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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레트로(Retro)는 중·장년층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스탤지어 정

서를 기반으로 과거 패션을 반복하는 패션 문화 사조였지만, 최근

에는 과거를 모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과거 문화의 새로운 의미

를 찾으려는 레트로 패션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Z세대는 디지털 도구에 능

숙한 장점을 활용하여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레트로 패션 문

화에 접근하고 있다. 개인적 일상의 기록과 확산이 일상적으로 이

루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레트로 패션 문화에서 과

거 스타일의 재등장 이상으로 새로운 노스탤지어를 형성하며 기존

의 레트로 현상과 구별되는 고유한 모습을 띠고 하나의 장르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Z세대에게 레트로 패션 문화에서 주된 소재는

한국의 1980년대, 1990년대 문화인데, 이 시기에 나타난 민주화 이

후의 자유로운 분위기 및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 만능주

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

연구는 국내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영미 문화권의 디자인 사조 관점으로 국내 레트로

문화를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레트로 패션 문화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

국의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레

트로 문화 현상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Z세대에게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연구는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전의 레트로 패

션 연구와는 다른 특수한 연구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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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트로와 노스탤지

어의 특성을 밝히고, Z세대의 뉴미디어 활용 특성을 정리한다. 둘

째,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변화와

시기별 특징을 고찰한다. 셋째, 뉴미디어 시대에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신문 기사 내용 분석, 사례 관찰 및 심층 면접

을 병행하였다. 신문 기사 내용 분석은 1951년 1월 1일부터 2020

년 12월 31일까지의 레트로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여 가추

적 추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관찰 연구는 뉴미디어 환경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사례 관찰

연구 기법인 네트로그라피 방법을 진행하여 레트로 패션 문화 관

련 동영상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심층 면접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동영상의 제작자인 Z세대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반구조화된 질

문지를 바탕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 이론의 코딩 기법

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문기사 사례 분석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기사를

한국의 경제 상황과 집권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고려해 5개 시기

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제 1시기(1951년 ~ 1979년)의 레트로 문

화는 물질문화에서 전통은 근대화를 위해 지양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고 =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를 경계하

였다. 제 2시기(1980년 ~ 1996년)에 한국의 과거 문화 회고에 대해

선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서구 레트로 문화에 대해선

긍정적 모습을 취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레트로 패션

은 이 시기에 미국에서 불었던 1950년대, 1960년대 패션 복고 사

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헐리우드 여배우와 옵아트, 팝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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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술사조 조형적 모습을 차용하였다. 제 3시기(1997년 ~ 2008

년)에 한국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과거 회

고적으로 흘렀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한국의 이전 시

대를 그리워하며 당시의 패션 스타일을 재현하였다. 60년대, 70년

대, 80년대 패션 스타일의 순환 주기가 빨라졌으며 레트로 패션

문화가 과열되었다. 제 4기(2009년 ~ 2016년)에는 레트로 패션 문

화의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초기에 국내의 레트로 문화로 1970년

대와 1980년대가 주로 회고되었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를 회고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이전 시기에는 70년대의 청년 문화

를 대변하는 세시봉 등의 대중문화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회고

되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경제 발달과 소비 문화를 배경으로 하

는 1990년대를 회상하는 레트로 문화가 등장하였다. 70, 80년대의

청년 문화, 대학 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해석되었으며, 1990

년대 문화의 대중 문화음악과 팬덤 문화를 새로운 패션의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기(2017년 ~ 2020년)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젊은 층이 과거 문화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전개 양상

을 보여주었다. 젊은 층은 한국의 과거 문화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형성한 고유한 헤리티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

각하였다. 다른 세대들의 복식과 문화 코드를 새롭게 재현하는 취

향 중심의 레트로 패션 문화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한국 패션 문

화의 역사에서 레트로 패션은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패션 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는 레

트로 패션의 소비층이 점차 젊어지고, 회고 대상이 구체화 및 이

상화되고 미디어 혁명과 함께 발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Z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레트로 패션

문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Z세대는 뉴미디어에 의해 달

라진 새로운 콘텐츠 수용 방법, 이미지 중심 커뮤니케이션, 숏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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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특징으로 하는 Z만의 레트로 콘텐츠 특성을 보였다. Z세

대는 뉴미디어의 과거 문화를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아날로그 아이

템을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Z세대는 디지털 도구

를 활용해 과거 패션 문화를 재해석하고 과시하며, 과거 문화를

놀이 소재로 재창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Z세대는 레트로

패션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표출하였다. 또한 레트로

패션 문화는 사회적 의무감을 해방시켜주는 멀티 페르소나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Z세대에게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Z세대가 이처럼 레트로 패션 문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3가지

동기로 나타났다. 첫째, 2017년 이후 더욱 경직된 경제 상황에 대

한 불만족으로 인해 미래 절망을 느꼈고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추구하였다. 둘째, 아날로그와 대한 환상과 과

거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에 대한 동경심에서 레트로 패션 문화

를 선호하였다. 셋째, 뉴미디어로 인해 과거 문화를 원본 그대로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노스탤지어가 일상화가 나타났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시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와 달리, Z세대의 레트로 패

션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시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

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사

적 고찰에서 밝혔듯이 레트로 패션 문화의 소비층은 젊어졌고, 10

대, 20대의 Z세대에게도 레트로 패션 문화는 중요한 유행 현상이

었다. 이들의 레트로 문화 현상은 과거 문화에 대한 가상적 노스

탤지어와 어린 시절 경험의 직접적 노스탤지어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발견되었다. 또한, 사절 고찰에서 미디어 발전에 따라 레트로

패션 문화가 변화하였듯이, Z세대도 뉴미디어를 통해 레트로 패션

문화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뉴미디어에서 포스트 디지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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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실천하며 레트로 패션 문화를 활용하였다. 과거 문화의 원본

