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빈티지 패션 마니아특성에 

관한 연구

2012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원 누 리



- ii -

빈티지 패션 마니아특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하 지 수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원 누 리 

원누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 년 6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 문 초 록

빈티지 패션 마니아특성에 

관한 연구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패션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고 패션 마니아라는 집단을 생성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과 패션 마니아의 정의를 통하여 빈티

지 패션 마니아들이 빈티지 패션을 소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것을 시

장에 적용하여 잠재적인 소비자층을 유입시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 빈티지 스타일의 디자인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빈티지 패션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관찰법과 심층면접법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을 심리적, 행동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대

한 이해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패션 마니아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복식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의복 흥미가 높으며,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

로 이를 통한 자기이미지 및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강한 성향

을 가진 사람’으로 내렸다. 그 결과,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심리적, 행동

적 특성은 크게 ‘독특성 지향’, ‘창의성 지향’, ‘진품성 지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독특

성 지향’이다. ‘독특성 지향’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빈티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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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구별이 되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고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

을 의미한다. ‘독자적인 선택’, ‘대중적 취향 거부’, ‘구별된 선택’으로 나

눌 수 있다.

‘독자적인 선택’은 차별화를 지향하며 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소비재

의 선택, 즉 빈티지 패션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 선택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개성이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이다.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높은 희소성은 빈티지 마니아들로 하

여금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은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요소를 가지

고 있다.

‘대중적 취향 거부’는 규범에서 벗어나, 사회적 구별성을 추구하기 위

해서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동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평범하다고 지각을 하며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

은 대체품을 찾는 행동을 취하게 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빈티지

패션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된다.

‘구별된 선택’은 브랜드화 된 패션인 ‘빈티지 스타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집단 규범에서 벗어난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결

과가 수반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빈티지 스타일에 대해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방품은 자신들

의 독특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은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창의

성 지향’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의

기초에는 창의성이 존재한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지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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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창의성 지향은 ‘자기화 하기’, ‘긍정적 의미 전

이’, ‘이전 소유자와 관계 정리’로 나눌 수 있다.

‘자기화 하기’는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소멸되는 속성을

개인의 삶 속으로 확실하게 전이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대상물의 손질 혹은 자신을 치장하는 행동과 심리가 포함된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 행위를 통하여 이전 소유주가 존재하는 빈티지 제품

에서 본인만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완전한 자기 것을 만들려는 노력

을 한다.

‘긍정적 의미 전이’는 선물을 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행위는

선물을 받는 이에게 그 의미가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성을 가

지고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경우 빈티지 제품을 선물로 받거나

주는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

하는 행위를 한다. 그 결과 빈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전 소유자와 관계 정리’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관련된 의미를 지우는 행위 혹은 개인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는 행위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빈티지의 특성상 이런 상황을

항상 겪게 되는데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하지만 모든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처음부터 빈티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전 소유자와 관계 정리’의 행위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에 대한 인식의 변

화를 겪는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과 심리의 원인은 ‘긍정적인 감염

(Positive Contagion)’으로, 접촉 원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거나 강한 긍

정적인 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접촉 원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이 제품으로 이전이 되어 사물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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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진품

성 지향’이다. 기본적인 욕구가 빠르고 쉽게 만족됨에 따라 사람들은 원

하는 바가 얼마나 만족되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점점 더 독창적이거

나 혁신적인 것, 혹은 독특한 제품을 찾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곧 진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며 소비자주의에 대한

강조로부터 소외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고자 정신적인 것을 추구

하는 방법으로 진품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데 있어 마니아들에게 진품성이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현실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 간에 존재하

는 격차를 줄여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빈티지 패션에 관

한 정보를 찾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획득하게 된 빈티지 제품으로 인

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자기성

취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빈티지 패션이 가지

고 있는 독특한 조형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면의 무엇인가를 이

룬다는 심리적인 기재로 빈티지를 추구한다.

빈티지 패션은 소비자층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 놓인 패션

으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특성과 가치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다

양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소비자층을 빈티지

시장에 유입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

력하며, 기존의 소비자층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빈티지 패션, 패션 마니아, 독특성, 창의성, 진품성

학 번 : 201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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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 가치가 인정되는 다원화 사회이다. 점

차적으로 타인과 내가 다르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차이가 존재한

다. 패션은 다원화 사회를 가장 특징적이며 명확히 보여주는 매개체로

현대인들은 패션을 통하여 다양성을 표현하고 삶을 개선해 나가려는 시

도를 한다. 특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환경오염, 전쟁,

경제 불황, 인간성 상실등과 같은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

였기에 완충제로서 패션은 단순한 패션 이상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크맨(Bickman)’은 패션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넘

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가치관, 성격 등과 같은 단서를 타인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패션의 기능이 다양해졌으며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

을 깨닫게 해준다. 그 결과 패션은 현대 사회에 들어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패션은 소재, 색

채, 형태 등을 통하여 나 자신을 표현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간도 반

영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카르(E. H. Carr)’

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1)라고 하였다. 과거는 단순한

과거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을 이해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션에 있어서 과거는

‘패션은 레트로로 항상 과거 형태의 즉각적이고 전체적인 재순환이다2)’

1) E.H.Carr. 황문수(1995),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 범우사, p.51

2) Jean Baudrillard(1993), Symbolic Exchange Death, London: Sage,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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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를 단순히 지나간 시간으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소환하여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이 직면한 어떤 문제의 유

희적 수단으로써 패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부터

여성들은 패션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특정 ‘룩(look)’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과거’의 패션을 재현하고 현대적 감성에 맞게 구성

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해석하여 현재의 새로운 패션으로 리바이벌 되는 현

상은 ‘빈티지 믹스(vintage mix)’ 라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줄곧 사랑받고 있는 트렌드이다. 빈티지는 역사성의

집착과 향수를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

다. 영화,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으며, 헐

리웃 배우나 모델들의 스타일, 스트리트 패션의 스타일링 키워드가 빈티

지 믹스로 나타나고 있다3)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와 같이 빈티

지 패션은 현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국내에서는 해외여행의 붐을 타고 외국 벼룩시장에서 수입한 옷

들이 들어오면서 패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빈티지 패션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을 고찰하

여 빈티지 패션이 어떠한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빈티지 패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빈티지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규명되었다. 선행연구로는 고현진(2001)4), 정윤

주(2006)5), 최경화(2007)6), 양정희(2009)7), 황경혜(2002)8), 임지완·박민여

3) 고현진(2001), 빈티지 패션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의

류학회지, Vol.25, No.2, p. 289

4) 고현진, 앞의 논문

5) 정윤주(2006), 국내 온라인 빈티지 쇼핑몰 패션 디자인 분석 -여성복을 중심으로-, 건

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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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빈티지 패션 제품에 관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

는 미적 특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로 디자인, 색채, 내적 가치 등을 다루

었으며 고현진, 정윤주, 양정희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빈티지 패션

의 이미지를 파악하여 새로운 상품에 적용시키는 디자인 연구가 있었으

며 최경화, 임지완·박민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빈티지, 레트로, 내적가치, 미적가치, 색채, 디

자인 특성과 같은 빈티지 패션 및 상품으로 연구의 범주가 나타났으나

이를 소비하는 대상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 상품을 소비하는 대상인 마니아의 특성을 고찰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심리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즉, 패션

이 존재하고 확산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을 통하여 그것을

소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궁극적으

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더불어 빈티지 스

타일을 추구하는 패션 디자인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게 한다. 이에 따라

빈티지 스타일의 새로운 층을 유입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빈티

지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나가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

6) 최경화(2007), 빈티지(Vintage) 패션 제품 디자인 연구 - 로맨틱, 내츄럴 이미지를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양정희(2009), 빈티지 패션의 색채 연구 - 2003~2008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

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황혜경(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유희적 빈티지,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임지완․박민여(2007), 국내 트렌드에 반영된 빈티지(Vintage)에 관한 연구 - 2001

F/W ~ 2006 S/S까지-, 복식문화연구원, 제1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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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를 통해 빈티지 패션 마켓이 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게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빈티지 패션 마

니아의 특성을 심리적, 행동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티지 패션과 패션 마니아를 정의 내린다. 즉, 사적고찰을 통하

여 빈티지 패션의 흐름을 파악하고 패션 시장에서의 빈티지 패션과 빈티

지패션 마니아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관찰법을 통해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행동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심층면접을 통해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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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연

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빈티지 패션 및 빈티지 패션 마니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서적, 인터

넷, 논문, 잡지를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실행하였으며, 빈티지 패션 마니

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심층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선택하

였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단순화와 한계설정

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발견’이 중요시 된다. ‘연구의 맥락’과 ‘현상(현장)의 맥락’을 최대한 일치

시키려고 하며 변수를 섣불리 한정하지 않고 눈에 띄는 모든 변수들을

최대한 포락하려고 한다.10) 따라서 이 연구 방법은 빈티지 패션이 가지

고 있는 특성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대상 중에서도 마니아에 대한 특

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질적 연구의 방법

으로 관찰법과 심층면접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행동적, 심리적 특성 및 추구가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림1>

(1) 관찰법

관찰법은 자료의 근거가 되는 대상에 대해 직접 보거나 듣는 감각작용

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

10) 조용환(2002),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pp.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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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하지만 이 자체로 완전하지 못하므로 면접법이나 설문지법 등과

함께 이용되는 경우가 보통이다.11) 관찰의 수행법은 비통제 관찰과 통제

관찰로 크게 나뉘며, 전자의 경우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관찰의 대상들 속에 합류하여 그들과 더

불어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하는 참여관찰법을 택하였다. 참여 관

찰법은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

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12) 참여관찰의 특징은

관찰자가 공동생활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

할 수 있다는 것과 정서적 반응까지도 공감 속에서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가 그 집단 내의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므로 접촉하는 범위가 자동적으로 한정되게 된다는 단점과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자료수집 절차의 표준화 또는 균일성이 보장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13)

참여 관찰법은 크게 비통제 관찰과 통제 관찰로 나눌 수 있다. 비통제

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태 소에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 방법이며, 통

제 관찰은 특정한 조건을 통제하고 행하는 방법14)이다. 비통제 관찰의

경우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관찰자가

관찰 장면에는 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활행동에 몰입하지 않고 어디

까지나 외부인으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15) 본 연구에서는 비

참여 관찰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빈티지 패션 마켓에서의 참여 관찰 - 비통제 관찰

-비참여 관찰을 시행하였다. 참여 관찰을 위해 선택한 장소는 빈티지 패

11) 서대진․김봉화(2011), 학위논문 조사연구방법 교과서, 일문사, p.91

12) 조용환(2002), op cit, p.117

13) 서대진․김봉화(2011), op. cit., pp.94-100

14) 서대진․김봉하(2011), op. cit., p.94

15) 서대진․김봉하(2011), op. cit,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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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위한 공간으로써 공식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장소인 ‘광장시장’ 으로 선택하였다. 조

사 기간은 2011년 3월 ~ 11월로 총 6개월 동안 매달 4회씩 총 36회 방문

하였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빈티지 마켓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들

의 행동을 관찰하였고 연구 대상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같지 않게 하였

다.

(2) 면접법

심층 면접법은 연구자가 알고자하는 어떤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피면접자의 의사를 캐내는 일종의 상호작용이다.16) 관찰의

현장에서 생긴 낯선 문화에 대한 의문들을 면접의 형태로 풀어나가기 때

문에 참여 관찰법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심층 면접법은 질문지와 비교하였을 때 공정한 표본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계층에 대해서도 순수한 반응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갖고 있으며 보다 융통성이 높고 신축성이 있다. 또한 연구자와 연

구 대상자 둘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

분이 많다는 장점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므로 그의 인상이나 표

정, 제스쳐, 상황 등과 같은 전반적인 요소를 통해 제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면접자의 반응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

하고 진정한 본인만의 의지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면접자가 일정한 훈련을 통해 면접방법에 숙달되어야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편견이나 그릇된 판단이 작용하여 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과

16) 서대진․김봉하(2011), op. cit,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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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간의 차이, 면접을 위한 장소 및 조사계획을 위한 준비 및 자료

를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17)

<그림1> 연구 방법18)

심층 면접법의 장·단점을 숙지한 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

한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1 : 1 심층 면접을 진

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 소요하였으며, 상

대방의 동의하에 녹취, 메모를 하였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측정,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 특성과 본

17) 서대진․김봉하(2011), op cit, pp.103-110

18) 서대진․김봉하(2011), 학위논문 조사연구방법 교과서, 조용환(2002), 질적 연구 방법

과 사례, 김석용(2010), 조사연구 방법론 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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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정의한 패션 마니아의 조건에 해당하는 관심, 지식, 몰입, 자아

이미지 및 심리 특성의 반영을 심층 면접 내용 구성 시 포함 하였다. 문

헌자료 및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관심의 측정을 위하여 ‘김연임(2006)’의 ‘마니아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 ‘이것이 당신의 인생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당신에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가?’, ‘연구 대상자에게 있어서

빈티지란?’ 등의 질문과 함께 ‘빈티지 패션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빈티지 제품을 통한 스타일링 및 코디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자주하는가?’ 등을 질문하였다.

지식의 정도는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이것에 관한 전문가는

평을 듣는가?’19) 라는 항목을 참고하였으며, 심층 면접 중 피험자가 빈티

지의 역사, 소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언급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를 통하여 측정 및 판단하였다.

몰입 정도를 측정, 판단하기 위하여 ‘사람이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상태’로 정의되는 ‘플로우 경험

(FlowExperience)’의 차원에서 연구 대상자들을 살펴보았다. ‘이은진

(2007)’의 ‘인터넷 패션 의 플로우 경험’ 의 측정 항목인 ‘이것을 하고 있

으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가?’, ‘당신도 모르게 이것에 완전히 빠져들

곤 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

자아 이미지 및 심리 특성의 반영은 ‘정유진(1999)’의 ‘의 감각 추구 성

향이 의복에 대한 탐색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 하여 ‘옷은 그 사

람의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사람들이 독서, 음

악, 영화를 즐기는 것처럼 옷을 즐기는가?’ 등의 질문을 응용하였고, ‘빈

19) 김연임(2006), 마니아 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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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지 패션을 통해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

가?’, ‘빈티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행에 대한 개

인적인 생각은 어떠한가?’ 등을 물어보았다.

