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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usage of the color pink in 

menswear by analyzing its usage status and method. It involves an empirical 

research method establishing the frame of the study through a document study 

centered on trend, gender neutral considerations, and the utilization of the 

color pink in men’s fash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and tone 

by extracting the pink color shown in menswear collections as well as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fashion image and genderless characteristics. Analyzing the 

color and tone of the pink color shown indicate that bright, light and pale 

tones had higher proportions. Pink color can also be said to be utilized as a 

design element that gives off a younger and more vital color image in 

menswear. Further, the use of brighter and softer pink colors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modern society’s demands of masculinity to change 

into a more sophisticated and soft imag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pink utilized in gender neutral fashion, fashion images were presented as 

the analysis standard. An image grouping technique was used to classify pink 

while utilizing genderless types-fashion style. The result showed that even with 

the same pink color, the fashion image can vary with different methods of 

expression in terms of clothes and sty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basic data for planning fashion design concepts as it analyzed pink-using 

fashion images and the genderless concep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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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젠더 뉴트럴 트렌드와 함께 핑크색이 남성의 패션영역

에서 주요 트렌드 컬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개성이 다원. 

화된 현대사회에서 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성의 경계가 모

호해지고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

다 남성이미지와 색채의 연관성은 시대적 흐름(An, 2018). 

에 맞게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희미, 

해지는 현상은 색채 사용의 혼재로 나타나고 있다(Lee & 

특히 핑크색과 같은 부드러운 색을 받아들임으Shin, 2016). 

로써 여성에 비해 고정되어 있던 현대 남성의 이미지가 다

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성의 변화와 색채사용을 ,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핑크색은 오랜 시간 전 세계. 

의 문화 속에서 성과 연결된 고정관념을 가져왔다 특히 유. 

아의 경우 핑크색은 여아를 상징하며 성별을 구별(Ishii, 

하는 도구가 되어 왔으며Numazaki, & Tado’oka, 2019) , 

여성을 대표하는 색으로 인식되어왔다 현대사회에서 핑크색. 

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패션에서 

활용되는 이미지도 확장되어 최근 남성복에(Hwang, 2003), 

서도 여성의 전유물이던 핑크색을 자유롭게 다양한 톤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의 팬톤에서. 2019 S/S

는 리빙 코랄 컬러를‘ (Living Coral)’ , 2020 S/S FaDI(2019)

는 핑크 코럴 컬러를 제안하였다‘ (Pink Coral)’ (Pantone, 

2019;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ashion and 

이는 여성복 뿐 아Distribution Information [FaDI], 2019). 

니라 남성복에서 트렌드 컬러로 등장하였고 년 이후 젠2016

더 뉴트럴 패션에 대표 컬러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젠더 뉴트럴과 남성 패션에 관한 연구로는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젠더리스의 특징과 젠더와 핑크색

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An, 2018; Chung, Yim, 

가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 남성& Suh, 2018; Koller, 2008) , 

성 변화와 남성 패션잡지 색채에 관한 연구(Lee & Shin, 

등이 있다 핑크색의 전반적인 성적 고정관념과 남성2016) . 

을 연결한 사회적 의미에 중점을 둔 연구들(Ishii et al., 

또한 진행되어왔다2019; Lee & Shin, 2016) .

젠더 뉴트럴 트렌드와 함께 남성복의 컬러로 핑크가 등장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남성복 시

장에서의 시각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현재 남성복에

서 사용하는 다양한 톤의 핑크색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 

목적은 대 남성복 컬렉션의 핑크색 사용 현황을 분석함으4

로써 남성복에 사용하는 핑크색의 색채 특성을 규명하고 젠, 

더 뉴트럴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핑크색의 효과

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핑크색의 색채 특  , 4

성을 분석한다.

둘째 대 남성복 컬렉션에서의 핑크색이 활용된 젠더 뉴  , 4

트럴 패션의 특성과 패션이미지를 분석한다. 

셋째 남성복에서 핑크색을 젠더 뉴트럴 이미지로 활용하  , 

기 위한 핑크색의 활용 방안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트렌드와 남성성의 변화에 따른 핑크색 이미지  

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패션디자인에서의 남성성의 변화와 , 

색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II.�

젠더�뉴트럴�트렌드와�남성�패션의�변화1.�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개성의 존중 여러 문화의 공존과 융합 , 

등이 중요해지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경

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패션에서 새로운 시도와 함께 

많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An, 2018: Park & Um, 2017). 

최근 세계적인 젠더 뉴트럴 트렌드가 대표(gender-neutral) 

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남성복의 디자인에 경, 

계가 해체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젠더. 

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인(gender)

데 젠더 뉴트럴이라고 하면 성 중립 즉 남녀 구분 자체를 , ‘ ' ,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인간 자체로만 생각하려

는 움직임을 말한다 젠더리스(“Gender neutral,” 2019). 

와도 동일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genderless)

용하고 있는데 열린 사고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소, 

비 주체로 등장하고 성평등 이슈가 확장하면서 성별의 구별

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부각

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FaDI, 2019; 

즉 기존에 구분된 성역할Kim, Kim, An, & Choi, 2020). , 

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고 고정된 성정체성이 아닌 나 

자체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반영돼 있으며(“Gender 

성적 소수자를 아우르고 성 정체성의 다양neutral,” 2019), 

성도 포용하는 개념이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Im, 2019). 

패션계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경향으로 남성과 여성 누‘

가 입는지 보다 어떻게 자신의 취향으로 표현하는지가 우’ ‘ ’ 

선이므로 성별에 따른 복종 구별보다는 스타일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비 주체와 트렌드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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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인 젠더 뉴트럴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한다 최근 년간 구글 트렌드의 추이를 보면 젠더 뉴. 5

트럴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 

과 연결되어서는 년부터 계속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2016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ashion and Distribution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젠더와 Information, 2019). 

관련된 패션으로는 년대 이후 등장한 성별의 구별이 없1960

는 유니섹스룩 이 대표적인데 이는 주로 중성적인 느낌의 ‘ ’ , 

남녀 공용 스타일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이후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년대에는 포스트모. 1980

더니즘과 함께 남녀 복식의 성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움직

임이 나타났는데 여성복에 남성복의 특징을 강하게 표현하, 

거나 남성복에 여성의 특징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패션

에서도 양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앤드로지‘

너스룩 이 유행하였다 이’ (An, 2018; Choi & Mun, 2020). 

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교차하여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니

섹스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남성들 역시 남성성의 재정립을 필

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새롭고 다양한 남성성을 낳았, 

다 한편 젠더 뉴트럴룩 은 사회문화적 성적 (Yum, 2011). , ‘ ’

변화에 맞게 이분법적인 성에 의한 구분이 아닌 취향에 맞

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보다 열린 개념이다 예. 

