 배합으로 색상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는 ‘천인합일’ 사상을 기조로 하는 무형화가 전체적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선(禅)미학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본질(本质), 자연(自然), 기질(气质)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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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고 있다.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고대 철학사상에 기반하는 무형화 

인식 특성에 따른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의 키워드는 ‘함축성’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추상적 개념의 본질적인 미를 조형적 요소들로 

전환하여 표현 및 전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특성은 구체적인 피상적 요소가 아닌 

추상적인 철학사상에서 기원한 것이며 만물의 특성과 미를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물질성이 아닌 비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기(气)’로 관찰하고 

고유의 본질적인 미를 디자인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물질적인 요소들을 

직접 시각적 요소들로 차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지를 통해 본질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2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1세대 디자이너들의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상징적인 중국적 디자인과 

달리 컨셉의 기반이 되는 사상에 대한 이해와 조형적으로 구현된 

요소들에 대한 감각적 인지 및 해석을 필요로 한다.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장식주의의 성질을 띄고 있는 중국 패션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었으며 중국적 미에 대한 또 다른 이해로 중국적 요소들을 

관찰하는 디자이너들의 시각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확장하여 보여주었다. 

동일한 물질적 요소라 할지라도 표면의 도안이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진 내재적인 본질과 원리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적 미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으로 고대 철학사상에 대한 이해도와 문화적 기초를 

필요로 하기에  중국적 디자인의 세계적 진출과정에서 해석과 이해 및 

전달의 어려움이 있다.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도 무형의 정신을 유형의 

물질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패션 

디자인에 심오한 정신적 가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상업성을 놓치게 되어 예술성에만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 3 절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조형성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출생하여 

시장경제의 발전과 외래문화수입이 더욱 활성화 된 다원화 시대에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다양한 글로벌 문화와 사상을 접수하였다. 3세대 

디자이너들이 활약한 2000~2020년대 중국은 능동적인 세계화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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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김기현, 2008), 특히 베이징 올림픽에서 

강조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은 신진 디자이너들로 일컬어 지는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국가적 자신감과 민족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전방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과 문화소프트파워 강화 및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동향은 3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세계화’라는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중국 국내의 패션 디자인 교육도 2000년대 이후 국제적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의 창조력과 혁신, 비즈니스 능력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었고(Tsui, 2016), 해외 패션 유학이 크게 확대되면서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패션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도가 상승하였고, 각국 

디자이너들과의 경쟁과 학습을 통해 선구적인 디자인 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중국내 패션 시스템의 세계적인 발전으로 인해 신진 디자이너들에 

대한 국가적 산업 지원과 비즈니스 플랫폼 확대(Hall, 2017), 글로벌 

산업 합작이 보편화되어 3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상업적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4대 패션위크로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적 범위에서의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게 되었다(Wu, 2012).  

세계화 발전의 시대에 글로벌 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의 

강화는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국가적 자신감과 민족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다양한 중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결합하여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개성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 동시에 3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습과 

해외 경험을 갖고 있어 글로벌 패션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더욱 활발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디자이너들의 선구적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형성하였다.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또한 1, 2세대 패션 

디자이너들보다 더욱 다원화된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3세대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 엔젤 첸, 한 원, 

펑첸 왕, 사무엘 귀 양, 리 위산 & 저우 쥔의 중국적 디자인에 관한 

인터뷰 영상, 기사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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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원화 

인식 

 

복식은 실용적이면서도 표현성을 가진 매개체로서 역사의 흐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전 변화하고 있다. 3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글로벌시대에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세계 패션 시장의 흐름을 

같이하는 동시에 독특한 중국 민족문화 헤리티지를 융합하여 차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족성과 글로벌화 사이에서 현대적이고 

융합적(Hybridization)이며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전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중국적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해 사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선구적 사상이 결합된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꿈꾸고 있다. 3세대 디자이너들이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고찰되었다. 

첫째, 다원화 인식에서 비롯한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사고이다. 

엔젤 첸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과 함께 해야 하며 중국적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글로벌 브랜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색다른 시각적 구현방식으로 선보이려 한다. 젊은 소비자들은 

매우 전통적인 디자인 컬렉션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현재 브랜드가 전개하고 있는 중국적 

디자인은 젊은 소비자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것들이며 이러한 방식만이 

중국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Vogue 

Business, 2021) 

 

엔젤 첸은 중국 전통 문화요소들을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것들을 

그대로 재구현하는 것이 아닌 선구적인 현대미학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며,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적 문화요소 등 복합적인 요소들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릿 웨어 기반의 디자인을 선보인다. 중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트렌디한 

스타일로 선호되어 그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국조(国潮)’ 열풍으로 반영되는 자부심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엔젤 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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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컬렉션들을 중국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하면서 ‘중국 제조(made in 

China)’, 대량 생산이 가지는 정신적인 명맥과 오래 지속되는 가치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중국의 전통 기법들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업물들을 매 컬렉션마다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L’Officiel USA, 2020) . 

디자이너 한 원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고대의 것들을 옮겨오는 

것이 아닌 ‘계승과 전변(传承与颠覆)’의 정신과 태도를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계승과 현대화로의 전변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명 

‘트렌디 중국적 디자인(潮范中国风)’을 지향한다. 그는 현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적 디자인은 범아시아적 시각으로 ‘동양풍’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 과거 전통에 고착되어 있지도, 허구한 과대 포장에 갇혀있지도 

않은 중국의 미학적 표현이다. 중국적 디자인에는 본토의 전통과 

외래문화, 과거와 현재가 융합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다원화된 문화를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신 동양주의 미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Tencent Fashion, 2016)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현 시대의 명맥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들의 미적 추구와 애호에 근거하여 현대 복식양식과 

고대 전통 복식을 결합함으로써 중국의 전통문화 정신과 현대의 새로운 

스타일이 동시에 포함되게 한다.”(Huanqiu Wang, 2016) 

 

한 원은 과거 외국인들이 동양에 대한 상상,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서 황금의 국도로 묘사되는 환상으로부터 형성된 고정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서양패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진정한 중국 전통문화의 사유방식을 부흥시켜 새로운 

동양풍격을 만들고자 한다. 그는 사라져가는 수공예 기법을 부흥시키고 

중국 전통 요소들을 현대적 미학 풍격으로 재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디자이너 펑첸 왕은 중국적 디자인을 퓨쳐-모던(future-modern), 

다원화 (multidimensional), 진실성(authentic)으로 정의내리며, 그 중 

다원화는 디자인에 중국 전통요소, 현대요소, 서양의 조형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용성 있게 응용되는 것이라 하였다(China Design, 

2021).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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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패션의 결합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매 시즌 컬렉션마다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전통 문화요소 

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조형적 표현,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 스트릿 

스타일과 드레이핑 등 다원화된 요소의 결합으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Zhou, 2021) 

 

둘째,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원화 시대 중국 디자인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통의 미래 발전 가능성, 

선도적인 인식,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치향상 등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3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선구적 발전을 이끌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중국적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엔젤 첸은 중국 

디자인이 지금까지 생산 산업에서 형성된 소극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낮은 품질의 대량 생산으로 유명한 국가이며 

이러한 오래된 국제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고품질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Sunio, 2020) 

 

사무엘 귀 양은 개념적인 구조적 사고와 컬렉션 전반에서 우아한 

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서양의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동양의 풍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현대 패션에서 중국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요소들은 쉽게 ‘표면화’될 수 있으며 더욱이는 ‘기호화’로 

변질되어 반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국 문화는 사실상 함축적인 

것으로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며 나는 서양 패션 디자인의 구조하에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얻는다.”(Instyle iLady, 2020) 

 

