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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inese dresses featured in propaganda posters since the mid-20
th
 century as well as

explore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dress. This study used an in-depth interview method to investigate

information from 10 Chinese familiar with public awareness and donning practices of the Chinese from

1949 to present. Interviews and analysis provid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Zhongshan-zhuang, Lie-

ning-Zhuang and Bulaji were widely worn in the Reconstruction because of the revolutionary spirit; in add-

ition, Huayishang also became simultaneously popular as a means to reflect the new aspects of socialism.

Second, Jufu/Junbianfu were the most common dresses during the period of Cultural Revolution because

the government used various mechanisms to control public opinion. Third, Western fashion began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suit wearing by the Chinese became a symbol of the Reformation and Open-door

policy. Traditional dress is no longer a symbol of Feudalism and is a part of Chinese culture that has been

reaccepted in the Reformation and Open-door times. Finally, during these 60 years, Chinese dress has obv-

ious political characteristics, but began to change. The changes of political characteristics were, de-politici-

zation expressed b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ready-made, permissions for traditional dress and diversifi-

cation/individualization.

Key words: Chinese dress, Propaganda posters, Political characteristics, De-politicization; 중국 복식, 선

전 포스터, 정치적 특성, 탈정치화

I. 서 론

수천 년 동안 중국 복식 문화는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

며 시대, 지역, 민족에 따른 복식 양식을 통해 각 시대의

백태만상을 반영해 왔다. 복식은 지위와 신분을 구분하

는 도구로서 가족, 집단,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봉

건적인 계층 제도를 합리화시켰다. 특히, 중국 통치 계급

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복식 제도를 제정하여

복식의 형태, 문양, 색채, 소재까지 끊임없이 변화시켜왔

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 복식 양식

은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으며 국민들의 정치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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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반영해왔다.

중국은 오래 지속된 전쟁 때문에 경제, 문화, 과학 등

이 낙후하였고 사진과 동영상 등 매체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poster)를 이용하여 당시 사회 현황 및 사회주의

발전 방향을 지시한 그림과 홍보 구호를 통해 국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포스터는 대중매체로서 당시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어 연구대상으로서 가치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복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복식사 및 복식

문화 분야에서는 전근대 전통 사회의 복식 연구와 소수

민족 복식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현대 패션 분야에서는

중국풍 패션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어 왔다. 20세기 이후 근대 복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도 서구 문물이 급격히 유입된 20세기 전반기의 복식 변

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20세기 후반기의 복식

에 관한 연구, 특히 복식의 정치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

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복식은 국민

들의 정치 태도와 신념, 생각과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바, 동시대를 이해하는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화적 코

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는 국민

들에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로 포

스터가 사진 대신 사회 현황을 반영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포스터를 중심으로 1950년대 이후 복식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선전 포스터를 중

심으로 중국 복식의 양식과 당시의 사회 맥락을 결합시

켜 복식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

성과 변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 선전 포스터

에 관한 조사를 행한다. 둘째, 중국의 역사적, 사회 문화

적 배경을 토대로 선전 포스터에 나타난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각 시

기에 대표적인 복식에 따른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

및 변천을 이해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중국 선전 포스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당시의 사

회 맥락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20세기 중반 이

후 중국 선전 포스터에 나타난 복식 양식과 특징을 분석

하여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 및 변천을 발견하였다. 더

욱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

다. 면접 대상은 1950년대 이후 중국의 사회적 상황과 복

식 문화를 알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산동성(山東省) 거

주 남녀 10명이었다. 산동성 주민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산동성은 중국의 동쪽에 있고 유리한 지리위치를 차지

해서 교통과 수출입 무역 중심이 되었고 경제 성장도 급

속히 발전하고 있다. 둘째, 베이신문화[北辛文化], 다원

커우문화[大汶口文化], 롱산문화[龍山文化] 등 인류 문화

가 일찍부터 산동성에서 시작했으며 중국 대표적인 사

상가인 공자(孔子), 맹자(孟子), 묵자(墨子), 군사가 손자

(孫子) 등 역사적 인물도 많이 배출되었다. 셋째, 성도 지

난[濟南]에 있는 지난 군관구[濟南軍區]가 전국 각 군관

구의 전략 총 예비대이기 때문에 산동성은 중요한 정치

역할도 맡고 있다.

면접 대상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able 1>에 정리

된 바와 같다. 면접은 2013년 1월 14일~2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이루어졌고,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

었다. 녹취한 자료를 텍스트로 기록하여 1차 자료로 활

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면접 대상자가 소장한 사진자료

Table 1.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s

Respondent Gender Age Profession Marital status

A Female 78 Tailor Married

B Male 84 Soldier Married

C Male 54  Office worker Married

D Female 52  Office worker Married

E Female 51 Businessman Married

F Male 51 Policeman Married

G Male 50  Office worker Married

H Female 48 Accountant Married

I Male 42 Computer engineer Married

J Female 42 Professor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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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II. 중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선전 포스터의 역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경제, 문화, 과

학 등이 낙후하였고 대중매체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기 위해 선전 포

스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내용은 주로 그림과 홍보 구

호를 포함한 당시 사회 현황과 사회주의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1. 재건기(1949~1965년)

1949년 신중국(新中國) 건립 이후 전후 회복과 사회

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였다. Hong and Hong(as cited in Wu et al., 2014)

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겨울부터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의 당면 과제는 토지개혁(土地改革)을 완성하고,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구축하며 경제적으로는 물가 안

정과 국내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진반운동( 反運動) 등의 전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질

서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이어서 1952년 중국 공산당은

‘3반(三反)’ ‘5반(五反)’운동과 민관합작경영[公私合營]