을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레트로 패션 문화의 영감

을 받고 디지털 도구로 재현하며 SNS를 통해 공유 및 확장하였

다. 하지만, 회고 대상에 대한 태도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기존

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회고 대상을 이상화시켰지만, Z세대는 회

고 대상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적 코드

로서 융합시켰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의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의 레트로 패션 사

조와 구분되는 한국의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역사를 밝혀냈

다.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서구의 레트로 패션을 모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사회문화 및 미디어 발전을 배경으로 등장

과 퇴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국의 고유한 패션 문화사를 연구하

는 데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해외 문화와 개인적 경험이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는 Z세

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일방적 해외 문화 추종에서 벗어나 고유

한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세대인 Z세대가 보여주는 레트로 패

션 문화를 그들의 주된 이용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미디어 노스탤지어 관점에서 한국 Z세대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특수성을 도출하였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따

라서 레트로 패션 문화를 마케팅 컨셉으로 설정하거나 Z세대를 대

상으로 하는 패션 상품을 개발할 때에 본 연구를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거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통한

패션 문화의 변천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디지털 세

대의 패션 문화를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과거 패션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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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

의 패션 문화사 발견이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역

사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레트로, 노스탤지어, Z세대, 뉴미디어, 유튜브, 패션 문화

학 번 : 2013-3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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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패션에서 레트로(Retro)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사라지는 트렌드지만, 최근에는 ‘뉴트로(Newtro)’라는 새로운 레트로가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레트로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것이라면, 뉴트로는 과거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

에게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변화된 특성을 보인

다. 뉴트로는 과거의 본질은 유지하되 재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키고 있으

며, 즉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해석이다(김난도 외, 2018).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당’, ‘△△상회’와 같은 복고풍 이름을 가진 음

식점 상표 등록이 이전 5년간(2009~2013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고 밝혔다(조규환, 2019).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영역을 가

리지 않고 2019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트렌드로 뉴트로를 꼽았다(김난도

외, 2018).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한국 현대 대중문화는 옛것에 다시 주목하고 있

다. 먼저 대중음악 분야가 가장 크게 레트로에 주목하고 있다. 2019년 하

반기에 가장 주목받은 가수중 하나는 1991년에 데뷔한 가수 ‘양준일’이

다. 잊혀진 가수였던 그는 추억의 노래를 부르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신드롬으로 불리면서 그의 팬미팅은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이 매진되었다(김효정, 2019). 또한, 1990년대 인기 연예인들이 새롭게 결

성한 대중음악 그룹 ‘싹쓰리’의 노래는 음원 발매 이후 3개 음원 순위에

서 정상을 기록했다(김경욱, 2020).

이런 과거 선호 현상은 드라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에 제작된

TV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은 방송사에서 5분짜리 영상으로 재편집

하여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되고 있는데, 해당 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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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회 수 100만 회 이상을 기록하여(박은경, 2019) 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옛날 영상물에는 젊은 세대가 요즘의 영상물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으로 대화를 나누어 더욱 레트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

다.

이러한 현상은 식품 및 요식업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과거의 식품 패키

지를 그대로 재현한 식음료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8년 상반기 한 편의점 판매에서 과즙 음료 누적 판매량에서 추억의

1980~1990년대 음료인 ‘갈아만든배’와 ‘포도봉봉’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

다(이유미, 2018). 특히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리뷰 콘텐츠 및 음료를

활용한 디저트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자발적으로 레트로 문화를 즐기고

있다.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포장 디자인은 온라인에서 바이럴마케

팅을 통한 과거의 재해석 효과를 준다(김난도 외, 2018).

또한 ‘새로운 레트로 거리’로 불리는 을지로는 젊은 층에게 새로운 명

소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카드 빅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1~9월

을지로와 세운상가의 요식업종 개업 증가율(각 37%, 120%)이 기존 대표

상권 거리(홍대 10%, 가로수길 2%, 이태원 –5%)에 비해 월등하게 증가

했다(김은정, 2019). 트렌드를 쫓는 젊은 세대들에게 낙후되고 불완전한

을지로의 옛 거리가 아날로그 감수성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은 것도 중요하게 나타난 현상이다(김민형 외, 2019).

패션 시장에서도 레트로 현상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 조사기

관 삼성디자인넷은 2019년 10대 트렌드 중의 하나로 레트로를 꼽았다

(Samsungdesignnet, 2019).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는 인기랭킹과 판

매량으로 집계한 결과 2019년 상반기 패션 트렌드를 네온 컬러(neon

color), 타이다이(tie dye) 패턴, 어글리 슈즈(ugly shoes), 빅로고(big

logos)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레트로’라고 밝혔다(안소영, 2019).

그중에서도 어글리 슈즈는 대표적인 레트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

았는데, 2017년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에서는 1998년대 디자인을 복각

한 어글리 슈즈 ‘디스럽터2’를 출시하여 국내에서 300만족 이상, 전 세계



3

에서 1,000만 족 이상 판매하였으며 2018년 미국 풋웨어 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신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곽선미, 2020). 또한 어글리 슈즈, 빅

로고 등과 같은 레트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캐주얼 브랜드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는 해당연도에 국내 매출 2,200억 원을 달성했

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수치다(김하경, 2019). 특히 전체

구매 고객 중 20-30대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김하경, 2019) 고객층이

젊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새로운 레트로 문화는 주된 소비층의 연령대가 젊어졌다는 특징을 보

인다. 2000년대에 대중 문화 속 레트로 유행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4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끌었지만(민병선, 2011), 최근에 실시된 레트

로 문화 관련 인식조사에 의하면 레트로 문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세

대는 30대(58.7%)로 나타났다(마크로밀엠브레인, 2015). 뿐만 아니라, 대

중음악의 낡은 아카이브로 취급받는 LP 상점의 고객 계층은 그동안 중

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근에는 10대까지 내려갔다(오성윤, 2020).

