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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ale� fashion� YouTubers� and�

fashion�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analyze� various� content�

demands� and� testes� of� male� consumers� in� the� fashion� industry.� Using� literature�

research� and� fashion� expert� evaluation,� characteristic� factors� of� fashion�

YouTubers� were� derived� and� the� popular� content� of� fashion� YouTubers� was�

classified� by� subject� to� analyze� conten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YouTuber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en� representative� male� fashion�

YouTubers� were� evaluated� by� fashion� experts.� Characteristics� of� male� fashion�

contents� in� Korea� were� derived� from� attractiveness-friendliness,� friendliness,�

professionalism-friendliness,� and� expertise.�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were� mainly� composed� of� styling� contents� that� could� feed� back� daily� looks,�

fashion-related� information� contents,� and� Vlogs.� They� mainly� dealt� with� daily�

fashion� coordination� evaluation� made� by� YouTubers.� Based� on� the� proportion�

of� fashion� information� easily� accessed� by� ordinary� men� through� single� fashion�

item’s� recommendations,� shopping� know-how� or� styling� tip� was� mainly� dealt�

with.�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according� to� the� need� to� analyze� various� content�

demands� and� tastes� of� male� consumers� who� have�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consumer� group� in�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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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개인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인터넷 기술력의 발전, 

UCC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하여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경

계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공유 문화를 선도하

고 있는 유튜브(YouTube)는 국내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

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동영상 UCC 서비스 플랫폼으로 나

타났다(J. Oh, 2020). 한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를 

소비하는 주 시청자 층은 10대 남성을 중심으로 중·장년층

의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Lee, 2020; R. 

Oh, 2020; “Still, YouTube's "Overwhelming",” 2019), 이

러한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남성 패션 소비자들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패션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소비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패션 플

랫폼 무신사는 남성 패션 유튜버 최겨울과 협업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스니커즈 플랫폼을 런칭하였고, 패션 기업 

ABK와 깡스타일리스트의 협업 브랜드 ‘에드리엘로스’를 런

칭하는 등 패션 산업에서 패션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한 다

양한 산업적 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Seo, 2020), 앞으

로도 패션 산업에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 패션 유튜버와 

패션 콘텐츠의 활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즉, 다양해진 남성 

소비자의 취향에 소구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친근감을 주

면서 현실감있는 패션 콘텐츠로 일반 남성 소비자들에게 호

응을 얻고 있는 패션 유튜버와 패션 브랜드의 유기적인 협

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

과 패션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이고 다각화된 연구가 필요하

다. 

  최근 패션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존의 패션 매거

진에서 나아가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온라인 포

털을 통해 제공되는 패션 관련 정보와 동영상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연구 대상과 범위가 확장

되어가고 있다(Lee & Lee, 2020). 유튜브 내 패션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여성 패션의 스타일링과 뷰티와 관련

된 선행연구(Choi, 2021; Choi & Lee, 2021; J. Park, 

2019; Kim & Kim, 2020; Park, 2020; Zhu, 2017)가 진

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는 패션, 뷰티, 명품 등의 여성 패션

과 관련된 유튜브의 콘텐츠 사례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거나 

유튜버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원으로서의 

유튜브 속성과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와 몰입 등으로 다각화

되어가고 있다. 반면, 남성 패션 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로

는 남성들의 화장품과 피부미용에 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뷰티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Kim & Kim, 2019; Lee & 

Oh, 2020)와 유튜브 패션 콘텐츠에 표현된 남성 하위문화

를 분석한 연구(Park & Kim, 2020)가 있으며 앞으로 남성 

패션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패션 

산업에서도 남성 패션 유튜버와의 협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

적 시도 및 남성과 관련된 패션 콘텐츠의 활성화 전망에 따

라 남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수요와 취향을 분석하고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남성 패션 유튜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튜브 내의 국내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을 

분류하고 남성 패션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과 유

튜브 콘텐츠 유형 분석의 틀을 확립하고 연구의 대상을 선

정한다. 사례 조사를 통해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 요소로 

분류하고, 남성 패션 콘텐츠와 세부 콘텐츠를 분석하여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패션 마케팅 영

역에서 다양한 패션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적 시

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패션 산업에서 남성 소비자

들을 위한 패션 콘텐츠 기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Ⅱ.�이론적�배경

1.�남성�유튜버와�패션�콘텐츠�현황

유튜브는 2008년 국내 서비스에 도입된 이후로 국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도 

‘패션’과 관련된 콘텐츠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Lee, 

2019) 이러한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패션 유튜버는 새로

운 패션 제품의 소개 및 제품 리뷰를 비롯하여, 패션 아이

템을 중심으로 한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제품 구매 후기와 

관련된 하울 영상, 유행하는 패션 정보, 패션 및 뷰티와 관

련된 유튜버의 일상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Kim & 

Kim, 2020). 특히 패션 유튜버는 영상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유희적인 재미 요소로 독창성과 차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J. Park, 2019). 이들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기

획부터 촬영, 시각 및 음향효과의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정

체성과 매력을 영상에 집약적으로 담아내며, 빠르게 변화하

는 패션 산업의 상황과 사회적인 요구에 맞는 영상을 제작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Park & Chun, 2020). 

패션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션 아이템, 패션 정보 

및 트렌드, 패션 홍보 및 마케팅과 같이 패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이 제작되어 공유되고 있다(Park &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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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희적이면서 시의성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통한 패

션 유튜버들의 대중적인 인기에 따라 패션 업계에서도 패션 

유튜버와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꼬르소’, 

‘오버캐스트’ 등 패션 브랜드 자체적으로도 패션 유튜버를 

육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H. Park, 

2019). 남성 패션 유튜버 중에서도 ‘깡스타일리스트’, ‘짱구

대디’, ‘스타일가이드 최겨울’, ‘핏더사이즈’가 구독자 40만 

이상의 대표적인 남성 패션 유튜버로, 브랜드 및 상품 소개, 

스타일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Song, 2021). 

  남성 패션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남성의 외

모 가꾸기 현상에 따른 그루밍, 미용, 메이크업과 관련된 남

성 뷰티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Kim 

and Kim(2019) 연구에서도 레오제이 등과 같은 인기있는 

남성 뷰티 유튜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를 통한 메이크업 

방법과 노하우가 소개되는 영상이 인기 영상으로 나타났으

며, 영상에서 제시된 스타일 이미지 유형은 모던하고 캐주얼

한 이미지,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어패

럴 뉴스에 따르면, 패션 유튜브의 주 구독자 층인 20~30대

의 남성 패션 소비자들은 미니멀 이미지의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과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트렌드에 민감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ong, 2021). 이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유행성을 반영한 

패션 뷰티 콘텐츠를 선호하는 남성 패션 유튜브 소비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로 소통

하는 것이 구독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넓은 카테고리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었다(Kim & Kim, 2019). Park and Kim(2020)의 연구에

서는 남성 뷰티 유튜버를 중심으로 유튜브 내 남성 하위문

화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패션 콘텐츠가 이러한 소수 취향의 

남성들의 다양한 성정체성 변화와 취향을 대변해주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 안에서의 고정관념 혹은 사회

계층, 신분과 관련된 역할에 기대되는 사회적 이미지를 초월

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외모 가꾸기에 관한 패션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을 보인다(Park & Kim, 2020). 남성 패션 콘

텐츠는 일상적인 패션 정보와 지식을 얻어 소비자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과 취향을 구축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소수 취향의 생경한 문화들을 간접 경험함을 

통해 주류-비주류 간의 문화 교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끌어 내고 있다.

