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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감성사회, 무한경쟁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성의 스타일이나 이미지는 힘과 권 로 상징되던 과거 스타일

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남성 스타일과 이미지에 한 정보는 소비 의 요구와 매체들의 

보도에 의해 필요와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의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일반 으로 잡지의 표지는 잡지의 컨셉과 이미지를 표하며, 표지 모델은 잡지의 상징 인 이미지, 시

성, 의 호감도와 한 연 성을 지닌다. 따라서 라이 스타일 잡지의 표지 모델에 한 연구는 재 

스타일의 흐름을 단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남성 잡지 표지 모델의 섹슈

얼 이미지에 한 연구로  남성의 이미지를 호모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메트로 섹슈얼, 버 섹슈얼

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연구의 결과 국내 남성 잡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섹슈얼 이미지는 버 

섹슈얼이 압도 이었으며, 메트로 섹슈얼이 그 다음을 차지하 다. 결과 으로  남성들의 이 같은 섹

슈얼 이미지는 남성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남성 이미지의 범  확 를 뜻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 중심어 :∣표지모델∣섹슈얼 이미지∣남성잡지∣

Abstract

As we enter an era of emotional and endlessly competitive society, there has been a lot of 

changes happening to the styles and images of men,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strength and 

power. Today, the media is giving information on today's trendy men's styles and images to 

meet the growing demand by consumers, and giving appropriate gains in the process to all - 

both information providers and consumers. Generally speaking, the cover of a magazine 

represents the concept and image of the magazine. The cover model is closely tied with the 

symbolic image of the magazine, the current times, and what the general public wants. 

Therefore, research on the cover models of a lifestyle magazine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current style trends will be able to be understood directl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sexual images of men's magazine cover models. In carrying out the research, the sexual 

image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homosexual, cross sexual, metro sexual, and uber 

sexual.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uber sexual is the dominant sexual image in men's 

magazines in Korea, followed by metro sexual. I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an expansion 

of the traditional image of men, happening with the changes in traditional sex roles. 

 ■ keyword :∣Cover Model∣Sexual Image∣Me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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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남성의 이미지는 권 와 힘으로 변되던 

통 인 남성의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이다. 「남자의 미

래」 자인 매리언 살츠먼은 “  남성은 자신의 모습

을 계획하고 만들어내는데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자신

의 M-ness1를 가장 잘 포용할 수 있는 남성은 오늘날

의 성별 환경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었다”2고 언 하 으며, 「여성시 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의 자 최재천 교수는 “여성은 자기만족을 얻기 

해 화장을 하지만 남성의 자기 꾸미기는 살아남기 

한 노력이며, 이미 이런 변화는  세계 으로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오늘날, 남성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스타일 정

보에 심이 높으며, 의류아이템은 물론 헤어스타일과 

피부미용에 한 정보에 있어서도 극 인 면모를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경쟁 우 에 한 필요성

과 더불어 정보 매체의 향력 때문으로 악된다.

이제 남성들은 과거 어느 시 보다 그 스타일에 있어 

낱낱이 분석되어지고 있으며, 패션 아이템의 코디네이

션과 행동양식의 확 를 통해 성별의 경계선을 이완시

키고 있다. 그러나 성별 이완에 의한 남성들의 양성  

성향은 여성화가 아닌 남성 인 것의 범  확 3로 인

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늘날 라이 스타일 잡지의 

의미와 공헌도는 바로 이러한 에 귀착한다.

일반 으로 잡지는 기사와 더불어 화보를 통해 정보

를 달하는 시지각 매체이다. 따라서 잡지의 화보는 

직 인 설득커뮤니 이션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독자는 문자 정보에서는 얻지 못하는 

감각 인 시각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잡지는 최근 화제에 한 보도는 물론 잡지의 

컨셉을 기 로 표지나 화보를 통해 인식확장의 조언자

로서 참신하고 정 인 시 의 이미지 상을 제시한다. 

1. M-ness ; 남자의 ‘Man’과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ness’의 신조

어. 힘과 명 로 표되는 통 인 남성상과 구별되는 ‘신 남성’을 

뜻함. 

2. 매리어 살츠먼․이라 마타시아․앤 오라일리, 남자의 미래, 김 사, 

2006, pp.245~246.

3. 윗 , p.254.

