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60, No.8 (September 2010) pp.51-66

20세기 한국 남성 성역할에 따른 

남성복 디자인 변화 특성 연구

이 지 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조교수

Diachronic Analysis of Korean Men's Wear Design based 

on Changes in Gender Roles 

Jee-Hy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0. 5. 25, 심사(수정)일: 2010. 8. 16, 게재확정일: 2010. 8. 26)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between Men's Gender Role and 
Men's wear Design in 20th century. To analyze the representative Men' Gender roles, the related 
studies and literatures reviewed. Literature reviews and quantitative studie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changing differences of Korean Men's wear Deign as a symbolic factors of gender 
rol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presentative men's gender roles in 
1900's~1920's were 'Patriarchal/ Stern Man'. The narrow V-zone of jacket and shoulder, high 
shirt collars and well fitted suits expressed the stern images of that times. 2) In 1930's~50's, 
'Enervated/ Escapist Man' were the representative images. They were expressed with wide lapels 
and shoulders, emphasized V-zone and abundant trousers. Especially 40's style was under the in-
fluence of American 'Zoot Style'. 3) The representative gender roles were the men of 'Producer/ 
Provider' in 60's~70's. Shortened jacket, wide lapels & neckties, slim trousers were used to ex-
press the strong & young images of Producer/ Provider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4) The 
representative gender roles were 'Attentive/ Intellectual/ Beautiful Men ' in 80's~90's. The ex-
aggerated round shoulders which were influenced by 'Big Look', and easy silhouette were related 
with the attentive images. 

Key words: men' gender role(남성 성역할), men's wear(남성복), modern(근대), 
contemporary(현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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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식은 거시적으로 특정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도구가 되며, 미시적으로는 착용자의 이미지를 결정

하고 그가 맡은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단서가 된

다. 복식의 사회․문화적 상징성은 근대이후 현대사

회에서 직업, 성별, 정체성 등 개인이 사회에서 행하

고 있는 혹은 타인에게 인식되기를 기대하는 역할

(role)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이 중 성 역할(gender

role)은 특정 사회와 문화권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격특질, 행동규범, 양식을 지칭하는 개념

으로 그 사회의 관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

가 된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태도는 복식과 같은 외

모를 통해 가시적으로 표현되며, 외모를 통한 직업

및 성역할의 표현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그 의미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적합한 외모를 보여줌으로써 그 역할에 대한

수용 태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복식 요소의 상징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특정 사회와 문화의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관념적 특성을 파악하는 근거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복식 및 외모를 통한 성 역할 변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금껏 상대적으로 사회적 역할

이 제한되어왔고, 전통 성역할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

화를 겪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

나 한국 남성 역시 남성 중심의 전통사회로 부터 주

체성을 상실한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굴절의 단계를

거쳤고,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성과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전통사회와의 단절

과 외부 강압에 주체성을 잃은 채 수용된 한국의 근

대문화는 남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양장과 한복의 혼용과 단발

등 복식과 외모에 나타났다. 또한 복합적이며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에서의 남성의 성역할 특성은 양성화,

여성화 등을 통한 복식과 외모 변화에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근․현대를 걸친 통시적인 관

점으로 한국 남성의 복식문화와 대표적인 디자인 사

례를 분석하고 그 상징적 변화 특성을 고찰하는 것

은 근대이후 현대까지 굴절되고 변화된 한국 남성의

사회적 지위 및 성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변화된 남성의 성역할 변

화를 각 시대의 사회적 관념 및 특성의 기호로 작용

하는 남성복의 디자인 요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복

식디자인과 성 역할의 관계성과 상징성을 규명하고,

성역할의 상징적 측면과 관련하여 사용된 구체적 복

식디자인 요소를 밝혀 이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연

구의 범위는 20세기를 근대와 현대로 나누었으며, 문

헌 자료1)2)3)를 기반으로 근대는 개화기 이후 서구문

화가 유입되고 현대와 같이 양장을 착용하기 시작하

였으며 사진자료를 구할 수 있는 1900년 이후부터

1945년 해방이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를 근대로 정의하였다. 현대는 한국전쟁 이후 미

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

된 196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와 복종의 남성복이 등

장한 2000년 전까지의 시기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대

상은 남성복이며, 근․현대 복식의 상호비교를 위하

여 한복이 아닌 양장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중 신사

정장과 세미 캐주얼 웨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대

한국 남성복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유물 자료가 많

지 않은 이유로 디자인을 식별 분석할 수 있는 근대

의 신문, 잡지, 영화 등의 이미지, 스틸 컷 등을 수집

하고, 현대 한국 남성복의 경우 대표적인 패션 잡지,

영화의 이미지 컷, 국내 남성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내셔널 브랜드의 카탈로그 이미지를 중

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1,721개의 이미지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남성복 이미지는 해상도가 다소 낮

고, 흑백 자료가 많은 20세기 초반 자료의 특성을 고

려하여 색채, 문양을 제외한 실루엣, 디테일, 소품 및

아이템, 대표적 스타일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남성 성역할 태도와 복식
복식은 대부분 사회와 문화권에서 남성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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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남성적 이미지

