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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

-메트로섹슈얼과 크로스섹슈얼을 중심으로 -

김경인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Feminizing Trends on Men’s Knitwear in the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Metrosexual and Crossex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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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21st century, men is expressing the femininity instead of the muscularity. And a boundary lin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not clear any more. A man is interested in the lifestyle of a woman, and he imitates her fashion
styles, hairstyles, accessories, make-up, and plastic surgery. He is called as “Metrosexual” or “Crossexual”. Nowadays,
men as well as women can satisfy the wants for beauty. The beautiful appearance of a man has a good impact on the social
relationships. The feminizing trends are generally accepted and are shown in the silhouettes, details, colors, fabrics and
accessories. The feminizing trends in men’s knitwear are shown in the various items. They have slim silhouettes and
feminine details. Also they are made of bulky yarns or fancy yarns, and various stitches for texture effects. The most out-
standing changes in men’s knitwear are the vivid colors and flower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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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년간 남성들의 적극적인 외모 가꾸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많이 변화

하고 있다(유창조·정혜은, 2002).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도

바뀌게 되어 권위적인 남성보다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성을

선호하는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

라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연해 져서 아름다움을 반드시 여성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간 남성복이 여성복과의 경계를 불확실하게 만들

었고, 남성전용 화장품이 출시되고 피부미용과 성형에 대한 남

성들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미를 향한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남성의 외모

가 경쟁력이자 개인의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

일보, 2006). 

복합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현

대의 개성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성적 이미지 요소와 여성적 이미지 요소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출하는 양성적 이미지의 표현이 자유로워 졌다(박옥련·이현

지, 2004).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한 메트로섹슈얼

(Metrosexsual) 더 나아가 크로스섹슈얼(Crossexsual)현상의 근

본적인 속성은 남성의 여성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감성

적 사고가 예전에 비해 강조됨에 따라, 남성들의 문화에서 페

미니스트적인 사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메트로

섹슈얼은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를 수용하려 하

는 것이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크로스 섹슈얼이란 여자처럼 예

쁜 남자, 화장하는 남자에 대한 호의적인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여 자기표출에 있

어서 여성 못지않게 과감하다. 이와같은 새로운 남성상의 출현

은 현대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페미니즘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의 웰빙 트렌드에 맞추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가꾸며, 젊어 보이려 노력한다. 이러한 젊음의 코드가

양성간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기여하여, 남성들도 새로운 패션

에 예전보다 더 개방적으로 되며, 여성과 같이 외모를 가꾸는

등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이득재, 1999).

우븐에 비해 외관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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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구하는 니트웨어에 있어서도 최근 메트로섹슈얼이나 크로

스섹슈얼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감각적인 옷차림을 남성복 컬

렉션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남성

의 여성화 경향인 메트로섹슈얼, 크로스섹슈얼의 정의와 패션,

미용 전반에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니트웨어에 반영된 남성

복의 여성화 트렌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남성복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은 단행본과 학위논문, 일간지 등을 참고하였으며, 사진자료 분

석을 위해서 최근 수년간 발간된 패션관련 잡지와 인터넷 사이

트를 이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21세기 남성의 여성화 경향의

 개념 및 특징

2.1. 21세기 남성의 여성화 경향의 개념

과거 20세기의 여성해방운동과 남녀평등의 사고는 기존의 성

에 대한 고정관념인 이분법적 성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패션

에 있어서 양성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남성복의 여성

화 경향은 당시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서, 세기말의 시대적 변

혁 속에서 전통적 남성상을 위협하는 변증법적 새로운 남성상

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채금석, 1995). 1970~80년대의 유니섹

스 스타일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을 표현하였고, 이를 계

기로 여성복에 남성적 요소가, 남성복에 여성적 요소가 도입되

어 앤드로지너스와 듀얼리즘 등이 1990년대 패션 트렌드에 반

영되어 남성복이 여성화되는 것을 가속화시켰다(김병옥, 2003).

The Metrosexsual Guide to Style에서 언급된 메트로섹슈얼

은 21세기 남성트렌드의 선두주자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신 속의 여성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고, 세련된 미적 감각을 지닌 도시남성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

다(Michael, 2003). 메트로섹슈얼이라는 말은 1994년「인디펜

던트」지에서 영국의 비평가 마크 심프슨이 캘빈클라인 속옷

광고에 등장한 잘생긴 남자가 아닌 아름다운 남자를 가리켜 썼

던 말이다. 그후 그는 2002년 7월 22일자 웹진 www.salon.

com의 칼럼에서 ‘메트로섹슈얼은 최고의 부티크, 피트니스 클

럽, 헤어샵, 피부관리센터가 가까이 있는 메트로폴리탄

(metropolitan)에 살며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젊은 남자’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성적인

경향(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에 상관없이 자신을 꾸미고 멋을

부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우지영, 2005). 이는 남성과 여

성의 역할 경계가 점차 모호해 지는 변화된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박정현, 2005).

