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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anges of gender identity of men as a sexual role 
changes and their cognition on fashion and to analyze changes and features of their fashion re-
quired in the diversified era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men's fashion design. To under-
stand a correlation between a change of men's gender styles and fashion and aesthetic features 
and differences by gender style, this study analyzed significant brands of the men's design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metrosexual and uebersexual were 
mixed in the 1990's and the 2000's. The ratio of uebersexual in the 1990's was higher as three 
times as metrosexual.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metrosexual in the 2000's was higher than 
uebersexual by about 3.5%. It implicate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design of men's 
clothes between the 1990's and the 2000's. Second, aesthetic properties and differences of metro-
sexual and uebersexual obtained from the survey. Metrosexual fashion uses almost all details and 
has no limit in using materials and accessories. The other side, uebersexual fashion rarely has 
detail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ashion on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which have been recognized that there is a low correlation, is be-
ing newly established as a sexual role changes by gender.

Key words: gender characteristics(젠더 특성), men's fashion(남성 패션), metrosexual(메트로섹슈얼), 
űbersexual(위버섹슈얼)1)

Corresponding author: Younhee Lee, e-mail: yiyhee@hanyang.ac.kr



服飾 第60卷 7號

- 2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문화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문화가 공존

하며,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패션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전통적인 성의 역할 변화

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복식이 혼합되어 다양한 패

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역할의 변화는 19세기부터 시작된 성과학의 발

달,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여권 신장 운동에서 시작

된 196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 그 후 21세기를 맞이

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문화 현상, 문화

의 다원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초래된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 되어

갈수록 개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면서

더 이상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쪽의 성적 특성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적절히 조화된 양성적인 인간

상이 선호되고 있는 현상 또한 성역할 변화의 중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의 시인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는 “위대한 정신은 남녀 양성을 겸

비하고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

성의 균형적인 시각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

다1). 이제는 성적인 특성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양성성이 주목하는 사회적 현상은 사람

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일기획이

2004년 17~3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

한 ‘우리 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 Mr. Beauty &

Ms. Strong’으로 명명한 소비자 분석 보고서2)에 따

르면 조사 대상 중 남성의 67%, 여성의 57%가 성역

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과 남성을 각각 '미스터 뷰티(Mr. Beauty)'

와 ‘미즈 스트롱(Ms. Strong)’ 그룹으로 명명하고 남

녀 성역할 변화는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마케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는 남성도 다양한 패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과거 강인함으로 대표되던 남성 패션의 키워드

는 사라지고 있다. 최근 남성들의 패션은 여성의 패

션에서와 같이 다양한 변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

으며, 많은 남성이 이러한 자신들의 성향을 패션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변화를 많은 이들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

개인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있는 남

성들의 젠더 정체성의 변화와 그 특성을 반영한 새

로운 남성 패션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다.

따라서 성역할에 의해 따라 결정되던 의복 또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거 전통적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 큰 변화를 갖지 못했던 남성패션에서 커다란

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남

성들의 젠더 정체정의 변화와 함께 메트로섹슈얼, 위

버섹슈얼, 크로스섹슈얼 등과 같은 다양한 남성성과

특성을 지닌 남성 패션을 등장시켰다.

본 연구는 성 역할 변화에 따른 남성들의 젠더 정

체성의 변화와 그들의 패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고 다원화된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변화 현상 및 특성을 메트로 섹슈얼과

위버 섹슈얼로 정리 분석하여 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의 남성 패션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 모색 및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젠더의 개념 및 현대

남성의 패션에 나타난 젠더 양상과 유형을 조사한다.

둘째, 남성 패션의 큰 변화가 나타난 2000년대를

전후로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과 위

버섹슈얼의 특성을 컬렉션을 통해 조사· 분석한다.

셋째,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의 서적, 논문, 학회지의 문헌자료

를 바탕으로 젠더와 젠더 정체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였다. 젠더 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젠더 정체성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

에 착안하여 이에 따른 남성들의 패션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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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젠더 양상의 변화와 패션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작업으로 패션 관련 각종 매체와 문헌

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하여 런던, 밀라노, 파리의

남성복 컬렉션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별하였다.