이처럼 레트로 문화에 크게 호응하는 계층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중·

장년층이 아닌 젊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로 불리는 MZ세대(김난도 외,

2018)로, 이들은 생필품은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패션 및 뷰티 상

품은 프리미엄을 고집하는(최승근, 2020) 특징이 있으므로 패션업계에서

는 이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명품 시장에서 MZ세대

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20-30대 소비자의 명품

매출 증가율은 2018년 19.7%, 2019년 20.3%, 2020년 상반기 30.1%로, 점

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최승근, 2020).

그중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는 기성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Z세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과 색다른 경험

을 동시에 원하고 있는데, 헤리티지와 스토리텔링을 보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는 Z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또한, Z세대는 본인만의 차

별화된 개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게 레트로 문화는 새로

운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 예로 턴테이블(turntable)과 LP판의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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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Z세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대중음악을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해

서 듣는 Z세대에게 음악을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매체가 신선하게 느껴

지기 때문에 이들에겐 아날로그적인 음악 수집이 새로운 고급 취미로 자

리 잡았다(오성윤, 2020).

과거 사람들은 옛날 물건을 보며, 혹은 실제로 기록된 문서와 시각 자

료를 보며 레트로 패션 문화를 소환하고 노스탤지어를 느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를 조작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에서 사람들은

실제적 사실과 상관없이 미디어에 투영된 과거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과거 패션 문화를 소환하기도 한다. 즉, 미디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

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대의 기술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를 미화시켜서 사람들의 노스탤지어를 자극시킨다

(Kalinina, 2016). 특히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집단적, 개별적 경험을 매개

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alinina, 2016). 개인적 일상의 기록과 확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레트로 패션 문화

에서 과거의 것을 복기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노스탤지어를 형성하며

기존의 레트로 현상과 구별되는 고유한 모습을 띠고 하나의 장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레트로 문화 현상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Z세대에게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연구는 뉴미

디어의 영향으로 이전의 레트로 패션 연구와는 다른 특수한 연구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탐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레트로 문화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레트로

문화로 변화된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을 밝히는 연구(주미영 외, 2006; 권

실비아, 2007; 권혜진 외, 2014; 권혜진, 2016; 박은경, 2019; 조수연 외,

2019; 천정현 외, 2019; 김지수 외, 2020; 여혜민, 2020, 윤성아 외, 2020)

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선행 연구는 국내의 레트로 문화에서 주된

소재가 되는 1980년대, 1990년대 한국 문화는 민주화 이후의 자유로운



5

분위기 및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특수한 상

황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관련 선행 연구는 국내의 특수한 사

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영미 문화권의

디자인 사조의 관점으로 국내 레트로 문화를 이해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

다.

이 외에도 레트로 문화의 소비적,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

(Handberg, 2015; 권유진, 2015; 김희은, 2019; 김건우 외, 2019; 김민현

외, 2019; Cantone, 2020; Celhay et al., 2020)와 대중문화의 상업적 소재

로서 레트로 실증 사례를 파악한 연구(Hackett, 2019; 박유선 외, 2019;

Sielke, 2019)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적, 마케팅적 측면에서 혹

은 대중문화의 현상에서 나타난 레트로 현상에 관한 분석일 뿐, 이것은

레트로 패션 문화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차

이가 있다. 이런 사례 중심의 단편적인 분석은 레트로 문화에 나타난 담

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노스탤지어는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이하림,

2020), 노스탤지어 관점에서 레트로 현상의 원인과 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이준영 외, 2018; 김민채 외, 2019; 김고운, 2020;

Lubiński, 2020)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발생한 레

트로 현상을 전통적 노스탤지어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 판단된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춘 해외의 레트로 선행 연구

(Higson, 2014; Olson & Höglund, 2019)가 있었지만, 국내 실정에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 관점에서 한

국의 젊은 층이 수용하고 확산시키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한

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노스탤

지어 관점이 요구된다. 서구 문화권의 시각이 아닌 독자적인 한국 문화

적 관점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등장 배경 및

수용 방식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 양상을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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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 문제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를 반영하는 신문 매체에 주목하여 근대화가 시작한 이후에 사회문화적

맥락의 흐름 안에서 한국 사회가 레트로 패션 문화를 다루는 수용 방식

과 전개 양상, 회고 대상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Z세대의 인식과 레트로

패션 문화를 실천하는 방식과 의미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고찰함으로

써 한국 Z세대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담론을 규명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처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문헌 연구를 통해 레트로를 정의하고 노스탤지어와

레트로의 관계를 밝히며 유사 개념들과 공통점과 차

이점을 규명한다. 또한, 새로운 레트로의 주도 계층인

Z세대의 뉴미디어 활용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 문제 2.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

적 변화와 시기별 특징을 고찰한다.

연구 문제 3. 뉴미디어 시대에 한국 Z세대가 국내의 과거 문화를

레트로 패션 문화로 재구성하는 모습 및 원안을 분석

하고, 연구문제 2에서 밝힌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과 비교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Z세대의 레트로 패

션 문화 특성을 밝힌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의의를 기대한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는

한국적 레트로 문화와 젊은 세대들의 레트로 패션 선호 현상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레트로 연구는 한국의



7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배제한 채 영미 문화권의 흐름과 시각을

적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레트로 문화를 복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레트로

패션 문화의 변화 및 소통을 고찰하여 그 맥락 속에서 현재 레트로 패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패션사에서 레트로 문화는 반복되어 왔는

데, 미래의 한국적 레트로 문화 연구자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현재 새로운 한류 시대가 열리고 K-pop이

K-culture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레트로 패션은 한국

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콘텐츠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21세기의 한국 문화는, 특히, 한국

의 대중문화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 가까운 과거의 한국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레트로 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한국 대중문화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

음 세대에게 문화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

대된다.