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체계를 강화하였다. 일련의

정치적 방침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지만, 그 과정에

서 타인에게 과실과 상해를 입힌 경우도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57년 공산당 쇄신운동인 정

풍운동(整風運動)을 실시하였지만, 반우파투쟁(反右派

爭)이 극대화되어 많은 지식인과 애국지사, 공산당 지

도자들이 그릇되게 ‘우파’로 박해를 받기도 하였다. 또

한 공산당은 자력갱생(自力更生) 정신으로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농공업 증산 정책인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균형

으로 인해 생산의 대약진이 아니라 생산의 폭락이 발생

하였고 중국 경제에 있어서 농 ·경공업의 퇴보와 중화

학공업의 과다 발전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Shin, 1993). 이 시기부터 정치가 사회의 여러 방면을 간

섭하기 시작하여 모두 구식 이데올로기를 부정적이라고

판정해서 국민들의 가치관, 도덕관, 심미관과 생활방식

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건국 초기에 선전 포스터는 ‘혁명주의

와 혁명낭만주의가 서로 결합’함으로써 내용적인 측면

에서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치 봉사라는 특징을 충분

히 실현하여(Yang, 2007)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선전이

나 사회 활동의 참여 등의 측면에서 조형예술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 포스터가 학

술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1956년 중국 사회

주의 개조를 완성함에 따라 개인과 사영경제(私營經濟)

가 사라졌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강조

했기 때문에 포스터는 광고 선전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위축되어 주로 정치 선전이나 사상 선전에 치중하였다

(Xu, 2006). 1959년 상하이에서 ‘상업광고회의’가 개최

되어 ‘상품 선전과 정치 선전을 결합시켜서 사회주의를

갖춘 사상성, 정책성, 진실성, 예술성과 민족의 풍격을

만들어야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때부터 선전 포스

터의 정치화 경향이 더욱 확실히 나타났고 수많은 작품

이 탄생되었다(Yang, 2007). 이상과 같이 1950년대 이후

정치화 경향으로 인해 선전 포스터는 주로 혁명과 노동

을 주제로 제작하며 영웅주의와 집단주의,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주류 가치관을 드러냈다. 선전 포스터는

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도구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디자인의 형식은 사실적인 그림과 현장을 촬영한 사진

기록이 주류를 이루었다.

2.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

1960년대에 자급자족 공산 사회를 건립하기 위해 시

도한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소련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

해 중국은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게 되었다(Wu et al.,

2014). 1960년대 후반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

는 대중운동을 통해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

고 권력 재탈환을 기도하는 일종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

었다(Hong & Hong, 2013).

1966년 5월, 칭화대학 부속중학의 학생 40여 명이 홍위

병(紅衛兵)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Amako, 1999/2003)

그 후, 문화대혁명의 ‘전위대’가 되었다. 8월 천안문 광

장에서 모인 홍위병들은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진출하여

마오쩌둥 사상을 찬양하고 낡은 문화를 일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에게

당을 위한 투쟁을 위임하고 혁명의 계승자가 되기를 기

원했다고 했기 때문에(Hyun, 2012) 홍위병들이 중앙에

서 지방까지 존재했던 ‘4구(四舊)’, 즉 낡은 사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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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관습을 척결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했던 집권

자의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동시에 린뱌오[林彪] 반혁명

집단과 쟝칭[江靑] 중심의 ‘사인방(四人 )’은 홍위병들

을 선동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비판,

타도, 감금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Okumura

(as cited in Wu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해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인민에게 심한 좌절과 손실을 주었고 문화를

이용하여 수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

며 중국 전통 사상은 무시되고 그 자리를 마오쩌둥의 사

상이 대신하며 학교교육도 거의 마비된 상태이어서 전

국적으로 혼돈 및 경제적 침체를 일으켰던 국가적 재난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심각한 정치숙청운동으로 인해

시장경제와 상품 제도가 전반적으로 부정되어 수많은

전통적인 상점과 브랜드가 봉건주의나 자본주의, 수정

주의로 간주되어 ‘혁명’이라는 구호 속에서 정부와 사회

의 반대를 받았다. 포스터는 상품 생산과 판매의 선전

도구로서의 기능이 철저하게 부정되었으며 문화대혁명

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었고 농민,

군인, 사회 노동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포스터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혁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전 포

스터는 주로 영웅주의나 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사실적

인 표현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국의 선전판이나 벽

에 전시하였다.

3. 개혁 개방기 및 이후(1978년~현재)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문화대혁명 시

기 동안 일어난 혼란을 수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

려는 요구가 강해졌다(Hong & Hong, 2013). 피폐해진 사

회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삼중전회(第十一屆 三中全會)’가 베이징에서 개

최되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

설’이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되게 된다. 경제 발전과

생산력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정책은 개혁 개방 및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분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경제 체제의 도입, 대외 개방, 외국 자본 도입 등이 허용

되었다(Okumura, 1999/2001). 특히 중국 사회주의 현대

화와 세계 경제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인해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주하이

[珠海], 선전[深 ], 샤먼[廈門]과 샨터우[汕頭] 등 남부 연

해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

입하였고 수출을 증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중

국은 이 시기에 오랫동안 지속했던 쇄국 정책을 포기했

으며 전 세계를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현대적인 통

신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서양 각국과의 왕래를 확대

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서양 문화와 서양식 생

활 양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심미 의식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Wu et al., 2014). 1992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

혁 개방 정책을 더욱 지지, 강화하여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는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1999년 포르투갈의 마카오 반환을 계기로 중

국은 서양 사회에 문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게 되

었다. 2001년 상하이 APEC 회의 개최 및 2002년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대외 신임도가 높아졌고,

해외 자본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용이해졌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개혁 개방 정책이 맞물려 중국 경

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Park, 2004). 또한 2008년 베

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국 문화의 잠재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고 중국 국민들에게 민족 자부심과 함께 개방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신뢰감을 주게 되었다.