실루엣 어깨를 강조하는 Y, V, T실루엣, 직선적 이미지의 H실루엣

색채
무채색 계통, 한색, 짙은 색상, 저명도, 대담하고 강한 배색, 강한 명도대비, 베이비 블루, 로열 블루,

로열 퍼플, 베이지, 갈색, 검정

재질
무겁고 거친 직물, 뻣뻣한 소재, 올이 굵은, 무거운 트위드, 모직, 비치지 않는 재질, 표면질감이 균일

한 재질,

선 직선, 각진 선, 두꺼운 선, 긴 선, 수직선, 사선, 아래로 움직이는 선

무늬 스트라이프, 기하학, 무지, 큰 무늬, 격자 무늬, 날카로운 모티브, 인공적인 무늬, 단독 무늬

디테일 직선적 소매, 칼라, 네크라인, 어깨 패드

아이템 테일러드 재킷, 블레이저, 바지, 옥스퍼드화, 넥타이, 셔츠

기타 짧은 머리, 수염

<표 1>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패션디자인 요소

성을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으며 착용자의 성

역할 인식에 대한 평가 자료로 사용된다. 복식의 성

역할 상징에 대한 Horn, Gurel4)의 연구에서 서구사

회 남성의 경우 바지 등을 통해 긴 다리를 드러내

활동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긴 다리

를 강조함으로써 남성다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김수경5)은 그의 연구에서 긴 다리의 상징인

바지를 통한 남성성의 강조로 자본주의의 특징인 노

동하는 인간, 쉬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하여 화려함이나 장식은 없어지고 기계화, 공업화,

근대화 사회에 적합한 기능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역할과 구체적 복식디자인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박수진6)의 선행연구를 보면 남성성은 딱딱하

고 강한 이미지와 연계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복식에

서 직선 혹은 수직선의 강조로 나타나며 실루엣에서

는 H실루엣, 디테일이 비교적 적으며 약간은 무겁고

거친 재질감, 기하학적이거나 무늬가 없는 소재의 사

용이며, 단순하고 무채색 계통의 색의 이용과 연계된

다. Northrup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박미라7)의

연구에서는 남성적 복식의 요소를 Y, H실루엣, 테일

러드 재킷, 바지, 무채색, 무겁고 거친 직물, 스트라

이프 무늬, 기하학 무늬, 무지소재, 적은 장식, 짧은

머리, 수염으로 이야기하였고 여성적 요소를 X형 실

루엣, 얇고 드레이프 있는 직물, 장식적 디테일로 정

의하였으며, Horn & Gurel8)은 디테일이 거의 없고,

분할되지 않은 직선, 큰 무늬, 대담하고 강한 대비색,

무겁고 거칠며 뻣뻣한 재질을 남성적 복식의 요소로

분석하였다. Lennon9) 역시 남성적 복식 단서를 두껍

고 거친 직물, 각진 선, 어깨 패드, 블레이저, 셔츠,

짙은 색, 넥타이, 짧은 머리 등이라고 하였으며 한명

숙, 하희정10)도 짧은 머리와 옥스퍼드 신발, 넥타이

등 두발, 신발, 장신구를 통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혔다. 색상에 있어서 박수진11)

은 무채색, g, dkg색조의 사용이 남성성을 나타내는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남성적 이미지의 패션디자인 요소를 정리하면 어깨

와 가슴을 강조하는 Y, T, H실루엣과 직선적 칼라,

네크라인 등 디테일, 어깨 패드 등은 남성적 이미지

와 연계할 수 있으며, X실루엣과 가슴과 어깨를 강

조하지 않은 슬림한 H실루엣, 장식성, 개더와 같은

풍성함, 곡선 등은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2. 근․현대 한국사회와 남성 성역할
근대 이전의 남성과 여성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성역할을 수행하는 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이유가

거의 없었다. 정순원12)은 그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을 쓰는

것과 잉여생산물을 약탈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영

토를 넓혀야 했고, 힘과 용맹성, 공격성 등이 필요했

다고 하였다. 또한 가부장제를 통해 힘 있고 용맹한

남성 가장의 통솔 아래 아내와 자녀가 식량을 생산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와 이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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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교문화를 통해 지배하는 남성성의 이념이 강화

됐고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성별 체계까지 형성되

어 남성은 직업을 가진 존재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

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머무는 존재라는 양극

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근대화 초기, 조선시대 이후 지켜져 온 가부장적

가족 구성 변화, 산업화, 국가 존립의 위기와 신분제

붕괴 등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함인희13)는 조선

시대 말엽이나 산업화 초기의 가족 구성이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나 비 친족구성원이 섞이거나, 다른 지역

에 가서 고용살이, 하숙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

타났다고 하였는데, 도시화에 따른 이주현상 등은 친

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남성 역할 범위 축

소라는 결과와 연계되는 것이었다.