리 위산 & 저우 쥔은 성별, 신분, 문화의 계선을 넘나들며 공유하는 

브랜드 이념을 갖고 있으며 ‘본토화 사고’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여러 컬렉션을 걸쳐 중국이나 동양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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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하고 세계인들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중국 문화의 근본적인 철학의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중국 

패션에 대해 ‘술(术)’과 ‘도(道)’ ② 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요약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중국인들은 ‘술-방법’에 대한 빠른 학습과 다양하게 변형하여 

활용하는 능력은 이미 뛰어나지만 ‘도-철학’을 찾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잃곤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Fenghuang 

Wang, 2021) 

 

펑첸 왕은 ‘메이드 인 차이나’ 시리즈를 비롯하여 여러 시즌에서 

다원화된 표현방식을 사용하면서 고대와 현대,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펑첸 왕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잊혀져가는 

전통 가치를 되살리는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로운 디자인 방식으로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잊혀져 가는 전통의 

가치를 재생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을 재구현하고자 한다. 젊은 

세대로서 컬렉션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와 지혜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사라져 가고 있는 오래된 수공예 기법을 현대 디자인에 응용하여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Sohu Fashion, 2019) 

 

리 위산 & 저우 쥔은 서양의 패션 교육과 시스템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점차 중국문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해 동서양 융합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런던 패션위크에서 지속적으로 컬렉션을 선보여 서양인들에게 중국 

디자이너들의 이념과 생각을 수출하고 민족적인 근본과 서양에서 학습한 

방식들을 융합하여 중국인들의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Fenghuang Wang, 2021) 

 

미래 지향적 발전에서 선구적 사상의 결합 또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리 위산 & 저우 쥔은 현대 중국적 디자인의 

‘도’를 탐구하고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디자인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②
 예를 들어 ‘도(道)’는 ‘미니멀리즘, ‘술(术)’은 미니멀한 표현 방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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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속에 실질적인 중국 

본토 브랜드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은 패션 브랜드 창작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적극적이고 인도성 있는 내용의 관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Haoqixin Ribao, 2018a).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 

맞서 색의 응용에서 더욱 채도가 높고 다양한 색상들을 응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등이 있다. 사무엘 

귀 양 또한 뉴욕에서의 화인(华人) 커뮤니티 및 다문화 경험으로 이국 

배경하에서의 중국 문화의 변화를 해석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중화 

문화와 신분에 대한 응집력과 동질감을 전달하고자 한다. 중국 디자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사무엘 귀 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명의 중국 신진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중국의 세대를 창조하고자 

한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단지 이국적인 관념이나 전통 복식이 아닌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창의성, 높은 품질, 예술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한다.”(LVMH Prize, 2021) 

 

종합적으로 3세대 중국 신진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선구적인 역량으로써 더욱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인식을 가진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패션의 세계화 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중국 전통 

요소들을 주동적으로 계승 및 발굴하고 재해석함과 동시에 진실된 

중국의 현대 문화를 패션에 반영하고 세계에 전달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패션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 등 세계화된 시각을 

기반으로 ‘현대화’를 중점으로 한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중국적 

디자인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또한 중국적 디자인의 시각이 

본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동양과 서양의 다원화된 결합을 통해 

세계 패션의 주류 역량인 서양 패션 체계에 융합되면서 중국 

디자이너만의 독특하고 식별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많은 중국인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중국의 미학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시각과 범위를 확장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적인 중국 디자인 및 문화가 나아가고 있는 

혁신적 방향들을 개척하고자 한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1, 2세대 디자이너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자긍심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패션의 세계적인 발전에 입각하여 더욱 다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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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융합함으로써 전통요소의 현대적 응용과 

재해석으로 다양하고 선구적인 디자인 역량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중국적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중국 디자이너들의 세계적인 발전, 중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의 효과적인 계승과 전달을 이끌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들은 

중국 디자인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쉽게 표면화될 수 있고 근본 

철학이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갖고 있는 소극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 따른 조형성 

 

3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서 도출된 다원화 특성에 

따른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 대상으로 5명의 디자이너 당 

4개, 총 20개의 컬렉션을 선정하였다. 모든 컬렉션은 디자이너가 중국적 

디자인을 전개하였음을 밝힌 것을 전제로 하며, 선정된 컬렉션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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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 리스트 

디자이너 엔젤 첸 한 원 펑첸 왕 
사무엘 귀 

양 

리 위산 & 

저우 쥔 

시즌/컨셉 

2017 SS 

<Haunted 

night 

(百鬼夜行)> 

2017 SS 

<무유연-

만한대식대 

(乌有宴-

满汉大食代

)> 

2018 SS 

<Made in 

China> 

2017 FW 

<The 

hole(洞)> 

2020 SS 

<천인면상 

(千人面相)

> 

2019 SS 

<Madam 

Qing 

(清夫人)> 

2017 FW 

<모아희원 

(髦儿戏园)

> 

2020 SS 

<Honor to 

grandma 

and old 

memories 

(致敬我的

祖母和那些

即将逝去的

记忆)> 

2018 SS 

<I am 

another 

(我，亦是

别个)> 

2020 FW 

<To the 

mountains 

(上刀山)> 

2021 SS 

<Eyes 

(眼睛)> 

2018 SS 

<산해착 

(山海错)> 

2020 FW 

<Hope of 

dawn> 

2019 SS 

<the 

Haunted 

Vase> 

2021 SS 

<Oil/Water

> 

2021 FW 

< Daughter 

of the 

dragon> 

2021 SS 

<가룽 

(嘉珑)> 

2021 FW 

<Connect 

(联结)> 

2020 FW 

<Spellbou

nd> 

2022 SS 

<원(圆)> 

 

이상의 컬렉션의 컨셉과 형, 색, 소재, 문양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3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컨셉 

 

선정된 20개 컬렉션 중 사무엘 귀 양의 2020 FW <Spellbound> 

컬렉션을 제외한 19개 컬렉션의 컨셉 및 영감에서 중국적 요소가 

활용되었다. 비물질적 문화요소가 9개로 가장 많이 응용되었으며 물질적 

문화요소가 5개, 자연요소 2개, 인물요소 2개, 사상요소 1개로 모든 

유형의 요소들을 포괄하였다. 비물질적 문화요소 중 <산해경(山海经)>과 

<수호전(水浒传)>과 같은 4대 고전 명작이 3개 컬렉션에서 나타났으며 

엔젤 첸 2017 SS, 한 원 2018 SS 컬렉션에서는 각각 <산해경>과 

일본의 <백귀야행초(百鬼夜行抄)>, 서양의 쥬라기(侏罗纪)를 결합하여 



 

 88 

해석하였다. 엔젤 첸 2021 SS, 사무엘 귀 양 2017 FW 컬렉션은 현대 

중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한 원 2021 SS, 펑첸 왕 

2020 SS 컬렉션에서는 중국 특정 지역의 문화를 영감으로 한다. 물질적 

문화요소에는 경극의상, 고전 병기(古典瓶器) 등 전통요소들부터 음식, 

그리고 중국 제조품 현대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물요소는 3세대 

디자이너들의 컨셉에서만 새롭게 고찰된 중국 요소로 고대와 현대의 

여성 인물로 나타난다.  