이 시기의 선전 포스터는 혁신적인 시대정신을 홍보

하기 위해 청년이나 과학기술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시

장경제 체제가 점차 형성되었고 대중문화도 출현하여

정치를 위한 포스터가 경제와 문화, 그리고 공익사업 등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선전 포스터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만 선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각

예술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III. 선전 포스터에 나타난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 분석

1. 재건기(1949~1965년)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베이징 천

안문 성루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

기 위해 1953년에 화가 동시원[董希文]이 <개국대전(開

國大典)>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Fig. 1). 작품의 내용

은 건국 식전에서 단정한 중샨장[中山裝]을 입은 마오

쩌둥과 식전을 참석한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그 후, 정

부는 토지개혁, 진반운동, ‘3반’ ‘5반’운동 등의 정책을

실행을 통해 정권을 강화하였다. 이 때부터 정치가 사회

의 여러 방면을 간섭하기 시작하여 국민들의 가치관, 도

덕관, 심미관과 생활 방식에게 영향을 미쳤다. A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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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변화된 국민들의 착복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구술하였다.

“어떤 복식 양식이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지,

당시에 큰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정치적 경향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지도자와 해

방구(解放區)의 간부 그리고 소련 복식 양식을 모방하였다.”

A씨가 구술한 것처럼, 건국 초기에 중국은 여러 측면

에서 소련을 모방하였다. <위대한 대면[偉大的會面]>이

라는 <Fig. 2>는 1949년 말에 마오쩌둥이 모스크바에 방

문하여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과 양국의 우호 왕

래 문제를 협상하는 모습이다. 스탈린의 뒤쪽에 있는

사람은 레닌장이라는 소련식 복장을 하고 있다. 또한

1950년대에 중국과 소련 간의 경제 협력이 긴밀하게 이

루어졌고 소련의 꽃무늬 천들이 중국 시장에 유입하여

이런 화려한 천으로 만든 불라지가 중국 여성들 사이에

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Fig. 3>에 왼쪽의 불라지를

입는 여자가 무산 계급 대표로서 중국과 소련 간의 사

회주의 우정을 상징하면서 중국은 소련을 따라할 결심

을 표현하였다.

1956년, 정부는 사회주의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자’라는 주제를 내세웠다. 중국 복

식, 특히 여성 복식의 번창기가 잠시 왔다. 국민들은 정

부의 호소에 응하여 꽃무늬 옷을 입고 점차 사라지고 있

었던 치파오[旗袍]도 잠깐 착용되었다. <Fig. 4>는 소녀

가 거울 앞에 꽃무늬 옷을 입어 예쁘게 꾸미고 있는 모

습이며, <Fig. 5>는 <마오 주석 만세[毛主席萬歲]>라는

선전 포스터에서 검정색 벨벳(velvet) 치파오를 입은 여

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처해있는 중국 국

민들은 생각과 행동이 무의식중 정치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미를 가진 옷차림을 선호하였다.

1) 중샨장[中山裝]

중샨장은 중화민국을 건국한 쑨원[孫文]의 호인 중산

(中山)을 따라서 이름 지어졌고 중국인의 생활양식에 부

합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양복보다 실용적일 뿐만 아니

라, 대칭을 바탕으로 한 단정한 맵시가 특징인 혁명정신

을 가진 새로운 복식 양식이었다(Hua, 2004/2008).

중샨장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어 근대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샨장의 양식은 칼라와 포켓의 모양

이 독특하며 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스탠딩칼라 상의에

상하 좌우 4개의 포켓을 부착하였는데 예(禮), 의(義), 염

(廉), 치(恥)를 포함한 국지사위[國之四維] 뜻하고(Zhang,

2013), 앞 옷자락에 달린 5개 단추는 행정(行政), 입법(立

法), 사법(司法), 고시(考試), 감찰(監察)의 오권분립(五

權分立)을 의미하였으며, 좌우 소매부리의 3개 단추가

있는데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을 상징하는

삼민주의(三民主義)와 평등(平等), 자유(自由), 범애[博

愛]를 상징하는 공화(共和)정치이념을 나타냈다(Lu &

Sun, 2013). 폐쇄형 칼라는 근엄한 치국 이념을 의미하였

으며 앞의 포켓 덮개가 거꾸로 놓는 붓걸이 모양으로

나타나 지식인을 중시하는 뜻을 나타냈다. 절개선이 없

는 뒷판은 나라의 평화통일의 열망을 상징하였다(Sun,

2011). 중샨장은 계급 제도를 타파했고 국민들이 평등하

Fig. 1. Founding ceremony

(1953).

From Dong.

(2014).

http://huaban.com

Fig. 2. Great meeting 

(1951).

From Feng and Li.

(2014).

http://chineseposters.net

Fig. 3. Go along the road

of October Revolution.

Fro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pularization 

Association. (1957). Cover page.

Fig. 4. Dress up 

(1956).

From M. B. Li.

(2013). http://

www.dianp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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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착용할 수 있었으며 그 후 마오쩌둥 주석이 자주 착

용했기 때문에 마오장[毛裝]이나 런민장[人民裝]으로도

칭하였다.

중샨장은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대 초

까지 중국 남성들의 대표적인 정장이었다. 군인으로서

해방 혁명에 참여했던 B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원래 중샨장은 정부 직원이 착용한 유니폼이었는데 혁명을 숭

상한 시대의 상징이었으므로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이 받아들였다.”