셋째, 패션 산업적 측면에서 패션의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레트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여 패션 디자인 구상시 패션 정보 활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발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끊

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패션의 특수성으로 인해 패션 디자이너들

은 아이디어의 원천을 찾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의 레트로 문화의 규명

은 새로움과 익숙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

감을 주는 1차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디자인 기획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는 이 연구를 통해서 Z세대가 원하는 레트로 패션 디

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효과적인 패션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을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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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레트로 및 노스탤지어 연구 고찰

레트로(Retro)는 역사 속 대중들의 참여와 생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온 사회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임미정 외, 2020), 학술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연구 영역에 따라서 새롭게 명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레트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관련된 용어와의 관계를 재정립

하고자 한다.

1. 레트로 관련 연구 및 정의

레트로의 어원은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Retrospect(회고)’

의 준말이다(권해진 외, 2014; Reynolds, 2014; 김희은, 2019; 여혜민,

2020). ‘뒤로’ 혹은 ‘되받아’의 뜻을 가진 접두어 ‘Retro’는 1970년대 후반

에 음악과 패션, 디자인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자

리 잡게 되자 신조어로서 명사화되었다(권해진 외, 2014). 일반적으로 옛

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체제, 전통 등을 그리워하고 본뜨려는

것을 말한다. 패션에서는 프랑스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1971년 S/S 컬렉션에서 1940년대 패션을 재현시킴으로써 ‘레

트로 룩(Retro Look)’이 한 장르로 등장하게 되었다(이재정 외, 2006). 패

션에서의 레트로는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하는 복고주의 패

션, 또는 과거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현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재

해석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재정 외, 2006).

‘레트로’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과거를 추억하는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노스탤지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일생에서 평온했던 시절을

동경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노스탤지어는 동양의 ‘향수(鄕愁)’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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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임미정, 2020). 그 의미와 어감은 시대적 관점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는 레트로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영문 단어인 ‘레트로’를 한글로 번역하여 ‘복고(復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레트로 경향이 국내에 처음 들어올 당

시에는 ‘복고’라는 어휘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21세

기 이후에는 ‘복고’와 ‘레트로’의 미세한 어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복고’는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를

되돌린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n.d.). 과거로 돌아가고

자 하는 행위나 사상을 표현하려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동양에서 과거를

소환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향수’와 ‘복고’가 사용되

된 반면, 서양에서는 ‘노스탤지어’ 와 ‘레트로’ 단어를 주로 사용되었다

(임미정, 2020).

1980년대 말에 발간된 영한사전에서 복고는 ‘restoration(복고, 복원,

왕정복고시대)’의 의미를 지녔으며(민중서림 편집국, 1987), 1990년대 초

에 발간된 국어사전에서 복고는 ‘과거의 사상이나 체제로 돌아가려는 주

의’를 의미하였다(한글학회, 1992). 특히 정치에서 복고를 언급할 때는

‘보수적 복고주의’ 또는 ‘왕정 복고’와 같은 관용구(비판없는 모방의 대중

문화, 1977; 양권모, 1996; 왕정복고를 몽상, 1953; 최노석, 1987)로서 소

환되기 때문에, 복고는 근대화 이전의 사상, 혹은 보수적 의도를 가진 과

거 회귀 성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이후

정치적,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제국은 과거 조선을 그리워하

는 복고나 회고 분위기가 확산되어 연극이나 영화로 <춘향전>을 상연하

거나 대중잡지에서 ‘조선’을 특집 기사로 다루기도 하였다(임미정 외,

2020). 20세기 이후 국가의 통치권자가 급변하고 해방 후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역사적 상황을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정치 상황을 그리

워하기 위해 복고적 개념을 차용해왔다. 20세기까지 ‘복고’는 ‘레트로’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정치 기사와 사회 기사에서도 두 단어는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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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서 과거 회귀 경향이 잦아지자 그런

문화적 경향,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언급할 때는 ‘레트로’라고

표현하였다. 한국에서 레트로의 대중적 확산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임미정 외, 2020). ‘복고’는 20세기 이전의 정치적, 사회

적 회고 경향을 설명하고, ‘레트로’는 패션에서 시작된 어휘이기 때문에

보다 문화적이고 소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포스트 모더니

즘(Post Modernism)은 레트로 패션에 큰 영향을 준 핵심적 사조로서,

기능, 효율,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근대 문화의 무미함을 배격하고 시각적

즐거움과 다양성을 주는 디자인을 강조하였다(류숙희 외, 1996).

최근에는 ‘뉴트로’라는 단어도 새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젊은 층이 레

트로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의미한다(김난도 외, 2018). 뉴트로는 신세

대의 안목으로 레트로 문화를 재생산하는 마케팅 전략적 측면을 담고 있

다(안현영, 2021). 레트로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면서 향유하는 방식인

반면, 뉴트로는 과거를 현재에 ‘새롭게 만들어’ 향유하는 방식이다(주형

일 외, 2020). 김현진(2019)는 레트로와 뉴트로의 구분을 주요 소비 계층

과 소구 의미에 따라 구분하였다. 레트로는 40대, 50대 중·장년층이 ‘친

밀함’에 매력을 느껴 과거 문화를 재현하는 것이지만, 뉴트로는 10대, 20

대의 젊은 층이 익숙하지 않은 옛것을 새로운 콘텐츠로써 ‘참신함’을 느

끼는 것을 뜻한다(김현진, 2019). 과거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선

스타일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의 자본력, 동시대 미적 감각으

로 재해석해주는 셀러브리티,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 플랫폼을 보

여주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주형일 외, 2020). 즉, 뉴트로는 기업의 자

본, 현재의 미학 및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방식으로 과거 문화를 다루고

있다.