따라서 본 연구는 잡지의 표성을 지니는 표지 모델

의 이미지를 통해  남성들의 섹슈얼 이미지에 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잡지의 표지 모델을 연구 상으

로 선정한 것은 잡지의 고유한 컨셉이나 창간 이념이 

표지 모델의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 가 

바라는 이상 인 모습과 호감도가 표지 모델의 스타일

과 분 기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남성 잡지의 표지 모델에 한 섹슈얼 이

미지 분석을 통해  시 에 정 으로 소구되는 남성 

이미지에 하여 악해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남성의 섹슈얼 이미지에 하여 고

찰하고, 둘째,  남성 패션에서 나타난 섹슈얼 스타

일에 하여 분석하며, 셋째, 남성 잡지 표지모델의 섹

슈얼 이미지에 하여 악하고, 넷째, 표지 모델의 섹

슈얼 이미지의 특징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상은 국내 3  라이선스 남성 잡지 (에스콰

이어, 아 나, GQ)의 표지 모델을 상으로 선정하 으

며, 연구의 범 는 2008년 1월호부터 2008년 12월호까

지 1년간의 잡지 36권을 연구의 범 로 설정하 다. 연

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인구 통계학  측면에서 모델의 

성별 직업군의 특징을 악하고 둘째, 표지 모델의 사

진 분석을 통해 이미지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 사진의 분석은 연구 상의 외형  패션스타일

을 마  분야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미지

로 치환하여 각각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단어

나 문구로 정리한 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단순 혼성  

이미지를 토 로 부자연스러운 / 부조화의 / 생소한 이

미지는 호모섹슈얼로 악하며, 혼성의 분 기이나 단

순한 성의 조합이 아닌 여성편향 인 느낌으로 여성  

스타일의 차용을 통한 잠재된 내  감성을 표 하는 여

성편향 인 / 치장을 즐기는 / 여성의 패션소품을 액세

서리로 차용하는 등의 이미지는 크로스 섹슈얼로, 도시

지향 인 / 정련된 / 세련된 / 외모에 심이 많은 / 기

획된 분 기는 메트로섹슈얼의 이미지로 설정하며, 자

연스러운 / 의도되지 않은 / 평범한 / 여유있는 / 통

인 남성의 장 을 어필하는 분 기는 버섹슈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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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잡지 표지모델과 현대 남성의 섹슈얼 이미지

1. 잡지 화보와 표지모델의 역할
잡지의 화보는 직 인 설득커뮤니 이션으로 시지

각 인 매체로서의 특징을 지니며, 기사와 달리 이미지

로써 정보를 달한다. 따라서 잡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 모델의 선정은 잡지의 표성을 나타나는 

인물이어야 하며, 그 이유는 잡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인 향력과 련이 있다. 다시 말해, 잡지의 표지모

델은 단순히 외 으로 잘 꾸며진 인물만을 상으로 하

지 않으며, 잡지가 추구하는 컨셉과 이미지, 시 상을 

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1963년 라이언스(Louis M. Lyons)는 미국 잡지발행

인 회의 연설에서 신문과 다른 잡지의 근원 인 차이

를 최근 이슈에 한 인식의 확장과 이에 한 논의에 

요성에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본질 인 잡지의 향

력과 역할4에 하여 단 으로 지 하 다. 

실질 으로 모든 잡지는 사회  책임과 향력을 갖

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여론

을 정직하게 수렴하며, 진실된 고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한 최근의 화제를 보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문제들에 해서도 독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인식 확장의 토 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5 

잡지의 역할은 크게 문자 정보에 의한 언어  요소와 

시각 정보에 의한 비언어  요소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데, 신문과 달리 잡지의 화보와 표지는 비언어 인 요

소로서의 화보는 기사의 내용을 실질 으로 설명하는 

근거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화보자체가 

4. Louis M. Lyons, 연설문 ; 'Reader's Choice', 1963. 3. 27. 

Washington, D.C., MPA 발표, p.2. 

   Roland E. Wolseley, 잡지의 사회  책임과 향, 김 표 역, 출 잡

지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4호, 1996, p.104, 재인용.

5. Wolseley. R, ‘Understanding Magazine’, The Iowa State Univ. 

press, 1969, pp.3~4.

   Lyons, L, Reader's Choice, Washington D.C. : MPA, Release, 

March 27, 

   표, 출 문화와 잡지 리즘, 문화사, 1997, pp.92~93, 재인

용.