조혜정14)은 그의 근대 한국의 남성상을 분석한 연

구에서, 일제강점기라는 국가적 위기로 무기력하고

현실패배적인 나약한 남성상과 항일운동에 투신하는

투사로서의 남성상으로 이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

시기 여성은 남성역할의 부재를 메우고 보완하는 역

할을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남성의 가부장적 역할로

확대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남성의 부재는 항상

'일시적'이라고 간주되었으며, 남성은 상징적 권위로

서 가족 구성원의 머릿속에 항상 군림해왔고, 남성이

라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직접적인 우월감이 확보되

는 부계 혈통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승희15)의 연구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상당히

위축된 '아버지'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즉, 민족을

빼앗겼다는 수치감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가 훼손된

것을 의미했고, 밀려들어오는 근대의 표상들은 가부

장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듯했다. 가부장제는 여전

히 견고했으나 이러한 상징적인 변화는 분명했다.

조혜정16)의 연구에 의하면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

행되어 대기업이 성장하며 대중교육과 대중교통, 대

중매체가 생겨나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 자본주의

화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분리되었으며, 공적 영

역이 사적영역에 비하여 월등히 중요시되었고, 공적

영역으로 여겨진 경제 생산자인 남성 노동과 그에

의존하는 가정주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졌다.

남성의 생산성과 경제성이 중심이 되는 산업화 사회

특성과 전후 복구를 위해 재건의 도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한국의 특성은 강한

남성, 생산의 도구로서의 남성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그로 인하여 남성의 신체는 생산력과 노동력의 상징

이었고 이의 표면화가 복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강하고 과묵한 남성, 수직적 관계성을 강조하였던 남

성성 강조 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1990년 초반 사이 '신 남성(New Man)'

이라는 신조어가 남성과 의복담론에 등장하였다. 정

세희,양숙희17)에 의하면 신 남성은 젠더 정체성과 성

적 특성 중심부에 남성의 인체를 둠으로써, 외모와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남성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미지로, 신 남성은 자아추구의 도구로 패션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1980년대 소비주의 영향으로 패션과 외모의 소비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던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서 탈피한 개념이며, 외모와 나르시시즘을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다. 신 남성의 등장과 함께

남성의 지위, 계층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그리고 성

적 성향에 관련된 기존의 남성복의 개념은 남성의

신체를 바라보고, 전시하고, 장식하는 대상물로 남성

다움의 속성이 재편되는 특성을 보였다

현대사회에서 육체노동의 비중이 줄어들고 남성의

사회적 역할인 전통적 노동의 의미가 변함에 따라

남성의 신체와 복식을 통한 성역할의 표현 내용도

변화되어 과거 중시되었던 생산자, 부양자로서의 남

성 성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은경18)은 광

고에 나타난 남성성에 대한 연구에서 현대사회에 나

타나는 남성상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였다.

전통적 현모양처이미지 유형인 남성상으로 적극적이

며 합리적이고 강인한 사내 대장부상, 슈퍼우먼과 같

이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 유능한 직장인인 슈퍼맨

상, 섹시한 성적매력으로 승부하는 남성으로 나누었

다. 이러한 남성상 중 90년대 중반이후 99년까지 등

장하는 남성상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자상한 아빠,

지적인 이미지의 남성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기현19)도 남성 이미지가 가부장적 이미지

보다 유머러스한 이미지와 미소년적 이미지 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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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현대 한국 남성성의 변화

김병옥, 이상례20)의 연구와 윤은하, 이선재21) 연

구에서는 현대 남성의 성의 구별이 점차 사라지는

borderless현상과 이상적 신체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

음을 분석하고, 근육을 통한 강하고 과장된 몸매의

과시에서 부드러운 인상이 선호되어 하얗고 깨끗한

피부, 잘 정돈된 눈썹, 슬림하고 긴 몸매 등을 추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근․현대 한국 남성의 성역할 특성을 정리해 보면

근대 한국 남성의 성역할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성

과 강한 남성의 이미지에서 30-40년대에는 가부장적

역할의 축소와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무기력한

남성과 투사로서의 남성성으로 변화된다. 투사로서의

남성은 다소 일부에 제한되었다면 무기력한 남성, 현

실도피적 남성적 이미지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전쟁

이후 재건 및 산업화 움직임와 함께 전통적 남성 성

역할이 다시 강조되어 생산자, 부양자로서의 강한 남

성 성역할이 강조되었다. 80년대 이후 경제적 안정기

에 접어들면서 한국 남성의 성역할은 지적이며, 자상

한 남성,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는 아름다운 남성의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근․현대 변화된 한국 남성의

성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그림 1>.

Ⅲ. 20세기 남성복디자인 변화 분석
근․현대 남성복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성역할과

의 상징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과 잡지 그리

고 영화의 복식관련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별 남성복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았

다. 수집된 이미지는 신문 274개, 잡지 999개, 영화

421개, 문헌 33개로 총 1,721개였다. 사진자료가 풍부

하지 않은 근대(1900~1950년대)의 경우 잡지, 신문,

영화(1920~1950) 이미지를 모두 사용하였고 현대는

영화(1960년대), 의상 전문 잡지 및 기타 문헌자

료22)23)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표 2>.