2.� 유튜브�내�패션�콘텐츠�유형

패션 콘텐츠 영상 유형은 크게 하울, 언박싱, 브이로그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Kim & Kim, 2020). 하울은 한 영상에

서 여러 개의 제품을 소개하여 제품 후기와 같은 비교 분석

과 추천이 이루어진다(Her, 2019). 언박싱은 특정 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상징이 드러난 쇼핑백 혹은 상자 등이 등장

에서부터 시작하며 하나의 제품을 소개하고 포장된 상태의 

상품을 시청자와 함께 쇼핑 후 풀어보는 과정에 집중한다

(Her, 2019; Park, 2020). 패션 유튜버들은 패션과 뷰티 관

련된 하울과 언박싱 영상을 비롯하여 일상을 중심으로 한 

브이로그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고 있다. 유튜버의 일상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브이로그(Vlog)라고 지칭하며, 

패션 브이로그는 유튜버가 특정한 장소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형식

으로 제안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션 콘텐츠 유형은 연구자

마다 세분화되어 제시된다. Lee and Yu(2017) 연구에서는 

패션 하울 영상, 패션 제품에 대한 평가, 패션 코디네이션이 

패션 콘텐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J. 

Park(2019)의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에 대한 평가, 패션 스

타일 코디네이션, 패션 트렌드 및 노하우, 패션 제품 하울, 

패션 일상에 관한 콘텐츠 영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패

션 하울 영상은 명품 브랜드 소개, 특정 제품 구매 방법이

나 구매 후기, 스타일링 팁 등을 공유하는 패션 콘텐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후회없는 명품백’, ‘명품 스타일링 팁’ 

등 브랜드 상품의 구매 후기를 공유하는 정보공유와 콘텐츠 

자체로서의 유희적인 목적이 강하다(Her, 2019). Jeong, 

Park, and Kim(2019)의 연구에서는 한 가지 패션 제품을 

소재, 색상, 실루엣의 측면으로 소개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

을 직접 평가하는 특성으로 나타난 아이템 중심형, 한 가지 

패션 제품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제안하거나 조합하는 방법

을 제시하는 코디네이션 중심형,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시

즌 제품을 살펴보고, 시청자와 공유하는 매장 중심형, 패션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일상을 다

루고 있는 경험 중심형으로 제안하고 있다. Choi(2021)의 

연구에서는 여성 패션 유튜버의 인기있는 패션 콘텐츠를 하

울⋅언박싱, 스타일링, 패션 정보, 매장 방문, 일상, DIY와 

관련된 콘텐츠로 구분하고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패션 유

튜브 콘텐츠 유형은 크게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착장을 

제안하는 패션 스타일링,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소개하는 패

션 하울, 트렌드 정보나 쇼핑 팁과 같은 패션 정보, 패션 브

이로그와 같은 일상 관련 영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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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버의�특성�요인

다양한 유튜버의 개성과 매력을 담고 있는 특성은 시청자들

이 유튜브 콘텐츠 내용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유튜버의 특

성이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영상

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재생산되어 수용자의 

현실에 반영되기에(Lee, 2016)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유튜버

들의 특성은 영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Kang, Jeong, and Cho(2020)에서는 패션 이외의 스포츠, 

게임, 먹방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의 유튜버의 몰입요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실감, 오감자극, 솔직함을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한편, 패션 유튜버는 영상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유희적 요소 자체가 독창성과 차별성이 되며(J. Park, 2019) 

유튜버들은 자신만의 매력과 독특함으로 다른 카테고리의 

콘텐츠와의 차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패션 콘텐츠 관련된 유튜버의 특성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Zhu(2017)는 뷰티 유튜버 특성 측정 

항목 중에서 전문성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제품 설명할 때 중립

적인 입장을 취하는 객관성, 중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메시지 전달 능력, 친근감, 이용자의 호감도, 제품 소

개할 때의 생동감, 유튜버가 소개하는 방식의 개성과 창의성

에 따른 독창성이 주요한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J. Park(2019)의 연구에서도 유튜버의 특성을 패션

업계 종사자 및 패션 관여도가 높은 일반인으로 패션 브랜

드의 소개 및 전문 용어 해석과 전달력의 전문성, 유튜버의 

외적 이미지, 말투, 반응, 행동과 관련된 매력성, 개성있는 

영상 디자인과 대리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등의 제작된 콘

Table� 1.� Factors� that� Evaluate� Characteristics� of� YouTubers

Derived� Factors Manipulative� Definition

Attractiveness YouTuber's� appearance,� voice,� audiovisual� stimulation,� and� vicarious� taste.

Influence The� average� number� of� views,� comments,� "Like"� buttons,� and� subscribers.

Friendliness The� familiarity� of� the� background,� the� realism� of� the� progress,� and� the� familiarity� of� the�
content.� Communication� with� viewers� through� comments� or� feedback.

Professionalism Professional� knowledge,� Information,� YouTuber's� ability.

by� Choi(2021);� J.� Park(2019);� Park(2020);� Zhu(2017)

텐츠와 관련된 독창성, 공감과 소통으로 형성되는 친근감으

로 설명하였다. Park(2020)의 연구에서는 시청자가 지각하

는 콘텐츠 정보 속성에 따라 유튜버의 콘텐츠 특성을 분석

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영상에 대한 재미를 느끼

게 할 수 있는 유희성과 전문적인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정보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신

뢰성으로 제시하였다. Choi(2021)의 연구에서는 여성 패션 

유튜버의 분류 항목을 패션 업계에 종사한 경험 유무와 해

당 콘텐츠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전문성, 유튜버의 

개성있는 패션스타일과 호감가는 말투와 행동과 같은 매력

도, 독창적인 패션 콘텐츠 혹은 트렌디한 주제를 개성적으로 

소개하는 독창성, 매스미디어와 SNS에서의 인지도에 따른 

유명도, 친절한 설명과 다양한 일상을 공유하는 친근감으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유튜버의 특성요인을 분류하면 매력성, 

영향력, 친근감, 전문성으로 다음 Table 1과 같다. 매력성은 

개성있는 콘텐츠와 같은 독창성,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희성과 관련된 요소로 유튜버의 외모, 목소리, 시청각 자

극, 대리미각을 의미한다. 영향력은 평균 조회 수와 댓글 

수, ‘좋아요’ 버튼의 평균 개수, 그리고 구독자 수로 결정된

다(Park, 2020; Park & Kim, 2020). 친근감은 시청자와의 

소통과 공감에서 비롯된 요소로 배경의 친숙함, 진행의 현실

감, 내용의 친숙함. 댓글 혹은 피드백을 통한 시청자와의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된다. 전문성은 패션업계와 관련

된 배경 혹은 패션 고관여자로서 제공되는 전문지식, 패션 

전문 용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버의 능력

으로 유튜버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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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내의 국내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과 패

션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연구와 문헌조사

를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유튜브에서 ‘남성 패션’으로 

검색하여 상위 노출되는 영상들 중에서 유튜버를 추출하였

고, 네이버와 구글, 나무위키의 포털사이트에서 재검색하여 

2차 검증을 하였으며 유튜버 관련 기사와 내용을 확인하여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 8만명 이상이면서, 최근 3

개월 이내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있는지 여부와 업로드된 동

영상 수 150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10명의 남성 패션 유

튜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Table 2와 같이 정리

하였다.