일반 특성을 위하여 ‘빈티지 패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 및 이유는?’, ‘빈

티지 패션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는가?’, ‘빈티지 패션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평소 빈티지 패션 제품을 통하여 스타일링 하는 방법, 보관 방

법, 보유량’ 등을 질문하였다.

이상의 측정 문항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행동적 특성

과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패션 마니아의 특성 및 조건과 측

정 문항은 <표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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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마니아

특성 및 조건
측 정 문 항

관 심

이것이 당신의 인생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가?

연구 대상자에게 있어서 빈티지란?

빈티지 패션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빈티지 제품을 통한 스타일링 및 코디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자주하는가?

지 식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이것에 관한 전문가는 평을

듣는가?

심층 면접 중 피험자가 빈티지의 역사, 소재 등 전문적인 분

야에 대한 언급을 통해 측정 및 판단

몰 입
이것을 하고 있으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가?

당신도 모르게 이것에 완전히 빠져들곤 하는가?

자아 이미지

및

심리 특성의

반영

옷은 그 사람의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사람들이 독서, 음악, 영화를 즐기는 것처럼 옷을 즐기

는가?

빈티지 패션을 통해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빈티지 패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가?

일반 특성

빈티지 패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 및 이유는?

빈티지 패션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는가?

빈티지 패션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빈티지 패션 제품 스타일링 방법, 보관 방법, 보유량,

쇼핑 횟수, 빈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표1> 패션 마니아 특성 및 조건 /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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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중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스럽게 낡고 닳은 독특한 미감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패션’으로, 재생산

되거나 대량 생산된 ‘빈티지 스타일’과는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연구 범

위는 빈티지 패션만으로 제한하였다.

서울시 빈티지 패션 마켓 중 하나인 ‘광장시장’을 연구 환경으로 설정

하였다. 광장시장은 본 연구에서 정의 내린 ‘빈티지 패션’만을 취급하는

곳으로 재생산된 ‘빈티지 스타일’은 유통되지 않고 있으며, 빈티지 패션

을 다루는 상점이 밀집되어 하나의 마켓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빈티지 패션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광장시장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광장시장 이용자 및 판매자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빈티지 패션 마니

아에 부합하여 연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연구자

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1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Duke가 주장한 최소 3명과 Polkinghorne

이 추천한 10명 이하의 수20)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면접원

의 숫자라고 판단한 것을 참고 하였으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더 많이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내린 ‘패션 마니아’의 기준에 합당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빈티

지 패션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있고, 의복 흥미가 높으며,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본인 스

스로가 원하는 자기이미지를 표현할 줄 알며 개인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관찰법을

통해 패션 마니아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사료된 사람들이다. 또한 패션

20) 김연임(2006), op. cit.,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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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자가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장시장’에서의 관찰법 결과 빈티지 마켓을 주로 찾는 연령은 19세 ~

30세로 연구 대상의 연령은 19세부터 30세로 잡았다. 패션 마니아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배제하고자 패션

마니아의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 대상만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여성 10

명, 남성 3명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다양하게 얻고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도매디자이너, 빈티

지 매장 아르바이트생, 빈티지 가게 사장, 회사원 등으로 직업군에 제한

을 두지 않았다. 1인당 면접 시간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자연

스럽게 이야기를 하도록 진행하였다. 1인당 면접 시간은 평균 약 1시간

30분이었으며, 최소 60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진행하였다. 면접 후

필요에 따라 추가 면접을 실행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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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 름 성 별 나 이 직 업 착용년수

1 최 O 남 30 도매디자이너 10년

2 이 O 나 여 19 고등학생 3년

3 안 O 영 여 26 대학원생 7년

4 김 O 희 여 19 빈티지 매장 아르바이트생 4년

5 최 O 영 여 35 대학원생 8년

6 장 O 화 여 24 빈티지 매장 아르바이트생 7년

7 이 O 은 여 21 대학생 5년

8 김 O 지 여 19 고등학생 2년

9 강 O 민 남 25 회사원 8년

10 김 O 혜 여 23 대학생 5년

11 박 O 범 남 24 대학생 4년

12 이 O 경 여 26 회사원 3년

13 장 O 니 여 26 빈티지 샵 사장 6년

<표2>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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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빈티지 패션과 패션 마니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현대 패션의 핵심 키워드인 빈티지 패션의 개념 및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빈티지 패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및 변화 양상을

종합하여 빈티지 패션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

구를 통한 빈티지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빈티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빈티지의 특

성을 도출하고 정의 내리고자 한다.

빈티지 패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빈티지 패션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패

션 마니아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1. 빈티지 패션의 정의

빈티지(Vintage)란 프랑스어로 ‘수확기의 포도’, ‘포도주의 숙성’21)을

의미한다. 또는 ‘풍작의 해에 양조한 명품 연호가 붙은 정선된 포도주’22)

를 의미한다. 좀 더 나아가 ‘어떤 해의 생산품 혹은 그 스타일’을 의미하

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몇 년 형의 자동차(vintage automobile meaning

a type of model)처럼 사용되는 개념이다.23) 아울러 ‘질, 세공 따위에서

21) 김혜경(2007),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 (주)교문사, p.15
22) 패션전문자료사전편찬위원회(2005), FASHION 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p.551

23) Marilyn Delong(2005), Hooked on Vintage, Fashion Theory, Vol.9, issue 1,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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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라는 의미 혹은 작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가장 좋은, 전형적인, 쉽게 판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라는 개념이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옛날의, 고전적

인, 오래되어 가치 있는, 고풍의’라는 의미와 나아가 ‘구식의, 시대에 뒤

진’이라는 뜻이다.24)

복식용어에서 의미하는 빈티지란 빈티지 와인의 빈티지에서 전해져 온

용어로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가령 한 때는

어떤 계기로 돌연 불사조와 같이 되살아나는 매력을 가진) 어떤 특정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품’을 가리킨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oldies-but-goodies)’, 혹은 ‘오래 되어도 새로운

것(new-old-fashion)’으로 해석 된다25). 이 같은 용어는 과거 빅토리안

시대, 에드워디안 시대, 1920년대에 쓰여지던 중고의 의복이나 액세서리

를 의미하는 것으로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룩을 말하며 이 명

칭은 1980년대 이후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2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빈티지 패션을 크게 ‘재생 패션’과 ‘재활용 패션’

으로 나누어 연구27)28)29)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빈티지 스타

일’ 후자를 ‘빈티지 패션’으로 재 정의하였다. 복식에서 말하는 양식, 스

타일이라는 것은 특정 재단이나 선, 색, 모양 형태 등을 빌려 개인, 대중

국민의 정신, 시대의 정신 혹은 개인 디자이너의 예술의지를 표현하며

문화를 반영하는 개념인 룩(look)30)이다. 이에 따라 재생패션으로 분류되

었던 빈티지 패션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느낌이나 스타일을 현

24) 고현진, op. cit, p.290

25) 패션전문자료사전편찬위원회(2005), op. cit, p.551

26) http://firstviewkorea.com

27) 고현진(2001), op. cit, p.484

28) 김혜경(2007), op. cit, p.14

29) 임지완, 박민여(2007), op. cit, p.406

30) 김민자(2004), 복식미학 강의1, 교문사,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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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였기 때문에 재생 패션을 ‘빈티지 스타일’ 혹은

‘빈티지 양식’으로 재정의 하도록 하겠다. 빈티지 스타일은 과거의 것을

현대로 가지고와 모방을 하는 것으로 ‘빈티지 풍’ 혹은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감성’으로 불리어 지기도 한다. 더불어, 모방을 하는 과정에서 인

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재현하게 되며 대량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 희소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 감성과 새로운

시각이 더해졌기 때문에 독특한 미감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재활용 패션’으로 분류된 빈티지 패션의 경우만을 일컬어 ‘빈티지 패

션’ 혹은 ‘빈티지 클로싱(Vintage Clothing)’31)으로 정의한다. 빈티지 클

로싱이란 진짜의 중고의료(中古衣料)라는 뜻으로 쓰이는 패션 용어이다.

빈티지는 ‘낡은·구식’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빈티지 와인이라는 말이 있

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동경을 가지고 사용한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구

매-사용-처분’의 과정을 거친 후 제2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는 제품

들을 칭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독특한 미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

게 된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런 특성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소비 대상들로, 마니아집단을 형성하며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있어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중고의 특성은 단순한 재활용이 개념을 넘어서 본인들이 추

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패션

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만을 고집한다. 빈티지 패션은 과거에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현대패션에 이용하는 패션32)으로 특정시대에 유

행하였던 패션을 현대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량이 매우 적거나 단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

어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디자인과 미적

31) 라사라교육개발원(2002), 패션용어사전, (주)라사라교육개발원, p.216

32) 정윤주(2006), op. 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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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보면 재생 패션과 재활용 패션 모두 패치워크와 같은 ‘조합’,

‘의도적인 미완성’, ‘해체’, ‘장식기법의 비정형적 혼합으로 구체화 된다

.’33)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박종성(2010)은 ‘일반적으로 빈티지 패션은 색이 바래거나 구겨진 중고

의상 또는 그런 의상을 즐겨 입는 풍조를 뜻한다. 특히 옷 끝이 닳아 실

밥 터진 바지나 구멍 뚫린 셔츠, 오래 입은 의상 등을 가리키거나 이들

을 즐겨 입는 경향을 아우른다’34)고 빈티지를 정의하였다. 박종성의 연구

에서는 빈티지의 미적 특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이와 같은 스타일이 유

행하는 경향에 집중하였다. 박종성의 문헌은 빈티지를 입는 풍조와 경향

에 관한 것으로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 현

대 사회에서 빈티지가 의미하는 바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빈티지와 혼용

되어 사용되는 다른 패션들의 언급을 통하여 빈티지의 역사와 발생배경

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빈티지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즐기고 소비하는 대상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뤄져

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빈티지 패션을 찾는지, 왜 마니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이들이 빈티지를 통하여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히 빈티

지가 가지고 있는 닳거나 바랜 색상과 같은 조형적 특성뿐 아니라 그 안

에 내재되어 있는 빈티지 패션만의 독특한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빈티지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빈티지를 소비하는

대상을 통해 빈티지의 미적 특성 및 이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재정·박은경(2004) 빈티지를 ‘할머니의 처녀시절 옷장에서 빌려온 듯

한 케케묵은 구식 스타일로 1980년대 이후 부각됨’, ‘과시적 빈곤과 여유

33) 박종성(2010), 패션과 권력, SNU PRESS, p. 370

34) 박종성(2010). op. cit,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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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설명하

고 있다. 또한 ‘황폐나 빈곤의 이미지로 조롱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소외된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추를 미

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과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하는 발전적

인 방향을 제시한다’35)고 빈티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빈티지의 의미가 변해가고 있음에 대한 고찰이 부족

하다. 빈티지는 발생배경이 명확하지 않으나 그 맥락은 15세기 경부터

찾아 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 들어와 그 의미가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빈티지 패션이 선보이게 된 배경에는 구제 패

션 이라는 ‘니뽄(일본) 패션’의 유입을 들 수 있으며 그 사회적 배경에는

구제 금융 위기라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

빈티지 패션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찾았었던 중고의류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또 다른 패션의 범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주목받는

트렌드로 급부상 하였고 빈티지 패션만을 고집하는 집단도 생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패션이 현재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기

저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임지완·박민여(2007)는 빈티지란 ‘오래된 와인이 맛이 좋듯이 숙성되어

최상의 상태를 일컫는 의미로 복식에 접목되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경

과해도 빛바래지 않는, 가령 빛바래도 돌연 되살아나는 유행’36)으로 보았

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시들지 않거나 도리어 재생되

는 빈티지 패션의 특수한 성질에 대해 주목하여 정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빈티지가 중고의류로써 가지고 풍부하고 깊은 의미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빈티지 패션에 관한 연구이므로

35) 이재정·박은경(2004),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p.140

36) 임지완·박민여(2007), op. cit,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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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연구 범위는 국내

여성 영 캐쥬얼 마켓으로 여기에 적용된 빈티지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

여 기성복 제품을 분석하였으며, 조형적 특성을 코드화 하는 것에 집중

하였다. 즉, 연구 범위를 빈티지 패션이 아닌 레트로 패션의 관점에서 진

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소비하는 대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연구범위가 여성 영 캐쥬얼 중심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빈티지를 추구하는 남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어떠한 디자인이

얼만큼의 성과를 올렸고, 어떠한 점 때문에 소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

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빈티지 스타일을 소비하는 대상의 이해를 통하여

어떤 이유로 이 제품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현진(2001)은 패션에서의 빈티지는 ‘과거의 오래된 골동품성(old), 남

이 착용했었던 낡은 중고성(secondhand), 그 존재의 시대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 진품성(authentic),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unique),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성(out-of-mode)의 특성을 띤

‘찾아낸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37) 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

된 빈티지는 특정한 성질로 인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다시금 찾아 입게

만드는 독특한 기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빈티지 패션이 주는 특성

에 대하여 합리적 소비지향부터 유희성과 희소성, 합리적인 소비, 낡음의

미학 및 중고의 미적 가치 등 다양한 특성 및 가치에 관하여 연구하여

문화적 맥락에서의 미적 가치와 실제적 양상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

었다. 더불어 빈티지 패션 경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 시대별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타일의 특징이나 가치가 아닌 빈티지 시

37) 고현진(2001), op cit,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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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주로 거론된 품목에 관해 논의가 되어, 내재적 관점에서 빈티지

패션이 주는 가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빈티지

패션 및 제품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이 역시 소비 대상 측면에서 관측된 부분이 미흡하다.