이상의 컬렉션 컨셉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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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 컨셉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 

중국적 요소 컬렉션 컨셉/영감 

비물질적 

문화요소 

(9) 

엔젤 첸 

17 SS 
<Haunted night(百鬼夜行)>/<산해경(山海经)> 

엔젤 첸 

21 SS 
<Eyes(眼睛)>/왕 가가(王加加)의 회화작품 

한 원 

18 SS 
<산해착(山海错)>/<산해경(山海经)> 

한 원 

21 SS 
<가룽(嘉珑)>/소수민족 장족 문화 

펑첸 왕 

20 SS 

<Honor to grandma and old 

memories(致敬我的祖母和那些即将逝去的记忆)>/

중국 동남 복건지역 문화 

리 위산& 

저우 쥔 

20 SS 

<천인면상(千人面相)>/병마용(兵马俑) 

사무엘 귀 양 

17 FW 
<The hole(洞)>/차이 밍량(蔡明亮)감독의 영화 

사무엘 귀 양 

18 SS 
<I am another(我，亦是别个)>/8음절 시 

리 위산& 

저우 쥔 

20 FW 

<To the mountains (上刀山)>/<수호전(水浒传)> 

물질적 

문화요소 

(5) 

한 원 17 SS 
<무유연-만한대식대(乌有宴-满汉大食代)>/중국 

음식 

한 원  

17 FW 

<모아희원(髦儿戏园)>/경극 쿤단(坤旦)속 여성 

희복의상(戏服) 

펑첸 왕  

18 SS 
<Made in China>/중국 제조품 

사무엘 귀 양 

19 SS 
<the Haunted Vase>/중국 고전 병기(瓶器) 

리 위산& 

저우 쥔  

21 SS 

<Oil/Water>/서장 라싸지역의 수유차(酥油茶) 

자연요소 

(2) 

펑첸 왕  

20 FW 
<Hope of dawn>/복건 무이산(武夷山) 

펑첸 왕  

21 FW 
<Connect(联结)>/봉황(凤凰) 

인물요소 

(2) 

엔젤 첸  

19 SS 
<Madam Qing(清夫人)>/ 청조 해적 청부인 

엔젤 첸  

21 FW 

<Daughter of the dragon>/첫 할리우드 화인 

여성 배우-황류솽(黄柳霜) 

사상요소 

(1) 

리 위산& 

저우 쥔 22 

SS 

<원(圆)>/원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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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펑첸 왕의 2021 FW 컬렉션에서는 중국 전통문화속에 

등장하는 신적 동물 ‘봉황(凤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였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성별의 계선을 뛰어 넘는 젠더리스의 지향과 중국 

전통문화 속 봉황이라는 신적 존재의 음양의 기운과 자웅동체의 특성을 

결합하여 전통 문화요소와 현대 이념의 융합을 보여주었다(Zhou, 

2021)<그림 37>. 한 원의 2021 SS <가룽(嘉珑)> 컬렉션에서는 장족의 

전통문화 속 성인식에서 머리 장식으로 사용되는 자수에 깃든 계승 

정신을 영감으로 브랜드와의 정신적인 공명을 이루어냈다. ‘성장’과 

‘계승’을 공동 키워드로 민족 문화에 기초한 다원화된 표현방식을 

견지한 것이다.(Elle China, 2020)<그림 38>. 리 위산 & 저우 쥔의 

2020 FW <To the mountains> 컬렉션에서는 중국 4대 고전명작 

<수호전> 속 108명의 장수들이 량산(梁山)에 오르는 이야기를 영감으로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함축적인 동양식 이상(意向)과 서양식 

추상을 표현방식으로 매 룩은 모두 수호전 속 각 장수들과 대응되며 

룩에 캐릭터성을 부여하면서 고전명작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보여준다(Haibao, 2020)<그림 39>. 2022 SS 시즌에서는 ‘원’에 대한 

철학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원이 가지는 평등, 전체, 순환, 무한, 

융합이라는 특성을 영감으로 ‘천인합일’의 사상을 적용하여 ‘원(圆)’은 

만물이 가지는 자연법칙이자 동양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동방 

기질임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L’Officiel, 2021)<그림 40>.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펑첸 왕             한 원      리 위산 & 저우 쥔  리 위산 & 저우 쥔 

2021 FW          2021 SS         2020 FW           2022 SS 

 

이상의 3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컨셉에서 고찰 된 중국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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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은 비물질적 문화요소를 주로 모든 유형이 고찰되었으며 각 세대 

디자이너들 중 가장 다양한 중국적 요소 응용으로 나타나며 중국 

문화요소와 해외 문화요소의 결합, 전통과 현대 요소의 결합을 이룬다. 

디자이너들만의 독창적인 이해 및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중국적 

요소에 대해 재해석하고 다양하게 결합 응용하고 있으며, 중국적 요소의 

대표적인 표면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적 특성을 발굴하고 현대에 

적용하여 연결 및 융합시키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 현대 사회의 문화 

트렌드와 중국적 문화요소들을 결합시켜 중국 디자이너들만의 독특한 

해석과 생각을 전달한다. 따라서 3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컨셉은 고대와 현대 중국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발굴 및 확산적 사고 

그리고 글로벌 문화를 융합한 현대적인 중국적 디자인 해석을 진행하는 

수렴적 사고를 통해 다원화 특성을 나타낸다.  

 

2) 형 

 

3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20개 컬렉션 중 중국적 형의 사용은 4개 

컬렉션(엔젤 첸 2017 SS, 펑 첸왕 2020 SS, 펑첸 왕 2020 FW, 펑첸 왕 

2021 FW)을 제외한 16개 컬렉션에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고찰되는 

중국 전통 및 현대 복식에서 파생된 형은 16개 컬렉션 모두에서 

응용되었으며 중국 문화요소에서 파생된 형은 사무엘 귀 양 2019 

SS 에서 물질적 요소인 중국 자기와 결합되어 응용되었다. 그 중 차이나 

칼라가 8개 컬렉션(엔젤 첸 2019 SS, 엔젤 첸 2021 SS, 엔젤 첸 2021 

FW, 한 원 2017 SS, 한 원 2018 SS, 한 원 2021 SS, 사무엘 귀 양 

2017 FW, 사무엘 귀 양 2020 FW), 중국 전통 매듭(盘扣)이 6개 

컬렉션(엔젤 첸 2021 FW, 한 원 2017 SS, 사무엘 귀 양 2018 SS, 

사무엘 귀 양 2019 SS, 사무엘 귀 양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 중산복(中山服)이 4개 컬렉션(엔젤 첸 2019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2 SS)에서 응용되었으며 경극 의상(한 원 2017 FW), 장포(한 원 

2018 SS), 소수민족 장족의 전통 의상(리 위산 & 저우 쥔 2021 SS), 

노동복(펑첸 왕 2018 SS) 도 고찰되었다. 이상의 중국적 형의 응용은 

서양의 형태 기법과 결합되며 현대적인 실루엣으로의 부분 응용 방식을 

주로 한다.  

대표적으로 엔젤 첸의 2021 FW 컬렉션에서는 치파오의 형태를 

차이나 칼라와 퍼프 소매 등 동서양의 결합으로 현대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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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하게 변형하였다(WuLibo, 2021)<그림 41>. 펑첸 왕의 2018 SS  

‘메이드 인 차이나’ 컬렉션에서는 중국 제조품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편견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인민(劳动人民)’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목장갑, 앞치마 등 형태를 

응용하여 정면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깃든 노동문화를 표현하는 

동시에 품질, 가치를 증명하였다(Eleventen, 2017)<그림 42>. 사무엘 귀 

양의 컬렉션에서는 중국식 디테일과 서양의 드레이핑 기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함축적인 중국적 형을 선보이고 있는바, 2019 SS 

컬렉션에서는 차이나 칼라의 디테일과 드레이핑 기법으로 구현한 중국 

고전 자기의 형태를 결합하여 동서양 형의 융합을 보여주었다(Haoqixin 

Ribao, 2018b)<그림 43>. 리 위산 & 저우 쥔은 2021 SS 컬렉션에서 

서장 라싸(拉萨)지역 소수민족 장족의 전통 의상 장포(长袍)와 서양 

테일러링 수트를 결합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었다(Fashion China, 

2021)<그림 44>.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 

엔젤 첸            펑첸 왕         사무엘 귀 양   리 위산 & 저우 쥔 

2021 FW          2018 SS           2019 SS          2021 SS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형의 응용은 중국의 전통 

복식과 현대 복식에서 파생되는 형들을 서양 복식의 형태와 결합하여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맞추는 현대적인 형을 보여준다. 차이나 칼라, 

전통 매듭, 중산복 등 대표적인 중국 복식의 형들을 위주로 응용하지만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로의 부분적 사용 

및 현대적인 심미를 가미하여 구조적인 변형과 전환을 통해 복합적 

요소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이룬다. 동시에 현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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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아이템들의 조합으로 중국적 패션의 선구적인 현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3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형은 글로벌 트렌드를 

기초로 중국의 전통과 현대,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현대적 시각에서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다원화 특성을 나타낸다.  