근대와 현대 복식의 통시적 비교분석을 위해 전통

한복이 아닌 양복으로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정장과

세미 정장이 포함되었고 기능적 목적이 강한 스포츠

복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헌 고찰을 통해 남성복의 디자인 요소 중 성역

할 상징성과의 연계성이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시대

별 디자인 요소의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상징적 요

소는 실루엣, 색채, 재질, 선, 무늬, 디테일, 아이템이

었으나 그 중 흑백 사진자료가 대부분인 근대 자료

등에서 분석 가능한 요소인 실루엣, 디테일(칼라, 네

크라인, 어깨패드, 바지 폭, 바지 단), 아이템, 대표적

스타일로 한정되었다. 각 요소 간 빈도 및 특성은 10

년대의 시간 단위로 비교 분석되었다.

1. 근․현대 남성복 실루엣 분석
남성복 실루엣을 인체의 어깨 폭과 같은 자연스러

운 어깨넓이와 넉넉한 실루엣의 바지를 H실루엣, 어

깨 패드를 넣어 어깨를 강조한 넓은 어깨와 좁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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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현대

잡지

법학협회잡지(1908.11), 대한흥학보(1909.5), 보증친목회보(1910.6), 신문계(1913.7),

삼광(1919.2), 개벽(1920.2~11.1), 가뎡잡지(1922.5), 동명(1922.9), 부인(1925.7),

신소년(1927.6), 별건곤(1929.4), 심천리(1929.6), 조광(1935.11~1941.5), 협동(1947.

1), 동광(1931.12), 신조선(1932.9), 춘추(1942.4~9)

복장월보(1990.3~1993.1),

의상(1968.12~1975.5),

멋(1983.10~1991.12),

월간복장(1996.1~3)

신문

대한매일신보, 만국평화회의보, 동아일보(1920.4.6~9.30, 1921.2.3~2.6), 조선일보

(1920.3.9, 1925.10.9, 1925.1.11~1930.5.27, 1935.1.22~6.2, 1936.1.1~1938.1.8, 1950.1.

10~1953.1.1), 경향신문(1947.4.23~1950 .5.31)

영화

농중조(1926), 금붕어(1927), 들쥐(1927), 뿔 빠진 황소(1927), 사나이(1928), 사랑

을 찾아서(1928), 삼걸인(1928), 옥녀(1928), 벙어리 삼룡(1929), 낙화유수(1927),

승방비곡(1930), 철인도(1930), 금강한(1931), 큰 무덤(1931), 종로(1933), 청춘의

십자로(1934), 무화과(1935), 미몽(1936), 역습(1936), 도생록(1938), 청춘부대

(1938), 국경(1939), 무정(1939), 어화(1939), 수업료(1940), 아내의 윤리(1941), 집

없는 천사(1941), 반도의 봄(1941), 창공(1941), 망루의 결사대(1943), 사랑과 맹서

(1945), 자유만세(1946), 독립전야(1948), 유관순(1948), 사랑과 맹서(1945), 검사

와 여선생(1948), 여명(1948), 수우(1948), 청춘행로(1949), 운명의 손(1954), 미망

인(1955), 열매(1955), 피아골(1955), 교차로(1956), 자유부인(1956), 청춘쌍곡선

(1956), 나 혼자만이(1958), 느티나무 있는 언덕(1958), 돈(1958), 생명(1958), 자

유결혼(1958), 모정(1958), 산 넘어 바다건너(1958), 지옥화(1958), 고바우(1959)

로맨스 빠빠(1960),

박서방(1960),

하녀(1960)

문헌

김진식(199).

한국양복100년사. 미리내.

김철종(1983). 기자25시.

4.7언론인회.

<표 2> 시기별 이미지 자료 종류 및 출처

<그림 2> 근․현대 남성복 실루엣 누적분포도 <그림 3>

박정희대통령,

1960

<그림 4>

한국영상자료원,

2008, 미몽 DVD

<그림 5>

멋, 1989. 5,

p. 63.

의 바지를 Y실루엣, 넓은 어깨와 좁은 허리, 넓은 바

지통을 X실루엣, 좁은 어깨에 넓은 바지통을 A실루

엣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근현대 한국 남성

복 정장과 캐주얼의 실루엣을 분석한 결과 H(76.1%)>

Y(24.2%)> X월5.5%)> A(0.9%)의 순서를 나타났다

<그림 2>. H실루엣은 근․현대 모두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였으나 특히, 1960~1980년대 특징적인 실루엣

이었다<그림 3>24). Y실루엣은 1930년대 비교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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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선일보,

1925. 2. 4.

<그림 7> 조선일보,

1935. 6. 9.

<그림 8> 의상,

1969. 3, p. 127.

<그림 9> 멋,

1991. 12, p. 139.

적으로 나타났다가 감소되었고<그림 4>25), 1970년대

이후 다시 나타나 90년에는 H실루엣의 감소와 함께

비중이 높아졌다. X실루엣은 1980년대에 특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90년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5>26).

좁은 어깨의 A실루엣은 남성복에 비중이 매우 낮은

실루엣으로 1920, 30, 40, 50년대까지 빈도수는 낮으

나 나타났던 실루엣이다.