정윤주(2006)는 빈티지는 ‘빈티지는 복식에 접목되면서 본래의 의미인

빈티지 와인처럼 숙성된 편안한 느낌을 주는, 또는 숙성되어 최상의 상

태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 보통 빈티지 패션, 빈티지 룩(look)

등과 함께 쓰이며, 빈티지 액세서리나 쥬얼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와 같이 빈티지는 낡은 것이 주는 독특한 미감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윤주의 연구에서는 의식적으로 낡거

나 닳은 것을 추구하는 특정 미적 감각과 추구경향에 집중하였다. 정윤

주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빈티지 패션의 분

석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의 유형과 내적 가치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

히 빈티지가 주는 숙성된 와인 같은 낡은 독특한 미감의 의도적 추구에

중점을 두어 정의 내렸다. 온라인 마켓이라는 특성 상 과 직결되는 부분

이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부분적 이해가 있었다는 점이 앞의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하지만 온라인 마켓은 소비자에 대한 자료 수

집이 어려우며, 각 대상에 대한 개인 정보 및 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에 빈티지 패션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빈티지 패션을 소비하는 대상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빈티지의 사전적 의미와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빈티지의

정의는 위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티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국내·외에서 빈티지 패션은 합리적인 소비로 인하여 시작되었

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의미를 생상하며 개인의 취향을 위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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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옛 것’, ‘오래된 것’이라는 중고의

특성을 뛰어넘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통해 독특한 미적 가치가 담

겨 있는 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미감은 의도적으로 추구되는 가

치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찾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조

형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낡고 닳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

체만으로 풍기는 숙성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 기술로는 재

현할 수 없는 것으로 과거에 생산된 패션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빈티지 패션이 주는 독특한 미적 특성은 인위적으로 재

생산한 빈티지 스타일이 주는 시간의 흐름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이 차

이점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타인과 차별화 하며 개인의 취향

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빈티지 패션을 통하여 차별화를

이루는 데에는 높은 희소성이 뒷받침이 된다. 희소성이 가지고 있는 가

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타인과 구별되며, 구별되는 것을 통하여 스

스로가 특별해 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빈티지

패션은 독특한 미적 특성 및 가치와 희소성을 가진 패션의 개념으로 타

인과 차별화되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즉, ‘옛

것’이라는 단순한 시간적 흐름과 중고의 속성을 넘어 그 속에서 자연스

럽게 얻어진 낡음·닳음이 주는 독특한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궁극적인

패션으로써 빈티지를 정의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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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빈티지 패션의 정의

박종성

(2010)

일반적으로 빈티지 패션은 색이 바래거나 구겨진 중고 의상 또

는 그런 의상을 즐겨 입는 풍조를 뜻한다.

이재정 박은경

(2004)

황폐나 빈곤의 이미지로 조롱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미적 범주

의 차원에서 소외된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추

를 미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과 인간성의 회복을 모

색하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임지완 박민여

(2007)

오래된 와인이 맛이 좋듯이 숙성되어 최상의 상태를 일컫는 의

미로 복식에 접목되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도 빛바래

지 않는, 가령 빛바래도 돌연 되살아나는 유행

고현진

(2001)

과거의 오래된 골동품성(old), 남이 착용했었던 낡은 중고성

(secondhand), 그 존재의 시대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는 진품

성(authentic), 자기만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

(unique),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성(out-of-mode)의 특성을 띤

‘찾아낸 패션’

정윤주

(2006)

숙성되어 최상의 상태를 뜻하는 빈티지 와인처럼, 낡은 것이 주

는 독특한 미감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패션

<표3> 빈티지 패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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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티지 패션의 발생 배경

빈티지 패션은 학자마자 탄생 배경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빈티지

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설은 상류층과 같

은 옷을 입음으로써 이들과 비슷해 보이려는 하류계층의 일종의 동경과

같은 배경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빈티지 패션은

젊은 층의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표현하며 안티패션의 특성을 가

지게 된다. 하위문화로써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중고의 특성 속에

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반발, 반물질주의의 저항의식이 숨 쉬고 있었

기 때문이다.38) 20세기에 들어와 빈티지 패션이 담고 있는 감성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급변하는 사회로 인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안

락함을 그리워하는 회귀욕구 경향이 나타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경

제적 위기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

하여 빈티지 패션의 재활용적 측면이 빈티지 패션을 확산 시켰다. 이와

함께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났으

며, 2000년대의 빈티지는 높은 희소성과 다양성 추구로 인해 이를 추구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처럼 빈티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감성

으로 인하여 사랑받았으며 그 의미가 변화해왔다.

(1) 반발·저항심

빈티지 패션 안에 담긴 반발․저항심은 그런지 패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시애틀에서 주류사회에 대항하는 의식을 가지고

38) 고현진(2001), op cit.,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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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런지 록이라는 음악 장르가 큰 인기를 얻으며 탄생하였다. 그런

지 록은 펑크와 히피를 믹스한 음악 장르로, 패션에 접목되면서 그런지

룩을 탄생시켰다.

그런지란 ‘Grungy’를 변형하여 만든 신조어로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것을 말한다. 패션에서 말하는 그런지 룩은 엘리트주의에 반하

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 근원을 보헤미안에 두고 있는데 다소

냉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지룩의 더럽고 허름한 특성은 빈티지

패션의 낡고 닳은 조형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향후 그런지 룩은 세기

말의 패션 전환기를 향한 영 스트리트 패션의 디딤돌 중 하나로 거리의

청소년들에게서 시작된 비주류 패션으로 하이패션에 깊이 침투하여 90년

대 전반의 가장 획기적인 패션으로 자리 잡았다.39)

그런지 룩처럼 저항 문화를 배경으로 한 패션이 나타났는데, 이를 일

컬어 ‘복고 스타일’ 이라 불렀다. 이는 추후에 ‘빈티지’로 알려진 옷을 의

미하였으며 1974년, 미국 작가 톰 울프에 의해 ‘급진적 쉬크(Radical

chic)’라고 불려진 하나의 양상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을 연

상시키는 젊은이들의 허름한 옷차림을 뜻한다. 이들이 입었던 저항 문화

와 관련된 옷들은 비싼 디자이너 옷을 원하지 않거나 살 여력이 없는 사

람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제공했다.40) 복고풍의 옷을 입는 경향은 사회의

주류층과 자신들을 분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독창성이나 재능과 같은

특질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39) 정흥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408

40) Gerda buxbaum(200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미술문화,

pp. 18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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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 욕구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자연으로의 회귀’는 히피

(Hippie)문화의 소비주의, 기성사회의 관습, 전쟁, 대립 등을 반대하며 평

등, 조화, 자유를 추구하는 반문화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 히피는 환경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자연의 소중함을 일

깨우게 하였다. 이 같은 새로운 사고방식은 다민족적이며 과거 회귀적인

패션을 낳았고 낡은 듯한 분위기와 바랜 느낌의 색상, 비즈나 문신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코디41)하는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히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빈티지 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히피의 자연 회귀적 성향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되는 기

술 문명의 발달과 경제 불황, 환경오염 등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증폭 시켰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은 환경 파

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공

되지 않은 과거를 동경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과거가 주는 안락함과

자연 속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를 증폭 시켰으며 이 같은 현상이 패

션에 접목되어 새 것이 아닌 낡은 제품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를 만들어 갔다. 이를 계기로 빈티지 패션이 주는 낡은 느낌과 소박함,

자연스러움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해주며 패션에 있어서

빈티지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60년대 복고주의가 유럽으로 건너가 중고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나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다. 소재에 있어서도 합성 섬유보다는 과거의 향수

를 느끼게 해주는 천연 섬유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여성들은

1930~1940년대에 입던 옷을 장롱에서 다시 꺼내어 입기 시작하였다. 이

41) 이선재(1998), op. cit,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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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브 생 로랑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경향을 구현하려 하였지만

그 독특한 룩을 모방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42)

과거 회귀 욕구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동반하였고, 패션에 있어서 중

고 의류를 착용하는 움직임을 낳았다. McRobbie(1998)43)는 1980년대부

터 사람들이 빈티지 의류를 착용하였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고의

류나 재활용 의류를 착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 빈티지 패

션이 하나의 패션이자 스타일로써 받아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동기다.

Tolkein(2000)44)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미학적 변동이 일어나

저렴한 가게나 벼룩시장들에서 판매되는 의류가 패션의 한 요소로 받아

들여지게 되면서 빈티지 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빈티지 의

류가 정착되었고, 중고 의류와 차이가 점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는 그런지 룩 역시 한정된 자원

으로 인해 재활용이나 천연소재 등과 같이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패

션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빈티지 패션의 재활용적 특성과 일치한다.

(3) 희소성

빈티지 패션이 급격히 퍼지게 된 계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와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는 패션 모델들의 빈티지 패션 착용으로부

터이다. 2006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나탈리 포트만(Natalie Portman)

<사진3>의 리즈 위더스푼(Reese Witherspoon), 바네사 빠라디(Vanessa

42) Gerda buxbaum(2009), op. cit, pp. 184~187

43) Mcrobbie, Angela(1998), Zoot Suits and Second Hand Dresses, Boston, Ma :

Unwin Hyman

44) Tolkein, Tracy(2000), Dressing up Vintage, NewYork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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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2006 골든 글로브 시상식 샤넬 빈티지 드레스

Paradis)는 샤넬 빈티지 드레스를 착용하고 나왔고 2003년 아카데미 시

상식에서 키얼스틴 던스트(Kirsten Dunst)도 샤넬 빈티지 드레스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케이트 모스(Kate Moss) 역시 파파라치 사진에서

빈티지 제품과 고가의 아이템을 믹스매치하여 스타일링한 모습을 자주

선보이면서 빈티지 패션 열풍을 일으키는데 한 몫 하였다. 이들이 빈티

지 드레스나 빈티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풍겨져 나오

는 고급스러운 미적가치와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진 제품과는 달리 희소한

아이템이라는 특성이 바로 그 이유다. 이러한 이들의 빈티지 패션은

TV,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국

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빈티지 패션 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국내 빈티지 패션은 희소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욕구에 부

응하며 ‘즐기는’ 쇼핑 문화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

상이다.45) 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짙어져가는 사회 속에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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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구별하며 표현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희소성이 높고

독특한 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패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유희적인 경향이 짙게 깔려 있다. 다시 말해, 과

거와 달리 빈티지 패션의 소비자들은 환경오염이나 과거에 대한 동경에

의해서라기보다 빈티지 패션에 대한 즐거움과 호기심, 희소성 때문에 이

것을 선택한다. 빈티지 제품을 소유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빈티지 패션 마켓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 이 같은 변

화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빈티지는 이제 황폐나 빈곤의 이미지보다는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소외된 주변적인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 추를

미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시각의 전환과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하는 발전

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46)

빈티지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빈티지와 유사한 맥락을 함께 해온 각각의 패션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 빈티지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동기, 추구가치, 의미가 변화하여 왔음

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저항심의 상징이었던 패션에서

정신적 풍요를 주장하며 과거로 회귀하고자 했던 빈티지 패션은 이제 높

은 희소성과 유희적인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즐길 수 있는

패션으로 의미가 점차 변화해 간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티지에 대한 시대적 동기와 의미가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변화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45) Vintage Fashiono : 과거를 조합한 새로운 미래 패션. 재인용

(www.samsungdesign.net/Report 2001.5.30) 최경화(2007), op. cit, p.6

46) 최경화(2007), op. cit,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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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리

빈티지 패션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통

하여 빈티지 패션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문

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빈티지 패션과 가장 많이 혼용되고 있는

‘앤티크 패션’, ‘레트로 패션’, ‘구제 패션’, ‘중고의류’를 도출하였다. 마크

턴게이트47)에 의하면 구제가 유행으로 떠오르면서 패션잡지 편집장들이

새로운 용어를 붙였는데 그렇게 ‘중고’가 ‘복고’로 바뀌고 결국 ‘빈티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숨겨져 있

는 보물을 발굴하는 기쁨을 준다는 것으로48) 특성은 변치 않았다. 이처

럼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나 차이점이 통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즉, 빈티지의 발생 배경에는 다양한 패션이 존재

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각 패션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

으며 따라서 이를 구분 짓기 보다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1) 레트로 패션

레트로란 ‘retrogressive’49) 또는 ‘retrospective fashion’의 축약된 용어

로, ‘회고의, 옛것이 그리운’50), ‘다시 제자리에, 거꾸로’51) 등의 뜻이다.

레트로를 패션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과거의 취향이나

47) 마크 턴게이트 지음, 노지양 옮김(2009), 스타일 중독자들, 애프트리테일즈

48) 마크 턴게이트 지음, 노지양 옮김(2009), op. cit, p.311

49) 금기숙 외9(1999), 패션큰사전, (주)교문사, p.133
50) 패션전문자료사전편찬위원회(2005), op. cit, p.251

51) 김영인 외9(2006),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주)교문사,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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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등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현대적 감성과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하는 일종의 복고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레트로 룩(retro look)은 모더니즘의 예술이 미래 지향적이고 고급문화

를 추구하는데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 예술은 과거에 대한 향수

와 새로운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나타나고,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등과 같

이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나 요소들이 혼합되어 절충되는 경향을 보이는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예이다.52) 다시 말해 복잡한 삶으로 인해서 정

신적 풍요로움이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중시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이

에 대한 향수, 동경 등이 레트로 패션을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레트로

패션 속에서 반영된 과거를 통하여 현재 시간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시간

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방법론적인 가치보다는 ‘시대적 이념 혹은 이상의 계승’이라는 측면이

강하며 레트로의 표현은 고대부터 1980년대 풍의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53)

이에 반해 빈티지 패션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특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레트로 패션이 가지고 있는 복구주의 재현하기, 복고

주의적인 경향 표현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즉, 레트로 패션과는 달리 빈

티지 패션은 과거의 패션을 현대에 맞게 재사용함으로써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패션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진2>

52) 김영인 외9(2006), op. cit, p. 142

53) 이재정·박은경 (2004),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예경,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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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레트로 패션

“라이프스타일과 트랜드”, 이재정․박은경

(2) 앤티크 패션

앤티크(Antique)는 낡음, 태고, 고대를 의미하는 ‘Antiruity’의 변형어54)

이다. ‘옛날의, 고대의, 고풍의’라는 뜻의 형용사 또는 ‘고대 미술, 고물,

골동품’이라는 뜻의 명사로 옷차림에서 옛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빛

깔, 무늬 따위를 가리킨다. 액세서리, 가구, 세간용품, 피륙, 의장 등에 쓰

이며 일반적으로는 고물 취미의 의미로써 옛날에 좋았던 시대, 즉 기계

적 양산에 상대되는 손작업 시대 유물에의 동경을 집어넣어 사용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55)

앤티크는 주로 고급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분야에서 상류층의 전유

물로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경향이 크며 17세기부터 수집과

장식의 대상이 되었다. 앤티크에 현대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한 곳

54) 정윤주(2006), op. cit, p.9

55) 패션전문자료사전편찬위원회(2005), op. cit, p.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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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리로56) 다른 사람이 버린 가구가 나의 공간에서 새롭게 가치를 인

정받는 장식품이 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

다.