이들은 남자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여자 못지않게 의상과 악

세사리, 뷰티 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가꾸는 남성이라고 생

각된다. 이와같은 메트로섹슈얼의 여파로 패션, 미용시장에서

남성의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그 예로서 기존의 여성들

만의 영역인 란제리분야에서 화려한 남성 속옷이 등장하고, 다

양한 종류의 남성 전용 색조화장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변

화하는 남성의 라이프스타일 즉 남성 패션과 미용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다루는 ‘메트로 섹슈얼’ 관련 매거진이 두드러진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헤럴드경제, 2004). 

대중매체를 통하여 메트로섹슈얼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영국

의 축구선수인 데이비드 베컴, 국내 가수 비, 탤런트 권상우,

축구스타 안정환, 이들의 공통점은 곱상한 얼굴과 운동으로 다

져진 몸매로 여성과 남성의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낸다

(우지영, 2005). 특히 인기 드라마 속 남자주인공들은 기존의

터프하고 강인한 성격보다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인물로 표현됨

으로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이 메트로섹슈얼과 흡사

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남성문화를 주도하는 메트로섹슈얼은 이전세대가 감

성을 억제하고 이성 중심적인 것에 비해 자기표현이 강하며 감

성 중심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종래의 고정관념을 깨

고 그들의 의복에 여성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남

성들의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권지은, 2003).

이는 남성 또한 자신을 가꾸고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성

적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체계가 전제되어 있다.

한편 크로스섹슈얼은 메트로섹슈얼의 외모 가꾸기 차원을 넘

어서 여성들의 의상, 헤어 스타일, 악세사리, 화장 등을 하나의

패션코드로 생각하여 치장을 즐기는 남성으로써, 패션 외에 행

동이나 말투 등은 남성답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여자같은 남

자와는 확실히 구별된다(동아일보, 2006). 메트로섹슈얼과 마찬

가지로 자신안의 여성스러운 취향을 숨기지 않는 것이 크로스

섹슈얼의 특징으로 이는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

고 있다(중앙일보, 2006). 이들은 자신안의 여성성을 표출하고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활용한다.

2006년 상반기 영화계의 최고 화제 거리는 영화 ‘왕의 남자’

의 신인배우인 이준기 신드롬일 것이다. 그는 영화에서 여자보

다 더 예쁜 남자의 모습의 궁중 광대 역할을 연기했는데, 그로

인해 크로스섹슈얼이라는 트렌드가 더욱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최근 등장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인 슈퍼 주니어, SS 501과 가수 장우혁 등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듯 모두 외모가 여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성

적인 코드로 외모를 치장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 스타들의 여

성화 현상은 일반인들에게도 전이되어, 미용실에서 대다수의 남

자들이 스타일링 기구로 부드럽게 세팅한 긴 머리 스타일을 원

하고, 남성전용 색조 화장품을 즐겨 사용하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는 남성용 거들인 드로즈를 구입하여 착용하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다(동아일보, 2006).

과거와 달리 아름다움을 반드시 여성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졌기 때문에(한국

일보, 2006), 남성 속 여성성에 환호하는 양성화 경향이 최고

조에 달한 크로스섹슈얼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들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색다르게 조합하여 자기만

의 스타일을 추구하여, 여성복에 못지않은 패션 감각으로 믹스

&매치의 스타일링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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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분야로도 확산되어, 브랜드 인지도를 따지기 전에 본인의

피부 타입과 다양한 테스팅을 거쳐 자기만의 화장품을 찾는 등

종전의 남성 소비패턴의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있다(패션비즈,

2006). 

일부 문화계에서는 최근 크로스섹슈얼의 인기는 1) 청년실업

등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 청년층의 불안감 표출에 의한 보상

심리 2) 성의 욕망 표출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사회 분위기

3) 아름다운 이미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급 소비트렌

드 등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중앙일보, 2006). 또한

여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남성의 미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지난 몇 년간 피부미용과 성형에 대한 남성들의 수

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비즈니스

적 역학관계에서 남성의 미모 자체가 뛰어난 강점으로 인식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대가 변함에 따라 ‘외모’도 하나의 경

쟁력이자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2.2. 21세기 남성의 여성화 경향의 특징

남성패션에서의 여성화 경향 :전통적인 남성패션의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함과 동시에 나타나