B씨는 특히 지식인들의 언행과 복식이 정치에 많이

종속되었다고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마 지식인들은 감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새 정권에 많이 기대해서 바꾼 의

복 양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자기 믿음을 표현하려고 한다. 반

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양식이 아무리 변해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대로 지식인의 옷차림을 유지했다. 그런데 옷을 통해 정치

태도를 표현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기

를 보전하려면 혁명적인 옷을 입어야 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 ‘계급 투쟁’법은 모든 사물을 인식

하며 분석하는 주요 방법이 되었고 국민들의 일상 생활

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은 미학 가치보다 복

식에 나타난 혁명정신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중샨장은

실질적으로 유형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Yuan & Hu,

2010). 이 외에 신정권을 건립한 지도자들에 대한 숭경도

중샨장이 유행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 <Fig. 6>는 1950년

대 마오쩌둥 주석의 중샨장 착용 모습이며, <Fig. 7>은

1980년대 일반인의 중샨장 착용 모습이다.

2) 소련 복식: 레닌장[列寧裝]과 불라지[布拉吉]

1949년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으로 진입하여 여

러 측면에서 사회주의 강국인 소련을 모방했고 복식도

소련 복식을 따라 착용하였다. 대표적인 소련 복식인

레닌장은 1950년대 중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던 소련

의 영향으로 유행한 복식으로 처음에는 남녀공용이었는

데 후에 점차 여성 전유의 복식이 되어갔다. 레닌장은 혁

명의 진보정신과 사회주의 나라 사이의 우정의 상징으

로서 여성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정신적 풍모를

표현한 도구가 되었으며, 중샨장과 같이 재건기의 대표

적인 혁명복식이 되었다. 레닌장은 시푸링[西服領]과 더

블브레스티드 버튼을 적용한 헤링본 재킷이 기본 스타

일이었으며 재킷 하단에 크로스 포켓을 달거나 재킷과

같은 소재와 색상의 벨트를 두르기도 하였고 아래에는

바지를 함께 착용하였다(Hua, 2004/2008). <Fig. 8>은

1950년대 초, 레닌장을 착용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다른 한편 중국과 소련의 밀접한 왕래와 더불어, 소

련 여성들이 입었던 불라지가 진보의 외관적인 상징이

되었다(Yang, 2012). 불라지는 원피스를 의미하는 러시

아어 ‘불라지(платье)’를 그대로 차용한 말로 소련 스

타일의 원피스를 뜻하다(W. Li, 2013). 주름 잡힌 퍼프

형태의 소매에 단순한 칼라를 가진 원피스로 꽃문양과

체크문양의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색상도 다양하

Fig. 5. Long live

Chairman Mao

(1964).

From Ha.

(2014).

http://chineseposters.net

Fig. 6. Mao's 

Zhongshan-zhuang

look.

From Gaume and 

Gaume.

(2012). p. 208.

Fig. 7. Man's

Zhongshan-zhuang

look.

Photo by WuPeizhen.

(Early 1980s).

Fig. 8. Women's

Liening-zhuang look.

(Early 1950s).

From 滿街都是列寧裝

[LieNing-zhuang was

fashionable in China].

(2011). http://roll.so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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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Wu et al., 2014). 이 시기는 소련의 꽃무늬 천들이

대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유입되었으며 당시 사회주의

진영 가운데 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던 체코슬로바키

아에서도 정교한 공예품과 방직품이 많이 수입되었다

(Li et al., 2004/2011). 그러나 ‘중국의 꽃무늬는 봉건의 상

징이고 소련의 꽃무늬는 혁명의 정신이다’라는 극단적

인 정치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Hua, 2009). 불라지는 정

치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 도구로 되었다. <Fig.

9>는 1950년대 불라지를 착용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3) 화이샹[花衣裳]

경제 불황과 정치 투쟁으로 인해 재건기의 복식 양식

은 다양하지 않았으며 색상도 어두운 톤이 많은 편이었

는데 1950년대 중기에 잠시 중국 복식의 번창기가 있었

다. Yuan and Hu(as cited in Wu et al., 2014)에 따르면

1956년 1월에 공산주의 청년단과 중화전국여성연합회

가 미(美)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미는 예술

의 한 분류로서 미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천성이며 단정

하고 아름다운 복식 착용은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화이샹을 입자’는 주제의 논설이 신문에 많이

등장하여 사회주의의 번창한 모습을 구현하였다. 화이

샹은 어떤 구체적인 복식 양식이 아니라 모든 예쁜 옷

의 통칭이다. 3월에 신중국 최초의 복식 박람회가 베이

징과 상하이에서 개최되기도 하여 국민들의 열렬한 지

지를 받았다(Yuan & Hu, 2010).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예

쁜 옷을 입는 것이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것이고 애국

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호소에

응하여 화이샹을 입었다. 불라지, 양장과 구두, 각종 스

커트 그리고 전통적인 치파오까지 활발하게 나타났다.

<Fig. 10>은 1956년에 화이샹을 입는 여성의 결혼기념

사진이며, <Fig. 11>는 1950년대 치파오를 착용한 여성

모습이다.

2.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마오쩌둥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선전 포스터는 주로 마오쩌둥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

작하거나 마오쩌둥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Fig. 12>

는 군복을 착용한 마오쩌둥은 ‘홍위병’ 글씨가 있는 완

장을 차고 대중들을 이끈 모습이며, <Fig. 13>는 마오쩌

둥 어록을 쥐는 홍위병의 형상이고 문화대혁명 시기의

마오 주석 사상의 지도하에 확고한 혁명정신을 표현하

는 내용이다. 홍위병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혁명과 진보

의 상징으로서 젊은이들의 동경을 얻었고 그들의 옷차

림도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다.