패션에서 말하는 앤티크란 ‘고물, 시대에 뒤떨어진 패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옛 시대란 거의 19세기 이후의 것을 말한다. 그레니 룩

(granny look)이 그 전형으로 할머니가 착용하였던 헌 옷을 찾아내, 그

대로 착용하거나 그 비슷한 디자인의 룩을 말한다. 또한 액세서리나 가

구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미를 엿볼 수 있다.57) 빈티지 패션과 비교하였

을 때 빈티지는 생산 된지 약 30년 이상인 것으로, 앤티크 패션은 이보

다 훨씬 더 오래된 개념으로 골동품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58) 또한 시

대에 뒤떨어진, 골동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는 앤티크 패션은

패션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빈티지 패션과 차이가 있다. <사진3>

<사진3> 앤티크 패션

56) 조안 드잔(2006), 스타일 나다, (주) 현문, p.285
57) 조안 드잔(2006), op. cit, p.846

58) http://firstviewkorea.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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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 패션

구제(舊製)의 사전적 정의는 ‘옛적에 만듦, 그 이전에 만듦, 또는 그런

물건’59) 으로 빈티지와 가장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어원은

구제품 또는 구호품, 즉 미군이 전후에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보내던 헌

옷 가지 등의 ‘구제 물품’이다.60)

패션에 있어서 ‘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낡거나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가공

을 한 ‘구제 스타일’이다. 둘째는 실제로 낡고 해진 청바지나 쟈켓,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과 같은 셔츠, 블라우스, 스커트와 같이 촌스러운 느낌

을 주는 일본풍의 패션이 한국식으로 자리 잡은 ‘니뽄패션’이다.

구제 패션은 1998년 10월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적인 개방 후에 만화,

대중음악, 방송등과 함께 일본 패션이 한국 젊은 층들에게 깊숙이 침투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명 ‘니뽄(일본) 스타일’이라 불리었던 ‘구제 패

션’은 일본 패션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예로 집단 속에서 개인

이 외향적인 모습으로 인해 부각되거나 혹은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결과물이

다. 일본 내에서는 1990년대에 시작된 리사이클(recycle)운동으로부터 시

작되었으며, 일본 디자이너들의 낡거나 닳은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통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국내 구제 패션의 특징은 90년대에 젊은 층에서 유행을 하였던 것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색상 배합으로 입거나, 단품들을 여러 겹 껴

입거나, 털로 짠 모자나 스테인레스 체인과 같은 액세서리 등을 배합하

5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창작마을, p.710

60) 정윤주(2006), op. cit,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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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입는 패션61) 이다. <사진4>

<사진4> 구제 패션

구제와 비교하였을 때 빈티지 패션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고 촌스러

운 옷 혹은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라 오래되었지만 특정한 미적가치를 지

니고 있어 패션성이 더 높다. 또한 패션으로써, 스타일로써 과거의 사조

를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4) 중고의류

중고(中古)란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 ‘쓰다 만 유용한 물건’ 과 같은 의미로 ‘중고품(中古品)’은 ‘좀 낡

은 헌 물품’을 의미한다.62)

‘중고제품’은 한 소비자에 의해 구매-사용-처분이라는 제1의 라이프

사이클을 끝낸 후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맞이한 제품을 말한다.63) 신제

61) 정윤주(2006), op. cit, p.6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op. cit, p.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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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비교하였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

이 있고, 사회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중고 제품의

거래는 활발하지 못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남이 쓰던 물건이므로 이전 사용자의 자아로 인해 나의 자아

가 ‘오염(Contamination)’ 된다는 것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전 사용자의

매력성이나 중고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개인이 어떻게 판단에 따라 제

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므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중고의류는 세컨핸드(secondhand)의 개념으로 ‘남이 입다가 버린 옷’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고의류에는 패션이나 스

타일과 같은 개념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말 그대로 ‘헌 옷’을 의미한

다.64) 이에 반해 빈티지 패션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패션으로 이

를 특징짓는 룩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션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고의류와 큰 차이점이 있다. <사진5>

<사진5> 중고의류

63) 최경운(2006), 중고제품 이전 사용자의 매력성과 제품 내 자아 현저성이 중고제품의

가치와 구매 후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p. 1

64) 정윤주(2006), op. cit.,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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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용어들은 <그림2>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레트로 스타일은

복고주의적인 경향을 아우르는 말로써 과거에 생산된 것을 가지고 와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패션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티지 패션, 빈티지 스타

일, 앤티크 패션 및 중고의류의 일부는 레트로 패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앤티크 패션과 중고의류의 경우 패션성을 띄고 있지

않은 채, ‘헌 옷’ 혹은 단순히 ‘오래 된 옷’이라는 특성만을 가지고 있다

면 레트로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니 룩이 전형인 앤티크 패션은 빈티지 패션과 비교하였을 때 생산

년도가 더 오래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패션성이 낮다.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옷을 다시 입는 다는 재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고의

류, 빈티지 패션과 일부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제 패션은 재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중고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

만 중고의류는 단순히 남이 입었던 옷, 헌 옷을 의미하기 패션성을 가지

고 있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패션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제

패션과 빈티지 패션은 조형적 특성과 추구하는 미적가치가 다르므로 이

둘은 구분 지을 수 있다. 단, 빈티지 스타일은 재생산된 것을 의미하므로

빈티지 패션과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생산년도가 다르며 재활용의 특성

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고의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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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유사용어와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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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의 및 특징

레트로
김영인(2006),

이재정 박은경

(2004)

‘회고의, 옛것이 그리운’, ‘다시 제자리에, 거꾸로’

과거의 취향이나 양식 등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현대적 감성과 접목

시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복고주의 경향

앤티크

정윤주(2006),

조안 드잔(2006)

19세기 이전부터 전해진 패션으로 그래니 룩(granny look)이 그 전

형으로서 할머니가 착용하였던 헌 옷을 찾아내, 그대로 착용하거나

그 비슷한 디자인의 룩

빈티지 패션이 생산 된지 약 30년 이상인 패션이라는 것과 비교하

였을 때 앤티크 패션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개념으로 골동품의

개념으로 낮은 패션성을 가짐

구 제

정윤주(2006)

‘옛적에 만듦, 그 이전에 만듦, 또는 그런 물건’

어원은 구제품 또는 구호품, 즉 미군이 전후에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보내던 헌 옷 가지 등의 ‘구제 물품’

의도적으로 낡고 헤진 느낌을 주기 위하여 가공을 한 ‘구제 스타일’

실제로 낡고 해진 청바지나 쟈켓,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과 같은

셔츠, 블라우스, 스커트와 같이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일본풍의 패

션이 한국식으로 자리 잡은 ‘니뽄패션’

빈티지 패션과 비교하였을 때 가치가 낮은 편이며 패션성도 낮음

중 고

최경운(2006),

정윤주(2006)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이미 사용하였거나 오래됨’, ‘쓰

다 만 유용한 물건’ 과 같은 의미로 ‘중고품(中古品)’은 ‘좀 낡은 헌

물품’을 의미

중고의류는 세컨핸드(secondhand)의 개념으로 ‘남이 입다가 버린

옷’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

패션이나 스타일과 같은 개념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말 그대로 ‘헌

옷’을 의미한 것으로 가치와 패션성 모두 빈티지 패션보다 낮음

빈티지

패션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통해 낡음과 닳음의 미적 가치 담겨있으

며 희소성이 높아 독특한 미감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타인과 차별화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한 패션

높은 가치와 패션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성을 띈 패션이라는 특징

을 가짐.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과 추구가치를 기반으로 한

양식의 재현

<표4>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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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니아의 정의와 특성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동반하였고, 자

율화, 개방화, 세계화 등으로 젊은 층에게 서구식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에

근거한 교육과 다양한 정보, 통신 시설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젊은

층들은 대체로 자유로운 특성과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점

차적으로 다원화, 전문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이

미지를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 간다.65)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함은 집중력을 높였고 따라서 그것에 몰입하는 정

도가 매우 높으며,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지식 축적에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소비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소비성향을 보여 타

인과 구별지어지는 특징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마니아(Mania)’ 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 있어서도 마니아들은 이 같은 성향을 보여준다. 유행하는 아이

템이나 스타일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반영이 된 자신만

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패션은,

옷에는 무언가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힘이 있으며, 무언가에 ‘말을 건다’

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66) 따라서 패션을 통해 마니아적 성향을 보

이는 마니아 집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사료된다. 특히

희소성이 높은 아이템인 빈티지 패션의 경우 이를 소비하는 대상이 마니

아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으므로 이 집단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

하다.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니아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고 패

65) 윤명(2000), 신세대 남성 패션 매니아에 관한 연구, 복식복식학회, Vol.50, No.8, p.88

66) Joanne Lynne Finkelstein(1996), After a Fashion, 청년사,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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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마니아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자 한다.

(1) 마니아의 정의 및 특성

그리스어 ‘광기(entheos)’에 어원을 둔 마니아의 사전적 정의는 ‘열광,

열중, 어떤 한 가지 일에 이상하게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 일.’67) 열정,

신념이나 행위에 대한 비정상적이며 끊임없는 추구 동기’이다.68) 사전적

인 의미만으로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자기가 좋

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69)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문화적 배경이나 어휘, 관심의 대상에

따라서 마니아 외에도 ‘오타쿠’, ‘광(狂)’, ‘팬(fan)’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지고 있다. 그러나 마니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내려지지 않

고 있다.

김창남(1998)70)은 마니아를 우리나라 말의 ‘광’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화, 음악, 스포츠와 같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집

단으로 특정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보와 지식이 준전문가 수

준인 집단을 말한다. 또한 마니아는 문화적 민주화의 산물이며 주체적

대중 집단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문화에 대

한 지식과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의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 제품류에 대하여 지극히 높은 관여의 수준을

67) 신기철, 신용철(1991),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P.1062

68) 국어국문학회(2000), 새로나온 국어사전, 민중서관, p.805

69) 윤명(2000), op. cit, pp.88~89

70)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 한울,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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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그 제품의 구체적 속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여,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관적 가치체계를 뚜렷하게 형성하고 있는 층

을 마니아집단이라 하고, 이러한 고객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변수

의 집합을 마니아적 요소(Mania Element: M.E.)라 한다’71)고 정의하였

다.

노무라 종합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 NRI)72)의 2005년 연구

에서는 마니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

야에 취미나 여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또는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

하면서, 또한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생활자’이다.

이 밖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분야에 깊게 몰두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의존도가 높은 사람’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유

용한 사람’등으로 마니아를 정의하였다. <표5>

마니아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애착이 깊다. 그것을 자아와

결부시키고자하는 욕구가 커 연구를 하며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더

나아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이 추구하는 특수성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7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니아를 ‘개인이 추구하는 분야에 높은 가치

를 두고 몰입하며, 그것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마니

아를 정의하겠다.

71) 양지훈(1998), 엔터테인먼트 제품의 품질인지과정에 있어서의 매니아 요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p.104

72) 김연임(2006), 마니아 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마니아 을 중심으로 -, 서울대

학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p.8

73) 김나정(2000), 디자인과 매니아 -시대의 도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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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 의

김창남

(1998)

우리나라 말 ‘광’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텍스트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고 정보와 지식이 준전문가 수준인 집단

양지훈

(1998)

한 제품류에 대하여 지극히 높은 관여의 수준을 보이며,

그 제품의 구체적 속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여,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관적 가치체계를 뚜렷

하게 형성하고 있는 층

노무라 연구소

(2005)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취미나 여가로서 사용

할 수 있는 금전 또는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또한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생활자

<표5> 마니아의 정의

(2) 패션 마니아의 정의 및 특성

부르디외74)에 의하면 ‘옷을 입는 사람의 야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

력으로서의 패션 감각은 문화 자본75)의 한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패션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방출하는 방법으로써

자아 표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스타일이 패션을 추구하는

74) Bourdieu, 최종철 옮김, Distinction :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새물결

75) 문화 자본이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외가 제창한 개념이다. 현대사회에

서는 화폐나 부동산 등 경제적 자본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나 출신 계급뿐만 아니라 교

육이나 취미, 라이프 스타일 등 학습을 통해 몸에 익힌 문화적 자본도 현행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특권 계급을 재생산하는 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소비할 때도 문

화 자본을 둘러싼 계급 간의 상징적 투쟁이 벌어지고 이싸고 지적했다. (After a

Fashion 후주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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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속성을 내재적, 외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개인을 이해하는 것은 마니아의 개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패션 마니아란 ‘의복 자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중요시하며, 실제 행동을 통해 대상을 소유하고

즐기는 특성을 갖는 사람’76)으로 정의하였다.