를 들면 구찌 와 버버리 등의 브랜드에서, (Gucci) (Burberry) 

는 패션컬렉션에서 여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2016 S/S 

는 화려한 리본과 레이스를 남성복에 선보이며 젠더 뉴트럴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또한 구찌(FaDI, 2016). , 

는 년부터 남녀 컬렉션을 통합하여 진행하면서 성별에 2017

따른 제약을 없앤 젠더 뉴트럴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특징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

면 는 젠더 뉴트럴을 이분법적인 성을 해체하는 , Yoo(2012)

성의 해체성 양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통합성 이질적인 , , 

요소의 결합인 절충성 성적 매력의 표현인 관능성으로 설명, 

하였다 은 젠더리스 남성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 An(2018)

양성성 절충성 관능성 유희성으로, , , , Chung, Yim, and 

은 전이 일탈 모순 위기 혼재로 설명하였다 선Suh(2018) , , , , . 

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젠더 뉴트럴 특성을 종합하면, 

과 같이 양성성 관능성 절충성 유희성으로 도출할 Table 1 , , , 

수 있다 양성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공존으로서 이분법적. 

인 성의 개념을 해체하고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이분화된 성

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자아로서 존재를 의미한다 의복을 . 

통해 제안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라인 실루H

엣과 같이 성적인 특성이 들어나지 않는 실루엣 울 코튼, , , 

린넨 소재와 같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재로 남녀노소 누구

나 입을 수 있는 특성이 강조된다 여성복의 영향으로 변화. 

하는 전이와 혼재 모순의 개념을 의미한다 관능성은 남성, . 

의 성적 매력을 강조한 개념이며 시스루, (see-through) 슬, 

릿 레이스 소재를 이용한 신체 노출로 성적 매력을 부(slit), 

각한다 이러한 시스루 슬릿과 같은 신체 노출 등 기존 여. , 

성복에서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도록 활용되는 소재와 디테

일들은 기존 남성성의 위기감을 도모하면서 남성성 안에서

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고 있다 절충성은 다양한 디자인 . 

요소와 문양 질감 등 이질적인 스타일의 새로운 혼합을 의, 

미한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이 결합되거나 역사적인 것을 . ,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보여준다. 

유희성은 부조화스럽고 이질적인 요소의 과장된 디테일과 

유머러스한 변형으로 재미를 추구하는데 예를 들면 남성 모, 

델이 스커트 등 여성 전유 복식의 착용하는데 이를 관능성

에서 보여지는 성적인 매력과는 다르게 일부러 과장되고 유

쾌한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 

제시하고 있는 젠더 뉴트럴 특성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젠더 뉴트럴 특성의 분석 기준으로 양성성 관능성 절충성, , , 

유희성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젠더 뉴트럴은 고정관념의 . 

탈피 진보의 메시지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며, , 

젠더 뉴트럴 특성이 반영된 패션이미(Chung et al., 2018) 

지는 젊은 세대의 감성과 문화적 트렌드를 보여준다 젠더 . 

뉴트럴과 같은 성정체성의 다양화 현상은 성에 대한 구분보

다는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남성복에서도 이러한 젠더 (Kim, 2010). 

뉴트럴 특성들이 반영되어 남성성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의 , 

고정관념을 허무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의 등장으로 인한 

남성 패션이미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젠더 뉴

트럴 특성과 남성 패션이미지의 변화를 함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패션이미지2.�

패션이미지는 패션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전달되는 전

반적인 패션의 느낌과 인상을 이야기한다(Hong & Kim, 

남성 컬렉션의 남성 수트 이미2015; Kim & Kim, 2014). 

지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내추럴 로맨틱 마린 밀리터, , , 

리 소피스티케이트 아방가르드 엘레강스 액티브 에스닉, , , , , , 

클래식 콜로니얼 캐주얼로 남성 수트의 패션이미지를 제시, , 

하였다 패션이미지에 따른 패션 코디네(Kim & Lee, 2005). 

이션 스타일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는데 클래식 모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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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cedence� Studies� on� Gender� Neutral� in� Menswear

Researcher Characteristics Common� Characteristics

Yoo

(2012)

Dissociation: Dichotomous sex disassembly⦁
Integrity: A cross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e⦁
Eclecticism: Combination of incongruous elements⦁
Sensuality: Sexual attraction⦁

 Androgyne: Coexist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Sensuality : Sexual attraction

 Eclecticism: Combination of 

incongruous elements

 Playfulness: Exaggerated styles, 

Humorous transformation

An

(2018)

Androgyne: Coexist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Eclecticism: New mix of heterogeneous styles⦁
Sensuality: Sexual attraction⦁
Playfulness: Exaggerated styles, a combination of ⦁

incongruous elements, humorous transformation 

Chung et 

al.(2018)

Transition: Changing under the influence of  women's⦁
Deviation: Wearing of female-only clothing⦁
Contradiction: Expressing the appearance of a woman in ⦁

a man's body

Crisis : Homo-sexuality⦁
Co existence: Coexistenc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

소피스티케이트 엘리건트 캐주얼 스포티브 네추럴 로맨, , , , , 

틱 에스닉 아방가르드 섹시 빈티지로 제시하고 있다, , , , 

패션이미지는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간의 조(Park, 2007). 

합과 시도로 새롭고 변화된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

운 트렌드와 시대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감성의 이미지로 제

안되기도 한다 최근 남성복에서도 섬세하고 다양화된 소비. 

자의 개성과 감성에 소구하기 위해서 남성복을 중심으로 패

션이미지에 대해 새로운 신조어와 섬세해진 소비자의 감성, 

취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을 도출하고 제시한 연구들이 등장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남성의 패션이. 

미지를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Table 2 .

의 연구에서는 선호 패션 색채 패션   Kim and Kim(2014) , , 

액세서리에 따라 중년 남성의 패션스타일을 가지의 유형10

으로 분류하고 있다 에서는 남성 소비자. Hong et al.(2014)

의 감성적 다양화에 대한 시대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남성 

패션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의 연구에. Kim and Lee(2018)

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외모와 관련된 신조어를 중심으로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이미지를 유형화하였다.  

공통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남성의 패션이미지  , 

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스타일의 지적이고 품위있는 클래식, 

현대적이고 지적인 이미지로 장식성이 배제된 모던 현대적, 

인 이미지에 여성적인 감각과 섬세한 디테일이 추가된 소피

스티케이티드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스포츠웨어의 기, 

능성과 활동성과 밝고 편안한 느낌을 부각하는 액티브 편안, 

하며 실용적인 이미지의 캐주얼 이국적인 신비로움을 추구, 

하는 스타일의 에스닉 격식과 전통을 벗어나 비이상적이고 , 

극도로 과장된 스타일의 아방가르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최근 남성복에서 젠더 뉴트럴 트렌드와 함께 핑크색의 활용

이 부각됨에 따라 남성복에서의 패션이미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여성복에서 핑크색은 아방가르드를 포함한 모.  