직 인 설득커뮤니 이션의 역할을 수행한다.6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 하여 생각해 볼 때, 잡지 

화보와 표지의 요성은 시 가 공감하는 이미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보와 표지 모델은 

직 인 설득커뮤니 이션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동시

에 독자에게 기획된 내용을 상징 , 감각 으로 달해

야하는 역할 책임을 부여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표지 모델의 선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 에 부합하

여야 한다. 첫째, 잡지가 표방하는 컨셉이나 상징 인 

이미지를 소유한 인물일 것, 둘째, 시 인 비 을 제

시하는 인물이거나 시 상을 표 하는 인물일 것, 셋째, 

독자에게 정 인 메시지를 달하는 인물일 것, 넷째, 

잡지의 특성상 시 성과 화제성을 고려한 인물일 것, 

다섯째, 독자에게 호감을 주는 인물일 것 등이며, 이러

한 기 을 토 로 선정된 모델은 표지 디자인의 기획안

을 기 로 스타일링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2. 현대 남성의 섹슈얼 이미지
인 남성의 이상 인 모습에 하여 정확한 연

원을 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18세

기 후반에서 19세기 반 경에 인 남성성의 이상

형이 등장했다고 추정할 뿐이다. 물론 인 남성성

의 요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요소

들이 체계화되고 하나의 총체 인 타입으로 형성7된 것

은 오랜 일이 아니다.

오늘날  남성에게서 나타난 성에 한 개념은 생

물학 인 성의 개념보다는 사회 인 성(gender)로서의 

의미가 크며, 그 이유는 성역할과 련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젠더를 스타일과 련

된 섹슈얼 이미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호모섹슈얼의 이미지
호모섹슈얼(homosexual)은 동성에게 성  매력과 욕

구를 느끼는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로,  ‘닮았다’는 의미

6. 윤을요,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황과 개선 방안에 한 연구, 

국민 학교 디자인 학원, 1997, pp.24~25.

7.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이 조 역, 문 출 사, 2004,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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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리스어의 두어 호모(homo)와 ‘나 다’라는 의미

의 라틴어 섹스(sex)가 조합된 단어로서, 잡종이 아니

고 순수하고 동질 인 것을 의미하며 동성애 인 성  

취향을 지닌 호모섹슈얼은 이성애(heterosexual)의 반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알려져 있는 동성애자의 정의가 

반드시 동성에 한 육체 인 욕구를 기 로 구분된다

고 하는 견해는 험한 단이다. 왜냐하면 연애의 감

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 이며, 섬세하고 주 인 

선택의 문제로 동성애 한 성 욕구만으로 호모섹슈

얼을 악하는 것은 비합리 이며, 호모섹슈얼은 동성

에 한 내  호감과 성  취향을 고려에 두어야 함을 

제로 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호모섹슈얼의 이미지

는 성 인 구분에 한 모호성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호모섹슈얼의 개념  특징과 계없이 이성애  시각

의 편견으로 이미지에 한 항감을 동반한다.

2.2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은 여성들의 의상, 헤어

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하나의 패션코드로 인식하

여 치장을 즐기는 남성을 뜻하며, 패션 이외의 행동이

나 말투는 남성답다는 에서 태생 으로 여자 같은 남

자와는 확연히 구별되며,8 여성의 패션아이템을 착장한 

남성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통 으로 여성이 패

션에 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할 일로 여겨지는 문화

규범은 18세기경 사치스러운 남성의 의상을 비춰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시 남성 의복에 부착되었던 리

본이나 이스는 여성들만의 유물이 아니었으나, 

랑스 명과 산업 명 이후 남성복과 여성복 사이의 이

분법 인 생각이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부와 명 를 부

인의 화려한 의상을 통해 과시9함으로써 오늘에 이르

다. 따라서 크로스 섹슈얼 스타일은 과거 남성복에서 

보여졌던 장식 인 부분들의 코디네이션을 수반한다.  

2.3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은 1994년 ‘남성의 세계’ 

8. 김범석, ‘외모만 여성스럽게 크로스 섹슈얼이 뜬다’, 동아일보, 2006. 

1. 7

9. 김정희, ‘아름다운 남성이 사랑 받는다’. 시사 , 804호, 2005. 4. 14.