 

3) 색 

 

3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20개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에서는 

세대별 디자이너들 중 가장 다양한 색상이 활용된 것으로 고찰되었다. 

흑색이 14개 컬렉션(엔젤 첸 2021 SS, 엔젤 첸 2021 FW, 한 원 2017 

FW, 한 원 2018 SS, 한 원 2021 SS, 펑첸 왕 2020 SS, 펑첸 왕 2021 

FW, 사무엘 귀 양 2017 FW, 사무엘 귀 양 2018 SS, 사무엘 귀 양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1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2 SS), 남색이 

14개 컬렉션(엔젤 첸 2019 SS, 엔젤 첸 2021 SS, 엔젤 첸 2021 FW, 

한 원 2017 SS, 한 원 2017 FW, 한 원 2018 SS, 한 원 2021 SS, 펑첸 

왕 2018 SS, 펑첸 왕 2020 SS, 펑첸 왕 2020 FW, 펑첸 왕 2021 FW, 

사무엘 귀 양 2017 FW, 사무엘 귀 양 2018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0 FW), 적색이 12개 컬렉션(엔젤 첸 2017 SS, 엔젤 첸 2019 SS, 

엔젤 첸 2021 SS, 한 원 2017 SS, 한 원 2017 FW, 한 원 2018 SS, 

펑첸 왕 2018 SS, 펑첸 왕 2020 FW, 사무엘 귀 양 2017 FW, 사무엘 

귀 양 2019 SS, 사무엘 귀 양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으로 많이 나타났고 핑크가 10개 컬렉션, 녹색이 9개 컬렉션, 퍼플이 

9개 컬렉션, 백색이 8개 컬렉션, 황색이 6개 컬렉션, 갈색이 6개 

컬렉션에서 사용되었다. 

중국의 특정 문화요소에서 색상 영감을 받은 컬렉션은 청나라 

해적들 복식의 색조합을 응용한 엔젤 첸의 2019 SS, 중국 영화배우 황 

류솽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은 엔젤 첸의 2021 FW, 청나라 복식의 색을 

활용한 한 원의 2017 SS, 경극 의상의 색조합을 활용한 한 원의 2017 

FW, 중국 향촌(乡村)의 전경에서 영감을 받은 펑첸 왕의 2018 SS, 

무의산 전경의 색감을 활용한 펑첸 왕의 2020 FW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엔젤 첸의 2021 FW 컬렉션에서는 베이비 옐로우, 핑크, 

블루, 라일락 등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몽환적인 미를 

나타내며 컨셉과 호응되는 동양 여성의 미를 표현하였다(Shanghai 

Fashion Week, 2021)<그림 45>. 펑첸 왕의 2018 SS 컬렉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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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촌의 전경에서 영감을 받아 중국의 대표적인 색상인 중국홍-

적색으로부터 갈색, 네이비, 핑크 등 색상을 컬렉션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하였다(Eleventen, 2017)<그림 46>. 펑첸 왕 2020 FW 

컬렉션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무이산(武夷山)의 일출 전경에서 영감을 

받아 블루, 그레이 계열의 색상을 전통 중약재를 이용한 친환경 

염색으로 보여주었다(Sohu Fashion, 2020)<그림 47>. 리 위산 & 저우 

쥔의 2020 SS 컬렉션에서는 병마용(兵马俑) 유적의 초기 발굴 당시 

채색 표면의 산화현상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흙갈색(泥土色), 

회색계열의 색상으로 보여주었다(Nowre, 2019)<그림 48>.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엔젤 첸           펑첸 왕           펑첸 왕      리 위산 & 저우 쥔        

2021 FW          2018 SS          2020 FW         2020 SS             

 

이상과 같이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속 색의 

사용은 가장 다양한 색상과 명도, 채도의 사용으로 넓은 색상 

스펙트럼을 가진다. 흑, 백, 회색계열의 모노 톤,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의 파스텔 톤, 중국홍과 같은 채도가 높은 비비드 톤, 채도와 

명도가 낮은 다크 톤 등 다양한 계열의 색상들이 컬렉션마다 상이하게 

조합되어 사용되며 네온, 바이올렛, 민트 컬러 등 트렌드 컬러들이 여러 

시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매 시즌마다 

색상 사용의 폭과 변화가 다양한 바 1세대 디자이너들의 전통색 조합이 

중심이 되는 색 사용, 2세대 디자이너들의 저채도 및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 ‘소(素)색’의 반복 사용과 구별되며 트렌드에 기반한 넓은 범위에서의 

색상 조합으로 다원화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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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재 

 

3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20개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에서 

고찰된 소재의 사용은 전통 소재와 현대 신소재의 복합 사용으로 

나타난다. 나일론, PU, PVC 와 같은 합성 소재가 7개 컬렉션(엔젤 첸 

2021 SS, 엔젤 첸 2021 FW, 펑첸 왕 2018 SS, 펑첸 왕 2020 SS, 펑첸 

왕 2020 FW, 펑첸 왕 2021 FW, 사무엘 귀 양 2018 SS), 실크 소재가 

6개 컬렉션(한 원 2017 SS, 한 원 2021 SS, 사무엘 귀 양 2018 SS, 

사무엘 귀 양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1 SS), 모 소재가 5개 컬렉션(엔젤 첸 2021 SS, 엔젤 첸 2021 

FW, 한 원 2021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2 SS), 데님 소재가 5개 컬렉션(엔젤 첸 2021 FW, 펑첸 왕 2020 

FW, 펑첸 왕 2021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1 SS)에서 사용되었다. 여러 컬렉션에서 천연소재와 합성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술력을 이용한 소재 실험과 개발을 통해 

재생섬유, 식물성 소재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크와 같은 중국 전통 소재, 남색 날염 천, 죽예(竹艺) 기법 등 지역 

장인들의 특색있는 소재 수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펑첸 왕 2020 SS 컬렉션에서는 중국 동남지역의 어업에 

사용되는 죽바구니(竹篓)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 수공예 기법중 

죽예(竹艺) 짜임기법을 나일론 소재와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전통 

기법과 현대 패션 아이템의 결합은 잊혀져가는 전통으로 하여금 

선구적인 시각으로의 재해석을 통해 다시금 미적 가치를 인정받게 한 

것이다(Sohu Fashion, 2019)<그림 49>. 한 원의 2021 SS 컬렉션에서는 

치파오를 재해석한 형태에 ‘Ecocosy’사와 협업하여 개발한 친환경 

소재로 나타내 지속가능한 패션과 장인 정신을 부여하였는 바 이러한 

소재는 천연섬유를 사용하여 자연원료 염색의 제약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선명하고 풍부한 자연의 색채를 보여주었다(Elle China, 

2020)<그림 50>. 리 위산 & 저우 쥔의 2021 SS 컬렉션에서는 

중화민국 시기의 대표 복식인 중산복을 나일론 소재로 구현하여 

스포트함과 활동성을 강조하였으며(Fenghuang Wang, 2021)<그림 51>. 