남성복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9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부터 남성복 분야에서 활동한 디자이너 브랜드,

현대 남성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남성복 시장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4대 컬렉션에

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에 기준을

두고, 런던 컬렉션에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폴 스미스(Paul Smith), 밀라노 컬렉

션에서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조르

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프라다(Prada), 파

리 컬렉션에서는 디올 옴므(Dior Homme), 구찌

(Gucci),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컬렉션

자료들이 선별되어 설문과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진자료의 수집은 1997F/W 시즌부터 2007 F/W에

해당하는 10여 년간 총 19개의 시즌에 속한 자료들

로 인터넷과 문헌에서 검색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사

진자료는 총 3254개 중, 최종적으로 총 1124개의 사

진자료가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

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패

션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5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

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남성복의 시대적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브랜드와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자극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해당 컬렉션

의 연도와 시즌만을 명시하였다. 의견 수렴을 위해

위와 같이 구성 된 자극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자유

기술토록 하였으며, 최근 남성복의 변화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

된 의견은 자극물 전반에 대한 의견과 각각의 브랜

드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자극물 전

반에 대한 의견은 다시 컬렉션의 분위기와 모델 등

을 포함한 컬렉션 전반에 관한 의견과 실루엣, 컬러

및 프린트, 디테일, 소재, 액세서리의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에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석사

3인과, 박사 7인의 총 10명의 전문가 집단이 참가하

였다. 설문 시 자극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트

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에 대한 정의 및 라이프스타

일, 성적 취향, 대표적인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표

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각각의 섹슈얼에 대한 정보

는 선행연구 및, 신문기사, 트렌드 분석을 기본 자료

로 하여 정리하였다. 변수 값은 메트로섹슈얼이 1,

위버섹슈얼은 2, 메트로섹슈얼와 위버섹슈얼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기타 사항은 3으로 설

정하였으며, 각각의 자극물에 대한 변수 값의 빈도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젠더(gender)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性)이라는 용어는

남녀를 구분할 때에 사용되는 영문의 섹스(sex)와

젠더(gender)라는 용어들을 번역한 단어이다. 섹스는

생물학적인 반면, 젠더는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구성

된다3). 사회학자 앤서니 기드슨(Anthony Giddens)

은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용어를 해부학적, 생리학

적 관점에 입각하여 성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를

일컫는다. 그 반대로 사회적 성(gender)은 양성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지칭하며 이는 사회

적으로 구축된 남성다움 또는 여성스러움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4) 일상적으로 젠더와 섹스의 두 개념은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남성

들은 단순히 남성적으로, 여성은 여성적으로 표현하

며, 경우에 따라 어떤 남성은 대부분의 남성보다 여

성적이라든지, 어떤 여성은 대다수의 여성보다 더 남

성적으로 표현한다.

섹스는 개인의 남성, 여성 또는 중성으로서의 개인

의 신분을 의미하고, 젠더는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기

준에 따른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특성을 의미하

는 방향으로 구분되어 사용 된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남성 되기, 여성되기와 관련 있는 정체성, 역할, 감정,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우리가 학습한 뒤 내면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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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 개념 sex gender

앤서니 기드슨

Anthony Giddens(사회학)

-생물학적 성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

-사회적 성

-양성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스톨러

R. J. Stoller(심리학)

-생물학적 구성요소

-성기를 비롯하여 염색체, 외부생식기,

생식선, 내부생식기, 호르몬 상태, 제2차

성징, 뇌 등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특징을 포괄하는 것

-남자 여자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개인적 사회적 젠더

정체성을 포함

-다차원적인 사회적 구성물의 의미체계

존 머니

(John Money)(심리학)

-개인의 남성, 여성 또는 중성으로서의

개인의 신분을 의미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특성을 의미

<표 1> 섹스와 젠더의 개념

도전하는 정체성, 역할, 활동, 감정 등을 가리킨다. 철

학이나 언어학에서만 사용되던 이 용어를 심리학에서

는 1955년 존 머니(John Money)가 외부 생식기가 애

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상

태를 기술하면서 적용시키기 시작하였다5).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체적 성인 섹스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은 유전학적, 물

리적 요인에 기반을 둔 분류이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젠더는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고정된 것도 아니며, 사회생활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

어지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젠더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성에 대해 배운 것처럼 젠더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다. 우리는 여성 또는 남성으로 태어나지만, 여성