던 스타일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페미닌 이미지와 같은 전, 

형적인 핑크색의 여성스러운 이미지로서 활용된 패션스타일

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을 (Hwang, 2003). 

대표하던 핑크색은 사회적 트렌드인 젠더 뉴트럴 이슈와 함

께 젊은 세대들의 진보적이고 트렌디한 취향을 전달하는 매

개체가 되어 남성 패션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표, 

현하고자 하는 패션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핑크색상과 색조

를 활용하거나 배색이 다양화되고 있다 젠더 뉴트럴 특성은 . 

개념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외적 표현 요소인 다양한 패션스

타일을 활용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패션이미지로 

표현되며 같은 패션이미지에서도 젠더 뉴트럴 특성에 따라, 

서 표현되는 스타일에 차이를 보인다 현대 남성복에서 핑크. 

색의 활용은 단순히 여성화되는 경향이 아닌 세련되고 편안

하면서 섬세해진 남성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핑크

색을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젠더 뉴트럴 특성이 반영된 패션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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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cedence� Studies� on� Fashion� Image� in�Menswear

Researcher Fashion� Image
Common� Image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Kim & Lee

(2005)

Natural, romantic, marine, military, 

Sophisticate, avant-garde, elegance, 

active, ethnic, classic, colonial, casual
Classic

Traditional conservative style. stylish, intelligent, 

and elegant image

Park

(2007)

Classic, modern, sophisticate, elegant, 

casual, sportive, natural, romantic, 

ethnic, avant-garde, sexy, vintage

Modern
Modern and intelligent image. minimalism. 

pursuit of concise beauty without decoration

Sophisticate

A more feminine sense is added to the 

modern image.

Fine details are added to a modern image.Kim & 

Kim

(2014)

Natural, modern, sporty, casual, classic

Active

Healthy and active image. emphasizes the 

functionality and activity of sportswear and a 

bright and comfortable feeling.

Hong, 

Kim, Lim, 

& Kim 

(2014)

Classic, sophisticate, urban casual, chic 

modern, mods modern, basic casual, 

ethnic, avant-garde, active outdoor, 

street kitsch

Casual Comfortable and practical image

Kim & Lee

(2018)

Dandyism, bisexual sportism, homme 

fataleism, machoism

Ethnic
A style that pursues exotic mysteries. National 

costumes and ethnic images.

Avant-garde

Fashion image outside of formality and 

tradition. 

Extremely exaggerated style

를 세분화하여 고찰함으로써 남성복에서 핑크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섬세하게 패션이미지 간의 차이를 반영

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III.�

핑크색�표본�추출�및�색채분석�방법1.�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파리 밀라2020 3 1 6 31 , 

노 뉴욕 런던의 세계 대 컬렉션 중에서 최근 년인 , , 4 3 2018

년 시즌부터 년 시즌까지의 남성복 컬렉션에 S/S 2020 F/W 

나타난 핑크색을 추출하였다 핑크색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서 해당 시즌의 남성복 컬렉션을 기준으로 퍼스트뷰코리아

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패션쇼 혹(FirstViewKorea)

은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연구 범주로 하였다 연구의 정확. 

성을 위하여 배색과 문양에 적용된 핑크색은 제외하고 민무, 

늬로 적용된 핑크색의 패션이미지만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 

수집된 패션이미지에서 연구 표본으로 활용할 핑크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에서 제안된 핑크색 , (Hwang, 2003)

범주를 활용하였다 의 연구에서는 코스 컬러 . Hwang(2003) -

시스템 을 이용하여 먼셀 색상 번호 (COS-Color System)

부터 에 해당하는 색을 핑크색의 범10P 2.5R(COS P4~R1)

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년 트렌드 컬러로 부. 2019

각되었던 코랄핑크 계열을 핑크색 범위에 추가하여 와 밝R

은 계열까지를 확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컬러YR , COS 

칩에 적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과 같다 이러한 범Figure 1 . 

주 안에서 핑크색을 육안으로 확인해가며 차로 패션이미지1

를 선별하여 패션이미지 자료 총 개를 수집하였다934 . 

차로 추출된 패션 사진에서 의   1 Adobe Photoshop CS5

을 사용해 사진 속 핑크색의 값을 추Color picker tool RGB

출하였는데 동일 컬러마다 컬러를 회 이상 추출하여 평균, 2

값을 도출하고 그 평균값을 입력하여 표본과 사진 색상을 , 

육안으로 대조해가며 컬러 표본의 정확한 컬러값을 검증하

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추출된 컬러 표본은 패션 컬러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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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ink� Color� Range
(Hwang, 2003, p3, edited by writer)

Table� 3.� Collected� Pink� Color� Data

Item

Suit Outer Top Bottom Accessory

To
tal

Su
it

C
o
at

Jacket

o
u
ter

et�al

C
ard

ig
an

V
est

Sh
irt

Sh
irt

et�al

K
n
it

P
an

ts

P
an
ts�et�al

H
at

Sh
o
es

So
cks

B
ag

G
lo
ves

Tie

Scarf

Su
n
g
lasses

B
elt

New

York
9 1 11 6 1 4 22 27 5 29 1 1 8 1 3 1 2 5 3 140

London 10 7 9 9 1 1 10 23 12 41 6 2 4 7 2 4 1 149

Milan 9 5 14 10 8 23 16 24 5 3 2 4 1 3 127

Paris 23 27 43 17 1 1 30 26 27 66 6 6 14 13 4 5 1 1 311

Total 51 40 77 42 3 6 70 99 60 160 13 14 29 10 22 6 2 14 1 8 727   

박사 이상의 패션디자인 관련 경력 년 이상인 전문가 인7 3

의 검증을 거쳐 전문가의 육안으로 판별하였을 때 연보라색

과 같은 고명도의 혹은 어두운 브라운이나 베이지 색상PB 

과 같은 로 핑크색으로 보기 어려운 개와 명도가 낮YR 204

아 색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색조 개를 제외한 총 dkg 3 727

개의 컬러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컬러칩의 값은 . RGB

을 사용해 값으로 Munsell Conversion(Version 4.01) HV/C 

변환하여 먼셀 색상과 10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의 색조를 중심으로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다System) 12 .