  패션 마니아들은 특정한 사물, 사건, 주제 등에 대하여 특별하고 지속

적인 주의를 갖고 흥분하는 정도인 ‘흥미’와 의복에 대하여 갖는 지속적

인 관심의 정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로 의복에 의하여 감정적으로 동요되

는 ‘의복흥미(Clothing interest)’77)가 매우 높다. 따라서 패션 마니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무엇인가에 몰입하였을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을 의미하는 ‘플로우 경험(Flow Experience)’과 ‘몰입’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몰입은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나 ‘몰입대상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체의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이를 실행하려는 행동’으로 심리학적인 태

도적 측면과 이를 실현하는 행동적 측면으로 폭 넓게 정의할 수 있다.78)

패션 마니아들은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가지는 하나의 심상(心像)인

자기이미지79)를 잘 전달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특

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매결정 과정에서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패션을 통하여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마니아의 정의를 ‘복식에 특별한 가치를 두

76) 윤명(2000), op. cit, p.89

77) 이은영(2007), 패션 마케팅, 교문사. p.328
78) 김연임(2006), op. cit, p.42

79) 이은영(2007), op. cit,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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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복 흥미가 높으며,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통한 자기

이미지 및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내리도록 하겠다. <그림3>

<그림3>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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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본 장에서는 2장의 패션 마니아의 정의와 마니아 특성 측정에 관한 문

헌자료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보여주는 특성이 어떠한 추구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분석

하고 기존의 빈티지 패션과 패션 마니아가 보여주었던 특성과 차별화되

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빈티지 패션에 특별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높은 의복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이미지 및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강향 성향을 가

진 사람이다. 이와 같은 이들의 특성은 빈티지 패션에 관한 관심, 지식,

몰입, 자아 이미지 및 심리적 특성 표현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

로 이들의 특성은 명확하다.

첫 번째 빈티지 마니아들의 특성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독특성

지향’이다. 빈티지 패션을 통하여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고유성을 표현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특성은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창의성 지향’으로 창의적 과

정을 통하여 빈티지 마니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특성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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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성 지향’이다.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진품성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것에 큰 가치를 두게 되었는지 연구하였

다.

(1) 독특성 지향

 
  패션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느낌을 전달하려는 행위는 패션 마니

아들을 정의하는 큰 특성 중 하나로써 패션 마니아들은 패션을 통해 다

른 사람들과 구분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독특한 특성을

가진 패션을 지향하는 성향이 매우 크다. 관찰법과 심층면접 결과 빈티

지 패션 마니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 ‘독특성 지

향’이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각각 이러한 성향을

표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 같은 추구가치를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빈티지 패션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이런 행동은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

이 표현하고자하는 느낌을 전달해준다는 기능적인 특성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패션을 일종의 언어로써 인식하고 사용하기 때문인

데, ‘앨리슨 루리(Alison Lurie)’80)에 의하면 양복이나 액세서리를 독자의

문법, 구문, 어휘를 가진 훌륭한 ‘시각 언어’라고 본다. 즉, 옷이 지니는

이미지에 따라 명확한 의미나 미의식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이 같은 패션에 대한 이해는 몰입과 관심을

바탕으로 쌓인 지식이 기초가 되어 나타난 행동으로 남들이 선택하지 않

은 것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구분 시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80) Joanne Lynne Finkelstein(1996), op. cit,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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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니깐 입어요. 차별화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깐...빈티지나 빈

티지풍이 너무 좋아서 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입는 이유는 시중에 있지

않는 스타일이나 옷을 차려 입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최O형, 35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빈티지의 색감이나 원단이 좋아서 입어요. 빈

티지가 주는 오래되고 밝고 뭔가 낡은 듯한 색감이 특히 좋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 문제로, 제 취향과 빈티지가 주는 느낌이 맞아서 즐겨

입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빈티지 착용을 통해서 타인과 차별화를 줄 수

있고, 특별하다는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빈티지를 좋아해요.” (안O영, 26

세)

위 사례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개성 추구가 아니라 독특성

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독특성은 보통 개성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심리적 기재에서 큰 차이점을 지닌다. 패션에서 개성이

유행을 창출하거나 선도자가 되려는 심리에 기초한다면 독특성은 그와

반대로 유행을 거부하고 타인과의 차별과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이들은 ‘차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빈티지 패션을 추구하는 바

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

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표현해주는

소비재로써 빈티지 패션을 선택 한다. 다시 말해, 빈티지 패션을 선택한

다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것’의 구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약간의 위험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위험을 감

수하는 이유 약간의 위험이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깨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즉 빈티지 패션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이며 이 행동을 통하여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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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향하는 특질이 확인된다.

1) 독자적인 선택

빈티지 패션을 통한 차별화는 ‘독자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

적인 선택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빈티지

패션을 입는 다는 것은 유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입는다는 것으로 남들

과 달라 보이게 한다. 또한 자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조 및 정서 아래에서 위

험을 늘 감수하고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겪는 위험

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타인의 반응 및 사회적 규범의 이탈과 같은 행동은 개인의 선택이 독특

성을 지향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현상은 관찰법과 심층 면접법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위험을 감수하

는 행동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 중의 하나였다

“빈티지 입고 다니면 좀 튀어 보이긴 하니깐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해요.

그래서 시선을 좀 받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이O은,

21세)

“몇 년 전에 빈티지를 입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제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저보다 옷을 잘 입거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시 했어요. 남

들이 빈티지 옷 입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그냥 무

시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옷을 좀 잘 입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친구가

지적을 한다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의사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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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있죠. 저한테 도움이 된다면요.”(박O범, 24세)<사진6>

<사진6>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독자적인 선택

위의 사례들과 같이 ‘타인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이들은 ‘무시하기’ 혹

은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기’와 같은 심리를 보여주었다.

무시를 한다는 이들의 심리에는 타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

은 독자적인 선택을 통한 자기표현에 있었다. 이는 연령과 직업에 상관

없이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 마니아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들

이 추구하는 요소 중 독특성을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후자인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기’의

경우 역시 독특성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현상으로써 특히 연령

대가 낮은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이 되었다. 연령이 낮을수

록 집단 내에서 유행을 동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선택을

한 개인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에 더 많이 노출이 된

다. 따라서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패로써 스스로를 타인보다 우위에 있

다고 인식을 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바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처럼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독자적인 선택을 영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으로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여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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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성 지향을 더욱 강화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중적 취향 거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독특성 지향은 유행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중적 취향 거부’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들은 규범에서 벗

어나,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

하는 제품이나 대중적인 것, 대량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독특성을 지향하

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그것이 평범하다고 지각을 하며 이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인해 이들에게는 대충적인 취향을 거부하기

위한 대체품을 찾는 다는 특성이 나타난다.

“유행을 쫓는 것은...마치 유니폼 같은 느낌을 줘서 싫어요. 창피한 기분

이 들어요. 마치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요. 그래

서 저는 하나밖에 없는, 나밖에 없는 빈티지를 입어요. 이 자체만으로

도 내가 특별해지는 기분이기 때문이죠. 전 그냥 똑같은 것이 너무 싫

어요!” (김O혜, 23세)

“저는 ‘잘나가는 옷이예요’ 혹은 ‘어떤 연예인이 입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옷은 절대 안사요. 왜냐면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사람

을 언젠가 어디서는 마주칠 거잖아요. 저는 저랑 같은 옷 입은 사람은

보기도 싫어요. 근데 빈티지는 하나밖에 없는 옷이라서 입어도 같은 옷

을 입은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으니 당연히 이걸 입게 되는 것이죠.”(장

O화, 24세)<사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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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대중적 취향 거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대중적이고 대량생산된 제품을 회피하는 심

리는 빈티지 패션을 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관찰법과 면

접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남들이 입지 않는 스타일을 입고 싶어서 다른

스타일을 찾아보던 중에 발견한 것이 빈티지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이들이 유행이나 트렌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 대상자 모두는 유행이나 트렌드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창피하다’, ‘왜 유행을 따르는지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동대문 패션과 같은 유행하는 옷들은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이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별로다.’ 등의 같은 극단적인 반응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

게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 파악할 수 있게 한

다. 더불어 이러한 반감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빈티지 패션은 그

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이들이 빈티지 패션

을 추구하게 된 계기와 동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와준다.

대중적인 취향 거부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를

중지하게 된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빈티지 패션이 대중화되어 가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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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셀러브리티나 매스컴의 지속적

인 노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으

로 생각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빈티지의 대중화가 가지고 오는 결말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도 있었다. 이는 대중적인 취향을 거부하기 위함, 즉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는 빈티지 패션의 선

택 동기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패션의 대

중화보다는 마니아층 사이에서의 보다 활발한 교환이나 구매가 이루어지

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냐는 폐쇄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자기표현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빈티지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 유행을 따르는 것과 같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독특성을 지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중적인 패션

을 회피하며 그 행동의 결과 빈티지 패션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인지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었다.

3) 구별된 선택

마지막 ‘독특성 지향’은 빈티지 특성을 담아 재생산, 대량생산되는 브

랜드, 즉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별된 선택’을 들 수 있다.

독특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클수록 이러한 선택의 유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빈티지 스타일 혹은 빈티지 풍이라고 불리는 대량생산 체제의 산물

인 모방품으로 인식되는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은 현상에

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방품은 자신들의

독특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찰법과 심

층면접의 대상자들 대다수에게서 어렵지 않게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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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빈티지 풍 옷들은 스타일만 흉내 낸 거잖아요. 뭐...그런 면

에서는 빈티지와 비슷하긴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이라는 것

이죠. 절대로 빈티지 패션과 빈티지 풍(빈티지 스타일)은 같을 수가

없어요. 빈티지는 세월의 흔적이 특유의 느낌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있

기 때문에 그 느낌을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고 하여도 빈티지의 이런 매력 때문에 백화점 옷을 입지

않고 빈티지를 계속 즐길 거예요.” (최 O, 30세)

관찰법과 심층면접 결과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백화점에서 나

오는 빈티지 풍의 옷들은 ‘제품’이라고 불렀다는 점이다. 본인들이 추구

하는 빈티지인 빈티지 패션의 경우에만 빈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

예로 빈티지 스타일을 지향하는 ‘써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

는 브랜드의 언급을 꼽을 수가 있다. 이 브랜드는 과거의 따뜻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회귀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빈티지 패션의 탄

생과 그 맥락이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인

공적인’, ‘돈으로 시간을 산 듯한’ 옷들이기 때문에 마니아들이 말하는

‘빈티지’에 해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래되었기

때문에 멋스럽고 희귀한 빈티지를 입는 다는 것이 타인에게 본인이 전달

하고 싶은 자신의 특정한 이미지를 주거나 심리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성이 두드러지기 행동이기 때문에 이

점이 다른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나 대중적인 선

택이라는 점에서 대량생산된 빈티지 스타일, ‘재생 패션’ 제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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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선택이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동반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음

을 알 수 있다.

“빈티지 입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좋아하면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싫

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빈티지에 대해

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지도 않고 반대로 강요를 받고 싶지도 않아

요.”(강O민, 25세)

위의 사례처럼 독창성을 지향하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 중 구별된 선

택의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적이며 비동조적, 혁신적인 성향이 짙다. 때문

에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지속함으로써

개인의 독특성을 행동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궁극적으로 차별화를

위해 타인과 차별되는 패션을 추구하며 그 수단으로 빈티지를 선택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행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나 패션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장이 되고자하는 개성추구와는 달리 유행을 거부하고 차별

그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티지 시장에서의 관찰법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첫번째 독특성 지향은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자각은 하지만 이를 무시 하거나 스스로

를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과 시각은 자연스럽게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비슷한 성향을 가

진 집단과 가까워지게 하였고, 빈티지 패션 쇼핑을 다니거나 정보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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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도 빈티지 패션을 즐겨 입는 사람들끼리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판매자 중 연령층이 낮은 경우의 대부분은 구매자의

입장이었다가 지속적인 빈티지 패션의 구매를 통하여 판매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빈티지 패션 마켓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가 매우

많았다.

관찰법 결과 파악된 두 번째 독특성 지향은 빈티지 패션 마켓의 모든

제품에는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물을 통한 선전 및 홍보가 행해지지 않

고 있었다는 점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이런 홍보 전략은 독특

성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 소유욕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자신만의 독특성을 위하여 ‘단품’, ‘한 벌’ 이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의 차별화로 이를 ‘독특성 욕구’라고 한

다. 독특성 욕구란 ‘자기정체성은 자신과 타인이 다른 점에 대한 인식’81)

을 의미한다. Synder와 Fromkin82)에 의하면 독특성 욕구는 ‘다른 사람

들과 구별이 되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고유성을 표현하고자하는 비순응

적인 개인의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 표출이 되는

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물건을 사거나, 값이 매우 높아 다른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물건의 구매 혹은 신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아

직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소유하는 행동 등이 그 전형이다. 이러한 행동

81) 김영재·김완석(2005),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와 행동 : 구매목적과 상품유형과의 상호

작용, 한국심리학회, 제6권 2호, pp.79-707

82) Synder & Howard L. Fromkin. (1977), Abnormal as a Positive Characteristic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Measuring Need for Uniquness, Journal

of a Abnormal Psychology, Vol. 86, pp.5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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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는 개인은 고유하며 독특한 사람으로서, 타인들과 다른 차별화

하려는 심리가 바탕이 된 것이다.

(2) 창의성 지향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패션의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집단으로 타인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들의 이런 추구 성향은 행동으로도 표출되며 창의성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성 지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창의성을 지향하

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특성을 통하여 이들의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

고 분석하였다.

창의성이란 ‘토랜스(E. P. Torrance)’83) 에 의하면 ‘아이디어나 가설들

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다시 말

해 창의성은 미지의 것으로 또는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을 유도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 문제 해결

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이론을 수집하는 ‘준비단계’와 열심히 찾은 자료

를 근거로 하여 해결책을 떠올리는 ‘부화단계’,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머

리에 떠오르는 ‘조망단계’84)로 나눌 수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역

시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패션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을 빈티지 패션이라는 것으로써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준비단계의 경우는 반드시 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발품을 팔거나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포함된다.