리 위산 & 저우 쥔의 2020 SS 컬렉션에서는 중산복을 소주 지역의 

죽변(竹编) 기교를 이용해 엮은 그물소재로 구현하였다(Hu, 2019)<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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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그림 50>        <그림 51>         <그림 52> 

펑첸 왕             한 원       리 위산 & 저우 쥔 리 위산 & 저우 쥔 

2020 SS          2021 SS           2021 SS          2020 SS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속 소재의 사용은 

전통과 현대 소재들의 다양한 혼합으로 룩의 입체적인 질감과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는 동시에 전통의 가치를 되새겨 사라져가는 

오래된 전통 기법들을 현대적 방법으로 디자인에 응용하여 전통의 

효과적인 계승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사회의 공통된 발전 이념인 지속가능성에 주목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의 책임을 가지며 중국적 패션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따라서 3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은 소재의 측면에서 전통 소재와 

현대적 기술 및 미래지향적 가치 이념의 결합 및 조화되는 방식으로 

다원화 특징을 나타낸다.   

 

5) 문양 

 

3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20개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 속 3개 

컬렉션(사무엘 귀 양 2018 SS, 사무엘 귀 양 2020 FW, 리 위산 & 

저우 쥔 2022 SS)을 제외한 17개 컬렉션에서 문양의 응용이 

고찰되었으며 모든 컬렉션에서 중국적 문양요소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세대 디자이너들의 전통 문양을 위주로 한 상징적 

기호화 방식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컨셉에서 활용된 중국적 문화요소에서 파생된 하위 요소의 응용이 

3개 컬렉션(사무엘 귀 양 2017 FW, 사무엘 귀 양 2019 SS, 펑첸 왕 

2021 FW)을 제외한 14개 컬렉션에서 고찰되었으며 수묵화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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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엔젤 첸 2019 SS, 펑첸 왕 2020 FW, 펑첸 왕 2021 FW), 

<산해경>, <수호전>과 같은 고전 명작 속의 형상이 3개 컬렉션(엔젤 첸 

2017 SS, 한 원 2018 SS, 리 위산 & 저우 쥔 2020 FW)으로 다수 

응용되었고 청나라 해적의 문신, 진시황의 병마용, 죽자인화(竹子丝印)와 

옥석인화(玉石丝印), 옛 상하이 격자무늬(老上海编织格子), 비물질 

문화유산인 ‘귀남장수(贵南藏绣)’, 그리고 장족의 민족문양으로부터 

중국의 전통 음식, 여성 배우의 형상, 회화 작품, 영문 레터링 등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범위의 중국적 요소들이 응용되었다. 문양 

구현의 방식 또한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위주로 중국의 특색있는 지역 

문양들을 패턴으로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인 수공예 기법의 응용으로 

전통적인 미를 결합하였다.  

대표적으로 펑첸 왕 2020 SS 컬렉션에서는 자신의 고향인 중국 

동남 복건성의 남색 문양천(蓝色印花布)의 문양을 해체하고 패턴으로 

재조합하여 전통적인 수공 염색천의 기술을 현대 공예 방식으로 

표현하여 현대 패션과 고대 문화의 결합을 이루었다(Sohu Fashion, 

2019)<그림 53>. 펑첸 왕의 2020 FW 컬렉션에서는 무이산(武夷山)의 

해돋이 전경에서 영감을 받아 추상적인 수묵화 기법으로 

구현하였다(Sohu Fashion, 2020)<그림 54>. 한 원의 2017 SS 

컬렉션에서는 당나라의 음식 연회와 현재의 중국 음식을 팝 아트 형식의 

일러스트 도안으로 표현하여 중국의 체면(面子)문화에서 비롯된 

사치적이고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풍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Tencent 

Fashion, 2016)<그림 55>. 한 원의 2021 SS 컬렉션에서는 비물질 

문화유산인 장족의 장수(藏绣) 중 연꽃(莲花)의 길상적인 의미를 담은 

토템을 수공예와 프린팅 기법을 혼합하여 표현하였다(Elle China, 

2020)<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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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그림 54>        <그림 55>         <그림 56> 

펑첸 왕            펑첸 왕            한 원              한 원 

2020 SS           2020 FW         2017 SS           2021 SS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문양의 응용을 중국적 디자인 

표현의 중요한 방식으로 인지하여 컨셉과 상응되는 중국적 요소의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패턴 

프린팅 기술에 전통 기법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상생 및 

효과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3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문양 응용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은 중국적 요소들로 문양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수묵화와 같은 동양의 회화기법과 팝 아트와 같은 서양의 

예술기법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고찰되며 전통적인 수공예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상징성을 가지는 전통적인 문양 그대로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더욱 함축적이고 세련된 형식으로 재해석하여 구현한다. 또한 

중국 대중문화 코드와 현대 중국의 일상적인 사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찰이 많이 늘어났으며, 확산적인 사고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해체, 

조립, 재배치, 변형하면서 트렌디한 미적 감각에 부합되는 패턴으로 

구현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3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문양은 

동양과 서양의 예술기법을 아우르는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표현방법을 

기반으로 현대 기술력과 전통 기법의 가치를 결합하여 고대, 현대 

중국적 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발굴과 활용을 통해 다원화 특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컨셉과 형, 색, 소재, 문양 5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다원화 인식특성을 기반으로 세대별 

디자이너들 중 가장 다양한 범위의 중국적 문화요소를 컨셉에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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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 중국적 문화요소와 해외 문화요소의 

결합을 이루는 다각적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해 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형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기초로 중국의 전통과 현대,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현대적 시각에서 변형 및 전환하여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색에서는 전통색을 포함한 가장 다양한 색상 

스펙트럼으로 트렌드에 기반한 색상 조합을 구현한다. 소재에서는 전통 

소재와 현대적 기술 및 미래지향적 가치 이념이 결합 및 조화되며 

문양에서는 고대, 현대의 중국적 요소를 현대 기술력과 전통 기법을 

결합하여 동서양의 예술기법으로 트렌디하게 표현한다. 

3세대 중국 패션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중요한 특성은 

글로벌 트렌드에 기반하는 현대화된 표현방식으로 중국적 디자인의 

세계화 발전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조류와 인도적인 

가치인식에 대해 함께 사고하며 중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한 

진실되고 확산적인 관찰을 통해 중국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세계 패션트렌드와의 융합을 추구한다. 3세대 디자이너들이 

중국 전통요소에 대한 계승은 절대적인 숭상이나 전통성을 강조하는 

고정화된 단일 표현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 디자인의 적재적소에 

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계승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제 패션무대에서 넓은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3세대 중국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은 국내의 선구적인 디자인 역량일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라는 독특한 개성요인을 소유하고 이를 다원화된 특성으로 표현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선구적인 역량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 

디자인에 대해 자신감을 표하며 세계화의 발전 과정에서 주류 패션 

산업인 서양 패션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문화적 

배경의 개성 발현을 통한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반면 

3세대 디자이너들의 다원화된 특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서양 

요소들의 결합으로써 쉽게 컬렉션의 중점과 방향성을 잃을 수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거나 서양 패션에 의해 형성된 무형의 

기준과 트렌드를 쫓아 가는 입장이 되어 디자이너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쉽게 상실할 수 있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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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비교분석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이상의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그에 따른 조형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그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자발적인 계승을 추구하며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전세대 모두 전통문화에 대한 

탐구가 중국 패션의 현대화 발전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지하며 자국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세대별로 전통문화 계승과정에서의 착안점이 상이한 바, 그 중 

중국적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면서 초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책임감과 민족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념이 

뚜렷하며 가장 중국적이고 상징적인 전통미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들은 

중국의 국가 특색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전통 

요소들로 시각적 형상을 구성하여 디자인의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1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통의 계승은 비물질 문화유산의 

활용에서도 두드러지는 바 자수와 같은 전통 수공예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 및 계승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 문화 유산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전통문화의 계승과정에서 1세대 