2. 근현대 남성복 상의 디테일 분석
근․현대 한국 남성 재킷의 V존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30년대 다양한 V존 높이가 공존했으며<그림

6, 7>27)28), 강한 남성상이 부각되던 60-70년대 <그림

8>29)와 같이 V존의 높이가 높아졌으며, 부드럽고 지

적인 남성상이 나타났던 80-90년대에는 <그림 9>30)

와 같이 V존이 낮아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V존의 깊이에 따른 단추 개수의 변

화를 살펴본 결과로, 다양한 V존 높이가 있던 20년

대 3,5,8개의 앞단추가 여러 개 달린 재킷을 착용했

으며 50-60년대 2, 3개의 앞단추가 달린 재킷이 주로

착용되었으나 70년대 다양한 V존의 변화와 더불어 1

개에서부터 8개까지 다양한 단추가 사용되었으며 60

년대 이후 증가한 더블 여밈 재킷의 증가로 V존이

낮아졌고, 90년대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단추가 여

밈에 사용되는 특성을 보였다<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라펠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1930-40년대 낮은 V

존과 함께 넓은 라펠이 특징적이며, 60년대 V존이

높아지면서 좁은 라펠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V존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라펠의 폭은 다소

넓어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80년대 다시 V존이 낮아

지면 폭이 다소 좁아졌다. 90년대에는 다양한 V존의

위치의 공존과 함께 라펠의 크기는 보통 또는 다소

넓은 형태가 병행되는 특징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칼라의 형태는 20-60년대 까지 군복 및 국민복의

영향이 남아 차이나 칼라가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으

며 60년대 이후 다양한 양식의 등장과 함께 숄칼라

형태의 재킷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에는 더블이

비중이 낮았으나 싱글 여밈에 피크칼라의 재킷이 착

용되었으며 현대에는 더블 여밈의 등장과 함께 피크

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그림 13, 14>.

<그림 10> 근․현대 재킷 V존 높이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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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근․현대 재킷 앞단추 개수변화

<그림 12> 근․현대 재킷 라펠 폭 변화도

<그림 13> 근․현대 재킷 칼라 형태 변화

<그림 14> 근․현대 재킷 여밈

3. 근․현대 남성복 하의 디테일 분석
<그림 15>와 같이 남성복의 바지밑단 넓이의 변화

를 살펴보면 60-70년대 바지 밑단이 보통이거나 좁

은 형태의 비중이 높고 근․현대 중 가장 바지통이

좁은 특징을 보였다<그림 16>31). 30-40년대에는 H,

A실루엣으로 <그림 17>32)과 같이 전체적으로 폭이

넓은 바지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19>에서

근․현대 남성 바지의 길이를 살펴본 결과 40-50년

대 바지의 길이는 발등을 덮는 길이의 비중이 높았

으며 1960년대는 다양한 길이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70-80년대 발목이 다소보이는 짧은

길이의 비중이 높았고 1990년대 다시 바지 길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바지의 변화추이와 함께 밑단 커프스 유무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커프스가 없는 바지단이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다<그림 20>. 바지 기장과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70년대와 같이 바지 길이가 짧

아지고 통이 좁아지면서 활동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 커프스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90년대에

는 바지 길이가 길어지면서 커프스의 비중이 증가해

90년대 데이터 중 55%이상이 커프스가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기타 하의 디테일 중 밑위의 길이가 특징적이었던

때는, 1940년대로 바지통이 넓어지며, 밑위가 길어지

는 현상을 보여 <그림 18>33)과 같이 허리선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 허리벨트를 벨트 고리에 넣지 않고

바지위에 따로 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이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였던 주트(zoot)스타일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4. 아이템
1) 넥타이

넥타이는 V존의 위치와 여밈의 방식에 많은 영향

을 받는 남성 액세서리로 남성복의 대표적 액세서리

이다. 1910-40년대 까지 사진자료에서는 보우 타이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넥타

이의 착용이 빈번해졌다. 넥타이의 폭은 V존을 가리

는 다소 넓은 형태의 것이 많이 착용되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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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근․현대 바지밑단 넓이 변화 <그림 16> 의상,

1969. 6,

p. 36.

<그림 17>

한국영상자료원,

2008, 독립전야

DVD

<그림 18>

한국영상자료원,

2009, 아내의

윤리 DVD

<그림 19> 근․현대 바지기장 변화 <그림 20> 근․현대 바지커프스 변화

<그림 21> 근․현대 남성 넥타이 폭 변화 <그림 22> 근․현대 한국 남성 코트 실루엣 변화

21>. 60-70년대 좁은 넥타이가 등장하여 짧은 바지

길이와 함께 착용되었으며 80년대 다소 넓어지다가

90년대에는 현재와 비슷한 폭의 중간 넓이 넥타이의

착용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년대 전쟁과

60-70년대 캐주얼의 확대로 넥타이 착용의 빈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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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의상, 1969. 1,

p. 109

<그림 24>

복장월보,

1992.1 p. 65.