라는 주제로 패션 박람회를 취재하던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새로운 남성의 모습에 한 변화를 정의10

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실제로 그는 이 용어의 상

자들을 소비주의의 선 자인 동시에 상품 숭배자로 인

식하 으며, 고가 부추기는 남성에 한 환상을 변

하는 사람으로 조롱하 고, 그 후로 이 용어는 사장되

었다.11

그러나 지난 수 세기 동안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는

은 존재해왔으며, 다만 많은 사람이 그 열에 참여해 

공개 으로 확인, 명명되고 나서야 하나의 상이 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는 남성

과 여성의 역할 경계가 차 모호해지는 변화된 사회상

과 외모지상주의 문화 트 드를 반 하고 있다. 

2.4 위버 섹슈얼의 이미지
버 섹슈얼(uber sexual)은 ‘～의 에, 월한

(super)’,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 버(uber)에 섹슈얼이 

결합된 합성어로 메트로 섹슈얼을 뛰어넘는 최고의 남

성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사회분석가인 메리언 셀즈먼

이 서술한 「남자들의 미래」에 처음 등장한 버 섹슈

얼은 야성 인 남성을 뜻하는 마 (macho)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버 섹슈얼은 그 세  에서 가

장 매력 이고 가장 역동 이며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

로 자신감에 넘치고 남성 이며 스타일리쉬하고 삶의 

깊이와 배려가 있는 남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가장 크고 최고’라는 버의 의미처럼 버 섹슈얼의 

이미지는 모든 면에서 매력 인 남성상을 뜻한다. 

그들의 이미지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자신감으로 모

든 면에서 남성미를 발산하며 자신의 남성  치를 굳

히는데 념하고, 감각 이지만 결코 자의식이 강하지 

않으며 한 계12에 주목함으로써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와 다른 차이를 보인다.  

10. 심슨의 정의; 표 인 메트로 섹슈얼은 도시에 살거나 그 가까

운 곳에 살면서 돈을 쓰는 은 남성이다. 그들이 도시에 사는 이

유는 최고의 상 , 클럽, 체육 , 미용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요하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의 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의 성  취향은 기쁨을 주기 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매리어 살츠먼, 게서, pp.45~48

12. 윗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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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남성 패션에서 나타나는 섹슈얼 스타일
3.1 호모섹슈얼 이미지 스타일
호모섹슈얼의 이미지가 양성의 무차별 인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

향은 그 로 반 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호모 섹슈얼 

이미지의 패션은 호모 섹슈얼의 근본 인 의미와는 거

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스타일에 한 내용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반드시 이러한 스타일

을 착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의복에 있어서 성

인 구분과 경계를 허무는 극 인 시도와 발상은 호모 

섹슈얼의 이미지만큼 성에 한 통 인 이분법에 익

숙한 기존 념과는 배치되는 일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1]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5, 2006년 

S/S 작품으로 건장한 남성 모델에 여성의 표 인 아

이템인 스커트를 착장시킴으로서 아방가르드한 호모섹

슈얼 인 이미지를 개하고 있다. 

    

그림 1. 호모 섹슈얼 이미지

3.2 크로스 섹슈얼 이미지 스타일
크로스 섹슈얼은 여성들의 유물로 여겨지는 의상

이나, 패션 소품, 화장을 하나의 패션코드 수용한다. 따

라서 그들의 스타일을 연출하는 패션 아이템이 여성

인 것이지 그들의 행동이나 체 인 분 기가 여성

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결국 이러한 시각의 경

계에서 호모섹슈얼과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도 있으나 

크로스 섹슈얼은 과거 18세기 남성들의 스타일 이미지

처럼 여성 인 패션 도구를 활용하 으나 결코 부조화

인 느낌이나 거부감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여성

인 스타일을 통해 남성 인 매력이 히 부각되는 것

이 특징이다. [그림 2]는 크로스 섹슈얼 컨테스트에 참

여한 모델들로 단순하게 여성 인 패션 아이템을 착용

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아이템의 연출을 남성 인 분

기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크로스섹슈얼 이미지13

3.3 메트로 섹슈얼 이미지 스타일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은 패션이나 헤어스타

일을 가꾸는 것에 심을 가지며, 내면의 여성성을 

정 으로 즐기는 여성  취향의  남성을 뜻하는 만

큼, 스타일에 있어서도 이 같은 면모를 보인다. 즉, 여성

 라이 스타일에 말쑥하게 치장된 이미지로 자신을 

가꾼다. 매리어 살츠먼은「남자의 미래」연구에서 메

트로 섹슈얼 남성 집단의 소비성향과 미  신념에 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14하고 있다.