아이템은 남성복의 의복 형태에 따라 아이템에 대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Hong & Kim, 2015; Kim & 

를 참고하여 수트 를 따로 구분하고 코트 재킷Kim, 2014) ‘ ’ , , , 

그 외 아우터 가디건 베스트를 포함하는 아우터류 셔츠, , ‘ ’, , 

그 외 상의류 스웨터류를 포함하는 상의류 팬츠 그 외 , ‘ ’, , 

하의류 등의 하의류 모자 장갑 신발 양말 가방 넥타이‘ ’, , , , , , , 

스카프 외 선글라스 벨트 등의 액세서리 류로 아이템을 , , ‘ ’ 

구분하여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조사한 컬렉션의 시즌과 아. 

이템에 따라 수집한 색채의 수는 과 같다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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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색�남성복의�젠더�뉴트럴�특성과�패션이미지�2.�

분석방법� � �

현대 남성 패션의 핑크색 활용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계로 총 개의 핑크 표본을 추출했던 원본 패션 1 727

사진을 이미지 그루핑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였고 패션이미, 

지별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액세서리에만 핑크가 사용. 

된 경우는 제외하여 분류에 사용하였으며 이미지 분류 기준, 

으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클래식 모던 소피스, , 

티케이티드 액티브 캐주얼 에스닉 아방가르드의 패션이미, , , , 

지들로 차로 분류하였다1 . 

단계로 본 연구는 핑크색을 활용한 남성복으로 연구범  2 , 

위를 제시하였으므로 핑크색에 맞는 남성복의 패션이미지 

분류 기준을 새롭게 도출해내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소피스. 

티케이티드 이미지의 경우 문헌연구에서 모던 이미지에 여, 

성성이 가미된 스타일로 정의되는데 남성복에서 핑크색이 , 

활용된 표본에서는 이미지 경계 구분이 모호하여 모던 이미

지로 합쳐서 분류하였다 아방가르드와 같은 경우는 문헌연. 

구에서 의복 형태의 기이하거나 실험적인 사례로 정의되는

데 이는 색상의 활용보다는 무채색을 이용한 의복의 형태적 

재조합에 해당되는 이미지이므로 핑크색을 활용한 남성복에

서는 그 해당 사례를 찾기 모호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에스. 

Figure� 2.� Pink� Men’s� Fashion� Analysis� Framework

닉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속 복식에서 응용한 패턴을 활

용하여 이국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본 , 

연구에서는 단색의 핑크색 스타일만 추출하였으므로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핑크색의 활용방안을 위한 실증적 연. 

구를 위해 분류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차 이미지 분류작업2

을 거쳐 핑크색이 적용된 남성의 패션이미지로 클래식 모, 

던 캐주얼 액티브로 구분하였다, , .

단계로 핑크색 남성복은 젠더 뉴트럴의 내적 특성에 따  3 , 

라 표현하는 패션이미지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서 

문헌연구에서 젠더 뉴트럴의 특성으로 도출된 양성성 관능, 

성 절충성 유희성을 기준으로 한 후 위의 가지 패션이미, , , 4

지를 재배치하여 총 가지 현대 남성복의 핑크색 활용 특16

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확립하였다 이 연구의 . 

틀을 기준으로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최종 이미지를 각16

각 개씩 이미지 그루핑 기법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최3 . 

종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년 이상의 패션디자이너 경7

력을 가진 인의 패션전문가로부터 분류한 자료에 대한 내3

용을 확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되면 해당 사진. 

을 수정하여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클래식 개, 25 , 

모던 개 캐주얼 개 액티브 개로 수렴하였으며 최종27 , 21 , 14 , 

적으로 대표 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48 . 

다음의 와 같다Figur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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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대�남성복�컬렉션에서�나타나는�핑크색의�색채�특성�1.� 4

전체 색상 색조 분석1) /

총 개의 핑크 표본의 색상을 분석한 결과는 과 727 Figure 3

같다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색상은 로 의 가. RP 61.49%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 R(23.52%), 

순으로 나타났다 의 P(14.31%), YR(0.69%) . Hwang(2003)

연구에서도 핑크색의 활용이 순으로 나타났는데RP, P, R ,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색조는 와 같이 전체 색조 중에서 명도가 높고  Figure 4

Figure� 3.� Color� Distribution� Chart�
(made by authors)

Figure� 4.� Tone� Distribution� Chart
(made by authors)

  

Table� 4.� Tone� Distribution� by� Hue

� � � � � � � � � � � � � � � � Hue
� Tone

P RP R YR Total

p 32 (4.40%) 50 (6.88%) 30 (4.13%) 4 (0.55%) 116 (15.96%)

lt 46 (6.33%) 95 (13.07%) 33 (4.54%) 1 (0.14%) 175 (24.07%)

b 10 (1.38%) 189 (26.00%) 74 (10.18%) 273 (37.55%)

v 7 (0.96%) 7 (0.96%)

s 1 (0.14%) 27 (3.71%) 10 (1.38%) 38 (5.23%)

dp 1 (0.14%) 3 (0.41%) 4 (0.55%)

dk 3 (0.41%) 1 (0.14%) 4 (0.55%)

g 1 (0.14%) 8 (1.10%) 1 (0.14%) 10 (1.38%)

ltg 10 (1.38%) 37 (5.09%) 10 (1.38%) 57 (7.84%)

sf 3 (0.41%) 4 (0.55%) 7 (0.96%) 14 (1.92%)

d 24 (3.30%) 5 (0.69%) 29 (3.99%)

Total 104 (14.31%) 447 (61.49%) 171 (23.52%) 5 (0.69%) 727 (100%)

고 중채도의 색조의 빈도가 로 가장 높았다- bright 37.55% . 

그 다음으로는 고명도 중채도의 고명도 저, light(24.07%), , 

채도의 색조의 분포가 높았으며 반면 명도와 pale(15.96%) , 

채도가 모두 높은 나 명도가 낮고 고채도의 vivid(0.96%)

명도가 낮고 중채도의 톤의 분포deep(0.55%), dark(0.55%)

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복에 활용된 색상 표본의 색조를 분석  

한 기존 선행연구(Hong & Kim, 2015; Kim & Kim, 

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2014) . 

에 따르면 남성복에 등장한 색조의 분포는 어둡고 점잖은 , 

이미지의 색조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 dark , 

핑크색의 색조 분포의 경우에는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60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5

색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bright 

다 남성복에서 활용되어지는 핑크색은 젊고 생기 있으며 온. 

화한 이미지의 색조의 밝은 핑크색 활용bright, light, pale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색상별 색조 분포를 분석해보면 와 같다  , Table 4 . 