Table� 2.� Channel� Name� of� the� Subject� and� Channel� Description

Age� of�
Youtub
er

Number�
of�

Subscrib
ers

(10,000)

The� Average�
Number� of�
Views�

(10,000,� in� the�
last� 30� days)

Number�
of�

Videos

The� Year� of�
the� Oldest�
Video�

Uploaded

Description

Boxgganam 40s 15.5 3.18 288 2018
Review� videos� related� to� IT,�
automobiles,� fashion,� kids,� etc.�
lifestyle� content.

Classy� TV 30s 39.4 2.6 440 2016
Introducing� men's� fashion,�
grooming,� and�manners.

Fit� the� Size 30s 59.1 12.37 689 2019
Fashion� product� recommendations�
and� reviews,� daily� look� feedback�
videos,� and� lifestyle� content.

Ggang�
Stylist 30s 95.5 17.6 789 2017

Provides� professional� fashion� videos�
on� men's� fashion� styling,� hair,�
beauty,� etc.

Hohosi
Predicte
d� to� be�
in� 30s.

8.1 1.43 405 2018

Based� on� the� Vintage� American�
casual� look,� various� contents� such� as�
fashion� products,� brands,� and�
accessories� related� to� the� look� are�
introduced.

Joon-Peanut 30s 28.9 2.27 180 2016
Communicating� in� a� friendly� way�
through� fashion,� beauty,� haul,� and�
daily� Vlogs.

Jung� Dae� in�
Fashion�
House

30s 38.9 2.08 995 2016
As� a� YouTuber� who� started� mainly�
on� Afreeca� TV,� fashion� evaluation�
content� dominates.

QYoung 30s 10.1 1.65 361 2015
Focusing� on� Vlogs� related� to� men's�
fashion/beauty� targeting� people� in�
20's.

Style� Guide�
Choi� Geo�

Yul
30s 53.9 9.01 927 2016

Introducing� street� fashion� styles� and�
many� domestic� and� foreign� brands�
that� are� not� well� known.

Zzanggudad
dy

30s 56.2 7.57 1,843 2017
Provides� coordination� tip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by� men� who� are�
indifferent� to� fashion.

  

  연구방법으로는 남성 패션 유튜버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패션 전문가들의 비대면 평가와 패션 콘텐츠 내용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남성 패션 유튜버를 유사한 특

성으로 그루핑하기 위해서 패션 유튜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패션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

다. 10년 이상 경력의 패션디자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3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8월 2일

부터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5명의 패션 

전문가들로부터 10명의 남성 패션 유튜버의 전문성과 친근

성, 매력성에 대한 특성 평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유튜버의 

특성 평가 요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유튜버 특성 평

가 요소를 토대로 남성 유튜버 평가 기준을 도출하였다

(Choi, 2021; J. Park, 2019; Park, 2020; Zhu, 2017).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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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버의 특성 요인 중 영향력은 선행연구(Park, 2020; Park 

& Kim, 2020)를 토대로 연구 대상의 1차 선정과정에서 구

독자 수, 조회수, 댓글 수로 유튜버의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

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KPI(Key performance index, 핵심성

과지표)’의 기준으로 하여 구독자 수, 업로드된 동영상 수, 

댓글과 피드백 수를 연구자가 확인하여 10명의 남성 패션 

유튜버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패션 전문가 평가에서 영향력 

요소는 제외하였다. 그 외에 전문성, 친근성, 매력성은 패션 

전문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였

다. 유튜버 특성 평가 요소인 전문성과 친근성, 매력성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는 안내와 함께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 후 온라인 설문지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

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 평가문항은 전문성, 친근성, 매력성

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총 24문항(예시: 큐영의 전문성을 

평가해주십시오.)으로 구성되었다. 비대면 평가 문항에 활용

된 전문성과 친근성, 매력성 요소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은 패션업계와 관련된 배경, 패션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버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매력

성은 개성있는 콘텐츠와 같은 독창성,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희성, 유튜버의 외모, 목소리, 시청각 자극, 대리미각 

요소와 관련이 있다. 친근감은 배경과 내용의 친숙함, 진행

Figure� 1.� Research� and� Analysis� Process
(drawn� by� author)

의 현실감, 댓글 혹은 피드백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내 남성 패션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

기 위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0명의 유튜버의 업로드한 

동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인기 동영상 순으로 필터링하

여 유튜버 당 상위 40개의 영상으로 총 400개의 영상을 선

정하였다. 10명의 유튜버의 공식계정에 업로드한 동영상 중

에서 조회수가 높은 인기 동영상 순으로 필터링하여 10명의 

유튜버당 상위 40개의 인기 동영상으로 총 400개의 영상을 

도출하였다. 이를 콘텐츠 주제별로 분류하여 전체 콘텐츠 내

용의 비중과 유튜버의 특성에 따른 세부 콘텐츠 분석이 이

루어졌다. 콘텐츠 분석을 위한 기준은 여성 패션 유튜버 콘

텐츠를 분석한 Choi(2021)와 글로벌 패션 유튜버의 콘텐츠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Kim and Kim(2020)의 연구에서 제

시된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1차 분류를 진행하였고 남

성 패션 콘텐츠의 경우 취미 혹은 자동차, 시계와 같은 라

이프스타일 관련한 콘텐츠의 사례 수(49개)가 많이 등장했

기 때문에 1차 분류기준에 포함되었다. 또한, DIY와 같은 

경우 사례 수(3개)가 적어 본 연구의 1차 분류기준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세부 콘텐츠 분류 항

목에 포함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콘텐츠 분석 항목을 도출한 

결과, 남성 패션 유튜버의 콘텐츠는 크게 스타일링, 패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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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울⋅언박싱, 매장방문, 일상, 취미⋅라이프스타일과 관

련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프로세스를 정리

하면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Ⅳ.�연구�결과

1.�국내�남성�패션�유튜버의�특성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유튜버들로 그루핑을 

하기 위하여 패션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비대면 

평가에서 전문성, 매력성, 친근성을 기준으로 3.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특성 요소들로 그루핑하여 분류하였고,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각 유튜버들을 검색 플랫폼에서 재검

색하여 유튜버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확인하여 그루핑 결과

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3와 같다. 

 

(1) 매력성-친근성 유형

패션 전문가 평가 결과, 매력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그룹에

서는 개성있는 콘텐츠와 같은 독창성과 유희적인 콘텐츠 내

용으로 정의되는 매력성 요소와 현실감과 배경의 친숙함을 

기반으로 한 친근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렉터 짱구 대디(매

력성 4, 친근성 7)는 일상적인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패션 

정보를 여동생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으로 남녀의 시선으로 

시청자의 패션을 평가하거나 서로 옷을 골라주고 추천해주

는 등의 콘셉트가 특징적이다. 쩡대로운 패션생활(매력성 

3.6, 친근성 4.2)은 학생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룩을 평가하는 흥미 위주의 패션 평가 콘텐츠가 특징적이다. 