는 여성화 경향의 특징을 디자인 요소별로 정리해 보고, 남성

패션의 주요 아이템과 악세사리에서 눈에 띄게 변화된 트렌드

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① 실루엣 :일반적으로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역삼

각형(또는 Y)실루엣은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아워글래스

(또는 X)실루엣은 가슴, 허리, 엉덩이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적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남성적 실루엣은 직선적이며 넉넉하게

맞는 옷이고, 여성적 실루엣은 곡선적이며 몸에 타이트하게 맞

는 옷으로 정의되어져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명확한 허리 곡

선은 여성의 우아함을 표현하여 의복의 에로티시즘을 표출하는

성감대 중의 하나이다(채수진·김혜연, 1999). 따라서 남성복

에서의 허리의 강조는 섹슈얼리즘의 강조인 동시에 여성성의

암시로 볼 수 있는데, 메트로섹슈얼이나 크로스섹슈얼 디자인

은 전체적으로 인체에 밀착되어 슬림한 외곽선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비해 좁아진 어깨선의 자켓과 스판 소재의

상의, 피트되는 팬츠 조합은 모던하고 섬세한 이미지와 함께 신

체 곡선의 섹시함을 나타내고, 부드러운 어깨선의 니트 소재의

상의와 편안한 스트레이트형의 팬츠 조합은 남성의 강인한 이

미지보다는 부드럽고 경쾌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삼성패션연구소는 2005년「남성복 10대 트렌드」에서가장

큰 화두는 실루엣의 변화 라고 밝혔다(어패럴뉴스, 2006). 이는

남성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곡선을 찾아내어 허리가 슬림하게

들어간 늘씬한 실루엣이 유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적

으로 예전보다 좁아진 어깨와 볼륨 있는 엉덩이선을 강조하여,

더욱 여성적 실루엣에 가깝다. 또한 우븐에 비해 신축성이 좋

기 때문에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기 쉬운 니트는 자연스럽고 여

유로운 실루엣을 연출하여 여성적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세부장식 :실루엣은 의복의 전체적 외형을 말하고 디테일

(detail)과 트리밍(trimming)은 의복안에서의 세부 장식을 뜻한

다. 구체적으로 디테일은 옷을 만드는 봉제과정에서 본래의 직

물로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세부장식을 의미하고, 트

리밍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식품이나 그 외의 다른 재료로

만들어 붙이는 것이다(김지은, 2004). 대표적인 디테일로는 러

플, 프릴, 퀼팅, 턱, 퍼프, 파이핑 등이 있고, 트리밍으로는 레

이스, 비즈, 씨퀀스, 금속장식, 자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

속 지퍼나 아일렛, 버클, 체인 등과 같은 금속으로 만든 장식

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전해 주고, 레이스, 러플, 프릴 등의 곡

선적인 장식이나 비즈, 씨퀀스, 자수등과 같은 수공예적 장식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남성복 컬렉션

에서도 여성적 이미지의 세부장식을 사용하여 남성들의 전통적

성적 의미를 변화시켰다. 특히 화려하고 섬세한 레이스를 남성

복에 부분적으로 장식하는 것은 여성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남

성의 섹시함을 부각시킨다. 또한 한 부분을 강조하여 여성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프릴이나 러플, 코샤쥬 장식은 기존의 남성복

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국내 남성복에서도 자

수처리 기법이나 프릴, 레이스 등의 여성적인 디테일이나 트리

밍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메트로섹슈얼의 영향

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색상 :드브레이(Debray)는 색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미

지 특성으로 인하여 색은 다른 표현 수단보다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함축된 조형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

인 외, 2003). 21세기에 접어들어 패션상품의 색상 동향은 변

화하는 트렌드를 강하게 반영함으로써 20세기의 남성복 색상

의 대명사였던 무채색에서 벗어나 컬러풀한 색상의 범주를 나

타내는데, 이와같은 색상에서 보여지는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현재 변화하는 남성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다(권지은, 2003). 

일반적으로 난색계열, 고명도의 파스텔톤, 고채도의 선명한

색상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한색계열, 저명도의 어두운

색상, 무채색 계열은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남성

복에서는 검정, 회색, 갈색, 감색 등의 보수적 이미지의 색상들

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남성복에서는 기존에 자주 사용되

지 않았던 화려한 원색 계열이나 파스텔 톤의 색상들이 증가하

고, 무채색 계열에 화려한 원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많

다. 2002년 이후 유명 컬렉션에서 핑크, 오렌지, 퍼플,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 등의 화려한 색상과 밝은 톤의 색상이 넥

타이, 셔츠, 스웨터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서 사용되어, 남성복

에서의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려한 원색계통과 잘 어울리는 흰색이 재킷, 바지, 점퍼, 스웨

터 등에서 사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문화일보, 2005).