적이거나 남성적이 되도록 배운다. 젠더는 문화에 따

라 다르고 같은 문화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다르며,

다른 젠더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이

다.6) 젠더의 의미는 사회적 가치, 믿음, 그리고 조직

되는 집단적 삶의 선호 방식에 따라 다르며, 엄밀하

게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기보다 성의 사회적 의미를

규정하는 상호 복합적인 문화적 사고인 것이다. 사회

학이나 심리학자들이 표현한 섹스와 젠더에 대한 개

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젠더의 의미가 다시 구축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

한 좋은 예는 양성성 즉, 앤드로지니(androgyny)의

개념이다. 1970년대에 연구자들은 그리스어로 ‘사람’

을 뜻하는 aner 또는 andros와 여성을 뜻하는 gyne

을 합쳐서 androgyny라는 단어를 만들었다7). 벤더

젠든(Vender Zanden)은 양성성을 의미하는 '앤드로

지니(androgyny)'를 ‘성의 고정 관념에 관계없이 개

인으로 하여금 전체로서의 인간의 감정과 역할 가능

성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8).

현대에서 앤드로지니는 육체적, 성적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남녀의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양성의 의미를 ‘제3의성’이라

고 표현하며,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특징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양성성 개발과 표출이 현대

다문화 시대를 대표할 것이라 하였다. 양성적 사람이

란 고정된 성 역할을 거부하고 문화가 여성적, 남성

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 특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2. 메트로섹슈얼의 개념 및 특성
메트로섹슈얼’이란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심슨은 GQ가 개최한 ‘남성

의 세계’패션 박람회를 취재하던 중, 남성의 세계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자신이 발

견한 새로운 남성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

를 내렸다: 대표적인 메트로섹슈얼은 대도시에 살거

나 그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돈을 쓰는 젊은 남성이다.

그들이 대도시에 사는 이유는 최고의 상점, 클럽, 체

육관, 미용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성애

자,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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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성적 취향은 기쁨을 주기 위

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델, 웨이터, 대

중매체나 대중음악 종사자, 운동선수 같은 특별한 직

업이 메트로섹슈얼 남성의 관심을 끄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남성의 허영을 반영하는 제품이나 피부질환

에 이르기까지 메트로섹슈얼을 상징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9).

심슨은 메트로섹슈얼 남성을 소비 지향적이고, 광

고에서 표방하는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대변하는 사

람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분석에는 메트로

섹슈얼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더 컸다. 1994년 발

표된 이래 10년 동안 쓰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

관심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특정 부류의 남성을

기술하기 위해 메트로섹슈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용

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메트로섹슈얼은 존재하고 있

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남성들을 인지하고 구체

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난 후부터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었다10). 이후 데이비드 베컴, 안정환 과 같은

남성이 메트로섹슈얼로 구분되면서 그들은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메트로섹슈얼이 되기

위한 지침서와 같은 서적이 등장하고, TV 시리즈나

드라마에도 메트로섹슈얼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메트로섹슈얼의 특

징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즐기고자 하는 자

세와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마크 심슨은 메트로섹슈얼을 일종의 남성들이 지

닌 허영심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매리언 살즈먼

(Marian Salzman)은 이를 자신의 여성적인 측면을

기꺼이 포용하고 공개적으로 여성성을 드러내는 남

성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메

르로섹슈얼은 사회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

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표현하는데 있어 구애 받지

않는다. 또한 메트로섹슈얼이 일반적인 남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여성적이거나 자아도취적인 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남성들

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짐 프랭크(Jim Frank)의 견해와도 많은 부분

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매리언은 지적한다. 짐 프랭

크는 남성이 인간, 부모, 파트너로서 ‘진화’하고 있다

고 생각하며,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외부적인 압력

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선택을 통해 가정생활에

참여하며,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과 함께 하

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11). 따라서, 메트로섹슈얼은 자유로운 감성의 표

현으로 남성의 기질을 내포함과 동시에 여성적 감성

을 나타내며, 이는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통용되는 것

으로 남성들이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의 가치 지향적 자아실현을 통

해 시각적으로 나타나며 이전까지 여성들의 전유물

이었던 패션, 뷰티, 성형 등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

도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에 따른 많은 지

출을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12).