레트로 스타일은 빈티지(Vintage) 스타일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레트

로 스타일은 가까운 과거의 양식을 빌어 현재에 제작한 것이지만, 빈티

지 스타일은 실제로 과거에 만들어진 옷을 뜻한다(Reynols, 2014). 빈티

지는 원래 특정 년도에 생산되고 오랜 기간 숙성된 질 높은 와인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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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와인 용어였는데,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어떤 해의 생산품 혹

은 그 스타일’을 의미하게 되었다(DeLong et al., 2005). 새로운 것을 추

구하는 패션의 특성상 레트로와 빈티지 패션은 낡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

용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1960년대 히피와 보헤미안의 등장으

로 레트로와 빈티지 패션은 유행을 거부하면서도 스타일을 통해 자기 표

현을 즐길 수 있는 의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Reynols, 2014). 빈티지 패

션이 저항, 노스텔지어, 진품성,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밀레니

얼 세대는 빈티지 아이템을 응용해 뉴트로 패션으로 자아 정체성을 보여

준다(이해동 외, 2019).

[표 2-1]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레트로 관련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그

러나 복고, 레트로, 뉴트로, 빈티지의 어휘가 여전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레트로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레트로의 조작적 정

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어휘 의미 선행 연구

복고
근대화 이전의 사상 또는 보수적

의도를 가진 과거 회귀 성향

류숙희 외(1996)

유순경 (1997)

최해주 외(2003)

임미정 외(2020)

레트로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서 감성적

이유에서 과거 문화를 소환하는 경향

신명진 (1998)

Gregson et al. (2001)

박혜원 외(2002)

정지혜 (2003)

이재정 외(2006)

김현진 (2019)

노스탤지어
개인의 일생에서 평온했던 시절을

동경하는 감정
Jacobsen(2020)

뉴트로
마케팅 전략적 측면에서 젊은 층이

새롭게 바라보는 과거 회귀 경향

김현진 (2019)

주형일 외(2020)

안현영 (2021)

빈티지
실제로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의상

Delong et al. (2005)

이해동 외(2019)
[표 2-1] 레트로 관련 어휘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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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s(2014)에 의하면, 레트로(Retro)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가까운 과거에서 영감을 받는다(Reynols, 2014). 패션에서 레트로

와 역사주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사주의는 먼 과

거의 양식에서 영감을 받는 반면, 레트로는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서 유

행한 스타일을 재배치하고 개조한다. 예를 들어, 16세기, 18세기 영국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역사주의 디자이너에 가깝지만, 한 시대가 지난 패션을 되

살리고 재구성하는 애나 수이(Anna Sui)와 마크 제이콥스(Mark Jacobs)

는 레트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Reynols, 2014).

둘째, 레트로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와 연루되어 있다(Reynols, 2014).

이 점에서 레트로는 역사적 부흥 운동과 차이점을 보인다. 역사적 부흥

운동은 고급문화를 바탕으로 상류층에서 발생한 문화 운동이지만, 레트

로 문화는 벼룩시장, 중고품 가게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적 미학을 바탕

으로 한다(Reynols, 2014). 레트로 미학은 산업 혁명 이후 대량 생산된

제품, 패션 및 예술적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레트로는 ‘정확한 회상’을 기반으로 한다(Reynols, 2014). 이는

아카이브에 보존된 자료를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특정 시대 음악과 패션

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트로를 쫓는 사람들은 과

거를 이상화하거나 감성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절충적인 관점에서 재미를

추구한다. 레트로는 과거를 복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위문화 자본을 추

출할 자료실로써 과거를 이용한다(Reynols, 2014). 따라서 레트로의 대상

은 회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코드를 담고 있다(Drake, 2018).

국내에서 레트로 패션에 관해 고찰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신명진

(1998)은 레트로 패션을 모방, 패러디(padody), 패스티쉬(pastiche), 유행

의 4가지 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박혜원 외(2002)는 레트로는 포

스트 모던적 표현 이외에 창조성과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대를 연출하는

감성적 문화라 정의하였는데, 모방, 패러디, 빈티지, 패스티쉬, 브리콜라

쥬 등 포스트모던의 조형성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박혜원 외, 2002). 정

지혜(2003)는 한국 영화 의상을 통해 레트로 패션를 연구하였는데,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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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선행 양식을 현재의 정서에 맞춰 재창조되

어 나타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정지혜, 2003).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지

만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를 통해 현재의 ‘유

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사회동조 현상이라고 하였다(정지혜, 2003). 김

현진(2019)은 레트로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모방성, 재현성, 감정성, 대중

성, 서사성으로 분류하였다.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레트로

문화는 유동성의 시대인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특성을

보인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진입하면서, 모더니즘 시기의 사회적 형태들

은 해체되고 있으며 인류는 겪어보지 못한 문명과 발전 속에서 살고 있

다(Bauman, 2014). 근대 국가 주도의 산업들이 민간 주도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전되었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구축되었다.

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주는 시대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런 불확

실한 사회에서 개인은 위기에 대항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다(성신형,

2019). 불확실성에 놓인 개인은 불안감의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 되어 ‘레

트로토피아(retrotopia)’를 찾는다(Bauman, 2014). ‘복고(retro)’와 ‘낙원

(utopia)’의 합성어인 레트로토피아는 사회학자 바우만이 만든 단어로, 새

로운 유토피아로서 레트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지녔던 그 시대로 돌아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고 소

속감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미래로 계속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의

도적으로 거부하고(Hemetsberger & Muller, 2011), 과거의 것을 쫓는다.