국내 남성복에서도 최근 몇 년간 여성적 이미지의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에 여성성을 대

변하는 색상이었던 핑크와 퍼플이 남성 패션에서 사용되어 지

는 비율이 높아 져서, 넥타이나 스카프 등의 소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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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와 니트, T셔츠 등에서도 유행하는 점은 흥미롭다(고대협,

2004). 2004, 2005년 S/S시즌에 핑크색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핑크색과 보라색은 각각 신비롭고 여성적인

이미지 전달과 함께, 동성애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현대 사회에서 남녀의 성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이 두 가

지 색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지은, 2004). 

④ 소재 :전통적인 남성복 소재로는 울 계통의 혼방이나 순

모의 플란넬, 개버딘, 트위드, 홈스펀 등의 두께 있는 직물이

주로 사용되어, 직선적인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메트로섹슈얼, 크로스섹슈얼의 영향으로 남성복 소재에

큰 변화가 생겼다. 즉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

이 선보였는데, 수트의 곡선적인 실루엣을 살리기 위한 실크 소

재가 각광받고 있다(어패럴뉴스, 2006). 은은한 광택감의 울 실

크, 새틴이나 벨벳은 여성적 이미지를 주는데, 특히 2005년 가

을에 남성 벨벳 재킷은 국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쉬폰

이나 망사, 레이스 등의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남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 주는 신축성 소재, 가

죽, 스웨이드, 모피 등의 우븐이 아닌 소재들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남성복 소재의 여성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문양 :전통적인 남성복 수트나 재킷, 셔츠에서는 문양의

사용빈도가 무척 낮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문양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복에 주로 사용되는 기하문양으로

는 스트라이프(stripe)와 체크(check) 무늬가 있는데, 단정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준다(김지은, 2004).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멀티칼라(multicolor) 스트라이프와 체크를 사용하여

화려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한편 자연문양의 일종인 식물문

양은 내추럴 한 이미지를 주는데, 특히 꽃 문양은 남성복에 여

성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운 감성을 느끼게 한다. 또다른 자연문

양인 나비문양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여성적 이미지를

준다. 

⑥ 주요 아이템 :최근 유명 컬렉션이나 남성복업계에서 한

가지 이미지만으로 고정되는 수트보다는 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는 재킷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향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은 부자재를 간소화하여 어깨선이 좁아지고 허리라인이

살짝 들어간 슬림한 형이 보편적이다. 아울러 기존의 2버튼 수

트에서 단추위치를 살짝 올려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한 ‘하이

2버튼’ 스타일이 유행이다(헤럴드경제, 2005b). 남성복의 부드

럽고 섹시한 실루엣과 다양한 소재사용은 여성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셔츠에 있어서도 화려한 색상이나 꽃무늬 셔츠로 노

타이(no-tie) 패션을 연출하는데, 칼라에 스티치를 넣거나 크리

스탈 단추를 달거나 부분적으로 자수처리 하여 변화를 주기도

한다. 셔츠도 몸에 맞는 소프트 슬림 피트(soft slim fit)가 유

행이다. 간혹 민소매 셔츠도 등장하는데, 이는 남성의 관능미를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팬츠의 실루엣은 스트레이

트 형을 기본으로 하고 몸에 피트되는 실루엣도 볼 수 있는

데, 과거에 비해 바지 길이가 다양해 졌고, 단색뿐만 아니라 화

려한 문양의 소재도 간혹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뚜렷한 남

성복의 여성화이다. Fig. 1은 테일러드 칼라의 니트 재킷에 길

이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모습이다. 한편 스커트는 아직 일반

화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Lehnert, 2000), 이것은 여성 고유의 아이템을

남성복에 도입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는 종전에 남녀

구분을 가장 확실하게 했던 아이템인 스커트와 팬츠가 더 이상

성의 구분 수단이 아님을 뜻한다. 

Fig. 2는 고티에의 작품인데, 여성 블라우스를 연상시키는 밴

드 칼라 셔츠와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다.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은 속옷에서도 뚜렷하여, 종류도 다양해지고 화려한 색상

에 체형 보정기능성 소재까지 등장하였다. 여성용 거들에 주로

쓰이던 무봉재 햄라인 소재로 겉옷맵시를 살려 주는 드로즈가

유행이고, 몸매를 탄력 있게 받쳐 주는 면스판, 폴리스판 등의

신축성 소재나 망사, 레이스 소재의 사용도 눈에 띈다. 또한 부

분적으로 자수처리하거나 큐빅 등의 부자재를 달기도 하여, 과

거 여성 속옷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려하고 섹시한 스타일이

남성 속옷에도 도입되었다. 수영복에서도 투피스 개념의 남성

용 수영복이 등장한 것은 흥미롭다.