패션 평가와 같이 흥미 위주의 유희적 콘텐츠 내용으로 즐

거움과 재미를 주기 위한 다소 과격한 억양도 사용되었으며, 

흥미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도 소통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J. Park(2019)의 연구에서 메이크업이나 패션 스

타일 연출과 같은 유튜버의 개성 요소와 과장된 반응과 행

동으로 만들어진 생동감 요소는 매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는데, 매력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그룹의 경우 머리를 염

색하거나 화장한 모습 등 유튜버 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

과 개성이 나타나 있으며, 일반인들의 패션을 평가하는 패션 

평가 콘텐츠와 같은 독특한 콘셉트를 유지하며 생중계와 같

은 생생한 분위기, 과장된 반응을 담은 유희적인 패션 콘텐

츠의 특성이 나타났다.

(2) 친근성 유형

친근한 특성으로 분류한 그룹에서는 배경과 내용의 친숙함, 

진행의 현실감, 댓글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한 친근성이 나타

난다. 10~20대 구독자 중심으로 브이로그를 제작하여 공유

하는 큐영(친근성7)과 준콩(친근성4.2), ‘동대문의 친한 형’

을 콘셉트로 하여 데일리 룩을 제안해주는 핏더사이즈(친근

성3.6)가 포함되었다. 스타일가이드 최겨울(친근성4.6) 또한 

일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리트 패션을 추구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외 브랜드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한 말투와 자세한 설명으로 소개하며 댓글을 통한 피드

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브이로그와 화장을 하

거나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루틴을 보여주는 등 일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패션과 뷰티 콘텐츠로 친숙한 내용의 콘텐

츠를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3) 전문성-친근성 유형

전문적이면서 친근한 특성을 보이는 깡스타일리스트(친근성

3.6, 전문성 4.6)와 호호시(친근성3.6, 전문성 4.6)는 패션업

계와 관련된 배경, 패션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버의 능력으로 정의되는 전문성 요소를 나타내는 동시

에 차분하면서 공손한 진행과 피드백으로 친근성을 나타내

고 있다. 특히 깡스타일리스트는 전문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 패션 전문 용어, 스타일링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패션 전문 콘텐츠로 소통하

고 있었다. 전문성은 콘텐츠의 신뢰성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

하고 있는데, 깡스타일리스트와 호호시의 경우 전문적인 패

션과 관련된 콘텐츠에 집중하여 패션과 관련된 전문용어, 패

션 컬러와 소재와 같은 일반 남성들이 접하기 어려운 패션

디자인 요소들을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

이다. 과격한 표현보다는 옷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고 차분한 

목소리 톤과 진지한 자세와 표정, 예의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4) 전문성 유형

전문성으로 분류된 그룹에서는 패션업계와 관련된 배경, 패

션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버의 능력이 강

조되었다. 박스까남(전문성5)은 30대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

로 한 패션 유튜버로 다소 고가의 협찬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 뷰티, 자동차 등의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관련된 콘텐

츠 특성을 보인다. 또한 클래씨TV(전문성4.2)도 주로 수트 

차림의 정장을 갖춰 입고 정중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격식있

는 스타일링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패션과 그루밍, 라이

프스타일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패션 영역에서 더 나아가 

매너와 예의범절, 가치관과 관련된 콘텐츠까지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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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종합하면,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에서 친근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남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 유튜

브 콘텐츠는 익숙한 배경, 대화체 등의 사용과 같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들로 소통해야 한다. 여성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매력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스타일링과 패션 

정보와 같은 영상이 인기 콘텐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Choi, 2021)는 점에서 남성 패션 유튜버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남성 패션 유튜버는 패션에 무지하거나 

패션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일반인 남성 구독자들에게 전문

적인 패션 용어와 배경 지식을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 패션 유튜버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성보다는 친구 같은 공감과 소통, 친근한 이미지

를 추구하는 친근성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패션과 관련

한 배경지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전문성이 특징이다.

2.� 유튜브�내�남성�패션�콘텐츠

(1) 유튜브 내 남성 패션 콘텐츠 분석

남성 패션 유튜버의 콘텐츠는 크게 스타일링, 패션정보, 하

울⋅언박싱, 매장방문, 일상, 취미⋅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패션 유튜버별 특성과 콘텐츠 내

Table� 3.� Evaluation� Score� &� Classification� of�Male� Fashion� YouTubers� in� YouTube

Expert� Evaluation
Classification

Attractiveness Friendliness Professionalism

Boxgganam 3.2 3.2 5
Professionalism

Classy� TV 3.2 2.8 4.2

Jung� Dae� in� Fashion�

House
3.6 4.2 2.6

Attractiveness,

Friendliness
Zzanggudaddy 4 7 3.4

Fit� the� Size 3 3.6 3

Friendliness
Joon-Peanut 2.2 4.2 3.2

QYoung 3 7 2.5

Style� Guide� Choi�

Geo� Yul
3.2 4.6 3.2

Ggang� Stylist 3.4 3.6 4.6
Professionalism,

Friendliness
Hohosi 3.4 3.6 4.8

용을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유튜브 내 

남성 패션 콘텐츠 중에서는 패션정보가 42.25%로 가장 많

았고 스타일링 28.25%, 라이프스타일 및 취미 관련 

12.25%, 일상 10.75%, 매장방문 3.26%, 하울·언박싱 

3.2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패션 유튜버의 콘텐츠는 데일

리룩을 피드백해주는 스타일링 콘텐츠와 패션 아이템을 추

천하거나 패션 관련한 정보 혹은 쇼핑 노하우, 코디팁을 알

려주는 패션 정보 콘텐츠, 유튜버의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

그 등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매장 방문이나 하

울 언박싱 영상은 3.25%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나타냈

다. 또한, 시계나 자동차, 핸드폰 등의 가전기기, 오토바이와 

같은 패션 영역외의 취미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내용 또

한 전체 남성 패션 유튜버의 콘텐츠에서 12.25%의 비중으

로 나타났다. 

