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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한국과중국의남성장신구선호도에관한연구로서점점 커지고있는현대의남성장신구시장의변화와

발전을위해시작되었다. 한국의남성장신구는여성장신구의일부로서소규모시장으로발전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남성

장신구로서따로분류되어성장하기시작했다. 하지만아직까지도매우일부의브랜드에서만취급하고있고디자인의다양

성이 취약하여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중국의 남성 장신구 시장은 젊은 신흥부자들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남성 장신구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남성 장신구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남성 장신구 중 대표적인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 선호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양국 모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대중화가어느정도이루어져소비자의맞춤형혁신적발전이요구되고중국은넥타이핀과커프스버튼의대중화를

통해 남성 주얼리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 트렌드, 남성 주얼리, 넥타이핀, 커프스 버튼, 한국, 중국
Abstract  This is the study on the preference of men's jewelry in Korea and China. It started to change and develop 
the market of modern men's jewelry, which is increasingly growing. The men's jewelry market, in Korea, has 
developed as small market as part of women's, and since 2006, it has started to grow as men's jewelry. However, 
it is still treated only by some brands. It is a time when innovation is needed because design diversity is weak. The 
men's jewelry market in China is rapidly developing under the influence of young emerging rich people. However, 
as in Korea, a research on the design of men's jewelry is insufficient, so it is urgent to study the preference for 
men's jewelry. Each survey was conducted on a the tie-pin and cufflinks as the most representative men's jewelry 
in Korea and China. As a result, both countrie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designs currently being sold. In Korea, 
the popularity of the tie-pin and the cufflinks is made to some extent, and customizing to consumer and innovative 
development are required. And, in China, the popularity of the tie-pin and the cufflinks made it possible to expect 
the growth of the men's jewelr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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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신구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발달한 문화적 미의

상품 또는 지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특히 남성에게

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물이다. 따라서

과거의남성장신구는매우특수한신분과계층에한정되

었다. 하지만, 오늘날 남성용 장신구는 개성의 표현가치

로 대중화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남성장신구는 그 종류

가많지않고반지, 목걸이, 팔찌등의장신구의기본이라

할 수 있는 품목에서도 선택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매우

한정적이다. 반지, 목걸이팔찌등의기본장신구품목을

제외한, 대표적인 남성 장신구로는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이 있다. 현대의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 디자인

은 현대인이 원하는 개성적, 실용적 표현이 아닌 양복과

함께 장식하는 일부로 편향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대남성들이원하는장신구를파악하고이를중심으로

남성장신구디자인에대한연구필요성이인식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더 나아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장신

구의특수한성격에서벗어나남성에게서개성과아름다

움의표현으로서하나의표현수단이될수있는남성장

신구 디자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국

남성디자인의주관적, 감성적디자인연구만이루어졌다.

따라서 착용자가 원하는 실증적 디자인 트렌드 조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커져가고 있는 중국시

장과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서 선행연구와의 차별

성을 지닌다. 연구자는 장신구의 기본품목인 반지, 목걸

이, 팔찌를제외하고현재남성전용장신구로대중화되

어있는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 디자인을 알아보고,

정리하여 남성 장신구의 발전 범위를 파악하고 한국과

중국의 남성 장신구 시장성을 비교하여 양국 남성들이

원하는디자인스타일과시장을분석함으로서앞으로현

대남성장신구의나아갈방향성과발전방향에대해논

하고자 한다.

본연구를진행하기위해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

째, 연구 범위로 선정한 남성 장신구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이론적 배경

을바탕으로한국과중국의백화점 3곳을선정하고 20대

에서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

디자인 선호도와 시장성에 대해 설문조사한다.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한국과 중국의 남

성장신구시장의공통점과차이점을알아보고아시아시

장의발전방향과한계에대해결론짓고제언하고자한다.

2.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의 개념 
2.1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의 역사
넥타이핀은 넥타이가 시작된 후 장식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넥타이는 1670년대 프랑스의 사관 르와이알 크

라바트가 크로아치아(Croarie)지방의 기병 병사들이 장

방형의하얀천을목에두른것을모방하여천을목에감

으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외투나 귀족 의상으로 받아들

여지면서 신사들이 '크라바트(Cravate)'라 불렸는데 이

때이것이오늘날의넥타이의시초로볼수있고, 이때부

터남성복장의필수품으로오늘날까지이어져오고있다.