[그림 3]은 메트로 섹슈얼의 표 인 이미지 모델인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과 가수 비이다. 메트로 섹슈얼

이 지향하는 이미지는 한 마디로 잘 다듬어진 모습이

다. 하지만 여성 인 아이템을 착용한 상태에서 터 함

을 그 로 연출하는 크로스 섹슈얼과는 달리 그들의 분

기와 이미지는 거칠고, 남성지향 이며, 항 이지 

않으며, 그러나 호모섹슈얼의 분 기처럼 성 인 모호

성을 동반하지도 않는다는 이 특징이다. 

13. 캐스트넷 : 최정윤 boo10000@naver.com

14. “이제 우리는 통 인 남성성의 정의에 반발하는 남성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을 사려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즐기려 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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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메트로 섹슈얼 이미지

2.4 위버 섹슈얼 이미지 스타일
버 섹슈얼의 스타일은 메트로 섹슈얼에 비해 장식

이 고, 기능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며,15 메트로 섹슈얼

에 비해 상 으로 화려하지 않은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경

향이 강하다.16 [그림 4]는 버 섹슈얼의 이미지로 

표되는 배우 조지 클루니와 김주 이다. 지극히 남성

이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의  버 섹슈얼은 통 인 

남성의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 여유와 성숙미, 인 이

지 않은 자연미와 원숙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그림 4. 위버 섹슈얼 이미지

Ⅲ. 남성 잡지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 

잡지에 수록된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는 잡지의 

컨셉과 기획의도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다. 

따라서 표지 모델의 이미지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캐

15. 삼성디자인연구소, ‘Review 2005, 2005년 패션 산업 10  이슈’, 

2005

16. 문화일보, 2005. 12. 27.

릭터 이미지 에 스타일링을 통해 잡지가 에게 소

구하기를 원하는 이미지와 결합되어 연출된다.

1. 에스콰이어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
에스콰이어가 지향하는 이상 인 남성상은 스마트한 

남성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남성이다. 

따라서 잡지는 이러한 남성의 조언자로서 독자의 심

사와 필요 사항을 가장 보편 인 재미를 통해 달하는 

것을 목표17로 한다. 

여성 모델을 제외한 각 호의 모델 이미지를 설명하면, 

1월호의 모델은 배우 덴젤 워싱턴, 로버트 다우니 주니

어, 제이크 질 할, 에  허쉬, 하비에르 바르뎀, 그리고 

여성 모델 이트 블란쳇으로, 매트로 섹슈얼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비에르 바르템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이

미지는 편안한 스타일에 여유있는 버 섹슈얼의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2월호는 배우 조니 뎁으로 다듬어지

지 않은 자연스러운 남성의 이미지를 표 하고 있으며, 

4월호의 배우 에릭 바나 역시 노타이 차림 셔츠에 격식

과 품 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매력으로 버 섹슈얼

의 특징을 보여 다. 5월호는 버 모두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6월호섹슈얼의 표 인 인물인 배

우 조지 클루니로 드 스코드와  이미지 는 배우 에드

워드 노튼이며 깔끔하고 단정한 메트로 섹슈얼의 분

기를 연출한다. 8월호는 배우 마크 마이어스이며 그의 

코믹한 이미지와 함께 환한 미소로 연출되는 다정한 느

낌은 성공과 여유의 버 섹슈얼 인 이미지를 표 한

다. 9월호는 배우 데이비드 듀코 니로 긴장감이 내재

된 연출이나 스타일은 평범하게 보이는 버 섹슈얼의 

이미지이다. 10월호는 수 선수 박태환으로 단정하고 

세련된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를 표 하고 있다.  11

월호는 가수 비로 캐주얼한 분 기에 정돈된 헤어스타

일로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17. http://www.kay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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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8년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 표지 모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아레나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
아 나는 기존의 남성지가 추구하는 일상 인 라이

스타일지에서 벗어난 스타일로 트 드를 앞서가며 

자신의 삶을 릴  아는 새로운 시 의 남성상 추구18

를 창간 이념으로 잡지를 기획하고 있다.   