색상의 색조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RP bright (26.00%)

여 중요한 색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색상의 . RP light 

색조 색상의 색조 의 순으로 분포(13.07%), R bright (10.18%)

를 차지하였다 반면 색상의 색조 와 색상. , R dark (0.14%) R

의 색조 의 분포가 가장 낮았으며 색상의 grayish (0.14%) , P

와 색조 또한 낮은 비중을 보였다soft deep, grayish (0.41%)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복에서도 젊고 생기 있으  , 

며 온화한 컬러 이미지를 부여하는 디자인 요소로서 밝은 

핑크색이 활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세련되고 부드러운 , 

이미지에 부합하는 남성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Figure� 5.� Hue� Comparison� by� Season
(drawn by authors)

Figure� 6.� Tone� Comparison� by� Season
(drawn by authors)

Figure� 7.� Hue� Comparison� by� City
(drawn by authors)

Figure� 8.� Tone� Comparison� by� City
(drawn by authors)

 

수 있다.

핑크색 활용에 대한 시즌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 Figure 

과 같이 시즌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5, 6 . 

핑크색의 활용이 시즌 계절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 선행연구 ,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도시별로 핑크색의 (Hwang, 2003). 

등장을 분석한 결과 과 같이 도시별 유의적인 , Figure 7, 8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선도적인 디자인이 많은 파리 . 

컬렉션에서 개로 가장 많은 양의 핑크 표본 이미지가 수311

집되어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파리가 남성 이미지에 있어서, 

도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시도하는 움직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템별 색상 색조 분석2) / 

상의 하의 아우터 순서로 핑크색의 (31.5%), (23.8%), (23.1%) 

비중이 높았으며 수트 에서 핑크색의 사용 빈도가 가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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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Hue� Comparison� by� Item
(drawn by authors)

Figure� 10.� Tone� Comparison� by� Item
(drawn by authors)

낮았다 상의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 색상 배. 

색에서 보다 자유롭고 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핑

크색의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팬츠를 중심. 

으로 한 하의류에서도 핑크색의 비중이 상의 다음으로 높았

다는 점에서 컬러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 

한 색상 배색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남성복 디자인이 많

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별 색상 분포를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와   Figure 9

같이 가지 아이템 모두 공통적으로 가 큰 분포를 차지5 RP

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색상별 사용 빈도는 유사한 그래

프 모양을 보여주었다 아이템별 색조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 

과 같다 남성복이라서 톤 다운된 핑크색을 주로 Figure 10 .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든 아이템 군에서 공통적으

로 색조가 비중이 높았으며bright, light, pale , deep, dark 

등 어두운 색조와 선명한 색조가 낮았다 상의류의 경vivid . 

우 고명도 고 중채도인 색조 가 가장 높았고, - bright (10.5%) , 

고명도 중채도인 색조 가 다음으로 높았다 밝고 light (9.8%) . 

환한 핑크색의 상의류가 최근 남성복에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아이템과 비교한 그래프에서도 상의류에는 , 

밝은 색조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bright, light, pale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아우터와 하의류도 고. 

명도 고 중채도인 색조가 각각 로 많이 , - bright 8.9%, 8.8%

나타났다 수트의 경우도 색조의 순으로 . bright, light, pale 

밝은 핑크 수트를 높은 비중으로 착용하였는데 젠더 뉴트럴 , 

트렌드와 함께 등장한 남성복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복에서 

주로 사용하던 밝고 환한 핑크색이 남성복에서 주류 핑크색

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핑크색이�활용된�젠더�뉴트럴�패션의�특성과�패션2.�

이미지�분석�� � �

핑크색을 활용한 현대 남성복의 젠더 뉴트럴 패션의 가지 16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 선정한 이미지 개를 48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양성성 유형의 가지 패션이미지1) 4

양성성은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없애고 복식에서도 하나의 

스타일에서 남성과 여성의 의복형태가 존재하여 남성복인지 

여성복인지 그 구분이 모호한 것을 말한다 이러(An, 2018). 

한 양성성이 나타나는 핑크를 활용한 패션이미지 유형을 정

리하면 와 같다Table 5 . 양성성 클래식 이미지 유형은 수트 -

아이템과 더블 브레스트 재킷 싱글 재킷 체스터필드 코트 , , 

등과 같은 보수적인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핑크로 젊은 

이미지 강조한다 다양한 색조의 핑크색과 어두운 무채색이 . 

조화를 이루어 생기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성 모. -

던 이미지 유형은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디테일을 배제한 

패션 스타일에 고명도 중채도의 색조와 무채색이 조bright 

화를 이루면서 현대미를 강조하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클래. 

식보다 단순하고 활동성이 부각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인 패션 아이템은 미니멀한 재킷과 터틀넥 티셔츠와 재킷을 , 

코디네이션하는데 색조의 핑크색과 무채색을 배색하bright 

여 현대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상하의를 동일한 핑크색의 배, 

색으로 통일감을 주어 미니멀한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양성성 캐주얼 이미지 유형은 핑크색을 활용하는 데 있어  -

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에 따른 구분이 모호한 

스타일을 젊고 편안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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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ink� Color� Fashion� Image� by� Androgyne

Gender�
Neutral

Fashion� Image

Androgyne

Classic Modern

Figure� 11.
MSGM�
20FW

(assets.vogu

e.com)

Figure� 12.�
Offcine�
Generale�
20SS

(assets.vogu

e.com)

Figure� 13.�
Cerruti�
18FW

(assets.vogu

e.com)

Figure� 14.
Kenzo�
19FW

(assets.vogu

e.com)

Figure� 15.
Versace�
19SS

(assets.vog

ue.com)

Figure� 16.
Balmain�
20FW

(assets.vogue

.com)

Suit, jacket, coat⦁
Combination of various pink and achromatic ⦁

  colors

Minimalism, simple knit ⦁
Combination of bright tone pink and achromatic ⦁

  colors

Casual Active

Figure� 17.
FengChen
Wang�
18SS

(assets.vogu

e.com)

Figure� 18.
Versace�
18SS

(assets.vogu

e.com)

Figure� 19.�
MSGM�
19SS

(assets.vogu

e.com)

Figure� 20.
Louis�
Vuitton
20SS

(assets.vogu

e.com)

Figure� 21.
Iceberg
19SS

(assets.vogu

e.com)

Figure� 22.
GCDS�
18SS

(res.fashions

nap.com)

Uniform style, workwear for daily wear⦁
Bright, light tone, a bright and cheerful image⦁

Jumper, shorts, t-shirts⦁
Bright, light tones to emphasize the beauty of ⦁

  activity

다 색조 등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가 주로 등. bright, light 

장하였다 상하의의 색상을 유사하게 배색하여 통일감을 주. 

거나 톤온톤 배색으로 활용한다 재킷과 팬츠가 세트로 이, . 