<그림 25>

한국영상자료원, 2008,

미몽DVD

<그림 26> 재킷, 코트의 실루엣 변화 분석

2) 코트

코트는 겨울철 두루마기 대용으로 착용되었으며

1930년대(23.3%), 1940년대(20.0%)에 높은 착용 비

율이 보였다. 전체 실루엣을 보면 H실루엣의 착용비

율이 매우 높아 전체의 80.0%를 차지하고 있으며<그

림 22, 23>34), 80-90년대 Y실루엣 코트가 등장하였다

<그림 24>35). 40-50년대 X실루엣의 코트가 착용되었

는데 뒤 허리에 밴드와 주름을 잡은 여성스러운 코

트 디테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 25>36). 60-80년

대에는 캐주얼의 확대와 함께 정장으로 인식되던 코

트의 착용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90년대 다

시 코트의 착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과 같이 코트와 재킷의 실루엣을 비교해

보면 60-70년대 코트 착용이 눈에 많이 띄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코트의 실루엣은 재킷의 흐름보다

다소 늦기는 하지만 유사한 흐름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40년대 X실루엣의 재킷의 증가는 X실루엣 코트

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고 80-90년대 Y실루엣 코트의

증가는 Y실루엣 재킷의 흐름과 연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3) 모자

모자는 갓을 착용하는 한국의 전통적 복식의 영향

을 받아 근대부터 착용되어왔다. 남성 정장과 함께

착용된 모자의 유형은 중절모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그림 27>37), 20년대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헌팅캡

이 착용되었고 60년대 이후 다양한 모자의 코디네이

션이 늘며 중절모, 헌팅캡, 다양하게 변형된 모자 들

이 혼용되는 특성을 보였다. 모자의 착용이 가장 많

았던 시기는 30-40년대로<그림 28>38), 1900~1920년

대에 한복이 보편적 일상복으로 계속 착용되었던 점

을 감안하면 남성의 모자 착용은 한복이나 양장 모

두 중요한 관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캐주얼의 보편

화와 더불어 60-70년대에는 양복에 모자 착용을 한

사례가 감소하였으며 80-90년대에는 관습적 착용보

다는 개인적 취향에 따른 착용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29>.

5. 근․현대 한국 남성복 디자인의 시대별 스

타일

근대 남성복의 디자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00~

1920년대의 남성복은 유럽 브리티쉬 스타일의 영향

으로 자연스러운 어깨선에 몸에 밀착하는 H실루엣이

대부분이었다. V존은 좁고 높았고 라펠의 폭도 좁았

다. 셔츠의 스탠딩이 높고 칼라가 작았으며 넥타이

매듭과 폭이 작아 V존은 장식과 강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신 모자의 착용비중이 높아, 남성복 디자

인에서는 의례적이며 품위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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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대한매일신보,

1915. 3. 28

<그림 28>한국영상자료원, 2008,

청춘극장DVD

<그림 29> 근․현대 남성 모자착용 변화추이

1930년대에는 어깨를 강조하는 Y형 실루엣이 H실

루엣과 공존하였으며 바지통이 넓어지면서 Y형에서

X형 실루엣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Y형 실루엣의

등장과 함께 더블 여밈의 피크 칼라 재킷이 등장하

였다. 셔츠의 스탠딩은 20년대만큼 높지는 않았고 일

본 군복의 영향으로 차이나 칼라형의 재킷도 착용되

었다. 20년대와 마찬가지로 모자는 의례용으로 착용

되었다.

1940년대에는 30년에 이어 어깨가 넓어진 Y실루

엣이 착용되었으며 어깨가 넓은 상태에서 바짓단이

넓은 X형의 과장된 실루엣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미

국의 주트스타일과 유사성을 가진다. 바지통의 여유

량이 많아지고 허리에 주름을 잡은 형태가 등장하였

으며, 밑위가 길고 허리선이 높아 허리띠를 바지허리

와 별도로 허리선에 매는 독특한 착용형태가 나타나

기도 하였다. 바지통의 확대와 더불어 V존의 위치도

많이 내려오고 넥타이 폭도 넓어졌으며 중절모는 지

속적으로 착용되었다. 40년대 한국 남성복에서는 높

은 허리선, 풍성한 바지, 넓은 어깨, 등의 요크에 셔

링을 잡은 코트 디테일 등 전통적 남성미에 반하는

여성적 디테일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각진 어깨나 품위

있는 옷차림보다 얇은 어깨 패드의 자연스러운 어깨

와 허리에 밀착되지 않는 여유 있는 긴 길이의 재킷

이 많이 입혀졌다. 이는 몸에 밀착되며 체형을 드러

내는 유럽의 남성복 보다 여유 있는 실루엣과 실용

성이 강조된 미국의 남성복 디자인에 영향을 받게

된 결과로 보인다. 라펠의 폭은 다양하게 착용되었으

며 바지통은 40년대 보다 여유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전쟁이후 60년대 한국 남성복 디자인은 어깨

는 다소 좁거나 보통이며 바지통이 좁아지는 전체적

으로 슬림한 H실루엣이 착용되었다. 칼라와 라펠은

폭이 다소 좁아 졌으며 버튼의 수와 여밈의 방식은

매우 다양해 장식적이었다. 맞춤 양복의 전성기이기

도 하였던 60년대는 50년에 비하여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이드 벤트, 센터 벤트,

노 벤트 등 다양한 방식의 벤트가 나타나 젊고 활동

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70년대에는 60년대에 비하여 각진 어깨를 강조하

는 특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의 콘티넨털 룩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슴과 어깨를 강조하는

특성에 따라 다소 각진 어깨 패드가 사용되었고, 넓

은 라펠이 나타났다. 라펠의 확대와 더불어 넓은 넥

타이도 출연하였으며 남성의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

기 위하여 재킷의 암홀과 허리선을 위로 올려 몸에

밀착시키고 다리를 길게 보이도록 하였다.