⑦ 악세사리 :현대 남성들은 여성적 디자인의 핸드백이나 가

방, 스카프나 머플러, 쥬얼리, 스니커즈, 선글라스 등의 다양한

악세사리로 그들의 여성적인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아이템으로 토드백과 크로스백 등의 여성용 핸드백과 유사한

남성용 핸드백을 들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나 색상면에서도 여

성화 경향을 강하게 보여 준다(경향신문, 2004). 남성들의 전유

물인 넥타이 대신 여성취향의 패션소품인 스카프나 머플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격식을 차르는 비즈니스 웨어가 줄

어들고,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패션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스카프는 단색 의상에 악센트를 주게 되어 여성스러

운 감각과 개성 있는 옷차림을 연출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연예인들이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남

성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하게 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의 쥬얼리도 여성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귀걸이는 귀에 달

라붙는 스타일부터 귀 끝에서 달랑거리는 스타일까지 다양하

Fig. 1. Valentino '06 S/S Milano C.   Fig. 2. Gaultier  '06 S/S 

     Pari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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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걸이와 팔찌는 가벼운 체인이나 가죽제품, 고무나 우레

탄 재질도 인기다. 전반적으로 남성 쥬얼리는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

가지로 그들의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용 시계에도 여성적인 소재와 디테일이 가미되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의 시계가 트렌드이다(패션인사이트, 2004).

남성미용에서의 여성화 경향 :① 화장 : 메트로섹슈얼이나

크로스섹슈얼이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외모를 중

시하는 경향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강해지면서, 더 이상 화장품

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종전의 스킨과 로션으로 대표되던

남성 화장품은 화운데이션을 비롯한 색조화장품, 클린징 제품,

보습팩, 미백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 향수 등 여성용

화장품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기초화장

품은 피부 타입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남성들도 자신의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피부관리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여성보

다 더 빨리 피부가 노화되는 남성들도 최근에는 피부관리에 신

경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전용 피부관리실이 생겨나게 되

어,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 마사지 및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

다. 또한 피부과에서 여드름, 검버섯 등의 다양한 피부미용치

료를 받거나, 아로마를 이용한 몸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져 스파

(spa)에 남성들이 가기도 한다(헤럴드경제, 2005a). 각종 남성

패션잡지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피부관리 방법이 상세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

③ 헤어스타일 :최근 컬렉션이나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남성

모델이나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일반남성들도 짧

은 스포츠형보다는 단발머리나 컬이 있는 부드러운 형이 일반

적이다. 즉 최근 트렌드인 메트로섹슈얼 풍의 로맨틱한 스타일

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린 모양으로, 도시적 세련미와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게 한다.

④ 성형수술 :최근에 와서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남성들도 여러 종류의 미용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부드러운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

기 위해 즉 자신들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는 자신의 만

족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다(이효진, 2003).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남성상의 기준이 터프

함이나 남성다움보다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있음

을 의미한다.

3. 21세기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

일반적으로 니트 소재는 우븐 소재에 비해 자연스러운 실루

엣과 편안한 착용감을 주기 때문에 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

의 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주5일제 실시

를 비롯하여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본인 위주의 편안함과

개성을 존중하는 캐주얼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니트웨어가 과

거에 비해 더 많이 주목받고 있다. 종전의 남성 니트웨어는 아

이템이나 디자인 요소들이 한정적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여

성 니트웨어 못지않게 다양화된 디자인의 남성 니트웨어를 유

명 컬렉션이나 백화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명 컬렉션의 남성 니트웨어에서 보여 지는 여성화 경향

에 대해 항목 별로 알아보았다.

3.1. 아이템

코트, 가디간, 풀오버, 트윈세트. 터틀넥 스웨터, 헨리넥 스웨

터, 조끼, 케이프, 판쵸, 스톨, 목도리, 모자 등의 다양한 니트

아이템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가디간, 풀오

버, 조끼 정도의 제한된 아이템이 남성 니트웨어로 입혀졌으

나, 점차 여성 니트웨어와 유사한 아이템으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Fig. 3은 자카드 문양의 반코트인데, 쇼울

칼라에 니트끈으로 허리를 묶는 가운형 코트로 여성적 이미지

를 연상시킨다. Fig. 4는 변형된 쇼울 칼라의 롱 코트와 모자

세트로, 기존의 남성 니트 아이템과 비교한다면 파격적이다.