루어진 유니폼 스타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워크웨어, 

에 핑크색을 활용하여 젊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성성 액티. -

브 이미지 유형은 색조의 핑크색으로 활bright, light, pale 

기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 

이미지가 밝고 강한 원색(Han & Kim, 2014; Oh, Kim, 

의 활용으로 강조되는 것과 달Goo, Shung, & Kim, 2007)

리 핑크색에서는 색조로 부드럽게 활동미를 강bright, light 

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점퍼류의 스포츠웨어들이 등장하는데 . 

무릎 선 위의 쇼트 팬츠와 티셔츠에서 핑크 활용이 두드러

진다. 

관능성 유형의 가지 패션이미지2) 4

젠더 뉴트럴 개념으로서 관능성은 남성복이지만 여성복에 

가까운 느낌과 함께 섹시함도 엿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 정리한 것과 같이 관능성 클래식 (An, 2018). Table 6 , -

이미지 유형은 클래식한 수트 혹은 고명도 중채도 - soft, 

색조의 핑크색으로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강조된dull,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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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ink� Color� Fashion� Image� by� Sensuality

Gender�
Neutral

Fashion� Image

Sensuality

Classic Modern

Figure� 23.
Tom� Ford�
18FW

(assets.vog

ue.com)

Figure� 24.
1017ALYX�

9SM�
20FW

(assets.vogu

e.com)

Figure� 25.
Officine�
Generale�
18SS

(assets.vogu

e.com)

Figure� 26.
Emporio�
Armani�
20SS

(assets.vogu

e.com)

Figure� 27.
Edward�
Crutchey�
20SS

(img.nfstatic.

com)

Figure� 28.
Dior�Men
20SS

(assets.vogu

e.com)

Classic suit⦁
Soft, dull, pale pink, soft tone on tone⦁

Silhouette emphasizing human body, blouse⦁
Drape-like materials, glossy, see-through⦁
Bright, deep tone pink⦁

Casual Active

Figure� 29.
Victor� Li�
19FW

(wwd.com)

Figure� 30.
Msgm
19SS

(assets.vogu

e.com)

Figure� 31.
Reconstruct
Collective�
19SS

(wwd.com)

Figure� 32.
Marcelo�
Burlon�
18FW

(assets.vogue

.com)

Figure� 33.
Angus�
Chiang�
20SS

(res.fashions

nap.com)

Figure� 34.
Man_Per�
Gotesson�
18SS

(assets.vog

ue.com)

T-shirt, cotton pants on slim fit style⦁
Bright, light tone pink, femininity⦁

Body exposure, healthy⦁
Bright tone pink⦁

다 온화한 이미지의 핑크색으로 부드럽게 배색되는 톤온톤 .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관능성 모던 이미지 유형은 디. -

테일을 자제하고 몸에 붙거나 몸을 드러내거나 타이트한 실, 

루엣 혹은 허리 라인을 강조하여 인체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여성적인 아이템인 블라우스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것도 특

징이다 관능미의 성숙한 매력을 색조의 핑크. bright, deep 

를 사용하여 유혹적인 이미지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고 있, 

다 이러한 핑크의 활용은 소재의 특징과 함께 더욱 관능성. 

을 강조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저지 니트와 같은 , 

드레이프성이 있는 소재 새틴 실크와 같은 광택감이 있는 , , 

소재 반투명한 시스루 소재들로 핑크가 전달하는 남성복에, 

서 젠더의 파괴를 강조하고 있다 관능성 캐주얼 이미지 . -

유형은 일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색조의 핑크bright, light 

가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관능성과 비교했을 때 상. 

대적으로 젊고 밝은 이미지와 여성미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

이다 편안한 티셔츠 혹은 면바지의 일상적인 아이템이 등장. 

하나 가느다란 다리와 같은 슬림한 인체를 강조하여 여리고 ,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된다 관능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 -

인체를 드러내어 노출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성적인 . 

아름다움보다는 활기찬 건강미를 나타내는데 핑크색도 , 

색조의 활용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bright . 



6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5

Table� 7.� Pink� color� Fashion� Image� by� Eclecticism

Gender�
Neutral

Fashion� Image

Eclecticism

Classic Modern

Figure� 35.
Versace�
20FW

(assets.vogu

e.com)

Figure� 36.
Les�

Hommes�
19FW

(media.vog

ue-fashion-s

hows.com)

Figure� 37.
Palomo�
Spain�
19FW

(assets.vog

ue.com)

Figure� 38.
Giorgio�
Armani�
20SS

(assets.vogu

e.com)

Figure� 39.
Loewe� 20SS

(assets.vogue

.com)

Figure� 40.
Dior� Men�
20SS

(assets.vogue

.com)

Vintage style, retro image⦁
deep, dull tone Pink⦁

exotic cultures and mixed images in simple ⦁
  details

Pink without regular rules⦁
Casual Active

Figure� 41.
FengChenW

ang�
18SS

(assets.vogu

e.com)

Figure� 42.
Henrik�
Vibskov�
18FW

(res.fashion

snap.com)

Figure� 43.
GCDS�
20ss

(assets.vog

ue.com)

Figure� 44.
Marcelo�
Burlon�
19SS

(assets.vogu

e.com)

Figure� 45.
Bobby
Abley�
19FW

(res.fashionsna

p.com)

Figure� 46.
MSGM�
19FW

(assets.vog

ue.com)

Mix match of disparate elements⦁
Bright tone without regular rules⦁ Mix of casual and active wear⦁

절충성 유형의 가지 패션이미지3) 4

젠더 뉴트럴에서 등장하는 절충성은 이질적인 문화와 경계

를 넘어서 새로운 스타일의 혼합성 으로 제시된(Yim, 2003)

다 을 보면 핑크색을 활용한 . Table 7 , 절충성 클래식 이미-

지 유형은 중 저명도 중 저채도의 색조의 핑크- - - deep, dull 

색으로 낡고 오래된 이미지 빈티지 스타일 혹은 레트로한 ,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는 역사적인 것 혹은 문화적인 것이 . 

크로스오버 되어 사회와 문화 스타일의 경계와 (cross over) , 

구분이 희미하게 되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낸다(An,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핑크색은 자유롭게 고정관념을2018). 

뛰어 넘는 배색으로 제시된다. 절충성 모던 이미지 유형은 -

핑크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은 없으나 새로운 , 

스타일의 혼합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국적. 

인 문화와의 결합 공존과 혼합된 이미지를 심플한 디테일로 , 

제안한다 모던한 스타일 안에서 이국적인 요소 문화적인 . , 

디테일들을 섞어 다양한 실루엣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핑크. 