근대에는 새로운 생각의 환기를 위해 레트로 문화를 찾았지만, 포스트모

던 시대의 레트로 문화는 진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항하고 의

도적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싶은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레

트로 브랜드와 미학을 소비하며 현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중화시킨다

(Olsson & Höglund, 2019; 성신형, 2019). 먼 과거가 아닌 가까운 과거

를 소환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거나 미화하기보다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채 재현한다(Guffey, 2006) 따라서 포스트모던의 레트로는 그 시

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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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Grainge(2000)는 레트로의 유행이 회고 욕구 또는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위기의 맥락에서 레트로 무드를 설명하는 것은 단편적인

관점이며, “지나간 과거(pastness)”를 현재에 대한 처방이나 시장성이 있

는 스타일로 만드는 문화적, 인구·통계적, 과학·기술적, 상업적 요소에 따

라 레트로 현상은 전개되어 왔다(Grainge, 2000). 레트로 미학은 과거의

가치, 맥락, 스타일을 재인식하는 현재의 시대 정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Grainge, 2000).

이런 맥락에서 레트로 경험은 스스로 정의하는 자신의 자아와 사회적

역할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Hemetsberger & Muller, 2011). 젊은 사람들은 레트로 경험을 추

구하여 본인만의 개성을 추구한다. 젊은 소비자에게 현대 제품은 대량

생산된 저급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반면, 레트로 제품은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으며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Olsson & Höglund,

2019). 오랜 시간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획득한 레트로 브랜드는 소비자

들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가치 및 태도, 사회적 자기 개념을 표현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다(Hemetsberger & Muller, 2011). 레트로를 추구하는 사

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본인만의 개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르러 변화한 레트로는 연구자에

따라 ‘노스탤지어 모드(Nostalgia Mode)(Grainge, 2000)’ 또는 ‘포스트모

던형 레트로(Higson, 2014)’, ‘네오 레트로(Neo-Retro)(Celhay et al.,

2020)’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적 현대 문

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레트로 현상을 ‘뉴트로(김난도 외, 2018)’ 문화

로 부른다.

현재의 레트로 문화는 ‘발전에 대한 저항’, ‘스스로 구별짓기’ 및 ‘진정

성있는 자아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하위문화 연

구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근대 사회에서 혈연, 계급, 젠더, 인종 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자신의 취향과 문화가 결정되었지만, 포스트모던 시

대는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에 따라 문화 공동체가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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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fesoli, 1988). 이런 하위문화의 흐름을 ‘신부족주의(Neo-Tribalism)’

라고 부르는데, 관습을 거부하고 스스로 구별 짓기를 통해 자신만의 정

체성을 표현한다(Maffesoli, 1988). 하위문화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집단 내부의 타인과 경험을 공유한다. 새로

운 디지털 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집단 내부적 소통이 가속화될수록,

하위문화는 모방과 개성 사이를 오가면서 전개되었고 타인과 구별되는

나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하위문화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새로운 ‘힙스터 문화(Hipster culture)’

를 형성하였다. 힙스터는 주류 소비자 문화에 반대되는 스타일의 채택,

특히, 정통 빈티지 제품, 레트로 스타일, 장인이 생산하는 가치를 존중하

는 문화이다(Hubbard, 2016). 힙스터 문화 참여자는 타인과 구별 짓기를

시도하며 자신의 문화에서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적 우월감을 얻는다(배지예 외, 2019). 주류 문화를 지양하

는 힙스터 문화는 독립적 대안문화나 문화의 진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면서도 이미 주류 문화로 진입한 하위문화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모순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배지예 외, 2019). 그러나 이들은 소비를 통해 자

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권력에 저항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특성은 한국의 힙스터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비주류의 문화

를 향유한다는 데에서 우월감을 느끼지만, 비주류 문화를 빠르게 주류

문화로 만드는 모순적 현상을 보인다(배지예 외, 2019).

힙스터 문화는 새로운 레트로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데(Schiermer,

2014; 배지예 외, 2019; Celhay et al., 202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과거에서 발상을 얻는 레트로 문화는 그 자체가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힙스터 문화가 추구하는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희소성

과 시간적 저항의 성격을 지닌 레트로 문화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본인

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힙스터들에게 적합하다. 셋째, 힙스터 문화는

자본주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레트로

문화와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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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한 레트로 개념을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가까운 과거/대상에

서 영감을 받아 해당 시기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문화를 현재의 결핍

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상업적 요소와 결탁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

으로 동시대 감성을 반영하고 새롭게 변형시켜서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

되는 패션 문화’로 정의한다.

2. 뉴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

1) 전통적 노스탤지어 연구

노스탤지어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그리스어 ‘nostos’와 고통스러

운 상태를 지칭하는 ‘algia’가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통스러움을 의미한다(Davis, 1979; Boym 2001). 노스탤지어

(Nostalgia)는 17세기 의학자 요하네스 호퍼가 장기 원정에 시달리는 용

병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우울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개념이다(Baker & Kennedy, 1994; Reynolds, 2014; Brown, 2018).

초기에는 질병의 개념이었던 노스탤지어는 1950년대에 이르러 사람의

일생에서 평온했던 시절을 동경하는 일반적 감정을 일컫는 말로 변화하

여(Baker & Kennedy, 1994; Reynolds, 2014), 일상생활과 사회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 감정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Jacobsen, 2020).

점차 노스탤지어의 공간적 개념은 사라지고 시간적으로 황금기를 그리워

하는 마음으로 변모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었던 사회 질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대중문화 및 소비 오락 분야가 융성하면서, 이 분

야의 노스탤지어만을 따로 지칭하는 레트로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노

스탤지어 연구는 레트로의 개념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갔다.

이 시기 노스탤지어는 진보와 성장을 역행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

었다(Brown, 2018). 학문적으로는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노스탤지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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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었다. 심리학에서는 노스탤지어 자극의 해석에 주된 관심이 있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주를 이뤘던

반면, 사회학에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조사하여 현재의 삶에서 향수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Baker & Kennedy, 1994). 즉, 심리학은 개인

적 차원에서, 사회학은 사회적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노스탤지어의 가치

와 본질을 연구하였다.