디자이너들과 상반되는 착안점을 가진다고 분석된다. 1세대 

디자이너들이 중국적 디자인의 특색을 직접적인 유형(有形)의 

전통요소들로 표현하는 민족성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2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전통문화의 정신적 본질인 고대 철학사상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근본은 

상징성을 띄는 외부적인 물질이 아닌 함축적이고 내재적인 정신적 

고양이며 이러한 정서적 고취가 가장 오래도록 가치를 지닐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는 조형적으로 ‘천인합일’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조화로운 

정서를 표현하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형태와 소(素)색의 활용，전통 

수공예에 깃든 소박하고 근면한 정신에 대한 추구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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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디자이너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정은 1, 2세대 

디자이너들과 구별되는 확장된 관점에서 분석된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의 효과적인 계승은 반드시 젊은 세대의 심미에 부합되는 새로운 

해석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통의 현대화에 중점을 둔다.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중국적 요소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현대인들이 

공명할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지향하며 ‘계승과 전변’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다원화 요소들을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컨셉 및 모든 조형적 요소에서 전통과 다원화된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표현으로 고찰되며 트렌드와 선구적인 시도들로 이루어진 

현대화 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 수공예를 비롯한 비물질 

문화유산의 계승도 1세대 디자이너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바 3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패션의 현재와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전통 수공예의 

현대화 방법을 모색하여 부분적으로 차용하거나 트렌디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1, 2세대 디자이너들이 고대 중국문화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의 현대화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적으로 1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기호화된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2세대 디자이너들은 고대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무형화를 통한 함축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며, 3세대 

디자이너들은 계승과 전변의 태도로 다원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인 

융합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컬렉션의 컨셉 및 조형적 요소들의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컨셉에서 전통 및 현대요소의 결합은 3세대 디자이너들에서만 

고찰되었으며 1, 2세대 디자이너들은 각각 상징적, 추상적인 전통 

요소들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형에서는 서양 복식의 구조 차용이 1세대, 3세대 디자이너들에서 

공통적으로 고찰되었으며 1세대 디자이너들은 주로 중국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의 구조를 결합하는 반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의 전통과 

현대 및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변형 및 전환하여 결합하였다. 

색에서는 1세대 디자이너들이 전통색의 단일 배합, 2세대 

디자이너들이 저채도, 무채색을 위주로 소(素)색의 배합으로 한정적인 

색상 스펙트럼을 보인 반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가장 다양한 색상 

스펙트럼으로 1, 2세대의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소재에서 2세대, 3세대 디자이너들에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공통적으로 고찰되었으나 부분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2세대 디자이너들의 지속가능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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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합일’의 정서에서 비롯한 것으로 중국 고대 철학사상 고유의 

오래된 태도이며, 전통적인 기법으로 탄생한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통한 정신적 이념의 지속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이념은 현재의 세계적 조류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물려 더욱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반면 3세대 디자이너들의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인 발전 

이념인 지속가능 발전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의 인도적인 미래 

발전 방향에 동참하는 움직임이다. 즉 2세대 디자이너들의 환경적 

지속가능이 고유의 정신적 이념에서 출발한 독립적인 동향이었다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세계적인 발전 방향에 긍정적인 동참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양에서는 1세대 디자이너들과 2세대 디자이너들이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1세대 디자이너들은 대량의 전통 수공예 기법을 이용한 전통 

도안의 응용이 가장 중요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난 반면 2세대 

디자이너들은 극히 일부에서 추상적 기법을 이용한 문양 응용이 나타난 

바 이는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3세대 

디자이너들은 1세대와 구별되는 문양 표현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대 및 

현대의 중국적 요소들과 현대 기술력, 수공예 기법 등 전통 기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팝아트, 수묵화 등 다양한 동서양의 예술기법을 통해 

트렌디한 패턴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인식 및 조형성의 세대별 차이는 궁극적으로 1세대 

디자이너들은 ‘가장 중국적인 디자인은 무엇인가’, 2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문화 고유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인가’, 3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활용한 중국적 디자인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경쟁력 있는 차별성을 모색하여 중국적 디자인 

파워를 형성하기 위한 목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의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비교분석 

내용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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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디자인 

특성 비교분석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인식 

중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자발적인 계승과 자긍심 

가장 강한 중국적 

정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전통미 추구 

중국 전통문화의 

정신적 본질인 고대 

철학사상의 정신적 

고양에 중점 

‘계승과 전변’의 

태도로 전통과 현대 

다원화 요소의 융합을 

통한 현대적 해석에 

중점 

“가장 중국적인 

디자인은?” 

“중국 문화 고유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은?” 

“중국 디자인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이란?” 

표현

방식 
기호화 방식 함축적 방식 

다원화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융합 

컨셉 상징적인 전통 요소 

자연 및 사상요소가 

결합된 추상적인 전통 

요소 

전통 및 현대요소 

형 
중국의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 구조 결합 

감법(减法)의 방식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인 구조 

중국의 전통과 현대,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현대적 시각에서 변형 

및 전환하여 결합 

색 

강한 대비감과 높은 

채도의 전통색의 

단일배합  

저채도 또는 무채색의 

소(素)색의 단일배합 

전통색 및 트렌드에 

기반한 가장 다양한 

스펙트럼 

소재 대량의 전통 실크 

전통 염색기법을 

사용한 지속가능한 

천연소재(면, 마, 실크-

향운사, 모) 

전통소재(실크, 모, 

수공예 소재 등)와 

신소재(합성소재-

나일론, PU, PVC) 

혼합, 지속가능성 

(친환경 소재) 주목 

문양 

대량의 전통 자수 

수공예 기법을 사용한 

상징적인 전통 

길상도안(목단, 용, 봉황 

등) 

극히 일부에서 추상적 

기법 

고대, 현대 중국적 

요소를 현대 기술력과 

전통 수공예 기법을 

결합하여 동서양의 

예술기법(수묵화, 

팝아트 등)으로 

트렌디하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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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중국적 디자인의 개념,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를 사회 발전과 문화적 영향의 측면, 패션 교육의 

측면, 패션 시스템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배경으로 양성된 3개 

그룹의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식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적 디자인 컬렉션의 컨셉과  

형, 색, 소재, 문양에 나타난 중국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대별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의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 

디자이너들이 이끌어 가는 중국적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제적인 중국적 디자인이 가지는 다양성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중국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조되는 중국적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구와 이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적 디자인은 넓은 의미에서 중국 문화의 역사에서 기원하며 

중국 문화 요소의 응용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된 디자인을 창조하는 

예술형식이다.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패션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은 세개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50~1980년대 중국 건국후  

‘문화대혁명’을 거쳐 개혁개방으로의 단계 진입을 시작으로 사상 해방과 

패션 이념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으며 부분적으로 서양 문화를 

추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 정치 외교 및 시장경제의 발전, 

외래문화 수입과 더불어 나타난 복고열풍과 ‘문화회귀’ 현상의 다원화 

시대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문화조류를 

형성하였으며, 2000~2020년대 중국의 세계화 발전과 더불어 국가적 

자신감이 고조되고 ‘중국적’ 키워드의 유행과 ‘문화수출’의 문화강국 

발전 전략이 실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및 문화적 발전은 

디자이너들의 가치관과 디자인 이념 형성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디자이너들이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서 살펴본 결과 1980년대 중국은 

국내 자체 패션 교육 시스템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 중반 서양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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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도입으로 패션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실무성이 제고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국제적인 교육 모델이 구축되었다. 해외 패션 유학은 

2000년대 국비유학을 시작으로 지금은 3세대 신진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자비 유학생 수가 대규모 증가하였다. 중국의 국내외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은 직접적으로 중국 디자이너들의 패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많은 디자이너들이 

예술성에 집중된 의상을 디자인한 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창조력과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 

세계화된 시각을 소유하게 하였다.  