  유튜버 특성별로 콘텐츠의 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 유형으로 분류된 박스까남과 클래시TV의 경우, 패션 

영역외의 취미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내용과 패션 정보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 유형에서 패션 전문성을 바

탕으로 패션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 전달 콘텐츠 외에도 

남성 소비자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매력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쩡대로운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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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YouTubers� and� Cont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yling Haul� &�
Unboxing

Fashion�
Information

Visiting�
the� Store

Daily�
contents

Hobby�
Lifestyle Total

Professionali
sm

Boxgganam 　
　

4
(1)

8
(2)

1
(0.25)

　
　

27
(6.75)

40
(10)

Classy� TV 21
(5.25)

1
(0.25)

18
(4.5)

40
(10)

Attractivene
ss,

Friendliness

Jung� Dae� in�
Fashion� House

40
(10)

40
(10)

Zzanggu
daddy

14
(3.5)

2
(0.5)

23
(5.75)

　
　

1
(0.25)

　
　
　

40
(10)

Friendliness

Fit� the� Size 4
(1)

　
　

36
(9)

　
　

　
　

　
　
　

40
(10)

Joon-Peanut 3
(0.75)

3
(0.75)

9
(2.25)

4(1) 19
(4.75)

2
(0.5)

40
(10)

QYoung 1
(0.25)

2
(0.5)

11
(2.75)

3
(0.75)

21
(5.25)

2
(0.5)

40
(10)

Style� Guide�
Choi� Geo� Yul

25
(6.25)

1
(0.25)

11
(2.75)

3
(0.75)

40
(10)

Professionali
sm,

Friendliness

Ggang� Stylist 11
(2.75)

　
　

28
(7)

　
　

1
(0.25)

　
　
　

40
(10)

Hohosi 15
(3.75)

1
(0.25)

22
(5.5)

2
(0.5)

　
　

　
　
　

40
(10)

Total 113
(28.25)

13
(3.25)

169
(42.25)

13
(3.25)

43
(10.75)

49
(12.25)

400
(100.00)

생활, 짱구대디의 경우 스타일링, 패션 정보에서 높은 비중

을 보였다. 매력성과 친근성 그룹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스타

일링과 패션 정보 콘텐츠의 비중이 높았다.

  친근성 그룹에서는 패션 정보를 비롯하여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와 스타일링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유튜버의 일

상과 관련된 친근하고 일상적인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깡스타일리스트와 호호시의 전문성과 친근성 그

룹은 패션 정보와 스타일링 콘텐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튜버의 특성에 따른 세부 콘텐츠

패션 유튜버의 인기 콘텐츠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유튜버의 

분류에 따른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였다. 남성 패션 유

튜버의 스타일링 관련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Table 5, 6과 같다. 매력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쩡대로운 

패션 생활에서 데일리룩 피드백 콘텐츠가 35.40%의 비중으

로 높게 나타났다. 유튜버만의 특유한 스타일이나 개성, 독

특한 콘텐츠 구성은 매력성에 영향을 준다는(Choi 2021; J.

Park, 2019)점에서 쩡대로운 패션 생활은 아프리카TV 시절

부터 독특한 패션 평가 방식으로 패션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다. Figure 2와 같이 10대 학생에서부터 20~30대의 여성

과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패션 평가를 해주고 댓글과 

실시간 반응으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패션 콘텐츠가 

나타났다. 이는 J. Park(2019)의 연구에서 공감과 소통, 친

숙한 배경과 같은 요소가 친근감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제시

한 것과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이

나 데일리룩으로 패션 평가 및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은 스

타일링 콘텐츠의 친근한 소통 방식을 보여준다. Figure 3과 

같이 디렉터 짱구대디의 장바구니 체크와 같은 영상은 일반

인들의 온·오프라인 쇼핑을 위한 소비자의 위시아이템을 확

인하고 평가해주는 콘텐츠도 12.39%로 나타났다. 스타일가

이드 최겨울의 패션 콘텐츠에서도 스타일링 영상이 22.12%

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Figure 4와 같이 시청자의 패션 사진

을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데일리룩 피드백 영상, Figure 5

와 같이 체형별 코디네이션 방법과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영

상을 제공하고 있다. 깡스타일리스트와 호호시의 콘텐츠에서



128� � � � � � 패션비즈니스�제26권� 1호

Table� 5.� Styling�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yling

TotalDaily� look�

Feedback

Coordination

Body�

shape

Item�

Coordination
TPO

Fashion�

Image

Attractiveness,

Friendliness

Jung� Dae� in�

Fashion� House

40

(35.40)
　 　 　 　

40

(35.40)

Zzanggudaddy
13

(11.50)
　

1

(0.88)
　 　

14

(12.39)

Friendliness

QYoung 　 　 　
1

(0.88)
　

1

(0.88)

Joon-Peanut 　 　
2

(1.77)
　

1

(0.88)

3

(2.65)

Fit� the� Size
4

(3.54)
　 　 　 　

4

(3.54)

Style� Guide� Choi�

Geo� Yul

23

(20.35)

2

(1.77)

25

(22.12)

Professionalism

Friendliness

Ggang� Stylist
4

(3.54)

1

(0.88)

1

(0.88)
　

5

(4.42)

11

(9.73)

Hohosi
14

(12.39)

1

(0.88)
　 　 　

15

(13.27)

Total
98

(86.73)

2

(1.77)

6

(5.31)

1

(0.88)

6

(5.31)

113

(100.00)

도 스타일링 관련 영상이 각각 9.73%, 13.27%로 나타났는

데, 깡스타일리스트는 패션스타일리스트로서의 전문성과 브

랜드와의 협업으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Lee, 2021)로 Figure 6과 같이 데일리룩을 피드백해주는 데

일리룩 길라잡이 또는 패션이미지에 따른 코디법과 같은 영

상이 대표적이며 패션이미지와 체형에 따른 전체 코디네이

션과 스타일링을 소개하고 있다. 전문성과 친근성으로 분류

된 호호시 또한 Figure 7과 같이 패션에 대한 이해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일리 룩과 패션 이미지에 따른 스타

일링 코디네이션을 보여주는 패션 영상을 제공한다. 특정한 

아메리카지 스타일을 주제로 하여 구독자들이 제공한 사진

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 패션 유튜버의 하울·언박싱 관련 세부 콘

텐츠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 8과 같다. 하울·언박싱

에 관련한 세부 영상에는 패션 아이템과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이 38.46%, 액세서리가 30.77%, 명품과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관련한 내용이 15.38%, 헤어 뷰티 제품이 

15.38%로 나타났으며 제품을 실제 구매하여 사용해본 후기

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 등장하였다. Figure 8, 9와 같

이 친근성으로 분류된 준콩은 또래 시청자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아이템을 구매하여 박스 개봉에서부터 사용 후기까지 

전달하는 하울 영상으로 구매 후 장단점, 일상적인 패션 아

이템과 대중적인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Figure 10, 11과 같이 박스까남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언

박싱이나 액세서리 하울 영상이 대표적이며 30~40대의 상

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남성들을 위한 콘텐츠로 다소 가격

대가 높으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의 언박싱과 구매 후기가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와 관련

된 전문지식 혹은 전문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문성에 

영향을 준다(Choi, 2021; J. Park, 2019)는 점에서 전문성 

유형에서는 패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패션 브랜드의 로고

와 포장부터 소개하며, 브랜드의 명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언박싱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친근성 유형에서는 또래 

집단의 관심 브랜드의 아이템에 대한 구매 후기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친근성 유형의 유튜버의 하울·언박

싱 관련 세부 콘텐츠 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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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umbnai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Styling� Contents

Thumbnails� of� representative� videos Characteristic

� �

Ÿ Daily� look� feedback

Ÿ Shopping� tips

Ÿ Item� check

Figure� 2.�
JJung� Dae’s� Daily� Look� Feedback

(www.youtube.com)

Figure� 3.� Zzanggudaddy's� Shopping�
Item� Check�

(www.youtube.com)

� �

Ÿ Style� guide

Ÿ Daily� look� feedback

Figure� 4.� Style� Guide� Choi� Geo� Yul’s�
Daily� Look� Feedback�
(www.youtube.com)

Figure� 5.� Style� Guide� Choi� Geo� Yul’s�
Styling� Video�

(www.youtube.com)