3. 위버섹슈얼의 개념 및 특성
위버섹슈얼(Über Sexsual)이란 용어는 2005년 매

리언 살즈먼의 저서 ‘남자의 미래(The Future of

Man)’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위버’란 ‘가장 크고 좋

은’, ‘최고의’라는 뜻의 독일어13)로 위버섹슈얼은 모

든 면에서 매력적이고 역동적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남성이다. 매리언 살즈먼에 따르면‘위버섹슈얼’

은 열정적이며 스타일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관심사

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다14). 또한, 위버섹슈얼은 자신감 있는 남성이지만,

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으며, 모든 행동에 있

어 남성성을 전제로 한다.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 모두 스타일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외양상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내적인 면에서 위버섹슈얼은 메트로섹슈얼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5). 메트로섹슈얼과 같이 위버섹슈얼도 패션

에 대해 민감하지만, 메트로섹슈얼의 의복행동이 타

인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위버섹

슈얼의 의복행동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성적 취향에 있어서도 분명 구분된다. 메

트로섹슈얼을 판가름하는 기준에 있어 성적 취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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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섹슈얼 위버섹슈얼

정의

-영국의 작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1994년 ‘인디펜던트’지에 서 처음 사

용한 용어

-메트로섹슈얼이란 도시에 사는 남자로서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와 스

타일 가꾸기에 시간과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

남성으로 자신의 여성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를 꺼

리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분석가 인 매리언 샐즈먼(Marian Salz-

man)의 저서 '남자의 미래(The future fo Man)'

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

-Über란 독일어로 ‘더 높은’, ‘초월한’의 뜻. 강인함,

자신감 넘치는 터프한 이미지와 함께 신사적인 매

너까지 겸비한 남성으로 마초성과 자상함을 동시

에 겸비한 남성이다.

라이프

스타일

-외모를 가꾸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쇼핑을 즐긴다.

-20~30대 도시 남성들에게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

난다. 항상 체중을 고려해 최소 칼로리만을 섭취

한다.

-요란하게 꾸미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

며 싼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옷을 구비하

고 있지는 않다. -칼로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지

만, 맛을 구분할 수는 있다.

성적 취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모두 가능하며 어떠한 성적

취향을 지닌 사람이라도 메트로섹슈얼이 될 수 있다.

절대적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여성에게 매너 있고

친절하지만 여성을 친구로 여기지는 않는다.

대표적

인물
데이비드 베컴, 안정환 등 조지 클루니, 피어스 브로스넌, 김주혁 등

<표 2> 메트로섹슈얼와 위버섹슈얼의 정의 및 특성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16), 일부 메트로섹슈얼

에게는 동성애적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실제로 동

성애자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버섹슈얼의

외모와 행동은 성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자다우며, 분명한 이성애자이다. 또한

이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

하여 노력하지만, 여성을 친구나 동료로써 인식하지

는 않으며, 여성을 자신보다 우위로 여기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들은 현대 사회의 대다수의

남성이 남성으로서 경험하는 자기 회의와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고도 전통적인 남성성의 긍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남성답지만, 본질

적으로 자신만의 긍정적인 남성성과 긍정적인 여성

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남성이다17).

위에서 살펴 본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의 개

념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디자이너 브랜드를 기준으로

각각의 젠더 특성에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특성 및

미적 특성을 분류하고자 한다.

Ⅲ.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젠더 특성
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젠더 양상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양상의 대표적 특성인

메트로섹슈얼 패션과 위버섹슈얼의 미적 특성 분석

을 위한 설문 결과, 각각의 자극물에 대한 빈도수가

총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것, 즉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료를 기준으로 메트로섹슈얼

과 위버섹슈얼을 분류하였다<표 3>. 변수는 메트로섹

슈얼(변수 값=1), 위버섹슈얼(변수 값=2), 메트로

섹슈얼와 위버섹슈얼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

각되는 기타 사항(변수 값=3)으로 설정하였으나, 결

과적으로는 변수 1에 대한 응답 빈도가 과반수이상

인 것, 변수 2가 과반수이상인 것, 변수 3이 과반수

이상인 것 외에 변수 1과2에 대한 응답 빈도가 5:5

의 동등 비율인 것, 변수 1, 2, 3에 대한 응답 빈도가

모두 5이하인 것의 다섯 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

랜드로는 디올 옴므 (71.05%), 구찌(45.29%), 프라

다(38.79%)로 나타났으며, 위버섹슈얼 디자인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67.88%), 돌체 앤 가바나(56.99%), 폴 스미스(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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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브랜드