1) 쥔장[軍裝]/쥔삐엔장[軍便裝]

1961년 2월에 마오쩌둥 주석이 발표한「여민병의 사

진에 부쳐[ 女民兵題照]」라는 시에서 여민병들은 착용

한 쥔장을 칭송하였다(Peng, 2011). 혁명정신을 숭상한

시대에 이 시가 국가 지도자의 ‘최고 지시’로서 널리 전

파되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예쁜 옷을 벗고 쥔장과

같은 양식을 입기 시작하였다. 또한 항일전쟁과 해방전

쟁으로 인해 해방군은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형상이었고

쥔장은 숭고한 혁명정신을 상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복식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는 것은 최고

Fig. 9. Women's

Bulaji look.

From Yuan and Hu.

(2010). p. 287.

Fig. 10. Woman's

Huayishang look.

Photo by WuYunlan.

(1956).

Fig. 11. Woman's

Qipao look (1950s).

From 50年代五彩 or 彩

 [1950s' colorful fashion

and no color fashion]. (2009).

http://eladies.sina.com.cn

Fig. 12. Following the

Chairman Mao (1966).

From Shen. (2013).

http://blog.s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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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여 군인이 된다는 것은 ‘혁명’적

신분을 상징하면서 ‘정통’의 ‘쥔장’ 치장을 의미하였다

(Li et al., 2004/2011). 홍위병의 옷차림이 바로 대표적인

실례였다. 최초에, 군인 집안 출신인 젊은이들이 군대가

계급 제도[軍銜制]를 실시했을 때 착용한 낡은 쥔장을 입

고 자신은 ‘혁명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보여주었다. 당

시에 홍위병이었던 G씨는 홍위병의 옷차림을 설명하면

서 “기본적인 아이템은 낡은 군복(軍服), 낡은 군모(軍

帽), 군혜(軍鞋), 군용벨트[軍裝腰帶]로 구성되었으며 빨

간 완장, 마오쩌둥 상이 새겨진 금속 휘장[毛主席像章]과

적색의 마오쩌둥 어록[毛主席語錄], 덮개에 빨간색 ‘인

민을 위하여[ 人民服務]’라는 글씨가 있는 초록색의 잡

낭[軍用背包]이 유행하는 액세서리였다.”고 구술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 상의 휘장과 어록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의 구현이었다. <Fig.

14>은 1960년대의 홍위병의 모습이다.

홍위병의 옷차림과 함께 쥔삐엔장[軍便裝]도 문화대

혁명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E씨의 구술에 따르

면 당시 쥔삐엔장도 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혁명

초기와 중기에 주요한 복식 양식이 되었다. 쥔삐엔장의

기본적인 양식은 쥔장과 유사했는데 색상은 주로 카키

색과 황록색이 많았고 홍위병 외에 공인, 농민, 교사와

지식인 등도 많이 입었다. 또한 당시의 남녀평등 사상

에 따라 여성들이 남성적 기준을 요구했고 옷차림도 남

성복에 따랐다(Yuan & Hu, 2010). 이러한 변화는 유럽

에서 일어난 페미니즘과 달리, 여성들의 권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변혁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라고 사료된다. <Fig. 15>는 쥔삐엔장을 착용한 남녀의

모습이다.

3. 개혁 개방기 및 이후(1978년~현재)

1978년 공산당 ‘제11기 삼중전회’가 개최된 후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했던 쇄국 정책을 포기했으며 전 세계를

향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현대적인 통신과 교통수단

을 이용하여 서양 각국과의 왕래를 확대했으며, 이를 계

기로 중국인들은 서양 문화와 서양식 생활 양식을 받아

들이게 되었고 심미 의식이 많이 변하게 되었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급속 발전과 세계 무대에 적극적

인 활동으로 인해 중국 문화의 잠재적 역량을 세계에 알

리는 좋은 기회가 됐고 중국 국민들에게 민족 자부심과

함께 개방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신뢰감을 주게 되었다.

<Fig. 16>은 1999년 신중국 건국 50주년 때 번영한 중국

도시와 과학성과를 배경으로 양복을 착용한 장쩌민[江

澤民] 주석이 손을 들고 중국의 아름다운 미래에게 인사

를 하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의 세계 무대에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 전통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국제 활동 때 등장한 치파오, 당장(唐裝) 등

전통 복식은 이미 전통 문화를 선전하는 목적을 넘어서

중국의 상징이 되었다. <Fig. 17>는 2008년 베이징 올림

픽 선전 포스터인데 전통 복식을 입는 어린이와 어르신

의 형상을 통해 중국의 전통을 보여주면서 ‘같은 세계,

같은 꿈(One World, One Dream)’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표현하였으며 인종, 연령, 성별 모두 상관없이 운동을

즐기는 소원을 빌었다.

이상과 같이 개혁 개방기 및 이후, 서양 복식이 유행

Fig. 13. Criticize the old world

and build a new world with 

Mao's Thought as a weapon. 

(1966).

From Propaganda Poster Group

Shanghai renmin meishu chubanshe.

(2014). http://chineseposters.net

Fig. 14. Red Guards

in Tiananmen Square. 

(1967).

From Jiang. (2009).

http://www.fotocn.org

Fig. 15. The Young's

Junbian-zhuang look.

Photo by CheLiangjie/

YangShulian.

(1979/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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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전통 복식도 국민들의 개방된 의식으로 다시 허

용되어 패션 무대에 재등장하였다.

1) 양복 및 양장

1976년 중국에서 10년 대동란인 문화대혁명이 끝났

다. 당의 ‘제11기 삼중전회’의 개최, 개혁 개방 정책의 실

행, 대학 입학시험 제도의 회복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가 점차 발전하였

다. 문화대혁명 이후, 군복이 점차 무대에서 물러나고

청바지, 나팔바지, 티셔츠 등 서양 복식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 중에서 양복 열풍이 일어난 것은 개혁

개방 시기 중국 복식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Yuan

& Hu, 2010).