� �

Ÿ Daily� look� feedback

Ÿ Introduce� styling� method� of�

fashion� image� and� body� shape

Ÿ How� to� coordinate� items

Figure� 6.�Ggang� Stylist's� Dailylook�
Feedback

(www.youtube.com)

Figure� 7.�
Hohosi's� Fashion� Image� Styling�

(www.youtube.com)

Table� 7.�Haul� &� Unboxing�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aul� &� Unboxing�

TotalFashion� &� Fashion� Related
Hair·BeautyGlobal� Luxury�

Brand
Fashion�

Item/Brand Accessories

Attractiveness,
Friendliness Zzanggudaddy 　 1

(7.69)
1

(7.69) 　 2
(15.38)

Friendliness

QYoung 1
(7.69) 　 　 1

(7.69)
2

(15.38)

Joon-Peanut 　
2

(15.38) 　
1

(7.69)
3

(23.08)

Style� Guide� Choi�
Geo� Yul 　

1
(7.69) 　 　

1
(7.69)

Professionalism,
Friendliness

Hohosi 　 1
(7.69)

　 　 1
(7.69)

Professionalism Boxgganam 1
(7.69)

　 3
(23.08)

　 4
(30.77)

Total 2
(15.38)

5
(38.46)

4
(30.77)

2
(15.38)

13
(100.00)



130� � � � � � 패션비즈니스�제26권� 1호

Table� 8.� Thumbnai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Haul� &� Unboxing� Contents.

Thumbnails� of� representative� videos Characteristic

� �

Ÿ Purchase� review� of� Fashion�

item

Ÿ Introduce� fashion� items� and�

brands

Figure� 8.� Joon-Peanut's� Purchase� Review�
of� Fashion� Item

(www.youtube.com)

Figure� 9.� Joon-Peanut's� Fashion� &�
Beauty� Haul� Video
(www.youtube.com)

� �

Ÿ Introduce� the� global� luxury�

brand

Ÿ Introduce� products� like�

accessories

Figure� 10.� Boxgganam's� Unboxing� Video�
of� the� Grobal� Luxury� Brand

(www.youtube.com)

Figure� 11.� Boxgganam's� Haul� Video� of�
Accessories�

(www.youtube.com)

  다음으로 남성 패션 유튜버의 패션 정보와 관련된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 10과 같다. 단품 아

이템을 추천하거나 코디방법, 쇼핑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

하거나 패션 관련한 전문 용어, 트렌드 소개 등이 이루어진

다. 세부 영상 콘텐츠는 의류 아이템을 추천하는 영상이 

23.08%, 헤어 뷰티 19.53%, 운동화, 구두 등의 신발 추천 

영상이 15.38%, 코디네이션 노하우와 팁을 제공하는 영상 

14.79%로 나타났다. Figure 12와 같이 매력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디렉터 짱구 대디는 남녀가 좋아하는 바지 핏을 소

개하거나 Figure 13과 같이 새로운 시즌에 추천할 만한 아

이템을 소개해주는 영상이 대표적이다. 친근성으로 분류된 

핏더 사이즈도 Figure 14, 15와 같이 ‘간지나는’ 트레이닝 

브랜드나 ‘사도 안 아까운’ 반팔 티셔츠와 같은 일상적인 단

품 아이템의 추천 및 구매 방법, 코디 팁 등을 친근한 말투

와 편안한 분위기로 제품 추천 영상을 제공한다. 패션 아이

템의 장단점을 성능과 효용성 가치에 맞추어 설명하며, 가격

대 및 할인, 쇼핑 방법 등의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한

편, 전문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깡스타일리스트는 Figure

16과 같이 한국 남성 패션 변화와 같은 트렌드 정보를 일반

인들도 알기 쉬운 영상으로 소개하거나, ‘대부분 모르는 반

팔 티셔츠 꿀팁’처럼 단품 아이템을 코디하는 방법, 쇼핑방

법을 존댓말을 사용하여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

상이 대표적이다. 남성 패션 유튜버 호호시는 Figure 17과 

같이 전문적인 패션 컬러 정보를 차분하고 공손한 말투로 

일반 남성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호호시가 추구

하는 ‘아메리카지’라는 패션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

템들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있다. 남성 패션 유튜버의 패션 

정보와 관련된 세부 콘텐츠는 패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

게 설명하면서, 패션 아이템간의 성능과 가격대비 효용가치

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패션 정보와 관련된 세부 

콘텐츠는 각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보다는 전문성과 친근성 

요인으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전문성 요인을 갖고 있는 

그룹의 유튜버들은 전문적 배경을 살려 생소한 브랜드에 대

한 소개 혹은 소재, 트렌드와 같은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한 

세부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으며, 친근성 요인의 그룹은 쇼핑 

방법이나 할인 방법 등의 현실적인 패션 정보와 노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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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남성 패션 유튜버의 매장방문 관련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 12와 같다. 동묘 시장이나 

구제 시장과 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패션 마켓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상권, 지역 등을 방문하여 ‘핫 플레이스’를 소개하

는 영상과 유튜버가 자주 착용하거나 소개하려는 패션 브랜

드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후기를 기록하는 영상이 각

각 38.46%로 나타났다. Figure 18과 같이 친근성으로 분류

된 큐영은 대중적인 SPA 브랜드의 매장에서 쇼핑하는 영상

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대리미각적 영상을 제공하며, 

Figure 19와 같이 친근성으로 분류된 준콩은 10~20대 사이

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빈티지 룩을 선보이기 위해서 구

Table� 9.� Fashion� Information�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ashion� Information

Total

Fashion� Item�Recommendation Fashion�Related� Information
Hair·
Beauty

Gift�
Item

Clothing Shoes Bags Hats
Glasse
s

Wallet
s

Color
Coordi
nation�
Tip

Shopp
ing�
Tip

Brand�
Trend
etc

Hair·Be
auty

Perfum
e

Fashion�
Related

Attractivene

ss,

Friendliness

Zzanggud

addy

10

(5.92)

5

(2.96)

1

(0.59)
　 　 　 　

5

(2.96)

2

(1.18)
　

　

　
　

23

(13.61)

Friendliness

QYoung 　 　 　 　 　 　 　 　 　 　
　

　

11

(6.51)

11

(6.51)

Joon-Pean

ut

1

(0.59)
　 　 　 　 　 　 　 　 　

　

　
8

9

(5.33)

Fit� the�

Size

13

(7.69)

10

(5.92)

1

(0.59)

1

(0.59)
　

1

(0.59)
　

3

(1.78)
　

5

(2.96)

　

　

1

(0.59)

1

(0.59)

36

(21.30)

Style�

Guide�

Choi�Geo�

Yul

3

(1.78)

1

(0.59)

1

(0.59)

4

(2.37)

2

(1.18)

11

(6.51)

Professionali

sm,

Friendliness

Ggang�

Stylist

3

(1.78)

4

(2.37)
　 　 　

2

(1.18)

2

(1.18)
8 　

1

(0.59)

2

(1.18)
6

28

(16.57)

Hohosi
5

(2.96)

3

(1.78)

1

(0.59)
　

2

(1.18)
　

1

(0.59)
4

1

(0.59)
4

1

(0.59)
　