83) E. Paul Torrance, 이종연 옮김(2005), 토렌스의 창의성과 교육, 학지사, p.39

84) 최인수(2011), 창의성의 발견, 쌤앤파커스,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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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렴한 곳을 찾

게 되었죠. 때마침 저희 반에 서울로 쇼핑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구제시장을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어요.”(김O희, 19세)

<사진8>

<사진8> 첫 번째 창의적 과정 ‘준비단계’ 통한

빈티지 패션 마켓의 정보 얻기

위 사례와 같이 연령대가 낮은 연구 대상자의 경우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빈티지 패션을 접하게 되었다. 정보를 얻는

과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품을 팔거나 주변 지인을 통한 정보 수집

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데 소재보다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편이예요.

그 당시에는 복고풍이 유행이었고...그래서 경제적인 이유가 대략 50%

작용해서 빈티지 패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새로

운 것을 시도하는데 아무래도 용이한 면이 있잖아요.” (최O형, 35세)

<사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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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창의성 지향

위의 사례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이 같은 일들을 겪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찾는 상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자기화 하기

창의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아하!’라는 감탄사로 묘사되곤 하는 문

제의 해결책85)이 떠오르게 되면서 빈티지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이라는

해답 얻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물이나 자신의 치장을 통한 빈티지 패션

의 ‘자기화 하기’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창의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중고의 특성은 단품이라는 큰 장점을 제공

하면서 동시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아래의 사례와 같은 행동적 특성이 나타난다.

85) 최인수(2011), op. cit,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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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체격이 좀 큰데 특히 팔이 좀 긴 편예요.. 그런데 빈티지 옷들은

알다시피 다 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항상 시계나 팔

찌를 매치했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액세서리를 했는데 지

금은 안하면 어색해서 해요. 이젠 나에게 이건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이제는 자동이예요.” (박O범, 24세)

“부산에 국제시장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쟈켓이 있어서 샀는

데 얼마 지나고 보니깐 복고열풍? 이런게 불어서 브랜드 제품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을 내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선집에 찾아가서

장미 자수문양 같은 것을 박아달라고 했어요. 옆선에서부터 등까지 오

게 좀 크게 장미를 박았는데, 이 옷을 찾아서 처음에 입고 나갈 때의 기

분이란!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니깐 이게 뭐냐고 하더니 나중

에는 익숙해 하더라구요.” (장O화, 24세)

이처럼 빈티지 패션의 경우 옷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으며 따라서 자신을 치장하는 단계를 거쳐 이를 보

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 같은 빈티지 패션

의 속성을 통하여 창의적인 면모를 과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

는 창의적인 행동에도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심층면접 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창의성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자기화 하기는 빈티지 제품이 중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전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

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각자 고유의 처리 방법 및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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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은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소멸되는 속성을 자신의

삶 속으로 확실하게 전이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행위는

대상물을 손질하거나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완전한 자기 것을 만들려는 행동으로 이

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빈티지 마니아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대상물

손질과 개인치장의 상호작용 및 순환으로 나타나며 이 과정이 반복된다.

빈티지 패션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낡거나 닳은 것이 대부분이며

디자인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트렌드와 어긋나는 특성을 많이 보인다.

빈티지 마니아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빈티지가 보여주는 낡고 닳은 미적

특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집중을 한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옛

패션을 그대로 가져다 입은 듯한 구식의 느낌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바를 빈티지를 통해 나타내기 위한 것으

로 자기화 하기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미적 측면에서 보

여지는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며 창의성을 지향한다는 것을 심층 면접

결과 알 수 있었다.

“평소에 빈티지와 기성제품을 믹스해서 입는 스타일을 즐rudy. 넥타이

나 작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과 같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빈티지 제품으로 코디해서 빈티지 느낌이 좀 나게 혹

은 아예 안 나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재량 같은 것이

죠. 한두 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빈티지를 계속 입으면서 생기

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O민, 25세) <사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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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 빈티지 패션의 자기화 하기

“빈티지 제품이 소재도 좀 특이하고 하나뿐이라 일단 구입을 하긴 하는

데 사고 나면 꼭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단추가 깨져

있거나...그러면 아깝지만 단추를 다 떼어버리고 잘 어울리는 것으로 새

로운 단추를 구입해서 달게 되요. 그러면 빈티지의 소재가 주는 낡은

느낌과 내가 새로 단 단추의 트렌디함이 잘 어울려서 특이한 옷이 되

죠. 떼어난 단추는 반지로 리폼을 해서 사용해요. 이런 반지도 나밖에

없는 것이고 만들기도 쉬워요!” (이O경, 26세) <사진11>

<사진11> 빈티지 패션의 자기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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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빈티지 제품 중에서 주로 쟈켓이나 코트같은 아우터를 주로 구매

하는 편이예요. 근데 보면 어깨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어깨패드 두께도 엄청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가 큰

빈티지 코트를 쟈켓을 좋아하고, 그래서 빈티지를 찾지만 너무 큰 어깨

는 좀 웃기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옷 사갖고 오면 가위들고 어깨 안에

패드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입으면 어깨가 큰 디자인은 유지가 되지

만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웃긴 느낌은 덜해지죠.” (김O지, 19세) <사진

12>

<사진12> 빈티지 패션 제품의 어깨 리폼을

통한 자기화 하기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빈티지 패션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행한 ‘자기화 하기’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 옷에 맞춰 나를

치장하는 행위로 빈티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시도를 하며 문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를 외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대상물

치장 행위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 제품의 외향을 수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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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창의성의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자기 이미지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대

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결과 표출을 외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

데 적절한 자기화 하기의 행위를 통해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타인에

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 새로운 유형의 사고로써 이 같은 행동

자기화 하기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2) 긍정적 의미 전이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지향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은 선물을 주는 행위가 파악되었다. 이 행위는 빈티지 패션

을 선물하는 것을 통하여 선물을 받는 이에게 빈티지 패션의 긍정적인

의미가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성을 보인다.

“지금은 단종 된 원단인데 ‘해리스 트위드’라는 원단이 있어요. 예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품질이 매우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나온 옷이 없고 나온다고 해도 그 느낌이 아니라서 달라요. 근데

제 친구 중에도 옷을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입어보겠다고 하더니 그 후로

몇 번 빌려 달라 해놓고 지금은 아예 자기 옷처럼 입고 다녀요. 선물

준 샘 치는 거죠 뭐. 딱 봐도 좋고 흔치 않아 보이니깐 빈티지가 별로라

고 생각했던 애도 알아서 입더라구요” (강O민, 25세) <사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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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빈티지 패션 제품의 선물을 통한

긍정적 의미 전이

“여자 친구는 빈티지를 입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빈티

지 스웨터를 몇 개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빈티지를 그 친구한테 소

개한 셈이 된 거죠. 지금은 여자 친구도 빈티지를 즐겨 입거든요. 오버

사이즈 니트를 사줬는데 이 옷 입을 때면 여자 친구가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좀 평소랑 다르게 하더라구요. 제 덕분에 많이 변했죠.” (최 O, 30

세)

“빈티지를 즐길수록 시도하는 폭이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다 싫다고 하고

심지어는 거부감까지 갖고 있어서 거절을 해요. 되려 저보고 그런 옷 좀

입지 말라고,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값

싸고 특이한 빈티지 제품을 접하고 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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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점 저처럼 빈티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이면

빈티지 추천을 통해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도 줄여주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이O경,

26세)

위 사례처럼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빈티지 제품을 선물로 받거나 주

는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한

다. 의미 전달 과정을 통하여 빈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의 경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빈티지를 볼 수 있어 이 같은 행동은

창의성 지향의 결과 전달이 다른 행동과 비교 하였을 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제가 뭐 입고 나가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요. 빈티지라고 하

면 놀라면서 빈티지에 대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전

에는 빈티지하면 중고제품이거나 남이 입었다는 생각이 많아서 꺼려했는

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빈티지 카디건 같은 거

선물해줘요. 제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빈티지 좋아해요. 전과 달리 빈

티지를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장O니, 26세)

“저는 색상이 특이한 것보다는 무난한 것으로 코디하는 경향이 강해요.

전체적인 스타일도 너무 구제나 빈티지스럽게 입는거 보다는 기성복이랑

조화롭게 코디해서 두 가지가 어울리게끔 하고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

는 사람들이 제가 빈티지를 입은 건지 아닌지 모르게 코디하는게 좋

아요. 그러다보니 저는 기본적인 아이템은 기성복을 구매하는 편인데,

돈이 부족해서 해결책을 찾다가 언니 옷이랑 섞어 입기 시작 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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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서 미안하니깐 언니 어디 나간다고 하면 제가 제 빈티지 옷이랑 코

디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의외로 예쁘다면서 좋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제가 쇼핑하고 오면 또 해달라고 졸라요.” (이O은, 21세)

개인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기질로 인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

르고 이것을 발현하는 양상도 제각각이므로 옷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빈티지 패션의 경우 일부 마니아 층을 제

외한다면 대부분 중고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의미전이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빈티지 마니아들

의 빈티지에 대한 높은 이해와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행위는

빈티지 패션 마켓의 잠재적인 고객들을 깨우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

며 이는 곧 더욱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장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빈티지 패션을 통하

여 창의성 지향을 추구한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빈티지를

기성복과 함께 착장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차림에 대한 어떠한 추측도 불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이들은 많은 즐거움을 느꼈으며,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도 높았다. 그 결과 빈티지 패션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전달이 이뤄졌으며, 이는 빈티지의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3) 이전 소유자와 관계 정리

마지막으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창의성 지향은 새

로운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행위로 ‘이전 소유자

와 관계 정리’이다. 이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이전 소유자와의 관련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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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지우거나 개인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된다.

“매니쉬하게 입으려고 남자 쟈켓을 샀는데 안쪽 주머니에 한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박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주머니에 뭘 넣거나 그러려고 하

면 보여요. 안감이 검정색인데 흰색으로 한자가 박혀 있어서 더 눈에 띄

더라구요. 더군다나 내가 박은 한자도 아니고..그래서 거기에 그냥 브로

치 같은 거 달아놨어요. 안쪽에도 재밌고 이제 그 한자가 아니라 브로

치가 보이니깐 친구들도 재밌어하고 제 상징 같은 것이 돼서 좋더라구

요.”(장O니,26세)

위의 사례와 같이 중고 제품은 특성상 이전 소유자와의 새로운 소유자

인 나와의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항상 발생하는 문제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

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빈티지 패션의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중고라는 측면에서 빈티지 패션을 보았을 때, 구매 시에 갖게 되는 심

리적인 거부감으로 인하여 중고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홍동

표86)의 연구 결과 43%가 ‘남이 쓰던 물건이라서’ 중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경우 빈티지 제품 구

매시부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와 이전 소유자

와의 관계 정리를 통하여 인식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상

은 접촉 원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거나 강한 긍정적인 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접촉 원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제품으로 이전이 되

어 사물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감염(Positive

86) 홍동표 외6인(2004), 국내 인터넷 쇼핑 시장 분석 및 현황, 한국정보통신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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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gion)’87)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제품에 자신의 특성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결

과 더욱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다. 희소

한 아이템이며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더한 제품으로써 빈티

지 패션 마니아들이 갖는 빈티지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야상점퍼를 산적이 있는데 안쪽에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옷 가게 형

한테 물어보니 실제 군인이 입었던 옷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도 퇴역한 군인이거나 죽은 사람의 것이라고..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름표를 다시 보니 못 입겠더라구요.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야

상점퍼는 안사요. 다른거는 물론 계속 사구요. 야상에만 그런 트라우마

가 생겼어요.” (박O범, 24세)

하지만 위의 사례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도 항상 긍정적

인 오염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오염

역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체성이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인 경우에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사물을 사용할 때 나타

난다. 연구 대상 13명 중 1명의 사례에서 제품에 따라 일부 부정적인 오

염이 관찰되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접촉이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

내는 단서의 현저성에 따라서도 사물의 가치가 달라88)지기 때문인데 이

87) Nemeroff, Carol J. (1995) and Paul Rozin(1994), The Contagion Concept in Adult

Thinking in the United State : Transmission of Germs and of Interpersonal Influence

Ethos : Journal of the Society for Psychological Anthropology, 22(2), pp.158-186

88) Argo, Jennifer J., Darren W. Dahl and Andrea C. Morales(2006), Consumer

Contamination : How Consumers React To P roducts Touched by Others, Journal of

Marketing, Vol.70 (April) 재인용, 최경운(2006), 중고제품 이전 사용사의 매력성과 제품

내 자아 현저성이 중고제품의 가치와 구매 후 소유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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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자아에게 오염되는 것에서 심리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

지만 앞서 말한 것 같이 대다수의 빈티지 마니아들은 긍정적인 감염이

된 사람들로 이미 오염에 관한 두려움은 정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에 빈티지 시장에서 되게 좋은 아우터를 찾았어요. 근데 전에 입었

던 사람이 칼라 부분을 고정 시키려고 투박하고 큰 옷핀을 꽂아둔 거

예요. 그런데 저는 칼라를 세워서 목을 감싸는 식으로 입고 싶었어요. 그

래서 그 옷핀도 버리고 제가 며칠 동안 변형된 칼라 다시 고치느라고

두꺼운 책으로 눌러놨어요.” (이O경, 26세)

“기장이 좀 긴 얇은 쟈켓 같은 것을 산적이 있는데 전에 입던 사람이

허리끈을 잃어버렸는지 이상한 걸로 묶어 놨더라구요. 봐서 제 마음에

들면 그냥 그대로 입었을텐데 이쁘지도 않고..제 스타일도 아니어서 저

는 그거 버리고 제가 다른 끈으로 바꿔서 입고 다녀요. 검정색인데 빨

강, 흰색이 들어간 꼬여진 줄 같은건데, 그렇게 하니깐 좀 남들이 봤을

때 이 옷 뭐지? 싶은가봐요.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 보더라구

요.”(최 O, 30세)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본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특성은 문제를 해결

하고자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창의성 지향으로 볼 수 있다.