초기크라바트의형태는하얀레이스로제작되고목에서

두 번 감은 후 앞에서 한번 묶어 늘어뜨린 형태이다. 18

세기에들어서이목수건은스톡이라불리었다. 특히영

국의신사들은스톡위에검은리본을덧달아멋과개성

에대한표현을감각적하기시작했고이러한행위는넥

타이 장식의 시초가 되었다. 1840년대에 들어서 넥타이

장식은타이핀으로변화되고성행하였는데, 최초의넥타

이핀은 영국의 알버트 왕자가 크라바타를 고정 시키기

위해사용하면서넥타이핀이시작되었다. 17세기프랑스

에서처음시작되어 300여년동안다양한형태로변화해

온 넥타이는 사용과 형태에 따라 타이핀도 함께 장식의

한 부분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1].

우리나라 넥타이핀의 최초 사용 시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서양문명을받아들였던갑오경장이후로추측할

수 있다.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복식의 변화로 한복

에서양복으로변화했고양복으로인해넥타이도자연스

럽게 착용하였으리라 예측된다. 타이핀 또한 같은 시기

로 추정할 수 있다.

넥타이핀은셔츠에넥타이를고정하기위한기능으로

시작되었으나 미적인 감각을 부여하면서 장신구로 변모

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도 다양화 되어왔다[2].

커프스 버튼의 시작은, 커프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커

프스란 소맷단을 뜻한다. 약 16세기에 소맷단에 길게 늘

인 hanging sleeve 장식 소매가 달렸는데 이 소맷단은,

끝이 막여 손수건이나 지갑을 보관하는 포컷(pocket)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커프스가 장식의 모양과

기능에 변화를 갖게 발달 되었다. 또한 17세기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의 결혼식 예복에서 화려한 레이스나 리본,

자수정이넓은커프스에장식되면서 바꿔달수있는커

프스로 디자인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커프스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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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지크기로디자인되었으며특정계급과계층의남성

들은 폭이 넓고 화려한 커프스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

었다[3].

또한 커프스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고급 실크로 제작

되고보석과금실, 은실로자수되어남성의상중에서가

장 화려한 것으로서 habit a la francaisa 이라고 말한다.

커프스의앞면이나아랫단에화려하게수놓은자수와다

양한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하였지만 착용하기 편리성에

따라 커프스 버튼의 형태로 변화했다. 커프스 버튼의 디

자인은 다양해지면서 17세기 초기엔 리본으로 묶고, 리

본다발로 소맷부리를 여며 끼울 수 있는 단추를 사용하

여장식했다. 중기에이르러쇠사슬을썼는데이를커프

스 버튼이라 하였다. 19세기 커프스 버튼이 본격적으로

많이사용되었다. 커프스가달린수있는긴셔츠를입게

되었을때의디자인은매우 단순했다. 주로, 금, 은, 다이

아몬드 상아를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4].

2.2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의 분류 
2.2.1 넥타이핀
넥타이핀은크게형태적, 기능적으로분류할수있다.

형태적으로는 디자인을 구분한 것으로 크게 기하학적,

기념적, 자연적 디자인을 말한다.

기하학적 형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형태로서 주로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며

그 중에서도 사각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념적 디자

인은단체나회사에서특별한기념일이나업체홍보용품,

판촉용으로만들어진디자인을말한다. 자연적디자인은

동물, 식물등의형상으로친근한디자인이나, 남성장신

구로는 가벼운 느낌을 주는 편이다.

기능적 넥타이핀은 넥타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활동성을 요구하는 현대인에 맞게 디자인된 것이다. 기

능적 넥타이핀은 바이스형, 클립형, 핀형으로 분류된다.

바이스형은 넥타이와 닿는 뒷장식 부분이 톱니형으로

톱니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는 별도로 셔츠단추에 거는

고리를만들필요가없어서간편하고편리하여클립형보

다튼튼하다. 하지만톱니무늬의자국이셔츠안쪽에생

기는 단점이 있다.