22

(13.02)

Professionali

sm

Boxggana

m

2

(1.18)

3

(1.78)

1

(0.59)
　 　 　 　 　 　

2

(1.18)

　

　
　

8

(4.73)

Classy�TV
2

(1.18)

1

(0.59)

1

(0.59)

1

(0.59)

1

(0.59)

5

(2.96)

7

(4.14)

3

(1.78)

21

(12.43)

Total
39

(23.08)

26

(15.38)

4

(2.37)

1

(0.59)

3

(1.78)

5

(2.96)

3

(1.78)

25

(14.79)

3

(1.78)

12

(7.10)

4

(2.37)

33

19.53)

8

(4.73)

3

(1.78)

169

(100.00)

제 시장을 방문하여 쇼핑 성공 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달하

고 있다. Figure 20, 21과 같이 전문성과 친근성으로 분류된 

호호시의 경우, ‘패션 종사자들이 추천하는’ 패션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하는 영상이나 ‘수트 매니아 사이에서 소문난’ 

수트샵을 추천하는 영상과 같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패션 

브랜드 혹은 매장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러므로 매장 방문 

콘텐츠의 세부 콘텐츠의 경우, 친근성 그룹에서는 대중적인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쇼핑을 하는 영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문성 그룹은 잘 알려지지 않은 패션 브랜드를 소

개하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패션 매장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영상이 특징이다.

  남성 패션 유튜버의 일상 관련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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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umbnai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Fashion� Information

Thumbnails� of� representative� videos Characteristic

� �
Ÿ Item� recommendation

Ÿ How� to� style� and� shop

Figure� 12.� Zzanggudaddy� 's�
Coordination� Tip

� (www.youtube.com)

Figure� 13.� Zzanggudaddy� 's�
Shopping� Tip

(www.youtube.com)

� �

Ÿ Item� recommendation

Ÿ How� to� style� and� shop

Figure� 14.� Fit� the� Size's�
Recommendation� of� Athletic�Wears� 1

(www.youtube.com)

Figure� 15.� Fit� the� Size's�
Recommendation� of� Athletic�Wears� 2

(www.youtube.com)

� � �

Ÿ Item� recommendation

Ÿ Tips� for� styling

Ÿ Introduce� how� to� shop

Ÿ Fashion�materials� and� trends

Ÿ Explanation� of� fashion� terms
Figure� 16.�Ggang� Stylist's� Changes� of�

Korean�Men's� Fashion
� (www.youtube.com)

Figure� 17.�
Hohosi's� Fashion� Color�
(www.youtube.com)

Table� 11. Visiting Store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

Visiting� the� Store

Total
Fashion� Related

Hair·Beauty
SPA

Specific�
Commercial�

Area

Fashion�
Brand

Friendliness

QYoung 1
(7.69)

1
(7.69)

　 1
(7.69)

3
(23.08)

Joon-Peanut 　 4
(50.00)

　 4
(50.00)

Style� Guide� Choi�
Geo� Yul

2
(15.38)

1
(7.69)

3
(23.08)

Professionalism,
Friendliness Hohosi 　 　 2

(15.38)
2

(15.38)

Professionalism Boxgganam 　 　
1

(7.69)
1

(7.69)

Total
1

(7.69)
5

(38.46)
5

(38.46)
2

(15.38)
1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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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umbnai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Visiting� Store� Contents

Thumbnails� of� representative� videos Characteristic

  
Ÿ Introduction� to� shopping� districts

Ÿ Shopping� Vlog

Figure� 18.�QYoung's� Visiting� the� SPA�
Store

(www.youtube.com)

Figure� 19.� Joon-Peanut's� Visiting� the�
Vintage�Market

(www.youtube.com)

�

Ÿ Brand� introduction

Ÿ Store� introduction

Figure� 20.�Hohosi's� � Visiting� a�

Fashion� Brand� Store

(www.youtube.com)

Figure� 21.�Hohosi's� Visiting� a�

Tailor� Shop�

(www.youtube.com)

Table� 13. Daily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

Daily� contents

Total
Vlog Escape� from� daily� life

Vlog
Hair� &�
Beauty

Exercise Etc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vel

Attractiveness,
Friendliness

Zzanggu
daddy

1
(2.33)

　 　 　
1

(2.33)

Friendliness

QYoung
12

(27.91)

3

(6.98)
　

6

(13.95)

21

(48.84)

Joon-

Peanut

16

(37.21)

1

(2.33)
　

2

(4.65)

19

(44.19)

Professionalism,
Friendliness

Ggang� Stylist 　 　
1

(2.33)
　

1
(2.33)

Professionalism Classy� TV 　 　 　
1

(2.33)
　

1
(2.33)

Total
29

(67.44)
4

(9.30)
1

(2.33)
1

(2.33)
8

(18.60)
43

(100.00)

한 결과는 Table 13, 14과 같다. 유튜버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가 67.44%로 일상과 관련된 콘텐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상을 탈피하여 여

행하는 영상이 18.60%, 일상 속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과 같은 헤어 메이크업 루틴을 소개하는 영상이 9.30%

로 나타났다. Figure 22과 같이 유튜버 큐영이 일상생활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Figure 23과 같이 고등학생

이었던 유튜버 준콩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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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umbnai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Daily� contents

Thumbnails� of� representative� videos Characteristic

� � � �

Ÿ Fashion� Vlog

Ÿ Sharing� daily� contents

Figure� 22.�QYoung's� Vlog�
(www.youtube.com)

Figure� 23.� Joon-Peanut's� Vlog
(www.youtube.com)

Table� 15.� Hobby� &� Lifestyle� Contents� of� Male� Fashion� YouTub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obby�&� Lifestyle

Total

Vehicle Watch ETC

Car Bike Watch
Laptop,
Cell�
Phone

DIY Speaker Vacuum�
cleaner E-cigarette Carrier Manner

Friendlin
ess

QYoung 　 　
2

(4.08) 　 　 　 　
2

(4.08)

Joon-Peanut 　 1
(2.04)

1
(2.04)

　 　 　 　 2
(4.08)

Professio
nalism

Boxgganam 10
(20.41)

1
(2.04)

8
(16.33)

3
(6.12)

　 2
(4.08)

1
(2.04)

1
(2.04)

1
(2.04)

27
(55.10)

Classy� TV 4
(8.16)

5
(10.20)

9
(18.37)

18
(36.73)

Total
14

(28.57)
1

(2.04)
13

(26.53)
4

(8.16)
3

(6.12)
2

(4.08)
1

(2.04)
1

(2.04)
1

(2.04)
9

(18.37)
49

(100.00)

듬고 옷을 입어나가는 뷰티 루틴과 일상 패턴을 기록한 영

상이 대표적이다. 남성 패션 유튜버의 일상 관련 세부 콘텐

츠는 친근성으로 분류된 유튜버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옷 갈

아입기, 화장하는 법 등 패션과 관련된 일상 루틴을 세부 

내용으로 하여 유튜버의 개인적인 생활방식과 관련한 친근

한 배경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또래 

청소년들의 패션을 통한 일상 영상은 외모 관리하는 소년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 및 패션 스타일과 관

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등을 댓글과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여 

해소하며 상호 메시지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청소년의 외모

관리 일상을 주제로 한 패션 콘텐츠는 집단의 동조성을 바

탕으로 특정한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는데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만의 고정된 스타일을 생산

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하위문화의 확산이 이루어

진다(Park & Kim, 2020).