셋째, 중국 패션 시스템의 발전은 조직적인 동향으로 나타나 중국적 

디자인이 최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작용하였으며 중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체계적인 조직이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 국내  

패션위크의 글로벌 도약,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등 본토에 맞추어 중국 

패션 시장의 우세를 활용한 국제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2000년대 이전 중국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이 

제한적이었던 데로부터 조직적 해외 진출 추진, 현재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주축으로 하는 개체적 동향으로 변화되었다. 중국 패션 

시스템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 로컬 소비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함께 공략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고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화 양상속에 디자이너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차별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중국 패션의 시대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국가적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사고와 

인식 특성 및 이에 따른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전통문화 가치를 숭상하는 민족화 인식의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초대 국가대표’로서 강한 중국적 정체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전통미를 추구한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념이 뚜렷하며, 전통을 소생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물질 

문화유산의 주요 계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나타난 중국적 디자인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1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상징적 기호화’이며 구체적 방법은 치파오, 적색, 실크, 

전통 도안 등 여러 공통된 전통 요소들의 반복 응용이 주를 이루면서 

‘제한적 범위에서 유형(有形)화 요소들의 직접 응용’으로 설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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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에서는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적인 키워드를 사용하고, 

형에서는 중국 전통복식과 서양 복식 구조미의 혼합적 표현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색과 소재에서는 각각 중국 전통색의 배합과 대량의 전통 

실크 소재 사용을 위주로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단일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문양은 1세대 디자이너들의 가장 중요한 표현방식으로 민족 

자수와 같은 전통 수공예 기법을 이용한 전통 도안들을 핵심으로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1세대 디자이너들의 이와 같은 중국적 디자인 표현은 인상적인 

시각 효과를 주는 동시에 피상적이거나 정형화된 틀로 고정되어 

입체적인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 

전통문화와 기호들의 함의에 대해 이해가 적은 세계인들에게는 단순히 

장식주의 특성으로 인식되며 디자이너들 또한 제한적인 기호들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중국적 디자인의 다양한 발전을 저애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우려되는 점이다. 반면 실질적으로 1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희소성 높은 전통 수공예의 가치와 민족성의 발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특성을 

띈다. 

둘째,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고대 

제자백가 철학사상에 기반한 ‘천인합일’ 사상을 기조로 하는 무형화 

인식의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중국적 디자인의 근본은 중국 전통문화의 

정신적 본질 즉 고대 철학사상이며 중국적 디자인은 표면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정신과 사상으로부터 발현되는 무형의 미적 가치라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나타난 중국적 디자인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표현방식의 키워드는 

‘함축성’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상적인 중국미의 본질을 조형적 

요소들로 전환하여 표현 및 전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컨셉에서는 사상요소와 자연요소의 결합으로 추상적인 감화방식을 

사용하였고, 형에서는 감법방식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인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색과 소재에서는 저채도 및 무채색 배합의 소색과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본질적인 미를 표현하는 자연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반면 문양의 응용이 가장 적게 나타나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표현 수단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2세대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컬렉션 컨셉의 철학사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조형성에 대한 감각적 인지 및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중국적 요소들을 관찰하는 시각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확장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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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글로벌 진출에 있어 외국인들이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융합,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다원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들은 현대적 해석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전통 요소들을 ‘계승 및 전변’하며 다원화된 요소들을 융합하는 것이 

중국적 디자인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라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나타난 중국적 디자인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3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은 글로벌 트렌드에 

기반하는 현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 서양의 

조형요소 및 글로벌 이념을 결합한 다각적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진행하여 다원화되고 복합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셉에서는 가장 다양한 범위의 전통 및 현대의 중국적 요소가 

활용되었고, 형에서는 중국의 전통과 현대, 서양 복식의 구조를 현대적 

시각에서 변형 및 전환하여 결합하며, 색에서는 전통색을 포함한 가장 

다양한 색상 스펙트럼으로 트렌드에 기반한 색상 조합을 구현하였다. 

소재에서는 전통 소재와 현대적 기술 및 지속가능한 가치 이념이 

조화되며, 문양에서는 고대와 현대의 중국적 요소를 현대적 기술력과 

전통 기법을 결합하여 동서양의 예술기법으로 트렌디하게 표현되었다.  

3세대 디자이너들이 국제적인 조류, 인도적인 가치인식에 중국적 

문화를 결합하는 사고방식은 중국 문화의 세계적 융합과 응용 범위의 

확장에 영향을 준다. 반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중점을 잃거나 과도한 세계화의 추종은 고유의 특색을 잃을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중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자발적인 계승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차이점은 1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기호화된 방식을 사용하고, 

2세대 디자이너들은 고대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무형화를 통한 함축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3세대 디자이너들은 계승과 전변의 태도로 다원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인 융합을 진행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1, 2세대 

디자이너들이 유형 또는 무형의 고대 중국문화 자체에 중점을 둔다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전통의 현대화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및 조형성의 세대별 차이는 궁극적으로 1세대 

디자이너들은 ‘가장 중국적인 디자인은 무엇인가’, 2세대 디자이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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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 고유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인가’, 3세대 

디자이너들은 ‘중국 디자인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대별 탐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발전과 문화적 영향, 패션 교육과 패션 시스템 발전의 영향을 

받아 중국적 디자인의 차이를 형성한다. 중국 사회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사상, 문화적 변화는 전반적으로 세대별 디자이너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외 패션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변화는 세대별 

디자이너들이 일차적으로 구축하는 디자인 스타일과 표현방식에 영향을 

주어 세대별로 변화된 예술성과 상업성에 대한 이해도와 선택지를 

제공한다. 특히 서양의 선진적인 패션 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확산적인 사고와 응용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패션교육 시스템을 통해 양성된 세대별 디자이너들은 중국 

패션 시스템의 점차적인 세계화 발전과 함께 글로벌 무대에 더욱 

근접하는 동시에 중국 패션 내수시장의 우세를 활용하면서 패션 ‘국조’ 

트렌드를 형성하였고 중국적 디자인의 세계적 경쟁력 구축에 힘쓰게 

되었다.  

둘째, 중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자긍심은 세대별 

중국 디자이너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는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과 

중국적 디자인의 지속적인 흐름이다. 세대별 시대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중국적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지만 전통적인 ‘중화주의’ 관념부터 

현대의 ‘자긍적 민족주의’까지 중국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애국주의 

풍조와 민족적 자신감은 중국적 정체성으로 집결된다. 범아시아적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근현대적 발전을 걸쳐 전반적인 사회풍조와 의식지향의 

차이점을 보이면서 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국가적 정체성의 차이를 

조성한다. 세대별 중국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관념에서 형성된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 패션 소비자들의 중국적 디자인 수요에 의해 형성된 

상업적으로 장기 지속될 수 있는 공급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디자이너들은 자국의 문화와 정신을 함유하는 디자인이야말로 

국조(国潮)의 애국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자국 소비자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인지한다. 따라서 세대별 중국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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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의 중국적 정체성에서 비롯하는 중국적 디자인은 중국적 

문화의 표현인 동시에 상업적 경쟁력이 있는 중국 패션 자체의 발전인 

것이다. 

셋째, 현대 중국적 디자인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장식주의에 가까운 단일 양식이 아니라 세대별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고 공존하는 복합적인 형태이다. 세대별 중국 

디자이너들은 중국적 요소에 대해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를 갖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화적 자원이라는 우세를 발휘하여 

세계적으로 독특한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적 

디자인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적 디자인에 

응용되는 중국적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함에 있어 역사와 문화를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세대별 중국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탐구는 

근본적으로 민족화와 세계화에 대한 균형의 차이에서 출발하며, 

세계화와 민족화는 더이상 대립되는 양극이 아니라 서로의 우세를 

결합하면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이며 변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의 중국적 디자인의 발전은 

민족화와 세계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도록 유도한다. 