클립형은 넥타이에 금속 특성인 탄성을 이용하여 끼

워 넣어 고정시키는 뒷장식으로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

다. 때문에줄을안전고리로서반드시셔츠단추에걸어

야 하는 단점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는다.

핀형은 끝이 뾰족한 바늘 형태의 침이 넥타이를 통과

하고 캐치에 물려 고정되는 장식을 말한다. 셔츠 단추에

고리를 끼워 안전하게 사용한다[1].

2.2.2 커프스 버튼
커프스 버튼은 소맷단의 단추 역할을 하며 장식적 기

능을지닌남성장신구이다. 커프스버튼은스틱형, 고리

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틱형은 커프스 버튼의 가장

흔한형태는스틱밑부분이움직여셔츠단추구멍에삽

입하여 고정하는 방식이다. 뒷장식 스틱부분이 체인 고

리로 되어 있는 고리형 형태로서, 주로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다.

3. 한국과 중국의 남성장신구 시장성
3.1 구매행동 정의 
한국과 중국의 남성 장신구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는먼저, 구매행동에대한개념을이해해야한다. 구매

행동은직접적인구매를비롯해제품의탐색, 평가, 결정

등모든구매형태의활동을포함한다. 즉, 소비자기어떤

물건을구매하기전부터구매후까지모든행동을포함

하기 때문에 구매 형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포괄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5].

구매행동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구매하는 제

품이나 서비스 혹은 사용 후의 평가를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으로서[6] 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에따라구분될수

있고소비자형태나트렌드등을알수있는기초지표가

될수있다[6]. 현대의구매형태는시대의문화와개인의

개성및취향에따라다르게반영된다. 더불어사회적성

향, 가치의 순차에 따른 소비자의 심리적 선택의 결과이

다[7]. 구매행동의 조사는 구매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구매전의 구매행동 요인으로는 구매동기, 제품선택기준,

구매처, 구매선택이유등이있다. 구매후의구매행동요

인은 제품의 계속 사용 여부, 재구매 의사 개선점 조사

등이 있다[5].

3.2 남성 장신구 시장 
한국의 남성 장신구는 2006년 이전에는 매우 단품적

인 시장이었다. 남성용 전문 주얼리의 개념이라기보다

여성주얼리에포함된남성장신구로서의성격이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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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로서 커플 주얼리 또는 예물성격의 장신구들이

주를이룬다[8]. 2006년 이후남성주얼리시장이해외브

랜드에서부터 확장되면서 넥타이핀이나 커프스를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40~50대를 겨냥한

남성 브랜드 DASK[9]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남성 주

얼리브랜드로서벨트, 넥타이핀 , 커프스버튼등을중심

으로성공한남성의상징적부의가치로서남성주얼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성 주얼리 시장은 점차 커

져현재는부유층뿐만아니라 20대~30대도착용할수있

는 남성 주얼리의 분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중화 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약

하다. 특히넥타이핀, 커프스버튼의장신구는양복과함

께착용되어야하기때문에부유층의산유물이라는인식

이 강한 편이다.

중국의 남성 장신구 또한 2006년 이전까지는 한국과

비슷한 시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과 부

분적문화개방으로인해중국소비영역이사치품으로까

지 증가하는 추세이다[10]. 특히 중국은 과거 여성 소비

자가 주도했던 소비시장이 남성을 대상으로 주요 타깃

고객층으로 변화하면서 남성 소비자 대상의 소비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남성 주얼리에 있어서

중국이 금을 선호하는 것과 더불어 선진국형 높은 생활

의 질과 개성,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남성 소비자들이 급

속히늘고있으면서남성주얼리시장의신흥소비시장

으로 꼽히고 있다[10-12].

3.3 선호도 조사
한국과 중국의 남성 주얼리의 선호도 조사를 위해 연

구자는소비자의나이, 현재주얼리보유현황과구매동

기, 제품선택기준,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에 대한 선호

도등에관하여 설문조사를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분

석해 보았다[1,5].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11까지 한국

과 중국의 백화점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중무응답문항을제외한 100개의설문을활용하여선

호도를 알아보았다.