관찰법을 통해 창의성 지향의 특성이 파악되었다.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혹은 판매자-판매자, 구매자-구매자간의 빈티지 패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자주 관찰 되었다. 구매자가 찾

고 있는 특정 디자인을 취급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어떻게 제품

을 손질하거나 리폼하여 자기화 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서로 주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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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빈티지 패션 마켓 내의 판매자와 구매자들 대

다수는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로 서로 간에 빈티지 패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관찰

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창의적인 생각을 통하여 자신들이 즐

겨입는 패션인 빈티지 패션을 통하여 정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

려는 행동에 기반한 것이다. 같은 패션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집단 내에

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빈티지 패션의 경우 판매자-구매자 사이

에도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더욱 끈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범주를 나누어 보면 ‘인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유연한 사

고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연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호기

심과 위트’가 있고 ‘독특함을 추구’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

지막으로 ‘좋아하는 것을 한다’, ‘목표의식이 뚜렷하다’와 같이 ‘동기’와

관련된 특성들의 모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89)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창의성 지향은 소비의례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소비의례란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진 상품의 소비 과정에서 나

타나는 의례적인 특성을 가진 행위90)이다. 소비의례의 행동적 측면의 빈

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전 소유자가 존재하는 중고제품에 대하여 경우

에 따라 긍정적인 오염이 나타나거나 부정적인 오염을 겪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성격, 특질, 계기 등에 따라 처음부터 긍정적인 오염으

로 빈티지 패션에 대한 반감 없이 이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으며 처분의

례를 통하여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염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89) 최인수(2011), op. cit, p.28

90) 이미아 외2명, 패션상품의 문화적 의미와 소비의레 연구- 나이키 마니아 의 면접을

통한 분석-, 소비문화연구원, 11(2), p.150



- 72 -

겪는 경우도 있다. 즉, 빈티지 마니아의 경우와 비(非)마니아의 경우 모

두 오염이란 것은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나 이해하는 범위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빈티지 마니아의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혹은 정도

에 따라 일부 부정적인 오염을 겪는다. 하지만 부정적인 오염은 개인과

사회의 노력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

문에 빈티지 패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3) 진품성 지향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데 있어서 마니아들에게 진품성이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특성이다.

진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진품(珍品)’은 말

그대로 ‘진귀한 물품’을 뜻하며 영어의 ‘a rare, a curio, a rarity’와 같은

의미이다. 두 번째 ‘진품(眞品)’은 ‘진짜인 물품’을 뜻하며 영어의 ‘a

genuine, a real, the real thing’과 같다.91)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국내

빈티지 마켓 시장인 ‘광장시장’의 경우 제품들이 전자의 진품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품들은 오래되었고 수량이 극소수 이므로 희

소성이 높아 진귀한 물품으로써 진품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진품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고가의 명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진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품성을

‘Authenticity’ 혹은 ‘rarity'의 의미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만 분석

91)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p.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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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데님 중에 ‘카이아시’ 라는게 있어요. 옛날 데님인데, 옛날에 나온 기계

로 만든어진 거라서 멋있어요. 희소성도 있고. 일본 사이트 어렵게 어렵

게 사전 찾아서 뒤져가면서 샀어요. 나중에는 비슷한 느낌이 나게 하는

데님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힘들게 검색해서 찾은 것도 아

니고 모조품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가격이 국내 제품이 더 싸다고 해

도 안샀을 거예요. 제 스타일은 그게 아니니까.” (강O민, 25세)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매우 귀중하고 진귀한 것

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진품의 기준은 앞서 말한 것

처럼 그 판단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빈티지 패션의 경

우는 전자의 경우처럼 개인에게만은 특별한 보물과 같은 것이지만 이를

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오래되고 남

이 입던 옷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들은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어

떤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남

들과 다른 생각을 통해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빈티지는 진품(眞品)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진품(珍品)이 된다.

진품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은 현실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 간

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여준다는 점이다. 이것을 통하여 빈티지 마니아들

은 고품질의 제품이나 고가의 진품 소유와 같은 느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다.92)

92) David Lewis and Darren Bridger지음(2001),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연구소 옮김, op. cit.,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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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 보게 되는데 진짜 옷 잘 입는 사

람은 다 빈티지 입는 사람들이예요. 빈티지 아니면 진짜 아니죠. 저번에

도 어떤 사람이 빈티지 입고 쇼핑 왔는데 정말 잘 입었었어요. 그렇게

사람 많이 보는데도 딱 감탄이 터질 정도로 잘 입었더라구요. 그냥 전

빈티지만 진짜 패션인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빈티지를 입게 되었고 옷

좀 아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장O화, 24) <사진14-1><사진14-2>

<사진14-1> 빈티지 패션

을 취급하는 빈티지 패션 마켓

<사진14-2> 진품성을 지향하는

빈티지 패션 마켓 판매자

위의 사례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자신들이 입는 빈티지를

지칭하는 단어로 ‘진짜 패션’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들에게는 빈티지가 아니면 제 아무리 비싸거나 명품이라고 하여도 ‘가짜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

들의 진짜 패션 발언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빈티지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시도 했었죠. 제 스타일이란게 없었으니..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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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나 디자인이나..근데 빈티지를 사서 입다 보니깐 이건 옷이 딱 하나잖

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바꿀 수도 없고..그래서 엄청 많은 시도를 했었

죠. 지금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사이즈도 척 보면 알고 재질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알죠. 코디도 잘되는 옷들을 선별해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지금 이게 바로 저죠. 제 스타일이예요” (박O범, 24세)

<사진15>

<사진15> 빈티지 제품을 통한 자기성취,

나만의 스타일 찾기를 지향하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

“저는 빈티지 이용해서 프레피 룩을 즐겨 입어요. 지금 입은 것도 다 빈

티지 쟈켓인데 이거는 크리스챤 디올 거예요. 진짜 좋은 값에 산건데 그

것보다도 제가 이거 찾게 되면서 스타일에 큰 변화가 왔어요. 이 옷 아

니었으면 그냥 예전에 입던 스타일 그냥 입고 있을텐데, 제가 봤을 때

전 이게 잘 어울리고 좀 멋스럽다고 해야하나? 좋은 것 같아요.” (최 O,

30세) <사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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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 빈티지 제품을 통한 자기성취,

나만의 스타일 찾기를 지향하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학교 특성상 보수적인 것도 있고 저는 좀 입고

싶은 데로 못 입고 다니던 편이었어요. 근데 엄마 옷장 뒤지다가 예전에

엄마가 입던 빈티지 원피스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제 옷

이랑 코디해서 입어보고 그래요. 제 스타일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

같아 이런 시간이 즐거워요.” (김O혜, 23세)

위의 사례를 통해서 이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찾거나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빈티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빈티지 마니아들이 진품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자기성취가 자

리한다. 다시 말해, 많은 정보를 찾고 시간을 투자하여 획득하게 된 빈티

지 제품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조형적인 측면에서만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디자인이나 소재의 특성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면

의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자기성취의 심리적인 기재로 빈티지

의 진품성이 가지는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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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마니아들은 지속적으로 진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

뢰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수반한다. 신뢰성은 진품성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진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둔 패션을 접하고 즐기면서 그것

에 대한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 패션의 특성상 항상 몸에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된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더해져 이 패션을 더욱 알아보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빈티지 패션을 탐닉하는 동안 이들은 스스로 자신

을 발견하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더불어 빈티지 패션의 진품

성과 이것이 수반하는 신뢰성을 통하여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관찰법과 심층면접 결과 빈티지 패션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진짜

패션, 즉 진품이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빈티지 패션 추구 이유인 과거에 대한 안락함이나 혹은 과거가 그리워서

회귀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가치와는 다른 동기로 이것 외에도 빈티지를

추구하는 이유에는 진품 탐닉을 통한 자기성취를 하는 정신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의 낮은 연령대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한 연구 대상

자들은 연령대가 30대 미만으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동경 때문에 빈

티지를 입었다고 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자기

성취와 같은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진짜 패션인 빈티지

를 지향한다고 판단되었는데 이것은 집단주의 속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

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이미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선 것으로 스타일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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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패션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빈티지의 어떠한 특

성이 이들을 움직였는가에 대한 답을 ‘진품(珍品)’으로 들 수 있다. 빈티

지 패션을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빈티지 패션 마니아

들은 본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유행을 쫓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나의 스타일이 없었기 때

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패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며 더 나아

가 그 정신까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고, 다른 쪽

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과감히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 이들이 자기성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성취와 같은 행동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있어서 본인의 스타

일을 찾아가고, 변화를 주며 완성해 나가는 행동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관찰법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첫째, 진품성 지향을 통한 자기성취 과정,

즉 ‘나만의 스타일 찾기’가 파악되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을 중 일부

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조화로운 빈티지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휴대폰에 자신이 보

유하고 있는 빈티지 패션 제품에 저장하였다가 쇼핑 시 꺼내보며 구입하

려는 빈티지 패션 제품과 어울리지는 파악 하는 행동도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단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빈티지 패션 제품의 특성상 구매

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와

함께 자신의 스타일에 어울리는지,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판매자-구매자, 구매자-구매자간에 매우 자주 주고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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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법을 통하여 두 번째 진품성 지향의 특징인 신뢰성 역시 관찰되었

다. 제품의 출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빈티지 패션 제품의

중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구매자간의 신뢰와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다수의 빈티지 패션 제품의 구매와 다양

한 정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으로, 빈티지 패션 마켓을 찾는

구매자의 대다수에게 나타난 행동이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진품성 지향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빈티지 패

션을 통하여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틈을

매꾸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패션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곧 그

렇기 때문에 패션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티지 마니아들이 말하는 ‘스스로 스타일 찾아가기 혹

은 완성하기’가 진짜 패션인 빈티지 패션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다.

패션의 진품성은 비단 빈티지 패션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을 가진 개인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점일 것이다. 특정 패션을 통하여 자

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아이덴티티

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패션을 즐긴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가치

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 그

렇기 때문에 진품성에 대한 빈티지의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마니아층을

형성해 나가는 것 역시 빈티지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써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크게 ‘독특

성 지향’, ‘창의성 지향’, ‘진품성 지향’으로 나누었다. 독특성 지향과 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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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향을 통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 하였으며, 창의성 지향을

통하여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독특성을 추구하는

것은 빈티지 패션을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 연구 대상자 모두에

게서 이러한 심리적 측면이 나타났다.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중고의 특성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로 하

여금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보여주

는 연구 대상자의 행동적 특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개

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가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특성 지향

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진품성 지향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빈티지 패션을 통한 자기 성취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독특성 지향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서만 발견이

되었으며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세 가지 특성의 관계는 <그림4>와 같

다.

<그림4>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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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내 용

독특성

지향

독자적

선택

빈티지 패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것’의 구입을

의미 ‣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는 패션의 선택

“특이하니깐 입어요. 차별화를 주기 위한 것이죠. 시중에 있지 않는 스타일이나 옷을

차려 입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최O형, 35세)

대중적

취향

거부

규범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향

‣ 유행하는 제품, 대중적인 것, 대량 생산된 제품은 평범하다고 지각을

하며 이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보임

“유행을 쫓는 것은...마치 유니폼 같은 느낌을 줘서 싫어요. 창피한 기분이 들어요. 마

치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요.” (김O혜, 23세)

구별된

선택

모방품으로 인식되는 패션은 자신들의 독특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은 현상을 보임 ‣빈티지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

“백화점의 빈티지 풍 옷들은 스타일만 흉내 낸 거잖아요. 뭐...그런 면에서는 빈티지와

비슷하긴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빈티지와 빈티지

풍은 같을 수가 없어요.(최 O, 30세)

창의성

지향

자기화

하기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중고라는 빈티지 패션의 특성에 대하여 각자 고

유의 처리 방법 및 능력을 가짐.

‣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소멸되는 속성을 자신의 삶 속으

로 확실하게 전이시키기 위해 대상물을 손질하거나 자신을 치장‣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완전한 자기 것을 만들려는 행동

“저는 체격이 좀 큰데 특히 팔이 좀 긴 편이다. 그런데 빈티지 옷들은 알다시피 다

팔이 좀 짧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항상 시계나 팔찌를 매치한다. 처음에는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액세서리를 했는데 지금은 안하면 어색해서 한다. .” (박O범, 24세)

긍정적

의미

전이

빈티지 패션을 선물하는 것을 통하여 선물을 받는 이에게 빈티지 패션의

긍정적인 의미가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성

“여자 친구는 빈티지를 입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빈티지 스웨터를

몇 개 선물해 줬어요. 지금은 여자 친구도 빈티지를 즐겨 입거든요. 제 덕분에 많이

변했죠.” (최 O, 30세)

이전

소유자

와

관계

정리

이전 소유자와의 관련된 의미를 지우거나 개인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 ‣ 이 행위의 결과 빈티지 패션은 더욱 희소한 아이템이며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더한 제품이 됨

“매니쉬하게 입으려고 남자 쟈켓을 샀는데 안쪽 주머니에 한자가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브로치 같은 거 달아놨어요. 브로치가 보이니깐 친구들도 재밌

어하고 제 상징 같은 것이 돼서 좋더라구요.”(장O니,26세)

진품성

지향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현실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통해 이를 즐김.