18. http://www.ismg.co.kr/

1월호의 표지모델은 배우 러셀 크로우로 노타이 슈트

차림에 수수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남성 인 멋을 통해 

버섹슈얼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2월호는 축구선

수 데이비드 베컴이며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되는 인물

로 짧은 헤어스타일과 타투가 항 인 거리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련의 과정을 거친 메트로 섹슈얼

의 이미지를 단 으로 표 하기 때문이다. 3월호는 배

우 다니엘 크 이그로 007의 이미지에 터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버 섹슈얼의 분 기를 연출한

다. 4월호는 배우 히스 로 거친 남성의 이미지와 부

합하는 수수한 스타일로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표

한다. 5월호는 배우 키아  리부스이며, SF 화의 출

으로 캐릭터 자체는 도시 인 세련미를 표방하나 잡지

에서의 스타일은 버 섹슈얼의 이미지이다. 6월호는 

배우 애쉬튼 커쳐로 신인배우의 신선함과 정련되지 않

은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버 섹슈얼의 분 기를 연상

시킨다. 7월호는 통과 를 조화시킨 디자이 로 

유명한 폴 스미스와 맨유 축구  선수로 로로서의 

향력과 성공한 남성으로서의 권 와 자신감을 통해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8월호는 배우 제

임스 맥어보이로 말쑥한 남성의 이미지를 통해 메트로 

섹슈얼 인 느낌을 표 한다. 9월호는 배우 리차드 기

어이며 편안한 분 기에 여유있는 버 섹슈얼의 이미

지를 표출한다. 10월호는 배우 이완 맥그리거이며 강건

하면서도 자유로운 남성이미지로 버 섹슈얼의 느낌

을 연출한다. 11월호는 배우 휴잭 맨이며 통 인 남

성미에 자연스러운 분 기로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표 하고 있다. 12월호는 메트로 섹슈얼 이미지 가수 

지드 곤을 제외한 나머지 야구감독 김경문, 디자이  

정욱 , 배우 하정우, 감독 김지운, 마이미스트 유진규, 

작가 이외수, 표 김명한은 각 부문의 탁월한 업 과 

명성을 인정받는 실력자로서 버 섹슈얼의 남성미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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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8년 남성 잡지 아레나 표지 모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GQ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
GQ(Gentlemen's Quarterly)는 ‘새로운 시 를 선도

하는 신사의 라이 스타일을 한 잡지’를 창간이념으

로, ‘Intelligent & Unique’, ‘Elegant & Modern’, ‘Simple 

& Powerful’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19

1월호는 크리스찬 베일이며, 성격  배우로서 길들여

지지 않는 이미지에 자유스러운 남성미가 조화되어 

버 섹슈얼의 분 기를 연출한다. 2월호는 배우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로 당당하면서도 강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버 섹슈얼의 느낌을 표 하고 있다. 3월호

는 헤리슨 포드와 샤이아 라보 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도 이고 유쾌한 캐릭터 이미지를 차용한 표지로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4월호는 배우 드 

피드이며, 자유로우면서도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를 통

해 버 섹슈얼의 느낌을 표 한다. 5월호는 배우 헤이

든 크리스텐슨으로 말쑥한 외모로 메트로 섹슈얼의 이

미지를 유지하는 인물이나 측면 사진을 통해 남성 인 

느낌이 부각되고 있으며, 스타일은 버 섹슈얼의 분

기를 지향한다. 7월호는 배우 마크 월버그로 지 이면

서도 성실해 보이는 분 기와 믿음직한 남성의 이미지

에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차림과 포즈에서 버 섹슈얼

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8월호는 배우 히스 로 

성격  배우로서 열연했던 그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자

유롭고 거침없는 느낌으로 기획된 표지로 버 섹슈얼

의 이미지를 표 한다. 9월호는 배우 원빈으로 반항아

인 거친 스타일의 남성 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는 

캐릭터로 연출된 스타일 역시 자유스러운 버 섹슈얼

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다. 10월호는 배우 드 피

트로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멋을 연출하고 있으

며, 4월호의 도 이며 항 인 이미지와는 다른 모

습이나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한 이미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남성 인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표

한다. 11월호는 배우 존 말코비치로 개성 강한 연기

력과 지 이고 독특한 스타일이 색다른 메트로 섹슈얼

의 분 기를 연출한다. 12월호는 배우 로버트 다우니로 

홈즈 역할 분을 표지화한 것으로 원숙미와 쾌남의 매력

으로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변한다. 