Fig. 5는 파리 컬렉션의 우영미 작품으로, 아방 가르드한 이미

지의 조끼다. 가장자리는 몸판과 다른 조직이고 단추가 허리 아

래에 있는 더블 여밈인데, 기존의 남성 니트조끼와는 거리가 멀

다. Fig. 6은 굵은 리브(rib)조직의 판쵸인데, 목부분이 터틀넥

    

Fig. 3. Lauren '06 S/S Paris. C. Fig. 4. Gonzale '06A/W Trieste C. Fig. 5. Wooyoungmi '06 A/W Paris C. Fig. 6. Grantham  '06 A/W Milan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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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2. 실루엣

니트웨어는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어 주는 소재의 특성상 우

븐에 비해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준다. 최근 유행하는 남

성복의 여성화 경향이 반영되어, 우븐과 마찬가지로 니트웨어

에서도 몸에 달라붙는 실루엣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Fig. 7은

타이트한 실루엣의 풀오버인데, 얇은 메리야스 조직으로 되어

있고 지퍼로 앞여밈 처리되어 있다. Fig. 8은 가장자리를 배색

처리한 가디건인데, 기존의 단추 대신 지퍼로 여밈처리하여 실

루엣이 더 잘 드러나게 한다.

3.3. 세부장식

메트로섹슈얼이나 크로스섹슈얼의 영향으로, 여성적인 이미

지의 디테일과 트리밍이 남성 니트웨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니트와 이질적인 소재, 즉 가죽, 모피, 코듀로이, 데님, 쉬폰 등

을 혼용하는 디자인도 최근 유행인 디테일 중의 하나이다. Fig.

9는 면 소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셔츠와 브이넥 스웨터를

겹쳐 입은 효과를 내었고, Fig. 10은 칼라 안쪽과 안단 부분에

모피를 덧대어 여성복의 이미지를 주는 니트점퍼이다. 

그밖에도 핸드 스티치나 프린지(술) 장식 같은 수공예적 기

법과 자수, 비즈, 리본, 금속판, 단추, 지퍼 등의 장식적 트리밍

을 사용하기도 한다. Fig. 11은 폭이 아주 좁은 줄무늬 목도리

인데, 양 끝에 술이 달려 있다. Fig. 12는 길이가 짧은 볼레로

스타일의 가디간인데, 검정색 굵은 실로 자수처리 되어 있고,

Fig. 13은 비즈와 금속판으로 장식된 터틀넥 스웨터이다. Fig.

14는 소매 양쪽에 장식 목적의 트임을 주고 단추로 장식된 리

브 조직의 롱 스웨터이다. 

3.4. 원사

남성 니트웨어 소재로는 모나 아크릴, 면, 레이온으로 만든

실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모헤어, 알파카, 케시미어,

앙고라 등의 고급 모사들도 많이 사용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표면감을 주는 부클레 얀, 슬럽 얀, 트위스트 얀 등의 다양한

장식사(팬시 얀)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의 남성 니트

웨어에서는 굵기가 가는 실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몇 년전부터

여성 니트웨어에서 유행인 굵직한 느낌의 벌키 얀으로 자연스

러운 외관을 내기도 한다. Fig. 15는 실에 일정 간격으로 매듭

같은 것이 있는 부클레 얀을 사용한 롱 가디건인데, 전체적으

로 여성 니트웨어의 분위기이다. 

3.5. 조직

기존의 남성 니트웨어에 주로 사용된 니트조직은 하이 게이

지의 메리야스 조직 즉 평편(plain fabric)의 변화조직이 고작이

었으나, 몇 년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니트조직이 유행하고 있

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로우 게이지의 올이 굵은 손뜨개 느

낌이 나는 ‘벌키니트’가 남성복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감이나 표면감에 의해 텍스쳐효과를 준다. Fig. 16은 손뜨

개 느낌의 롱 케이프인데, 밑단에 술이 달려 있고 안에는 작은

프릴이 많이 달려 있는 여성적인 셔츠를 입고 있다. 또한 안쪽

이 보여 관능적인 레이스 조직도 남성 니트웨어에서 보이는

데, Fig. 17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얇은 가디간인데 레이스 조

직으로 여성적인 이미지가 한층 강조되어 있다. 그 외에도 좌

우방향 신축성이 좋아 스웨터의 밑단이나 소매부리에 많이 사

용되는 고무편(rib fabric)을 몸판 전체에 사용하여 몸에 달라붙

는 실루엣을 강조하거나, Fig. 18처럼 변형된 케이블 스티치로

  

Fig. 7. Raf Simons '06 A/W Paris C.   Fig. 8. Dell'acqua '06 S/S Milano C.

  

   

Fig. 9. Givenchy '06

  S/S Paris C.

Fig. 10. scervino '06

  A/W Firenze C.