(알파벳순)　

1

n≧6

2

n≧6

3

n≧6

두개의

변수가

n=5

세변수

모두

n=5 이하

합계

Dior Homme
54

71.05%

5

6.58%

1

1.32%

6

7.89%

10

13.16%

76

100.00%

Dolce & Gabbana
29

15.59%

106

56.99%

0

0.00%

3

1.61%

48

25.81%

186

100.00%

Giorgio Armani
34

20.61%

112

67.88%

0

0.00%

10

6.06%

9

5.45%

165

100.00%

Gucci
77

45.29%

61

35.88%

0

0.00%

8

4.71%

24

14.12%

170

100.00%

Jean Paul Gaultier
11

22.00%

16

32.00%

0

0.00%

1

2.00%

22

44.00%

50

100.00%

Paul Smith
62

35.23%

71

40.34%

2

1.14%

12

6.82%

29

16.48%

176

100.00%

Prada
64

38.79%

52

31.52%

0

0.00%

5

3.03%

44

26.67%

165

100.00%

Vivienne Westwood
43

31.62%

17

12.50%

6

4.41%

1

0.74%

69

50.74%

136

100.00%

합계
374

33.27%

440

39.15%

9

0.80%

46

4.09%

255

22.69%

1124

100.00%

(1=메트로섹슈얼, 2=위버섹슈얼, 3=기타)

<표 3> 각 브랜드별 변수의 빈도 및 비율

로 나타났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장 폴 고티에는

변수 3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74%와 44.00%로 나타

나 디자인에 있어 남성성과 여성성의 판단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위버섹슈얼(39.15%)

이 메트로섹슈얼(33.27%)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변수 값 3을 포함한 나머지의 비율도 27.49%

로 나타나 남성복의 양상이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

슈얼만으로는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

얼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위버섹슈얼의

비율이 약 58%로 17%에 불과한 메트로섹슈얼에 비

해 약 세배 이상 높았던 반면 2000년대에는 메트로

섹슈얼의 비율이 위버섹슈얼보다 약 3.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를 통해 1990년대 남성복

디자인과 2000년대 남성복 디자인 사이에 많은 변화

가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남성복이 더욱 여성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구찌는 수트의 경우에도 여성이 입을

수 있을 만큼 슬림한 디자인이 많다는 평이 주를 이

루었으며, 따라서 많은 디자인의 경우 크로스 드레싱

가능해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돌체 앤 가바나의 경우

2000년대의 시작과 함께 컬러와 패턴이 화려하고 다

양해졌으며, 자극물 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는 여

성스러운 디자인이 특히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니트웨어들의 스타일이 여성스럽게 표현 된 것으

로 나타났다. 디올 옴므는 전체적으로 모즈 룩(mods

look)의 느낌이 강하다는 의견과 함께 슬림하면서도

보다 영(young)한 느낌의 디자인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비비엔 웨스트우드는 아이템간의 레이

어링과 새로운 커팅 기법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남성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디자인

이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장 폴 고티에 역시

전통적인 남성복과는 거리가 있으며 골드 등 화려한

컬러의 사용이 많아 전체적으로 여성성 및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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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메트로섹슈얼 39 (≒17.00%)

위버섹슈얼 133(≒58.00%)

기타 58(≒25.00%)

합 230(≒100%)

2000년대

메트로섹슈얼 335(≒37.50%)

위버섹슈얼 307(≒34.00%)

기타 252(≒28.00%)

합 894(≒100%)

<표 4>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의 비율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에 사용 된 8개의 브랜드 가운데 남성성이 강

한 것으로 평가 된 조르지오 아르마니 역시 2000년

이후부터 포멀한 정장에서 탈피한 편안한 캐쥬얼의

느낌이 많다는 평과 함께, 수트의 라인이 슬림해지고,

니트웨어 등에서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평이 많았다. 폴 스미스의 경우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소 과거 남성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 눈에

띄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직되지 않은 편안한 느

낌의 실루엣이 등장하는 등 실루엣에서는 다양한 변

화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또 시즌을 거듭하면서 밝고

소프트한 느낌의 컬러가 많아지고 다양한 컬러가 사

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핑크 컬러의 수트에서

남성복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평가도 많았다. 프라다

역시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와서

라인이 상당히 슬림해지고 어깨 폭과 타이 폭이 좁

아졌으며, 여성이 입어도 무방한 디자인이라는 의견

이 많았다.