“시장에서 일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 보게 되는데 진짜 옷 잘 입는 사람은 다 빈티지 입는 사

람들이예요. 빈티지 아니면 진짜 아니죠.” (장O화, 24)

<표6>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요약



- 82 -

제 Ⅳ 장 결 론

패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대 사회의 다원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

어짐에 따라 패션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관심을 받게 되

었으며, 패션 마니아라는 집단을 생성했다. 패션 마니아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며 이들에게서 보이는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패션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을 추구하는 마니아 집단인 빈티지 패션 마니아

에 관한 연구로 패션 마니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이것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찰법과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패션 마니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파악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빈티지를 소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것을

시장에 적용하여 잠재적인 층을 찾아 유입시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 빈티지 스타일의 디자인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빈티지 패션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다는 것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빈티지와 패션 마니아, 빈티지 패션 마니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문

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관찰법과 심층 면접법을 함께 진행

하였다. 심층면접법을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관심’,

‘지식’, ‘몰입’, ‘자아 이미지 및 특유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측정항목을

연구자의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마니아 특성을 판단 및 측정하고

일반 특성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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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하여 패션의 주체에 대한 이해를 심도 있게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도출하기에 앞서 빈티지의 정

의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과 혼용되어 사

용되고 있는 유사 용어인 앤티크, 레트로, 구제, 중고의 고찰도 함께 하

였다. 이에 따라 빈티지를 ‘옛 것’, ‘오래된 것’이라는 단순한 시간적 특성

을 뛰어넘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통해 낡음과 닳음의 미적 가치

담겨있으며 희소성이 높아 독특한 미감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타인과 차

별화되는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패션으로 정의하였다.

마니아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복식에 특별

한 가치를 두고 의복 흥미가 높으며,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

를 통한 자기이미지 및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강한 성향을 가

진 사람’으로 내려 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 특성은 심리적 특성으로 ‘독특성 지향’이다.

두 번째 특성은 ‘창의성 지향’으로 행동적 특성을 반영한다. 마지막 빈티

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은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진품성 지향’이다.

첫 번째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특성인 ‘독특성 지향’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빈티지 패션을 통하여 타인과 구별이 되는 개인의 독특성 혹

은 고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독특성 지향의 첫 번째 특성은 ‘독자적인 선택’으로 차별화를 지향하며

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소비재의 선택, 즉 빈티지 패션의 선택을 의미

한다. 이 선택은 곧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개성이나 독

특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 채워지는 것으로, 자신을 표

현해주는 소비재를 통해서 이뤄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선택을 위한 행위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최신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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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독특한 혹은 새로운 것’의 구입이 있으며 빈티지 패션의 경우 독특

한 것에 해당하는 패션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독특성을 지향하게 된다.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높은 희

소성은 빈티지 마니아들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은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빈티지 패션

은 독특성을 지향하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

법으로써 독특성 욕구는 큰 특성으로 사료된다.

독특성 지향 두 번째 특성은 ‘대중적 취향 거부’이다. 대중화되었거나

대량생산 된 제품을 회피하는 특성으로, 규범에서 벗어나, 사회적 구별성

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 소유물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큰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평범하다고 지

각을 하며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은 대체품을 찾

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빈티

지 패션을 접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독특성 지향 특성은 ‘구별된 선택’으로 빈티지 스타일과 같은

브랜드화 된 패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 규범에서 벗어

난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

디까지나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수반되는 것이 전제가 된

다. 이런 행동은 향후 구별된 선택을 한 개인의 특성이 사회적으로 수용

이 되었을 때 혁신자나 유행의 선도자로서 긍정적인 존재로 구분이 된다

는 특징이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서는 이러한 선택의 유형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빈티지 스타일이나 빈티

지 풍이라고 불리는 패션에 대해서는 높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패션들은 빈티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빈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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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제품’이라는 단어로 불리어지며 모방품으로 인식된다. 이들이 ‘제

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방품은 자신들의 독

특성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찰법 결과 파악된 독특성 지향의 첫 번째 특성은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 무시하기 혹은 스스로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로 관찰 되었

다. 이런 인식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끼리의 관계

를 더욱 친밀하게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판매자-판매자, 구매자-구매자

간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관찰법 결과 파악된 두 번째 독특성 지향은 빈티지 패션 마켓의 모든

제품은 연예인이나 특정 유명인을 통한 제품 홍보 전략을 하지 않는 다

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이 추구하는 독특성에 있

어서 소유욕을 저하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빈티지 패션 마니아

들은 ‘단품’, ‘한 벌’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희소성이 높은지에 더

욱 관심을 보였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두 번째는 ‘창의성 지향’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처럼 패션의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집단들은 구별하기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욕구를

표출하는 행동의 기초에는 창의성이 존재한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관계

에 대한 지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

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창의성 지향은 ‘자기화 하기’로 제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

하지만 소멸되는 속성을 개인의 삶 속으로 확실하게 전이시키기 위해 행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대상물의 손질 혹은 자신을 치장하는 행동과

심리가 포함된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이 행위를 통하여 이전 소유

주가 존재하는 빈티지 제품에서 본인만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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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 것을 만들려는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창의성 지향은 ‘긍정적 의미 전이’로 선물을 주는 행위가 대

표적인 예이다. 이 행위는 선물을 받는 이에게 그 의미가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경우 빈티

지 제품을 선물로 받거나 주는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를 한다. 그 결과 빈티지에 대한 부정

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빈티지를 볼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 전이는 빈

티지 패션 마켓의 잠재적인 고객들을 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아 장려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 창의성 지향은 ‘이전 소유자와 관계 정리’로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관련된 의미를 지우는 행위 혹은

개인의 물건을 버리거나 파는 행위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은 빈티지

의 특성상 이러한 상황을 항상 겪게 되는데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특성을 보

여준다. 일부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도 처음부터 빈티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례의 행위를 통하여 빈티지 패션

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과 심리의 원인은 접

촉 원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거나 강한 긍정적인 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접촉 원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제품으로 이전이 되어 사

물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감염(Positive Contagion

)’93)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찰법을 통하여 창의성 지향의 특성도 파악하였다. 정보를 얻기 위하

93) Nemeroff, Carol J. (1995) and Paul Rozin(1994), The Contagion Concept in Adult

Thinking in the United State : Transmission of Germs and of Interpersonal Influence

Ethos : Journal of the Society for Psychological Anthropology, 22(2), pp.15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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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매자와 판매자 혹은 판매자-판매자, 구매자-구매자간의 빈티지 패

션의 디자인, 제품 손질법, 리폼 방법 등의 질문을 통하여 자기화 하려는

대화가 관찰되었다. 이런 행위는 모두 창의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 세 번째는 ‘진품성 지향’이다. 기본적인 욕

구가 빠르고 쉽게 만족됨에 따라 신 소비자층인 젊은 층은 원하는 바가

얼마나 만족되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점 더 독창적이거나

혁신적인 것, 혹은 독특한 제품을 찾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진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며 주의에 대한 강조로부터

소외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고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법으

로써 진품을 지향하게 되는 특성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품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고가의 명품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진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데 있어 마니아들에게 진품성이라는 것은 매우 매

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며 진품성의 매력은 현실의 자신과 이상의 자

신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을 통하여 빈티지 마니아들은 고품질의 제품이나 고가의 진품 소유

와 같은 느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94) 빈티지 패션에 관한 정보

를 찾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획득하게 된 빈티지 제품으로 인하여 자

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기성취 때문인 것이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성취

의 과정은 ‘자신만의 스타일 찾기 혹은 완성하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94) David Lewis and Darren Bridger 지음(2001),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연구소 옮김,

op. cit,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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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디자인이나 소재의 특성 같은

점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면의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심리적인 기

재로 빈티지 패션을 추구하며 여기에는 진품성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빈티지 패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품성은 신뢰성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진품이라고

가치를 둔 패션을 접하고 즐기면서 그것에 대한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쌓

이게 된다. 빈티지를 탐닉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는 노력을 자

연스럽게 쌓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훨씬 더 중요한 의

미를 찾는 과정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빈티지 패션을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유행을 쫓기 때문에 나만

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나의 스타일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고, 다른 분야의 지출을

포기하면서 빈티지에 투자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성취를 얼마나 중요하

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진품성 지향을 통한 자기성취 과정은 관찰법을 통해서도 파악되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을 중 일부는 기존의 자기 옷과 새로운 빈티지 패

션 제품의 조화를 매우 많이 신경 썼으며, 단품이라는 빈티지 패션 제품

의 특성상 구매 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창의성 지향의 특성인 신뢰성 역시 관찰법을 통하여 알 수 있

었다. 중고라는 빈티지 패션 제품의 특성상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

나 다수의 빈티지 패션 제품의 구매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 정보가

바탕이 되어 빈티지 패션 제품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자연스럽게 쌓

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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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빈티지의 발생 배경의 변화 양상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과거 빈티지 패션은 기성세대를 향한 반발과 저항심을 표현하는

안티패션이었다. 전후 환경오염과 자연보호, 과거로 회귀하려는 성향으로

변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빈티지 패션은 그 의미가 다시 변하

게 되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타인과 나를 구별하려는

성향이 커져 희소성이 높고 독특한 미적 특성을 가진 빈티지 패션을 통

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빈

티지 패션에 대한 시대적 동기와 의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변화

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패션은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 있어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빈티지 패션은 이러한 이

유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잠시나마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여유

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빈티지 패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진귀

한 가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점

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일부 패션 마니아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의 주

요 패션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비(非)마니아들에게는 아직 낯선 패션

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빈

티지 패션은 국내 정서 상 재활용이라는 중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빈티지 패션 마니아라는

특정 층은 다양한 이유로 이 패션을 진정한 패션으로 생각하며 추구하고

있다. 빈티지 패션 마니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른 패션과 비교

하였을 때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명확하다. 따라서 빈티지

패션의 소비층을 늘려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첫째, 사람은 누구나 독특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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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빈티지 패션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

존의 패션이 대량생산과 대량홍보 체제의 홍수에 이한 산물인 반면 빈티

지 패션은 독자적인 선택과 대중적 취향 거부, 구별된 선택의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독특성을 반영하며 타인과의 구별에 큰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고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창의적인 행동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이란 것

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남다른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

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이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빈티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진품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패션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바

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와 그 방

법으로 빈티지 패션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 마니아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 정의한 패션 마니아의 정의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 13명을 선정

하여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적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빈티지 패션은 대상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 놓인 패션으로,

빈티지 패션 마니아들의 특성과 가치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다양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층을 빈티지 시장에 유입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존

의 층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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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Values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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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pluralism and individualism are widespread in our society.

Thus, it became important for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with

their own fashion style. According to the trend, the fashion

enthusiasts group has also been formed. This paper proposes how to

revitalize the vintage market by understanding why people pursue the

vintage fashion and what is the vintage. The research provides the

basic data for vintage fashion style and positive aspects of it.

This work aims to find the ultimate value that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pursues by finding their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observation and intensive interview

method.

Based on a precedent study and the documentary research,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are defined as ‘the person who h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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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clothing and has a strong tendency to express their ow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ith rich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refore,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can be divided by ‘eccentric’, ‘creative’

and ‘authentic’ orientation.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is the

‘eccentric orientation’ which represent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ccentric orientation’ means that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want to express their own uniqueness distinguished from

others through the vintage fashion. This can be categorized by

‘independent choice’, ‘denial of public tastes’ and ‘distinguished choice’.

The ‘independent choice’ means that people choose the vintage

fashion, consumer goods, to express themselves while looking for the

differentiation. The choice is the way to show their personality and

unique identity. Since the vintage fashion style is high in scarcity,

they can wear the one and only clothing which makes them

distinguished from other people.

The ‘independent choice’ means that people choose the vintage

fashion, consumer goods, to express themselves while looking for the

differentiation. The choice is the way to show their personality and

unique identity. Since the vintage fashion style is high in scarcity,

they can wear the one and only clothing which makes them

distinguished from other people.

The ‘distinguished choice’ means not to choose the vintage brand.

That i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choose and use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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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d from the norm. The premise of the argument is that the

vintage style should improve the image as a result. Thu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has a negative opinion about the vintage brand

because they think it reduce their originality.

The ‘distinguished choice’ means not to choose the vintage brand.

That i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choose and use the products

varied from the norm. The premise of the argument is that the

vintage style should improve the image as a result. Thu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has a negative opinion about the vintage brand

because they think it reduce their originality.

‘Internalization’ is the behavior to transfer the internalized properties

of the product, which is special and extinctive, to the individual lives.

This action includes the people’s behavior and psychology to mend

the product or decorate people themselves. Thu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work hard to create their own meanings and possess

themselves of the product through this action.

‘Positive transference’ can be represented by the action of giving

gifts. The action aims to transfer the meaning of the gift to the

recipient. Thu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want to transfer the

meaning of the vintage fashion by giving or receiving the vintage

items as gifts. As a result, people who have the negative opinion

about the vintage fashion often change their view.

‘Breakdown relationships with previous owner’ is the action of

disposing or selling the products in order to break off the

relationships with the previous owner. The vintage enthusiasts often



- 100 -

encountered this kind of situ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vintage.

Some of them take the positive actions based on the creative ideas

and break off the relationships with the previous owner. However,

since not all of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had a positive

impression on the vintage at first, they experienced the transition of

recognition about the vintage fashion through the action of

‘breakdown relationships with previous owner’. The reason for their

action and psychology can be explained by the ‘positive contagion’

which is showed when the information of contact source is not

enough, or the positive opinion about the contact source is transferred

to the product.

The third characteristic of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is the

‘authentic orientation’. As the basic needs are satisfied easily, people

tend to focus on how much their needs are satisfied and pursue more

creative and innovative products. The consumerism makes people feel

isolated. Thus, people became interested in the authentic items in

order to get over it by pursuing the spiritual things.

To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the authenticity is considered

very attractive since it reduces differences among themselves and

their ideals. In other words, when people acquire the vintage items by

spending lots of time search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vintage

fashion, they can think about what they really want and feel the self

achievement. Thus,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pursue the vintage

fashion not only for the eccentric appearance but for the

psychological purposes to accomplish something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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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 vintage fashion i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consumer populariz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vintage fashion enthusiasts.

Based on the results, we can expect that the vintage market will

have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the potential consumers into the

vintage market and revitalizing it. Also the ceaseless efforts are

needed to expect previous customers’ continuing interests.

keywords : Vintage Fashion, Fashion Mania,

Eccentric, Creativity, Authenticity

Student Number : 201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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