1983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은 회의

에서 “복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라. 국민들을 깨끗하

게, 단정하게, 그리고 예쁘게 입게 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Wu et al., 2014).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양

복을 입고 국내 ·외에 큰 주목을 받았다(Zhang, 2013).

따라서 양복이 국민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

다. 이 현상에 대해 C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중국 대중들은 지도자들의 옷을 보면서 정치나 사회의 방향

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기 양복 착용 역시 개혁의 정치

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전국적으로 계층과 나이를 불문하고 양복은 모든 업

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복식이

되었으며, 심지어 한 때에 양복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

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복식 개혁을 제안한 선

구자들이 국가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정치인

이었기 때문에 이번 양복 열풍은 중화민국 시기보다

영향력이 더 강하였다.

남성용 양복과 함께 1980년대에 여성들은 서구식 양

장 수트를 입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양에 오래 유행했

던 오피스 룩(office look)은 정교한 디자인과 소박한 복

색을 통해 여성의 우아함을 표현하면서 커리어우먼의

세련된 매력을 나타냈다. <Fig. 18>는 개혁 개방기에 양

복을 착용한 남성 모습이며, <Fig. 19>는 인기가 많았던

양장 수트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다.

2) 전통 복식

개혁 개방으로 인해 중국인의 사상은 전례 없던 개방

속에서 크게 변화해 왔다. 수많은 외래품과 함께 서양

사상이 중국에 유입하여 국민들의 시야는 넓어져서 전

통 복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대혁

명 시기에 극단적인 좌경 사상으로 인해 치파오, 장삼(長

衫), 마과[馬 ] 등 전통 복식이 ‘4구’의 범주에 속하여 국

가와 국민의 비판을 받았는데, 1990년대 이후 특히 21세

기 들어서면서 전통 복식이 일련의 국제 활동에 빈번히

나타나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서 전통 복식은 일상복으로 대규

모 착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교장이나 특별

한 행사를 위해 착용되었다. 현대적인 전통 복식은 원래

의 우아한 실루엣을 기초로 색상과 장식적인 디테일이

다양해지면서 제작 수준이 대폭적으로 높아졌다. 근년

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전통 복식을 입고 중요한 활동에

출석하였기에 전통 복식은 국민들의 호감을 일으켰다.

<Fig. 20>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부인 펑리위

Fig. 17. The poster of

Beijing Olympics.

From 北京奧林匹克官方海報 [Beijing

Olympic Games official poster]. (2008).

http://pcedu.pconline.com.cn

Fig. 18. Man's

suit look.

Photo by WuJun.

(1986).

Fig. 16. Advance into the

21st century (1999).

From Design Institute of Wuxi

Light Industrial College. (2004).

http://chineseposter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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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彭麗媛] 여사가 외국에 방문할 때 중국 전통 복식을

착용한 모습이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여 20세기 이후 중국 복식의 정

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IV.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 및

변화에 관한 논의

1. 정치적 특성

신중국이 성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자본주의 나라와의 교류 관계를 단절하고 일련의

정책과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부터 정치적 이데

올로기가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복식

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미학 가치를 넘어서 국민들의 정

치적 태도를 반영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이는

주로 다음 네 측면으로 요약된다.

Table 2.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dress since 1949

Period Social background Poster Dress Design Political significance Example

Reconstruction

times

(1949-1965)

• The founding of

New China

• Construction of

Socialist

Zhong

shan-

zhuang

• H-line

• Standing collar

• Four pockets

• Democratic

republicanism,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 Revolutionary

spirit

• Worship of the

leaders

• Class struggle

• Close contacts

with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Liening-

zhuang,

Bulaji

• Liening-zhuang

• Shirt collar

• Double-breasted

• Cross pocket

• Belt

• Revolutionary

spirit

• Worship of

Soviet style

• Friendship

among socialist

countries

• Bulaji

• Puff sleeves

• Simple collar patterns

• Boom of

Chinese dress

Huayi-

shang

• Bulaji

• Flower patterns

• Various types of skirt

• QiPao

• New socialist

spirit

Fig. 19. Woman's

office lady

look.

Photo by

CheYucong.

(1994).

Fig. 20. Peng Liyuan's

traditional clothing look.

From 彭麗媛之中國style

[Peng Liyuan's Chines Style].

(2014).

http://info.cloth.hc3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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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혁명정신의 상징,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을 겪어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을 건립하였다. 국민들의 혁명과

신생정권에 대한 숭배 및 열정이 일상 생활의 각 분야에

서 나타났다. 그 중에 공산당 지도자들이 착용한 중샨

장, 사회주의 국가 간의 우정을 상징한 소련 복식, 그리

고 문화대혁명기에 가장 진보적인 쥔장과 쥔삐엔장은

정치적 의미의 외재적인 표현 도구가 되었다.

둘째, 국가 지도자에 대한 숭배,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을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구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건립

하였으므로 국민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다. 언행뿐만

아니라 공산당 지도자의 옷차림까지 사람들이 모방하

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마오쩌둥 주석은 자주 착용한 중

샨장은 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유

행하였다. 다른 한편 1961년에 마오쩌둥은 쥔장을 즐겨

입는 여민병을 칭찬하면서 쥔장 착용을 제창하였다. 혁

명정신을 숭상한 시대에 이는 국가 지도자의 ‘최고 지

시’로서 널리 전파되어 국민들이 쥔장과 쥔삐엔장을 입

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로 인

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정치적 신분과 지위의 상징, 신중국은 성

립한 후 중국 사회는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여 복

식도 더 이상 계급과 지위를 구분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기에 대대적으로 착용한 쥔장은 다

른 복식 양식에 비해 더 은밀한 의미가 있다. 즉 쥔장은

‘혁명’적 신분을 상징하면서 ‘정통한 군인 혈통’을 의미

하여 쥔장의 착용을 통해 ‘혁명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과시할 수 있었다.