2.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패션의 디자인 특성

메트로섹슈얼 패션이라고 평가 된 자극물은 1124

개 중 374개로 전체 가운데 33.27%의 비율을 차지했

다. 8개 브랜드 가운데 메트로섹슈얼 패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디올 옴므(71.05%), 구찌

(45.29%), 프라다(38.7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메트로섹슈얼 패션으로 평가 된 자극물은 총

열 명의 응답자가 평가한 자극물 가운데 6명 이상

(과반수)의 응답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하였다.

메트로섹슈얼 패션의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타이

트하고 슬림한 실루엣과 신체 노출 등이 있었다. 전

형적인 수트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허리 라인을 드러

내는 실루엣은 메트로섹슈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색채의 사용도 메트로섹슈얼 여부를 판가름하는

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타이를 맨 수

트의 경우도 수트 자체의 색채나, 넥타이, 벨트 등의

색채가 핑크 또는 퍼플 계열인 경우에는 메트로섹슈

얼 패션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트에서도 눈에 띄는 특징을 보였는데, 화려한

플로럴 프린트 등은 기존의 남성복에서 찾아보기 쉽

지 않은 디자인이었으나, 최근 남성복에서는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프린트의 모양과 색채가 화려할수록

메트로섹슈얼 패션이라고 분석되었다.

디테일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

복에서도 페미닌한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

로 여겨지던 러플이나, 프릴과 같은 디테일의 사용이

눈에 띄며, 자수와 비즈, 시퀸 같은 소재의 사용도

메트로섹슈얼 패션으로 평가 된 항목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남성복의 소재가 뻣뻣하고, 두껍고, 표면의

고른 특성을 보였다면, 메트로섹슈얼 패션에서 보이

는 소재는 광택이 있고, 속이 비치는 얇은 소재이거

나, 표면이 고르지 않아 재질감이 느껴지거나, 모피,

벨벳과 같이 여성스러운 소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망사와 레이스와 같이 주로 여성복에서만 사용되

던 소재도 2000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서 출현 빈

도가 높아졌으며, 소재에 따른 실루엣도 자연스럽게

인체를 감싸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시킴으로서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디자인이 많았다. 특히, 2007

S/S 시즌 장 폴 고티에의 디자인에서는 망사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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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 피트하고 슬림한 실루엣

* 허리선등 신체를 강조한 실루엣

* 타이트한 팬츠 실루엣

* 돌먼슬리브(Dolman Sleeve)

* 카울넥과 같은 율동적인 실루엣

Dolce&Gabbana

2005 F/W

Prada

2006 F/W

Dior Homme

2005 S/S

색채

및

프린트

* 레드, 핑크, 퍼플, 마젠타 등의

여성스럽고 화려한 색상

* 밝고 소프트한 톤

* 플라워 프린트,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프린트의 사용

* 그라데이션된 니트 웨어

Paul Smith

2003 S/S

Dolce & Gabbana

2004 S/S

Prada

2005 S/S

소재

* 모피(fur)

* 레이스 또는 망사

* 얇은 소재의 니트

* 벨벳

* 실키 소재

Dolce & Gabbana

2001 S/S

Dolce & Gabbana

2005 F/W

Gucci

2007 S/S

디테일

* 비즈 또는 시퀸

* 아일렛

* 자수

* 프릴

Paul Smith

2006 S/S

Vivienne Westwood

2002 S/S

Dolce & Gabbana

2001 S/S

액세서리

* 화려한 큰 가방

* 스카프 또는 머플러

* 화려한 버클 장식이 가미되거나

또는 컬러풀한 벨트

* 컬러풀한 색채의 폭이 좁은

넥타이

* 화려한 목걸이
Prada

2005 S/S

Vivienne

Westwood

2006 S/S

Paul Smith

2004F/W

<표 5> 메트로섹슈얼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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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양성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찾아 볼 수 있었

다.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 역시 메트로섹슈얼 패션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벨벳은 소재 자체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기존의 남성복이 갖는

다소 거칠고 딱딱한 이미지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벨벳은 소재 특성상 F/W 시즌의 재킷이나

코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허리 라인을 드

러내는 타이트한 실루엣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경

우가 많았다.