노스탤지어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Davis(1979)는 노스탤

지어를 개인적(private, individual, personal) 감정과 집단적(public,

collective, cultural) 감정으로 구분하였다(Davis, 1979; Brown, 2018;

Jacobsen, 2020).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획득한 개

별적인 과거의 상징적 이미지와 암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투사하고자

하는 자아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련의 상징을 개발하는데, 특히 아동기

시절과 관련된 것이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된다. 집

단적 노스탤지어는 상징적 대상이 공적이고 널리 공유되는 조건에서 집

단 내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상징적 이미

지를 의미한다. 이런 Davis(1979)의 연구는 사적/공적 노스탤지어를 구

분함으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노스탤지어 감정을 해석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Baker & Kennedy(1994)는 개인과 집단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는 노스탤지어를 실제 노스탤지어(real

nostalgia), 가상 노스탤지어(stimulated nostalgia), 집단 노스탤지어

(collective nostalgia)의 3가지 종류로 제안하였다. 실제 노스탤지어는 과

거 경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며, 이를 불러일으키려면 경험을 전제되

어야 한다. 가상 노스탤지어는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

한 과거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의미한다.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기억으로 새겨진다. 해당 대상이 나타내는 사건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생기는 감정이다. 집단 노스탤지어는

Stern(1992)이 제시한 역사적 노스탤지어와 같은 개념으로, 문화, 세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다. 세대에 국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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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문화 구성원이나 한 국가 구성원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유사한 감정

을 설명한다. 테마파크, 국기, 국민적 오락거리 등 세대에 상관없이 공감

할 수 있는 노스탤지어를 의미한다.

다른 선행 연구는 기존 개인/집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직접/간접 경

험의 새로운 기준이 더해진 노스탤지어 분류를 제시하였다(Havlena &

Holak, 1996; Holak et al., 2007).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노스탤지어는 개

인의 직접 경험, 개인의 간접 경험, 집단의 직접 경험, 집단의 간접 경험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표 2-2). 개인의 직접 경험은 실제 노스탤지어

(Davis, 1979; Baker & Kennedy, 1994)처럼 개인에게 고유한 향수의 대

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의 간접 경험은 대인관

계의 노스탤지어(Interpersonal nostalgia)에 해당한다. 대인 접촉을 통해

얻은 간접적 경험을 의미하는데, 본질적으로 집단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이

라 할 수 있다. 집단의 직접 경험은 문화적 노스탤지어(Cultural

nostalgia)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세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인 노스탤지어에 관해 문화 구성원

이나 국가 구성원이 경험하는 유사한 감정을 의미한다. 소속 사회의 상

징을 물리적으로 체험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단의 간접 경험

에 해당하는 가상 노스탤지어(Virtual Nostalgia)는 자신의 문화 역사를

포함하거나 다른 문화 환경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노스탤지어다. 환상

개인적 경험 집단적 경험
직
접

경
험

개인적 노스탤지어
(Personal Nostalgia)
-개인에게 고유한 향수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문화적 노스탤지어
(Cultural nostalgia)
- 공유된 상징을 기반으로 개인
이 직접적으로 경험함 것

간
접

경
험

대인관계 노스탤지어
(Interpersonal nostalgia)
-대인 접촉을 통해 얻은 간접적
경험에서 비롯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과
의 개인의 상호 작용을 결합

가상적 노스탤지어
(Virtual nostalgia)
-환상과 간접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의사소통
-자신의 문화 역사를 포함하거나
다른 문화 환경에 대한 갈망을
반영
-책, 비디오 자료, 전문가

[표 2-2] 노스탤지어의 4가지 분류 (Havlena & Holak, 1996; Holak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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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접적 경험을 기반으로 집단적 의사 소통을 한다.

비교문화 학자 Boym(2001)은 노스탤지어의 어원인 nostos와 algia를

바탕으로 회복과 성찰로 나누어 노스탤지어를 설명하였다. 회복 노스탤

지어(restrorative nostalgia)는 nostos를 강조하여 잃어버린 집을 재건하

고 기업의 틈새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성찰 노스탤지어(reflective

nostalgia)는 arching을 초점을 두고 강제로 잃어버린 개인의 그리움과

상실, 불완전한 기억의 과정을 담고 있다. 개인 내러티브를 더 강조한다.

전자는 과거의 문화를 회상하지만 그것이 결코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태도로 바라보지만(고동연, 2013), 후자

는 과거 문화를 숭상하고 그대로 복원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 동유럽에서 자본주의 개혁 후에 자본주의에 대해 비

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과거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수용하는 양가적 모습을 말한다(고동연, 2013).

2) 뉴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

미디어로 인한 노스탤지어는 과거의 간접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

통적으로 가상 노스탤지어에 속한다(Baker & Kennedy, 1994).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 및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사회

내부가 통용하는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동시대에는 사라진(혹은 거

의 쓰이지 않는) 관습 또는 기술, 집단이어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이미

지, 또는 사건 등이 노스탤지어를 통해 상징적 기호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매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흑백 화면은 옛날의 감성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데, 이는 흑백 화면이 옛날의 tv 감성을 유도하는 상징

적 기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실제로

그 대상이 나타내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을 때도 향수를 느낀다

(Baker & Kennedy, 1994). 특정 시대의 의미와 이미지가 그리움의 감성

을 집약한 ‘기호’로서 한 시대의 이미지를 대신할 때 발생한다(김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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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9). 특히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과거를 미화시키는 ‘노스

탤지어의 사회화(Nostalgic socialization)’를 형성한다(Goulding 2002).

즉, 미디어는 특정 사물과 현상을 떠올리면 노스탤지어가 연상되도록 학

습시키는 역할을 한다.