색을 활용한 절충성 캐주얼 이미지 유형은 - 이질적인 요소들

이 결합되어 자유로운 믹스매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절충성

을 표현한다 이 유형 또한 핑크색의 활용에 있어서 일정한 . 

규칙은 없으나 색조를 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다,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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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형들보다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핑크를 활용한 . 

절충성 액티브 이미지 또한 일정한 규칙은 없으나- , bright 

색조를 주로 사용하였다 색조의 와 배색하여 . bright YR, R

색상 차는 크지 않지만 각각의 색상이 매력을 부각시키는 

도 배색 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조화를 60 (Han & Kim, 2014)

이루고 있다 자유로운 믹스 매치가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이. 

기는 하나 다른 유형들이 역사성과 문화성을 바탕으로 경계 , 

넘기가 제시되고 있다면 절충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일, -

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액티브 웨어로서 캐주얼 이미지

와 액티브 이미지의 결합이 나타난다. 

Table� 8.� Pink� Color� Fashion� Image� by� Playfulness

Gender�
Neutral

Fashion� Image

Playfulness

Classic Modern

Figure� 47.
Loewe�
19FW

(assets.vogu

e.com)

Figure� 48.
Gar ons�ç

Homme� Plus
19SS

(assets.vogue

.com)

Figure� 49.
Thom�
Browne�
19SS

(assets.vogue

.com)

Figure� 50.
FengChen
Wang�
18SS

(assets.vogue.

com)

Figure� 51.
Craig� Green�

19FW

(assets.vogue.

com)

Figure� 52.
Fashion� East�
Mowalola

20SS

(assets.vogue.

com)

Classic jacket⦁
Combination of bright tone pink and yellow ⦁

  tone in tone

Distorting the form of minimal items⦁
Bright tone⦁

Casual Active

Figure� 53.
Y� Project�
20FW

(assets.vogu

e.com)

Figure� 54.
Angus�
Chiang�
19FW

(res.fashions

nap.com)

Figure� 55.
Raf� Simons�

19SS

(assets.vogue

.com)

Figure� 56.
GCDS�
20SS

(assets.vogue.c

om)

Figure� 57.
Bobby� Abley�

18SS

(www.theupc

oming.co.uk)

Figure� 58.
Bobby� Abley�

19FW

(res.fashions

nap.com)

Funny element through distortion of form⦁
Combination of bright pink and dark pink⦁

Kitsch style⦁
Graphic elements of typography or character⦁

유희성 유형의 가지 패션이미지4) 4

마지막으로 젠더 뉴트럴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적 개념으로

서 유희성은 재미와 즐거움을 바탕으로 과장과 왜곡 기법을 

통해 일상적인 규칙의 변화 다양한 이질적 요소의 혼합 형, , 

태를 왜곡시키고 변형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놀라

움 재미와 웃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An, 2018). Table 8

을 보면 핑크를 활용한 , 유희성 클래식 이미지 유형은 - 재미

를 추구하는 밝은 이미지의 핑크색을 밝은 색조의 다른 색

상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색조의 노란색과 . bright 

핑크를 활용한 톤인톤 배색으로 재킷류의 클래식한 수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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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다양한 색상 배색으로 시각적 유희성을 부가하고 있

다 핑크를 활용한 . 유희성 모던 이미지 유형은 - 심플한 디테

일의 미니멀한 패션디자인 아이템의 형태를 왜곡하여 시각

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색상 또한 다채로운 .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색조의 경쾌한 이미지가 bright 

활용된다. 

  유희성 캐주얼 이미지 유형 또한 패션디자인 요소에서 형-

태의 왜곡을 통해 재미를 주는 요소가 나타난다 색. bright 

조의 핑크와 색조의 저명도의 색상과의 배색으로 일상dark

의 캐주얼웨어에서 보이는 편안함이 느껴지며 인체를 부풀, 

리거나 접거나 잘라내는 등의 형태 왜곡을 통한 전위적인 , , 

요소들이 유희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핑크를 활용한 유희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서브 컬처의 취향을 반영한 키치한 -

스타일이 특징적이다 컬러도 밝고 젊은 이미지의 색. bright 

조가 등장하는 데 유희적인 재미를 주는 타이포그래피 혹은 , 

캐릭터의 그래픽 요소들로 키덜트적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Figure� 59.� Classification� of� Fashion� Image� Types� Applying� Pink� Gender� Neutral� Concept

남성복에서의�핑크색�활용�방안3.�

현대 남성복의 핑크색 활용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본 연구

의 틀을 이용하여 최종 선정한 이미지 개를 분류하면 다48

음 와 같다Figure 59 .

이를 종합하면 동일한 핑크색일지라도 의복으로 표현되거  , 

나 스타일링 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패션이미지가 달라

진다 색조의 핑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각. bright , 

각의 패션이미지에서 표현되는 젠더 뉴트럴의 개념을 표현

하는 양식과 활용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양성성과 . 

관련된 유형들은 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배색을 활용함

으로써 핑크를 강조하기보다는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

다 또한 관능성과 관련된 유형은 톤온톤 배색이 특징적으로 . 

나타나는데 여성적이고 온화한 조합으로 은은한 이미지가 ,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절충성과 관련된 유형은 핑크 컬러를 . 

중심으로 대비되는 색상으로 강하고 이국적인 이미지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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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진다 특히 절충성 개념으로서 핑크와 브라운 핑크와 . , 

블루와 같이 대조되는 색상 혹은 색조끼리 조합하여 의외성

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밝고 생기 넘치는 핑크색과 칙. 

칙한 색조의 이질적인 색상의 조합으로 의외의 배색이 등장

한다 한편. , 유희성과 관련된 유형에서는 핑크색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배색을 활용한다 이는 절충성과 마찬가지로 예측. 

하지 못한 핑크색의 활용과 배색으로 놀라움을 주는 배색이

지만 심미성이 가미되는 것이 특징이다 절충성과 관련된 , . 

유형에서 핑크색과 칙칙한 색조의 색상과의 실험적인 배색

이 강하다면 유희성과 관련된 유형에서는 시각적인 즐거움, 

을 추구하며 밝고 명랑한 이미지의 핑크색 본연의 심미성을 , 

잃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남성 소비자의 취향과 개성이 . 