19. http://style.co.kr/gq/sidemenu/abou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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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에스콰이어 아 나 GQ

잡지의 추구 이미지 스마트한 
남성

새 시대의
남성

시대를 리드
하는 신사

호모 섹슈얼 이미지 - - -
크로스 섹슈얼 이미지 - - -
메트로 섹슈얼 이미지 4명(31%) 3명(12%) 1명(8%)
위버 섹슈얼 이미지 9명(69%) 23명(88%) 11명(92%)

표 5. 2008년 남성잡지 표지모델의 섹슈얼 이미지 분석

표 3. 2008년 남성 잡지 GQ 표지 모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남성 잡지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 분석
먼  섹슈얼 이미지 분석에 앞서 성별과 직업에 한 

인구 통계  분석을 기 로 잡지 표지의 외형  특징을 

설명하면 [표 4]와 같으며, 남성 잡지임에도 여성 모델

을 기용한 것은 잡지의 컨셉과 련이 있다. 즉, 에스콰

이어의 경우, 잡지의 창간 이념을 남성들의 주된 심

사에 한 정보의 제공에 두는 만큼 매력 인 여성모델

의 표지는 교육 , 사회 인 해석을 떠나 남성독자의 

호감도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악된다.

표 4. 2008년 남성잡지 표지모델의 성별 직업군
항목 에스콰이어 아 나 GQ

성
별

남성 13명 26명 12명
여성 7명 - 1명

직
업
별

배우 11명 10명 12명
가수 1명 1명 -

운동선수 1명 8명 -
디자이너 - 2명 -
기타 - 5명 -

표지 모델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배우가 압도 인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배우가 가지

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이미지 제시가 용이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다만 아 나의 경우 운동선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호에 복수 모델(8명)을 기

용했다는 에서 큰 비 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표 5]는 남성 잡지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에 

한 분석 결과이며, 먼  에스콰이어는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가 타 잡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

유는 스마트한 남성의 이미지를 추구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아 나는 버 섹슈얼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GQ는 버 섹슈얼의 

이미지가 압도 인 것으로 악되었고, 가장 남성 인 

이미지를 상징 으로 표방하는 잡지로 이해할 수 있었

다. 왜냐하면 버 섹슈얼은 시 를 리드하는 이미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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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에 이미지의 특성상,  남성의 섹슈얼 이미

지 에서 가장 통 인 남성미를 유지하고 있는 이미

지이기 때문이다. 

한 호모섹슈얼과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가 잡지 

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는 호모섹슈얼의 이미지가 갖는 

거부감과 항감 때문이며, 다수의 남성들은 호모섹

슈얼 인 스타일에 호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크로스 섹슈얼은 스타일면에 있어서 아직까

지 트 드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을 한 

잡지에서는 버 섹슈얼의 이미지나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가 압도 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메트로 섹슈얼의 이미지로 변되는 꽃미남 신드롬

에 한 보도는 우리 사회 많은 남성들의 이미지에 

한 심에 반향을 일으키며 메가트 드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다수의 남성들은 그들의 통 인 이

미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부터 학습되

어온 그들의 상징 인 이미지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결국, 메트로 섹슈얼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 부분의 남성들과 그들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부

분의 여성들은 통 으로 고수되어온 남성들만의 매

력에 훨씬 더 주목하 으며, 이러한 상들은 버 섹

슈얼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잡

지 표지 모델의 섹슈얼 이미지에 한 탐구를 통해 오

늘날 표 인 이미지로 상징되는 남성상에 하여 

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남성의 섹슈얼 이

미지에 하여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 남성 잡지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한 이미지는 버 섹슈얼이었으며, 그 이유는 버 섹

슈얼의 이미지가 남성들에게 더 자연스러우며 편안하

고 신뢰감과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한 호모섹슈얼과 크로스 섹슈얼 모델의 부재는 이

미지에 한 항 인 느낌과 비호감, 그리고 시기상조

의 분 기 때문으로 악되었다. 아울러 표지 모델 선

정에 있어서는 잡지의 컨셉, 시 상의 표 , 정 인 

메시지의 달, 시  화제와 호감도를 고려해 선별되

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성별 직업군에 한 조

사 결과로서 배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원인은 배우의 캐릭터를 통해 에게 이

미지 소구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단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이 시 에 정 으로 소

구되는 남성의 이미지에 한 특징  성격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은 연구의 정 인 부분이나, 설문 조사를 

통한 이미지 분석이 아니라는 은 연구의 한계 으로 

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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