  다음으로 남성 패션 유튜버의 취미⋅라이프스타일 관련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5, 16과 같다. 

유튜버의 패션 이외의 취미나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관련한 

영상으로 제작되며, 자동차 관련한 콘텐츠가 28.57%, 시계

와 관련된 콘텐츠 26.53%, 매너와 예의범절, 가치관 등의 

내용이 18.37%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노트북 관련한 영상

이 8.16%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핸드폰 및 가전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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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umbnail�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Hobby� &� Lifestyle� Contents

Thumbnails� of� representative� videos Characteristic

�

Ÿ Brand� introduction� of� various�

products� other� than� fashion

Ÿ Introduce� trendy� Items� or�

products� that� fit� the� situation

Ÿ Including� social� skills� and�

manners

Figure� 24.� Boxgganam's�Watch�
Introduction� Video
(www.youtube.com)

Figure� 25.� Boxgganam's� Car�
Introduction� Video
(www.youtube.com)

�

Figure� 26.�Classy� TV's�Watch�
Introduction� Video
(www.youtube.com)

Figure� 27.�Classy� TV's�Manner� Tip�
Video

(www.youtube.com)

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군도 콘텐츠 내용으로 등장하

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관련한 영상은 전문성으로 분

류된 박스까남(55.10%)과 클래시 TV(36.73%)에서 주로 나

타났다. Figure 24과 같이 시계와 같은 패션 이외의 다양한 

제품의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트렌디한 제품군이나 ‘연인을 

위한 선물’과 같이 상황에 맞는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대

표적이다. Figure 25과 같이 부가티, 람보르기니 등과 같은 

슈퍼카에서부터 트렌디하면서 패셔너블한 자동차 브랜드까

지 다양한 가격대와 브랜드 이미지의 자동차를 리뷰하거나 

Figure 26과 같이 남성 시계를 가격대별로 추천한다. Figure 

27은 클래씨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너와 관련된 영상이

며, ‘여성과 할 말을 없을 때 매너있게 대화하는 법’ 등과 

같이 일반 남성들을 위한 사회적 스킬과 매너, 가치관에 대

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남성 

패션 콘텐츠 영상은 전문성이 특징인 남성 패션 유튜버 그

룹에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튜버들의 영상

과는 차별화하여 패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튜버

가 지향하는 콘셉트와 스타일을 기준으로 선택된 라이프스

타일 제품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

라서 패션 유튜버만의 차별화된 콘셉트로 패션 유튜브 콘텐

츠의 다양한 카테고리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남성 패션 유튜버의 콘텐츠는 유튜버가 

일반인이나 다른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평가하거나 데일리

룩을 피드백해주는 스타일링 콘텐츠와 쇼핑 노하우, 코디팁

을 알려주는 패션 정보 콘텐츠,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oi(2021)는 여성 패션 

콘텐츠의 경우, 풀(full) 코디네이션과 이미지 중심의 패션 

스타일링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반면 남성 패션 콘텐

츠의 경우, 패션 아이템의 성능과 가격으로 단품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아이템끼리 비교 분석하는 패션정보의 비중이 

높았고 쇼핑 혹은 코디 팁으로 현실적인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패션 콘텐츠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 패션 유튜버의 경

우 패션 유튜버가 옷을 직접 착용하고 코디네이션을 보여주

는 룩북 형태의 스타일링 영상으로 구성되는 반면,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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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구독자들 스스로가 업로드한 데일리룩 사진을 유튜버

가 평가하고 피드백해주는 소통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여성 유튜버의 패션 콘텐츠에서는 패션 스타일링, 하울·

언박싱 등 패션 영역에 국한된 콘텐츠가 중심을 이루고 있

는 반면, 남성 패션 유튜버의 경우 패션 이외의 취미와 관

련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비롯해 예의범절, 매너 등과 같

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고찰한 Kim and Kim(2019)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조로운 구성보다 여러 분야

의 콘텐츠로 소통하는 것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영향을 

준다고 고찰하였으며, 남성의 패션 유튜브 패션 콘텐츠도 패

션 유튜버만의 스타일과 콘셉트로 하여 패션 이외의 취미나 

라이프스타일로 콘텐츠 카테고리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Ⅴ.�결론

 

국내 남성 패션 유튜버를 분류하고 패션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션 유튜버의 특성을 분류하였고 패션 유

튜버의 인기 콘텐츠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세부 콘텐츠 내용

을 분석하였다. 남성 패션 유튜버를 분류하기 위하여 패션 

전문가들로부터 10명의 남성 패션 유튜버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였고, 매력성-친근성, 친근성, 전문성-친근성, 전문성으

로 분류되었다. 남성 패션 유튜버의 전체 콘텐츠 주제는 스

타일링, 패션 정보 콘텐츠, 유튜버의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

로그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스타일링에서는 다양한 룩과 패션 아이

템을 활용한 전체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콘텐츠보다는 유튜

버가 일반인이나 다른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평가하는 일상

적 패션 코디 평가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일반인 

남성 구독자들에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패션 정보 콘텐츠 비중이 높았다. 패션 정보에서는 콘텐츠와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패션 관련한 정보 혹은 쇼핑 노

하우, 코디팁을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 무지한 일반 남성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쇼

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 

등 패션 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다. 이는 

Jeong and Kim(2021)의 연구에서 남성 소비자는 패션에 있

어서 가격과 효용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실용적 소비가치는 

제품의 다양성, 유행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쇼핑 행위 자체의 즐거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남성 소비자의 패션에 대한 실용성과 가격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남성 유튜브 패션 콘텐츠에서도 패션 아이

템 간의 성능과 가격대비 효용가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

심으로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격, 

코디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과 이를 효용

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둘째, 남성 패션 콘텐츠는 패션 스타일링에 있어서 패션

이미지를 반영한 풀 코디네이션보다는 일상적이고 현실감있

는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패션 콘텐츠의 특성을 보인

다. 이는 여성 유튜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패션 이미지를 

추구하는 스타일링과 코디네이션 영상의 비중이 높다(Choi, 

2021)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새롭거나 창의적

인 시도와 도전을 위한 패션 활동보다는 실제로 구독자가 

착용하여 업로드한 데일리룩 사진에 대해서 피드백하거나 

코디네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패션 영역 이외에도 시계나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

은 라이프스타일제품으로 콘텐츠 영역의 확장이 나타났다. 

유행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패션 유튜버 만의 스타일로 선

택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독특한 콘셉트로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생산하고 

이를 구독자들과 공유하며 문화적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패션 산업에서 중요한 소비자 층으로 부

각되고 있는 남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수요와 취향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남성 패션 유튜버 특성에 따라 분류

하고 세부 콘텐츠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댓글이나 세부 영상의 조회 수를 분석하여 

남성 구독자의 반응은 살펴보지 못했으며, 인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소수 매니아 층의 지지를 받

는 남성 패션 유튜버는 제외될 수 있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에서 선호하는 패션 

콘텐츠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 산업에서 마케팅 기획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패션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남성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 기획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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