액세서리의 사용도 메트로섹슈얼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으며, 화려한 디

자인의 커다란 가방, 스카프, 목걸이는 남성복 컬렉

션 전반에 나타나는 트렌드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은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남성복의 양

성화, 여성화 현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메

트로섹슈얼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5>18)와 같다.

3.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위버섹슈얼

패션의 디자인 특성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1124개의 자극물 가운데

위버섹슈얼 패션으로 평가 된 자극물은 총 440개로

전체의 39.15%를 차지했으며, 위버섹슈얼 패션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67.88%), 돌체 앤 가바나(56.99%), 폴 스미스(40.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의상 스

타일은 남성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고 강한 육체적

특성을 강조하여 남성들을 강화시키는 대표적 패션

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위버섹슈얼의 디자인은 실루엣과 색채, 소재 면에

서 메트로섹슈얼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슬림하고 타이트하며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의 메

트로섹슈얼 패션과는 달리 위버섹슈얼 패션은 넓은

어깨를 강조하는 헐렁한 실루엣이 많았다. 주로 사용

된 색채로는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과 브라운, 네

이비 등으로 전형적으로 남성성을 내포하는 무겁고

어두운 색채의 사용이 많았다. 톤도 밝고 화려한 톤

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톤이 많이 나타났다. 메트로섹

슈얼 패션이 자수, 프릴, 비즈 등의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위버섹슈얼 패션은 위와 같은

디테일의 사용이 거의 없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남성

성이 강한 위버섹슈얼의 특성과 여성스러운 디테일

의 사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화려한 디자인과 색채의 큰 가방을 든 모습은

남성적이지 않다는 예비조사 설문의 결과와 같은 맥

락으로, 큰 가방을 든 모습이 메트로섹슈얼 패션에서

와 같이 많지 않았으며, 스카프, 머플러와 같은 아이

템도 위버섹슈얼 패션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단, 강

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두운 색채의 렌즈가 큰 선

글라스, 군화 같은 느낌의 부츠, 두꺼운 가죽 장갑

등이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정도였다. 목걸이는 메트

로섹슈얼 패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

나였으나, 위버섹슈얼 패션에서도 간간히 눈에 띄는

아이템이었다. 심플한 체인 형태의 목걸이는 이미 남

성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아이템이므로, 특별

히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표 6>20)과 같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통하여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나는 젠더 특성 중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

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남성의 신체와 외모에 관

한 관심도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젠더정체성의 개

념은 점차 양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미 사회적 젠더 개념이 모호해지고, 남성에 관한 전

통적 관념이 점차 바뀌어감에 따라 남성복에서 나타

나는 실루엣이나 색상, 디테일 등이 보다 폭 넓게 나

타났다.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초

기에는 뚜렷한 방향보다는, 남성도 다양한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의식에 보다 더 강렬하고 특이함을

추구하거나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추구했다면, 2000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다 정돈되고 세련된 스타일

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남성의 미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이 예전에 비해 보다 다양화되고,

사회가 바라는 남성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Ⅳ.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성(性)의 개념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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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 어깨가 강조된 직선적인 실루엣

* 단정하고 포멀한 수트

* 그런지(grunge) 스타일의 캐쥬얼

실루엣

* 가슴까지 노출한 셔츠

* 헐렁한 트레이닝 팬츠

Giorgio Armani

2007 F/W

Dolce & Gabbana

2003 F/W

Dolce & Gabbana

2003 S/S

색채

및 프린트

* 블랙, 다크 그레이, 브라운 등의

어둡고 짙은 색상

* 프린트가 있는 디자인을 찾아보기

어려움

* 스트라이프, 체크 외에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Paul Smith

2002 S/S

Dolce & Gabbana

2003F/W

Dolce & Gabbana

2004 F/W

소재

* 가죽소재를 이용한 점퍼

* 러프한 데님 소재

* 올이 굵은 니트웨어

* 패딩 소재

* 울 소재를 이용한 수트

Dolce & Gabbana

2006 S/S

Giorgio Armani

2002 F/W

Giorgio Armani

2007 F/W

액세

서리

* 검은색 또는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컬러의 렌즈 사이즈가 큰

선글라스

* 투박한 느낌의 부츠

* 두툼한 장갑
Dolce & Gabbana

2003 F/W

Giorgio Armani

2005 F/W

Dolce & Gabbana

2005 F/W

디테일 * 눈에 띄는 디테일 나타나지 않음

<표 6> 위버섹슈얼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남성성의 개념은 크게 변화

하고 있었다. 현대 남성성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인 섹스가 아닌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젠더는 신체적 성에 얽매이지 않으며