다양화되고 보다 섬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복에서도 

다양한 패션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핑크색을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남성성에서 보다 복잡하고 미묘해진 남성소비

자의 취향과 감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및�제언.�Ⅴ

본 연구는 남성복 컬렉션의 핑크색 사용 현황과 활용 방법

을 분석함으로써 남성복에 사용하는 핑크색의 색채 특성을 

규명하고 현대 남성 패션디자인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 

제안하고자 하였다 트렌드와 젠더 뉴트럴 남성성 남성 패. , , 

션에서의 핑크색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

구의 틀을 확립하고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컬렉션 중, , , 

에서 최근 년간의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핑크색을 추출3

하여 색상과 색조의 특성 분석 패션이미지와 젠더 뉴트럴의 , 

개념적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한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이

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첫째 대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핑크색의 색상과   , 4

색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남성복에서 자주 등장하는 , 

어둡고 톤 다운된 핑크색보다 모든 아이템군에서 공통적으

로 색조가 비중이 높았다 반면bright, light, pale . , deep, 

등 어두운 색조와 선명한 색조의 분포가 낮았다dark vivid . 

상의류의 경우도 색조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남성복bright . 

의 핑크색의 활용 또한 여성복에서 주로 사용하던 밝고 환

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성복에서의 핑크

색 활용은 현대사회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세련되고 부드

러운 이미지의 남성성으로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 대 남성복 컬렉션에서의 핑크색이 활용된 젠더 뉴4

트럴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젠더 뉴트럴 특성으로 

양성성 관능성 절충성 유희성과 클래식 모던 캐주얼 액, , , , , , 

티브의 패션이미지를 핑크색의 컬러이미지 분석 기준으로 

하여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젠더 뉴트럴의 양성성은 16 . 

성에 따른 구분이 모호한 스타일로 양성성 클래식 이미지 -

유형과 같이 다양한 색조의 핑크색과 어두운 무채색이 조화

를 이루어 생기를 강조하거나 양성성 모던 이미지 유형은 -

미니멀리즘 패션 스타일에 색조와 무채색이 조화를 bright 

이루면서 현대미를 강조하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성. -

캐주얼 이미지 유형은 핑크색을 활용하여 젊고 편안한 이미

지로 표현한다 양성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 - bright, light, 

색조의 밝고 부드러운 핑크색을 톤온톤으로 사용하여 pale 

활기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관능성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여성미

가 부각되어 핑크색 사용에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강조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능성 클래식 이미지 유형은 클래식. -

한 수트에 색조의 톤온톤의 핑크색으로 여soft, dull, pale 

성스럽고 온화한 이미지가 표현된다 관능성 모던 이미지 . -

유형은 성숙한 매력을 색조의 핑크를 사용하여 bright, deep 

유혹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관능성 캐주얼 이미지 . -

유형은 상대적으로 젊고 밝은 이미지와 여리고 부드러운 여

성미를 강조할 수 있다 관능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성적. -

인 아름다움 보다는 활기찬 건강미를 나타내기 위해 bright 

색조의 핑크색을 반대색조로 배색하여 대비되는 효과를 활

용한다. 

절충성의 특성이 반영된 핑크색의 남성 패션이미지에서는   

자유로운 믹스 매치가 보여지는 공통점을 보인다. 절충성-

클래식 이미지 유형은 색조의 핑크색과 중명도의 deep, dull 

회색과의 조화를 통해 빈티지 스타일 혹은 레트로한 이미지

로 표현된다. 절충성 모던 이미지 유형은 핑크색을 활용하-

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은 없으나 이국적인 문화와의 결, 

합 공존과 혼합된 이미지가 강조된다, . 절충성 캐주얼 이미-

지 유형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색조의 컬러bright 

와의 배색을 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들보다 젊

은 이미지를 표현한다 절충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자유. -

로운 믹스매치를 바탕으로 캐주얼과 액티브 이미지의 결합

으로 일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액티브 이미지를 

제안하고 있다. 

유희성 유형은 재미와 즐거움을 바탕으로 과장과 왜곡 기  

법으로 제안되는데 색상 또한 다채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줄 , 

수 있는 색조를 톤인톤 대조색조 배색 등으로 다양bright , 

하게 배색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활용한다. 유희성 클래식 -

이미지 유형은 재미를 추구하는 클래식한 수트 스타일에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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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지의 핑크와 다양한 색상을 톤인톤으로 배색하여 시

각적 유희성을 표현한다. 유희성 모던 이미지 유형은- 형태 

를 왜곡하는데 집중하는데 색상 또한 다채로운 시각적 즐거, 

움을 줄 수 있는 색조의 경쾌한 이미지를 활용한다bright . 

유희성 캐주얼 이미지 유형은 색조의 핑크와 - bright dark 

색조의 저명도의 색상과의 배색으로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

조되며 형태 왜곡을 통한 전위적인 요소들이 유희적으로 표, 

현되고 있다 유희성 액티브 이미지 유형은 젊은이들의 문. -

화적 취향을 반영한 키치한 스타일로 표현한다 밝고 젊은 . 

이미지의 색조의 핑크가 유희적인 재미를 주는 타이bright 

포그래피 혹은 캐릭터의 그래픽 요소들로 강조한다.

셋째 남성복에서 핑크색을 젠더 뉴트럴 이미지로 활용하  , 

기 위한 핑크색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서 젠더 뉴트

럴 패션이미지 특성별로 핑크색의 활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핑크색이 활용된 젠더 뉴트럴 패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핑크색일지라도 의복으로 표현되거나 스타일링되는 

방법이 달라짐에 패션이미지가 달라진다 전체적으로 . bright 

색조의 핑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패션이미, 

지에서 표현되는 젠더 뉴트럴의 개념을 표현하는 양식과 활

용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복에서 핑크색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남성복에서 젠더 뉴트럴의 양성성 분위기를 표현할 때는 . 

강한 배색 보다는 통일감을 줄 수 있는 동일색상 배색이나 

무채색을 배색하여 시각적인 안점감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

다. 또한 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톤온톤 배색의 여성적

이고 온화한 조합으로 은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

과적이다 절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핑크 컬러를 중심으. 

로 브라운이나 진한 블루 등의 대비되는 색을 조합하여 의

외성을 강조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밝고 생기 넘. 

치는 핑크색과 칙칙한 색조의 이질적인 색상의 조합은 믹스

매치 이미지가 강한 절충성을 표현하기 효과적이다 유희성.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톤인톤과 대조배색 등의 다양하고 재

미있는 배색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트렌드와 남성성의 변화에 따른 핑크색 이미지  

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패션디자인에서의 남성성의 변화와 , 

색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남성복에서 . 핑크를 활용한 패션이미지와 젠더 

뉴트럴 개념 유형을 도출하여 남성복에서 핑크색의 활용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젠더 뉴트럴을 적용한 패

션 브랜드에서 패션디자인 콘셉트 및 컬러 기획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핑크색을 활용한 . 

패션이미지 유형별 남성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컬러 

기획에서도 실제 남성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를 반영한 패션 

머천다이징 콘셉트를 제시할 수 있는 실증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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