4. 분석결과
4.1 분석방법
한국과 중국의 남성 주얼리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

의연령별보유현황, 구입동기, 제품선택기준에대해알

아보고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을 선호함에 있어 연령대

별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13-15].

4.2 분석결과
한국과중국의남성주얼리넥타이핀과커프스버튼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대별 주얼리 보유 현황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반지>넥타이

핀>커프스버튼>목걸이>팔찌>기타 순으로, 중국은 반

지>팔찌>목걸이>넥타이핀>커프스버튼> 순으로 보유

하고 있었다.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의 구매동기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은선물로받음>특별한때와장소에필요해서>기념

품으로 받음>의상에 맞춰>결혼예물>기타 순이었으며

중국은특별한때와장소에필요해서>의상에맞춰>선물

로 받음>결혼예물> 기타 순이었다.

Very Good Good Normal Bad very Bad

한국 5.4 5 20.9 56.5 12.2

중국 4.9 7.2 21.2 55.8 10.9

Table 1. Design Satisfaction (%)

디자인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

국모두의상과어울리지않아서가가장많았고디자인>

착용불편>개성표현 안됨>가격 등 순이었다.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을 착용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 가에 대한질문에서는 한국은단정하다>

개성 있다, 사치스럽다>느낌 없음>부유해 보임 순이었

으며, 중국은 부유해 보임>단정하다>개성 있다>사치스

럽다>느낌 없음 순이었다.

Fig. 1. Purchase Conside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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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 구입 시, 선호하는 디자인은

한국은 간결한 디자인>우아한 디자인>독창적 디자인>

화려한디자인순이며, 중국은화려한디자인>우아한디

자인>독창적 디자인>간결한 디자인 순이었다.

Fig. 2. Preferred design(%)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 구입 시, 예상가격은 한국은

30~40만원 > 20~30만원> 10만원이하> 50만원이상으로

, 중국은 30~40만원 > 20~30만원 > 50만원 이상 > 10만

원 이하 순이었다.

4.3 분석결과 논의 및 해석
한국과 중국의 남성 주얼리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중에나와있는넥타이핀과커프스버튼의디

자인에대한질문에서는한국의경우 '그저그렇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통, 불만족 순이었고 중국의 경

우도그저그렇다는의견이가장많아양국모두현재판

매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경우, 선물이나기념품으로서넥타이핀이나커

프스버튼을접할기회가많은반면, 중국은선물이나소

비자의 필요성에 의해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넥타이핀과커프스에관한제품선택기준에관

한 조사로 구입 시 고려사항, 원하는 디자인, 예상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 한국은 디자인

측면을가장많이고려하였으며, 기능적측면, 장신구역

할등이, 중국또한디자인인적측면이가장높았으며재

산 증식, 기능적 측면 순으로나타났다. 두 나라 모두 디

자인을 가장 중요한 제품 선택 요소로 꼽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넥타이핀과 커프스버튼 구입 시 한국은 간결한

디자인을, 중국은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으며 가격대는 30~40만원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은 예전부터 부의 상징과 계

급, 권위의상징으로서남성장신구를대표하였다. 하지

만, 현대에 이르러 장신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성표현

의 한 방법으로서 변화하면서 남성 장신구에 대한 디자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여 연

구자는넥타이핀과커프스버튼을중심으로한국과중국

의남성장신구시장에대해알아보았다. 그결과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중국의넥타이핀과커프스에대한공통점으로

는두나라모두장신구를선택함에디자인을가장중요

시한다는점이다. 또한현재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남

성장신구의디자인은설문조사를통해소비자를만족하

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을 전개함

있어 한국은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중국은 화

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은 합리적인 선호도를 반영

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이

대중적인장신구로서격식이필요한자리에어울리는장

신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의 상징으로서 인

식하고 있어 선호도 조사의 범위가 한정된 한계점을 지

니고있다. 그래서다른전략으로시장공략이필요하다.

한국의남성장신구시장은현재발전중이며이제또다

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로

변화하고 있다. 넥타이핀과 커프스 버튼의 디자인에 있

어 한국은 질적 성장을 중국은 대중적 장신구로서의 인

식과 양적 성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 형태에 맞는 계속적인 트렌드 연구를 통해 남성

장신구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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