Fig. 11. Burberry '06

  A/W Milano C.

   

   

Fig. 12. Dries Van

  Noten '06 S/S Paris C.

Fig. 13. Just Cavalli

   '06 A/W Milano C.

Fig. 14. Wooyoungmi

  '06 A/W Paris C.

   



38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8권 제4호, 2006년

조직의 입체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Fig. 19는 표면에 은박 처

리한 브이넥 스웨터인데, 조직은 흔하지 않은 펄편(purl fabric)

으로 되어 있다.

3.6. 문양

남성 니트웨어에서도 여성복 못지 않은 화려한 쟈카드 조직

이나 인타샤 조직의 문양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원색계통 멀

티칼라의 줄무늬, 기하학적 문양과 동, 식물 문양 특히 꽃무늬

가 눈에 띈다. Fig. 20은 가디간과 술달린 망토가 세트인데, 빨

강과 검정의 줄무늬가 개성 있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해

준다. Fig. 21은 화려한 색상의 좌우대칭 기하학적 문양이 돋

보이는 짚업 가디건인데, 물방울 무늬의 스카프와 조화를 이

룬다. Fig. 22는 화려한 꽃과 곡선적인 줄기와 잎 문양이 비대

칭으로 보이는 쟈카드 조직의 스웨터인데, 이러한 식물문양은

여성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한다.

3.7. 색상

몇 년 전만 해도 남성 니트웨어의 색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무

채색 계통의 어두운 색상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남성복의 여

성화 경향으로 니트웨어에서도 핑크, 퍼플, 오렌지, 그린, 레드,

블루 등의 원색 계통과 형광색, 밝고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 색

조가 유행인데, 이는 유명 컬렉션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쉽

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원색이나 파스텔 색과 잘 어울리는 흰

색의 니트웨어도 눈에 띈다. 또 여성 니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탈사 일명 반짝이실을 일반 실과 섞어 사용하여 금색이나 은

색 기운이 돌게 하는 경우도 있다.

4. 결 론

시대에 따라 이상적인 남성상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는데,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권위적인 남성 위주의 가치관

이 변화하게 되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경계가 점차 모호해 지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 내재된 여성성을 표출하고 이

를 긍정적으로 즐기는 변화된 남성상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전

통적 남성관에서 탈피하여, 미스터 뷰티(Mr. beauty)라고 칭해

질 정도로 여성적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

한 현상은 얼짱, 몸짱 열풍의 외모지상주의 문화와 적극적 자

기관리를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

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성 정체성의 다양성이 받아 들여

지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여성 고유의 직업영역에 남

성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업상 여성성을 살려야 할 필요를 느

끼는 남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남성들의

문화에서 페미니스트적 사고를 수용해야 하는 것도 남성상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

남성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여성 못지않게 의상과 악세사리,

뷰티 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메트로섹슈얼이

나 여성의 의상, 헤어스타일, 악세사리, 화장 등을 패션코드로

생각하여 외모를 여성처럼 꾸미는 크로스섹슈얼 경향은 둘 다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에 환호하는 양성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아름다움을 반드시 여성에게만 적용하지 않

게 되어 남성도 외모를 예쁘게 치장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남성의 아름다운 외모 자

   

Fig. 15. Vide Bula

   '05A/W San Paulo C.

Fig. 16. Dior Homme

  '06 A/W Paris C.

 Fig. 17. Giorgio

   Armani '06 S/S 

   Milano C.

   

   

Fig. 18. Simachiev '06 S/S

  Milano C.

Fig. 19. Harman '00 <Knitwear 

  in Fashion, p.73>.

  

   

Fig. 20. Missoni '06 

  A/W Milano C.

Fig. 21. Antonio Marras

  '06 S/S Milano C.

 Fig. 22. Missoni '06 

   A/W Milano C.

   



 21세기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 389

체가 뛰어난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화 경

향에 대한 호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1세기 남성패션의 여성화 경향은 전반적으로 어깨가 강조

되지 않고 허리가 슬림하게 들어간 실루엣과 여성적 이미지의

디테일이나 트리밍 즉 세부장식을 사용하고, 기존에 자주 사용

되지 않았던 핑크, 보라 등의 원색이나 파스텔계열의 색상 그

리고 흰색의 사용도 두드러진다. 소재로는 실크나 벨벳 같은 광

택 소재, 망사나 쉬폰 같은 비치는 소재, 신축성 소재, 가죽,

모피 등과 같이 기존에 남성복 소재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들이 자주 쓰인다. 화려하고 섬세한 식물문양 특히 꽃문양

은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를 강화시켜 준다.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을 보여 주는 주요 아이템으로는 허리선을 강조한 실루엣

의 수트나 재킷, 화려한 꽃무늬 셔츠, 반바지, 스커트, 섹시한

스타일의 속옷, 투피스 수영복 등이 있다. 의상 뿐만 아니라 여

성적 디자인의 핸드백, 스카프나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주

얼리, 스니커즈 등의 다양한 악세사리로 그들의 여성적 취향과

개성을 표현한다. 