넷째, 국가 호소에 대한 호응,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

하기 전에 중국 복식은 단일하게 발전해 왔는데, 1950년

대 중기에는 사회주의 새로운 정신풍모를 표현하기 위

Table 2. Continued

Period Social background Poster Dress Design Political significance Example

Cultural

Revolution

times

(1966-1976)

• Fail of Great

Leap Forward

• Deterioration of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 The power

struggle within

the Communist

Party

• Personality cult

Jun-

zhuang/

Junbian-

zhuang

• Military uniform

• Military cap

• Military shoes

• Military belt

• Chairman Mao badges

• Quotations from Mao

• Revolutionary

spirit

• Trust in military 

• Personality cult

of Maozedong

Reformation

and Open-door

policy times

(1978-Now)

• Reformation and

Open-door

policy

• Contacts with

the West and the

Western goods

• Reunification of

Hong Kong and

Macau

Suit,

Dress

• Suit

• Single-breasted or

double-breasted and

flat collar

• Dark navy, black, and

gray
• Signal of the

Reformation and

Open-door policy
• Dress

• Western style lapel

jacket

• Two-piece suit

• Improved

international

status

Traditional

clothing

• Based on traditional

dress

• Rich colors

• Ornamental details

• Combined with modern

design

• Signal of the

reformation and

opening up

• Symbol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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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가 ‘화이샹을 입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것

이고 애국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국인들

은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개혁 개방기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복식 분야를 발전시켰기 위해 정부가 깨끗

하고 단정한 복식을 착용함을 제창했고 국가 지도자들

이 먼저 양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중국 대중들은 지도자

들의 옷을 보면서 정치나 사회의 방향을 예측하는 경향

이 있어서 양복 착용은 개혁의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였

고 전국적으로 양복을 입는 열풍이 일어났다.

2. 탈정치적 특성

1) 서양식 기성복의 등장

신중국 건국 초기, 낙후한 생산 설비 및 패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입었던 중샨장, 레닌장,

불라지 등은 대부분 원단을 구입하여 유행하는 양식에

따라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다. 1956년 정부가 합작

사(合作社)와 합작공장[合作工廠]을 통합시키면서 복식

기업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했으며 생산 규모와 공예,

생산 기술과 시설 등이 어느 정도 진보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의류 생산 기업들이 여전히 반자급자족식

(半自給自足式) 소비 생활을 바탕으로 건설된 공업 시

스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수공업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Yuan & Hu, 2010). 또한 Yu-

an and Hu(as cited in Wu et al.,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중국 복식 산업은 상품의

판매 이익을 중시하지 않았고 기성복 생산과 소비 간의

연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단

지 이런 작업 방식을 통해 중국 8억 인구의 착복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바 대량 생산 기성복의 수요가 서

서히 늘어났다.

1970년대 말, 중국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국민

들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패션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서양식 기성복이 점차 등장하였다. 국민의 착

복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1980년대에 정부가 ‘복식

산업이 산도로’라는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전국 각 지역

에서 복식 전시 판매회 및 복식 박람회와 복장 축제를

많이 개최하였다(Yuan & Hu, 2010). 그 후에는 패션 디

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패턴사, 봉재사 등 전문 인력들

도 조금씩 배출되었다. 1977년 중앙공예미술학원이 염

직 디자인 전공으로 학생들을 처음으로 모집하여 패션

디자인, 복장 구조, 복장 공예 등을 가르쳤다(Bao, 1999).

개혁 개방기에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복식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하였다. 광동성(廣東省), 저장성[浙

江省], 상하이[上海], 산동성 등 연해지역에 패션 기업과

봉재 공장이 많이 생겨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토

대로 패션 관련업이 하나의 전문적 직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말~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 복식은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게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기성복 의류였

다. 치파오와 당장 등과 같은 전통 복식에서는 여전히

맞춤복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부의 사람들

이 특별한 의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현재 중국의 일

상 복식에서는 맞춤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Wu et

al., 2014).

2) 전통 복식의 허용

1950년대 초에 치파오는 여성용 예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는데 빈번한 정치 활동 때문에 전통 복식은 봉건사

회의 상징으로 배척을 받았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에 전

통 복식에 대한 억제가 본격화가 되었다. 치파오, 장삼,

마과 등 전통 복식이 ‘4구’의 범주에 속하여 ‘낡은 사회’

와 ‘비무산 계급’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극단적

인 좌경 사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되어 전통

복식을 착용한 현상 및 착용한 사람이 비판을 얻었다.

이때에는 전통 복식이 철저히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사라졌다.

개혁 개방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사

상이 개방되어 전통 복식이 빈번히 나타났다. 일련의 국

제 활동이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중국 전통 복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민족 자존심과 자부

심이 신장되었다. 국민들은 전통 복식을 다시 받아들이

고 정부도 이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3) 다양화와 개성화

개혁 개방기 이전 중국 복식은 장식성이나 심미성보

다 정치성이 더 중시되었고 복식의 다양한 표현이 규제

되었다. 1960년대에 중국 공산당이 남녀평등 사상을 홍

보하면서 심지어 남녀의 구별 없이 복식을 착용하는 것

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혁 개방기 이후

서구 문물이 중국 시장에 대대적으로 유입되고 중국 전

통 복식도 다시 등장하면서 복식의 품목과 스타일, 색상

등이 모두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양복 열풍

과 더불어 나팔바지와 청바지 등 대표적인 서양 캐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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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재킷, 윈드 코트(wind

coat) 등도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때문에 인기를 모았다.