80년대에는 Y, X형 등 어깨를 강조한 빅 룩 스타

일의 남성복의 출현이 많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어깨

넓이를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았다. 80년대 말이 되면

다소 과장된 넓이의 둥근 어깨 재킷이 나타났다. V

존의 위치는 60-70년대 가슴 위로 올라갔던 것과는

달리 허리선 쪽으로 내려오며 전체적으로 여유 있고

넓은 상체 이미지를 만들었다. 넓은 어깨의 남성적

이미지와 함께 여유량이 많고 V존이 많이 내려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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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근․현대 한국 남성복 시대별 대표 스타일

드러운 재킷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90년대 초반 남성복은 80년대 Y실루엣이 착용되

었으며 넓은 라펠이 특징이었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어깨의 폭이 다소 감소하고 자연스러운 어깨선으로

변화되었다. 몸에 밀착하기 보다는 여유 있는 형태였

으며 넥타이의 폭이 80년대에 비하여 다소 좁아졌고

전체적으로 상의의 길이는 긴 편이어 긴 길이를 강

조하는 디자인이었다. 80년대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여성미를 가미한 남성성을 디자인에서 표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근․현대 한국 남성복의 디자인요소 변화에 따른

대표적 스타일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0>과 같다.

Ⅳ. 근․현대 한국 남성 성역할과
디자인 변화와의 관계성 분석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근․현대 한국 남

성의 성역할 변화와 그 시대 남성복의 상징적 디자

인 요소 변화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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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년대 까지 한국 남성은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가부장적이며 강한 남성성'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 나타나는 양복의 경우, 가부장적 남성성이 드러

나는 전통적이며 격식 있는 H실루엣의 유럽 브리티

시 수트 스타일의 영향으로, 좁은 V존과 어깨, 높은

셔츠 목선,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실루엣을 통해 남성

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였다. 또한 함께 코

디네이션된 중절모, 구두, 회중시계 등은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강조 하고 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불안정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남성의 가부장적 위치는 변화되었고 무

기력하고 현실 도피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남성복 디

자인에 있어서는 좁은 어깨, 넓어진 라펠과 V존 강

조, 지나치게 넓어진 바지통 등 활동성보다는 장식적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여 어깨가 좁은 A실루엣이 등

장 하였다. 어깨는 점차 넓어져 1940년대에는 넓어진

어깨와 라펠, 풍성한 하의, 강조된 허리선 등 조형적

인 형태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X실루엣에 가까운 이

러한 형태감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던 주트 스타

일로서 과장된 실루엣과 통 넓은 바지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 등 하위 문화권에서

주로 받아들여진 주트 스타일은 디테일의 과장을 통

한 비주류의 반항적, 비현실적 남성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억압당하고 거세당한 일제 강점기 하의 한국

남성의 이미지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은 미국 중심 서구문

화의 영향을 받았고 보다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복식

이 착용되었다. 40년대 과장된 어깨가 다소 줄며 여유

있는 어깨와 허리선, 일자바지 폭으로의 감소 등 실용

적인 미국의 아이비 스타일의 양복으로 변화되었다.

전쟁이후 산업화, 도시화, 속도, 발전이 중요했던

1960년대의 남성 성역할은 생산자로서의 남성이었으

며 노동력을 우위로 한 강한 이미지의 남성이었다.

강한 힘과 젊은 남성의 이미지는 남성복의 변화에도

나타나 짧아 보이는 상체, 긴 다리의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때 사용된 상징적 패션디자인 요소는

슬림하고 긴 다리를 강조하기 위한 짧은 상의, 좁아

진 라펠과 넥타이 폭이다. 하의의 폭도 줄어 전체적

으로 가볍고 긴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이 착용되었다.

1970년대는 60년대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부양자

로서의 강한 남성성이 강조되었다. 60년대에 비하여

각진 어깨와 넓은 라펠, 넓은 넥타이로 가슴을 강조

하는 재킷 형태가 등장하여 강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긴 다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재킷의 허리선은 실제

허리선 보다 높아진 형태를 띠고 여유량도 다소 감

소하였다. 70년대 남성복 디자인은 활동적이며 젊은,

그리고 강한 남성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움은 전통적인 남

성 성역할인 노동력, 생산자로서의 남성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40년대 어깨와 풍성한 볼륨감을 강조해 장

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남성복처럼 80년대 남

성복 역시 빅 룩의 영향으로 어깨가 넓어지고 V존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등 Y실루엣과 함께 장식적 특성