가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남성의 복식은 변

화하는 남성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와 같은 현상은 현대 남성복 컬렉션 분석을 통해서

도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남성의 젠더 정체성과 그에

따른 남성 패션의 변화와 다양한 젠더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2000년대를 전후로 나타난 남성복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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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젠더 양상과 그에 대한 미적 특성을 정리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 된 8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컬렉션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별 변화 양

상을 분석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자유 기술을 실시한

예비 조사를 거쳐 변수 값을 측정한 설문을 본 조사

를 통해 각각의 브랜드와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남

성 패션의 젠더 양상에 대한 특성을 정리· 분석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는 젠더 정체성

과 함께 등장한 남성 패션 유형 중 여성성을 겸비한

남성의 개념인 메트로섹슈얼 패션과 과거 남성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위버섹슈얼 패션이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젠더 특성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디자인에서 남

성복의 여성화, 양성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4년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남성복에도 본격적으로 여성스러운 요소

가 도입되고, 남성복의 양성적인 경향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컬렉션에 등장하는 많은 디자인

은 남녀 복식의 구분이 모호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

었다. 1990년대까지는 지극히 남성적인 실루엣에 여

성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것이었다면, 2000

년대 이후로는 남성복으로써 갖는 실루엣, 소재, 색

채, 디테일의 제약이 거의 사라져 남성복 또한 여성

복과 같이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복에 있어 화려하고 다양한 소재의 액세서

리가 갖는 비중이 커졌으며,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의

커다란 가방 또한 남성복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 가

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

얼 패션의 디자인 특성은 남성복의 양성화, 여성화

경향과 중첩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루엣

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허리 라인의 강조, 관능적인

노출, 슬림한 팬츠 라인이 있었으며, 화려하고 선명

한 난색계열의 색상과 소프트하고, 밝은 톤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트 또한 화려하고 여성복

에서 많이 사용되던 색채의 사용이 특징으로 분석되

었다. 다양한 디테일 사용과 모피, 니트, 레이스, 벨

벳과 같은 페미닌한 소재가 메트로섹슈얼적인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커다란 가방,

스카프, 머플러,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의 사용은 최

근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메트로섹슈얼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위버섹슈얼의 디자인 특성으로는 단정하고

포멀한 수트, 헐렁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의 캐주얼한

디자인이 있었으며, 색채와 프린트는 전형적인 남성

복 색채로 인지되는 어둡고 무거운 색상과 톤의 색

채 사용이 많았다. 난색 계열의 따뜻한 컬러나 핑크

와 같은 색상은 위버섹슈얼 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프린트의 사용도 다양하지 않아 체크나 단

조로운 스트라이프 정도가 프린트로 사용되고 있었

다. 메트로섹슈얼에 비해 위버섹슈얼 패션에서 특징

적으로 사용되는 디테일은 찾기 힘들었으며, 액세서

리 역시 남성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밀리터리하고 터프한 이미지

를 표현함으로써 전형적인 강인한 남성성을 표방하

고자 하는 아이템이었다.

현대 남성 패션의 다양한 양상 가운데 본 연구에

서는 크게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의 패션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것과 같이 자

극물 가운데 27% 이상은 메트로섹슈얼와 위버섹슈

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

의 패션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과거 남성 패션에서의 유행이나 변화가 수트의

색채와 버튼 수, 칼라와 라펠, 넥타이 색채의 변화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변화는 남성

패션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은 문화의 일부로써, 사회·

문화적 현상과 함께 변화하고 재구성 되며, 남성 패

션도 젠더 변화에 따른 성역할 변화에 의해 재정립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나

고 있는 여성화 현상과 다원화 현상은 의복에 있어

성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남성 또한 여

성과 같이 패션을 통해 자신의 미를 표출하고자 하

는 욕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개인에게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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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기대하는 현대의 사회적 요구 속에서 남

성들의 자기표현 양상 역시 신체적 성(性)에 얽매이

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로써 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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