1세대와 2세대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각각 유형 또는 무형의 

민족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3세대 디자이너들은 상대적으로 민족성이 

부여된 세계화에 중심을 둔다. 민족화는 독특한 민족적 개성으로 국제 

무대에서 차별성을 가질수 있지만 중국 디자이너들 자체도 중국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세계적 범위에서의 다소 낮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신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도한 민족주의는 오히려 

배타성을 가져 최종적으로 중국적 디자인의 세계적인 발전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해외 패션 디자이너들도 중국풍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들과의 경쟁 또한 중요하다.  

현재 서양이 주도하는 패션산업의 세계화는 많은 집단의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글로벌 디자이너들사이에서 자체의 차별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준다. 때문에 맹목적인 세계화와 트렌드의 

추종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상실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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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적 디자인이 민족화와 세계화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탐구는 중국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기회이자 큰 

과제이다. 중국적 디자인이 세계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고유의 스타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패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더욱 넓은 

시각으로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발굴하며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문화적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세계화 된 표현방식과 결합함으로써 중국적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최종적으로 중국 문화의 세계적인 발전과 중국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파워 구축 및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적인 가치 

향상을 통해 중국적 디자인의 효과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시대적 발전에 기초하여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 및 조형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적 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고 중국 패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데 학술적 참고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중국적 요소의 응용과 

중국적 디자인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실무적인 디자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더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중국적 디자인 인식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세대별 중국 패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중국적 디자인 및 실질적인 상업발전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연구, 중국 디자이너들과 서양 디자이너들의 

비교 분석연구, 중국 디자이너들 중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과 국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을 분류하여 중국적 

디자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 등 다양한 심층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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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been expanded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fashion 

market (McKinsey & Company, 2019) and Chinese fashion designers 

are also becoming more influential nowadays. Chinese fashion 

designers created various Chinese designs with significant Chinese 

identity, and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rapid changes 

in China'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industry have made 

generational differences. However, the image of Chinese design is 

still fragmentary in the world,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hina's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more specific 

characteristics in Chinese design, focusing on representative 

designers of different generations in China. 

This study included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Chinese design, it examined the development of 

Chinese social environment and cultural influence, fashion education 

and fashion system for evaluating the generational changes with the 

times. Second, it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fashion 

designers’ perception of Chinese design by different generations. 

Thir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it analyzed forms of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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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y observing the Chinese elements applied in Chinese 

collections’ concept, shape, color, materials and patterns by different 

generations.    

This study combin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Research subjects were Chinese designers who presented Chinese 

designs, classified into three generations(1980-1990s, mid-1990s to 

early 2000s, 2000s to 2020s), and five designers were selected for 

each generation with 4 collections respectively.   

The Chinese design which means the art form that creates 

modernized design, originates from the history of Chinese culture 

and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Chinese elements in a broad sense.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nges of Chinese fashion 

in terms of Chinese social development and cultural influence, we 

notice the following. Firstly, from “Cultural revolution” in 1950s to 

“The reform and opening” in 1980s, ideology and idea of fashion 

were changed fundamentally and the phenomenon where some 

people chased Western culture mindlessly was also partially emerged. 

Then in the 1990s, political diplomacy and market economy in China 

developed rapidly, while retro trend and “cultural return” appeared 

along with expansion of foreign cultural imports. Due to the 

multilateral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China in the 2000s~2020s, 

people’s national confidence was highly improved and the “cultural 

exports” with the development strategy of cultural power was 

implemented. Secondly, in terms of fashion education system, 

Chinese fashion education system was formed in the 1980s, then 

western fashion education was imported in the 1990s and since the 

2000s, international fashion education model was established. While 

overseas education which had started publicl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mong third-generation designers. Thirdly,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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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hion system, the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Chinese fashion 

began in the 1990s, and since the 2000s, inter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cluding the China fashion week and 

development of various fashion business platforms. The global 

market entry of Chinese fashion designers has also expanded from 

limitations before the 2000s to a mor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entry of third-generation designers mainly.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hinese design perception and formal 

expression by different generations are as follows. The study found 

that the first-generation Chinese fashion designers had a 

nationalization perception which honors traditional cultural value. 

The first-generation designers pursued symbolic traditional beauty 

that emphasized the strongest Chinese identity and ethnicity, and 

also took on a role as successors of large amounts of non-material 

cultural heritage to revive and protect Chinese traditions. 

The most important keyword of first-generation’s Chinese 

design expression method was "signified symbolization" and 

specifically it could be explained as "direct application of tangible 

elements within a limited range" with repeated applications of various 

common traditional elements such as qipao, red, silk, and traditional 

pattern. Symbolic keywords inspired by traditional culture were used 

for concept, shape was composed by mixed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costume and western costumes’ structural beauty. In color 

and materials, relatively limited spectrum such as traditional Chinese 

colors and large amount of traditional silk were applied. Pattern was 

the most important expression method of first-generation designers, 

which maximized the decorative effect of traditional patterns using 

traditional handicraft techniques. 

Second-generation of Chinese fashion designers wa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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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recognized the spiritual perception based on the ancient 

Chinese philosophical ideas which are the spiritual essence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also the core of Chinese design. Thus, 

Chinese design is the aesthetic value of intangible ideas expressed 

from essential philosophy, not superficial ones.       

The keyword of the second-generation’s Chinese design 

expression method was “implication”, and the specific expression 

method could be explained a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essence of abstract Chinese beauty into formal elements to express 

and convey”. For concept, abstract sensitization method was used as 

the combination of ideological and natural elements. Simple and 

implicit shape was constructed by subtracting method. “Suse” like 

low-saturation and achromatic colors and natural fabrics were used 

to express essential beauty by naturalized expression method. 

However, pattern was rarely used so that it c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Chinese design method of second-generation.       

Third-generation Chinese fashion designers represented the 

diversificated percep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convergence of 

East and Wes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hinese design. 

Accordingly, third-generation designers had an attitude of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and mainly focused on 

modernization included global trends, so they generated complex 

expressions by conducting multifaceted and convergent 

consideration that combined diverse elements. The widest range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hinese elements was applied for 

concept, and the traditional, modern, and Western costumes were 

combined modernly in shape. Trendy color combination was 

implemented with the most diverse color spectrum including 

traditional colors. Traditional materials, new materi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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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were combined, and lastly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hinese elements were expressed trendily in Eastern and Western 

art techniques by combining modern technology and traditional 

techniques in patterns. 

As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design by 

different generations, Chinese designers were commonly considered 

to have voluntary succession and pride of traditional cultural value 

based on Chinese identity. Nevertheless, the difference was that 

first-generation designers used symbolic expressions to emphasize 

tradition and ethnicity, second-generation designers used implicit 

expressions through intangibility, and third-generation designers 

proceeded modern convergence which focused on diversification 

with “succession and transformation”. In a word, first and second 

generation designers focused on ancient Chinese culture itself, and 

third-generation designers focused on the modernized interpretation 

of traditions.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formal expressions could be 

explained ultimately as each exploration process of Chinese design, 

“What is the most representative Chinese design?” by the first-

generation designers, “What is the design that can express the 

essence of Chinese culture?” by the second-generation designers, 

and “What is the modernized and sustainable futuristic development 

of Chinese fashion?” by the third-generation designers.    

This study will help to promote practical understanding of 

Chinese fashion and have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comprehending 

the trend of Chinese fashion development. The study will also help to 

provide practical design data regarding various applications of 

Chinese elements and trends of Chinese design. Howeve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lack of in-depth interview data.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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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in-depth interviews about Chinese 

design and fashion business with different generations of Chinese 

designers are expected.  

 

Keywords : Chinese fashion, Chinese design, Chinese fashion 

designers, Chinese culture, Chines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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