을 드러냈다. 80년대와 40년대 스타일과의 차이는 어

깨를 중심으로 한 상체의 강조는 같지만 하의의 볼

륨감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80년대 말 과장된

둥근 어깨와 V존의 강조를 통한 장식성은 전통적 남

성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가 되면서 보다 여성적 특질이라고 여겨졌

던 자상하고 지적이며 심미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부

각되었다. 과장된 형태였던 어깨는 점차 좁아지며 자

연스러운 폭의 어깨가 되었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드러냈다. 다양한 디자인의 남성복은 개인

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현대 한국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 특징적인 남

성복 디자인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잘 재단되어

몸에 붙는 H실루엣의 양복과 액세서리의 착용은 '가

부장적, 전통적 남성성'과의 연계성을, 과장된 어깨와

넓은 라펠의 Y, X실루엣과 강조된 V존, 넓은 바지통

은 장식성, 볼륨감의 강조와 함께 여성성이 가미되는

'무기력한 남성성'으로의 변화와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몸에 붙으며 각진 어깨와 짧은 상의, 슬림하

고 긴 하의의 H실루엣은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강한

남성상'과 연계되어 부양자로서의 전통적 남성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근현대 한국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 상징적 디자인요소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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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근․현대 남성 성역할에 따른 디자인 요소 분석

보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한국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 남성

복식디자인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시대의 사

회적 관념의 기호로 작용하는 복식디자인과 성 역할

의 상징성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된 구체적

복식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한 근․현대 한국 남성의 특징적 성

역할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근대 한국 남성의 특징적

성역할은 1900~20년대는 ‘가부장적 남성/ 강한 남

성’, 1930~50년대에는 ‘무기력한 남성/ 현실 도피적

남성’으로 정리되었다. 현대 한국 남성의 특징적 성

역할은 1960~70년대는 ‘생산자, 부양자로서의 남성’

이 주요 이미지였으며 1980~90년대에는 ‘자상한 남

성, 지적인 남성, 아름다운 남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시대별 특징적 성역할과 남성복 디자인 변

화 요소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00~20년대 ‘가부장적 남성/ 강한 남성’의 이미지

는 좁은 V존과 어깨, 높은 셔츠 목선, 몸에 딱 맞는

수트 등 활동성과 노동력 보다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중절모, 구두,

회중시계의 착용 등 액세서리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착용법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1930~50년대는 ‘무기력한 남성/ 현실 도피적 남

성’의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연계된 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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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복 디자인은 넓어진 라펠과 V존의 강조, 넓어진

바지통 등 활동성 보다는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로

나타났다. 어깨 폭이 넓어지지는 않았으나 라펠의 폭

이 넓어지고 다양한 타이가 등장하는 등 장식적 특

성을 드러냈다. 40년대 특징적 남성복은 넓어진 어깨

와 라펠, 풍성한 하의, 강조된 허리선으로, 미국 등지

에서 유행하던 하위문화인 주트 스타일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이며 30~40년대 활성화된 신문화 소비

를 통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도피와 보상이라는 심

리적 현상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년대는

해방,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미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의 실용적 문화는 전

후 복구와 함께 현실적이며, 실용적 복식의 욕구와

맞물려 수용되었다. 어깨 폭이 줄어들었고 허리에 여

유가 있는 루즈한 미국의 아이비 스타일 양복이 착

용되었다.

1960~70년대 ‘생산자, 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이미

지는 노동력과 힘을 과시하는 복식디자인과 연계되

었다. 60년대에는 짧아 보이는 상의, 좁아진 라펠과

넥타이, 슬림하고 긴 다리로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였

다. 70년대에는 60년대에 비하여 각진 어깨와 넓은

라펠, 넓은 넥타이로 가슴을 강조하는 컨티넨탈 스타

일의 재킷을 통해 강한 남성성을 드러냈고, 높아진

허리선과 슬림한 하의로 활동적이며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자상한 남성, 지적인 남성, 아름다운

남성’의 이미지는 남성복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80년대에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넓고 둥

근 어깨가 등장하였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V존을 통

해 장식적인 면을 극대화하였다. 80년대 말 어깨의

폭은 점차 축소되고 둥글고 얇은 어깨 패드의 사용

과 함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어깨로 변화한다. 90년

대에는 자연스러운 어깨 넓이와 몸에 밀착되지 않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이 특징이다. 자상하고

부드러우며 감성적인 남성의 이미지는 과장되거나

몸에 밀착하지 않는 실루엣으로 나타났으며 여밈의

방식, 단추 개수 등 디테일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복에 비하여 체계적 정리와 학문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현대 한국 남성복의 디

자인 특성을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의 연계성을 통해

통시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개화기 이후 근대초기에는 복식의 전체 이미지와

디테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충분

치 않았으며 흑백 자료가 대부분인 근대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남성복 색채, 문양 변화 특성 등 디테일

한 디자인 요소분석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근․현대 여성

복과 남성복으로 확대해 상호 변화되는 성역할과 디

자인요소의 변화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20세기 서구

의 남성 성역할과 복식디자인을 한국의 근현대 특성

과 상호 비교해 본다면 보다 포괄적인 한국 근․현

대 복식사를 연구하는 자료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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