1990년대 중국은 전례 없던 개방 속에서 국민들은 단순

한 복식 양식에 대한 욕구 외에 전체적 스타일에 대해

주목하였다. 섹시 스타일(sexy style), 에스닉 스타일(eth-

nic style),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 한류 스타일 등

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심지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손

으로 리벳(rivet: 못 장식)이나 십자수 등을 통해 직접 옷

을 꾸미는 DIY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였다(Wu et al.,

2014). 사람들의 자아 이미지에 대한 전례 없던 관심이

생겼고 어떤 자태와 용모이어야 세계의 변화와 유행을

따라잡을 수 있고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되었다. 복식과 패션은 더 이상 사회

적, 정치적 태도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

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패션 잡지의 출현과 TV, 인터넷이 일상 생활에

보급되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패션 정보를 더욱 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패션은 더 이상 몸에 걸치는 옷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신발, 모자, 액세서리 등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가치

관과 심미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중국 복식은 개성화로

발전하였다. 건국 초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전하기 위

해 개성적 복식을 착용하지 못하였는데 개혁 개방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서면서 단순히 패션 정보에 따라 스타

일을 모방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한 DIY

스타일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선호가 되었으며, 개인마

다 패션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생겼다. 복식은 단순히

실용적인 가치를 넘어서 착용자의 생각과 개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고 있다(Wu et al., 2014).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 각 시기의 대표적

인 복식 양식을 살펴보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중국 복

식의 정치적 특성 및 변천을 탐구한 것이다. 역사적 사

건과 사회 문화적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1949년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재건기

(1949~1965년), 문화대혁명기(1966~1976년), 개혁 개방

기 및 이후(1978년~현재) 3시기로 구분하였다. 요약하

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기에는 기존의 치파오와 양복이 점차 사라

지게 되었으며 민주공화와 삼민주의 정치 사상을 상징

하는 중샨장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동시에 소련식

레닌장을 불라지와 함께 혁명정신의 상징으로 착용하

게 되었다. 이 외에 다양한 화이샹이 등장하여 중국 복

식이 잠시 번영기에 들어갔다. 둘째, 문화대혁명기에는

국민들의 사상이 통제되면서 기성적인 의식이 형성되어

당시 홍위병은 착용한 쥔장 옷차림이 신분과 혁명정신

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셋째, 개혁 개방기

및 이후에는 서양 패션이 중국 사회에 유입하여 특히 양

복 및 양장이 개혁 개방의 정치적 신호로 국민들은 우선

적으로 선택하는 복식이 되었다. 또한 개혁 개방 이후, 국

민들의 사상과 시야가 개방되어 전통 복식을 다시 받아

들였고 정부도 전통 복식의 착용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

다.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과는 ‘혁명정

신의 상징’, ‘국가 지도자에 대한 숭배’, ‘개인 정치적 신

분과 지위의 상징’ 및 ‘국가 호소에 대한 호응’의 네 가

지 특성이 나타났지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민들의

사상 및 교육 수준 등의 향상에 따라 중국 복식에 나타

난 정치적 특성은 점차 약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

히 문화대혁명이 종결한 후 문화적으로 대학 입학시험

제도가 부활되어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생

각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 동

시에 1970년대 후반 실시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중

국과 서양의 관계가 예전보다 긴밀해지고 서양 사상과

외래품이 중국에 유입됨에 따라 국민들의 시야도 확대

되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점차 안정된 단계로 진입하

여 더 이상 복식을 이데올로기 선전용으로 이용할 필요

가 없게 되고 복식은 점차 정치 및 사상과 무관해져 갔

으며, 서양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청바지, 티셔츠, 그리

고 봉건주의를 상징하는 전통 복식을 널리 착용하는 것

에 큰 문제가 없게 되었다. 중국 복식의 탈정치화 특징

은 주로 ‘서양식 기성복의 등장’, ‘전통 복식의 허용’, ‘다

양화와 개성화’라는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실현하였다.

건국 초기에 중국 복식은 대부분 가정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거나 개인 봉재 작업실에서 맞춤복으로 제작

되었다. 이런 작업 방식이 중국 거대한 인구의 착복 욕

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바 서양식 기성복의 수요가 늘

어났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

었고 복식 전시판매회, 박람회와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며 고등교육 기관에 의상전공의 개설과 패션 디자

이너, 패턴사, 봉재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시장경제 시스

템 도입, 연해 지역의 패션 기업과 봉재 공장 설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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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설비의 발전 등을 통해 기성복 시대를 열어 갔다. 이

와 동시에 국민들의 사상이 개방되어 재건기 및 문화대

혁명 시기에 용납되지 않았던 전통 복식이 빈번히 나타

났다. 경제 발전과 대외 개방, 서양과의 빈번한 왕래, 국

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심미 의식 변화, 과학기술의 진

보 등은 국민들의 의생활을 점차 다양하게 만들었고 타

인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개성 표현 욕구가

커졌으며 이로 인해 복식은 개성화되어 갔다.

본 연구를 통해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

다. 복식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

의 유형물로서 복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역사와 사회

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가 중화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복식의 정치적 특성 및 변

천을 고찰한 결과 현대 사회주의 사회에서 복식이 어떻

게 활용되었는지, 개방형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로 변질

되어 갔는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역

사적 맥락과 국가 정치적 변화의 과정에서 중국의 현대

복식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중국 복식의 발전 및 중국인들의 착복 성향, 그리

고 심미 의식을 예측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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