남성미용에서의 여성화 경향은 남성의 색조화장품 사용과 전

문적 피부관리,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린 헤어스타일, 부드러

운 인상을 주기 위한 각종 성형수술 등에서 알 수 있다.

우븐에 비해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는 니트웨어는 최

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캐주얼 마인드의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항목별로 알아 본

남성 니트웨어의 여성화 경향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남성 니트웨어는 종전의 제한된 아이템과는 대조적

으로 롱코트, 반코트, 가디간, 스웨터, 조끼, 후드 점퍼, 케이

프, 판쵸, 목도리, 모자 등으로 여성 니트웨어만큼 선택의 범위

가 넓어 져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개성 표현이 자유롭다. 소재

의 특성상 우븐에 비해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 주는 니트웨어에

있어서도 최근 유행하는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이 반영되어, 몸

에 달라붙는 실루엣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단추 대신 지

퍼로 앞여밈 처리한 가디간은 실루엣을 더 잘 드러나게 하

는데, 이는 최근 널리 유행하는 니트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메

트로섹슈얼이나 크로스섹슈얼 같은 남성의 여성화 경향으로, 여

성적 이미지의 디테일과 트리밍이 남성 니트웨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니트 소재와 이질적인 소재, 즉 가죽, 모피, 코듀로

이, 데님, 쉬폰 등을 혼용하는 디자인도 최근 유행인 디테일중

의 하나이다. 그밖에도 핸드 스티치나 술 장식 같은 수공예적

기법과 자수, 비즈, 리본, 금속판, 단추, 지퍼 등의 장식적 트리

밍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남성 니트웨어에서는 주로 모사, 아크릴사, 면사, 레

이온사 등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모헤어, 알파카, 캐시미

어, 앙고라 등의 고급 모사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손

뜨개 기법을 이용하기 적합한 굵직한 느낌의 벌키 얀으로 자연

스러운 외관을 내기도 한다. 또 여러 종류의 표면감을 주는 부

클레 얀, 슬럽 얀, 트위스트 얀 등의 다양한 장식사도 이용된다.

최근에는 여성 니트웨어 못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니트조직

이 남성 니트웨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즉 로우 게이지의 올

이 굵은 벌키니트는 표면감에 의한 텍스쳐효과를 주고, 관능적

느낌의 레이스 조직은 여성적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해 준다.

또한 좌우방향의 신축성이 좋아 몸에 달라붙는 실루엣을 강조

해 주는 고무편(rib fabric)이 남성 니트웨어에서 최근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조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꽈배기’로 알

려진 케이블(cable) 스티치도 다양하게 변형되어 입체감을 주기

도 하고, 턱(tuck) 스티치나 미스(miss) 스티치, 펄편(purl

fabric) 등의 다양한 조직들이 이용된다. 또한 남성 니트웨어에

서 주로 사용되는 문양을 살펴보면, 화려한 자카드 조직이나 인

타샤 조직의 문양들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남성 니트웨어

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원색계통의 멀티칼라 줄무늬, 기

하학적 문양과 동, 식물 문양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중에서도

꽃무늬가 여성적 이미지를 많이 준다.

종전에 사용된 남성 니트웨어의 색상으로는 무채색 계통의

칙칙한 색상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남성복의 여성화 경

향으로 니트웨어에서도 핑크, 퍼플, 오렌지, 그린 , 레드, 블루

등의 원색 계통과 형광색, 밝고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 색조가

유행하고 있다. 또한 원색이나 파스텔 색과 잘 어울리는 흰색

도 예전에 비해 많이 사용된다. 또 여성 니트웨어에서만 사용

되던 반짝이실 즉 메탈사를 일반 실과 함께 사용하여 금색이나

은색 기운이 돌게 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소재의 느낌 자체가 자연스러운 니트웨어는 남성

복의 여성화 경향이 반영되기가 쉽기 때문에, 아이템, 실루엣,

세부장식, 원사, 조직, 문양, 색상 등의 모든 항목에서 기존의

여성 니트웨어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징이 최근 남성 니트웨어

에서도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화사해 진 색상과 슬림해 진 실

루엣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니트웨어로 카테고리를 한정시켰는데.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남성 이너웨어(속옷)에서의 여성화 경향

에 관한 후속연구도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4학년도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

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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