1980년대 이후 디지털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영상 중심의 뉴미디어

매체는 전통적인 노스탤지어 관점에 변화를 가져왔다. 뉴미디어는 정보

의 처리 방법 및 표현 기술에서 두 개 이상의 미디어가 통합되어(김세진

외, 2017), 아날로그 매체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아날로그는 패션의 사실

적 모습 구현에 머물렀지만, 뉴미디어는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콘텐츠가

제작되고 유통이 이뤄진다(이청순 외, 2020). 뉴미디어의 디지털 이미지

는 사실적 운동(Realistic movement), 가변적 시간(Variable time), 가상

적 경험(Virtual experience)의 3가지 특징을 지닌다(김세진 외, 2017). 또

한 뉴미디어의 개인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다양한 플랫폼

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관계를 맺게 되고, 검색과 공유로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하며 재생산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였다(신현주 외,

2018).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는 이용자의 능동성을 전제로 작동하

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가 각자 해석하는 내용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노스탤지어의 성격과 의미가 계속 변화한다. TV, 라디오, 신문처럼 현재

에도 사용되지만 과거에 개발된 전통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Lecacy

media)라고 일컫는데(Ishida, 2017)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주도했던 레트

로 패션 문화는 수용자의 능동성에 제약을 주었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일시적인 노스탤지어 환기에 그쳤다.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수용자의 능동성을 극대화시킨다. 뉴미디어 이용

자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이용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디지털 미디어

의 ‘상호작용적 어포던스(affordance)’를 복수의 플랫폼과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참여(engagement)와 내러티브 몰입(immersion)을 조정한

다(김해원, 외, 2018). 이런 과정을 거쳐 사람들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스

스로 과거 문화를 찾아내고 선택하며 다시 재확산시킨다. 뉴미디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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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거의 사실적 내용이 단순하게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고 왜곡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노스탤지어는 나이와 관계없

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Hemetsberger et al., 2011; Veenstra &

Kuipers, 2013; Olsson & Höglund, 2019)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뉴

미디어 시대의 레트로 현상을 기존 노스탤지어 관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노스탤지어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

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미디어 시대에 나타난 노스

탤지어에 관한 고찰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어 기제로서 사용

Bauman(2018)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의 현대인들에게 미래는

오히려 퇴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 대신 흐릿한 기억으로 추정

해 낸 과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디지

털 미디어의 노스탤지어는 현실의 결핍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소환한다(이하림, 2020). 이런 과거 회귀 경향은 과거

그 자체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적응의 모습을 해결

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소환한 것이다. 소환된 과거는 정

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화된 과거의 모습이다(이하림, 2020).

이런 방어 기제로서 사용된 노스탤지어 경향은 디지털 미디어 매체에

도 나타난다. 기능적으로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을 때에도

디지털 시대의 물건에서 과거 물건의 흔적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스마

트폰의 메모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실제 메모지와 같은 디자인으

로 제작할 필요는 없지만, 노란 바탕에 선이 그어져 있는 실제 메모지를

모방한 디자인으로 제작한다(Niemeyer, 2014).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

을 때 카메라 기능에서 아날로그 카메라의 셔터 소리는 불필요한 것이지

만, 셔터 효과음을 추가함으로써 카메라를 사용했던 아날로그적 경험을

디지털 매체에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스큐어모프(Skeuomorph) 현상이

라고 한다(Niemeyer, 2014; 박옥미, 2018). 하이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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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knowledge) 시대의 노스탤지어 현상은 미래 기술 발전에 대

한 가속과 감속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시대와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를

조절한다(Kalinina, 2016).

(2) 과거의 박물관화

미디어는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내러티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노스탤지어의 증상이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창의

적인 투영 공간이 된다(Kalinina, 2016). 미디어는 사용 가치를 잃어버린

박물관화(museumlization)된 물건들이 이전 시대의 상징이 되고 노스탤

지어의 흔적을 증명하는 공간으로서 사용된다(Böhn, 2007). 사진, 동영상

과 같은 현대의 시청각 매체는 문화적 기억을 확장시킨다. 매체에서 정

확하게 고증된 과거는 개인들의 추억을 환기시키고 이는 사람들이 과거

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 안에서 노스탤지어는 조작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대상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기억의 대상이

된다. 소셜 미디어 속의 과거 문화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제

공하고 단순화를 통해 특정 시대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뉴 미디어는 노스탤지어가 일어나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과거를 발명한다. 뉴 미디어는 이미지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미학을 재구성한다(Kalinina, 2016). 이런 새로

운 기술의 사용은 또 다른 가상의 노스탤지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우리

가 실제로 겪지 못했던 이전 시대의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Niemeyer,

2014).

미디어는 노스탤지어가 일어나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창의적 노스탤지

어를 위한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과거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발명하기도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과거의

문화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과거 분위기의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과

거 문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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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과 감정의 소통 매개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는 다수의 사람

들에 걸쳐 집단적 및 개별적 경험을 매개하여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

을 끼친다(Kalinina, 2016). 이런 관점에서 역사학자들은 미디어는 기억

과 역사를 조작하고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집단 노스탤지어에 관한 감정과 기억은 더욱 유

동적이라는 것이다. 미디어는 대중들의 상상력으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된다(Niemeyer, 2014)

특히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상상된 과거는 실제 사실보다는 감성 중

심의 기억이 우세하다.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구성되는 노스탤지어를 형

태소 분석으로 분석한 윤희진(2018)의 연구는 면대면 상황의 노스탤지어

와 디지털 공간의 노스탤지어를 비교하였다. 대면 공간의 노스탤지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이라는 상호작용의 공간적 의미를 지녔지만(윤희

진, 2014), 디지털 미디어의 노스탤지어는 타인과 함께 어울렸던 ‘경험’과

당시의 ‘감정’을 바탕으로 상호소통하는 매개체가 된다(윤희진, 2018). 디

지털 미디어의 노스탤지어는 감정 어휘들(즐거움, 머뭇거림, 힘듦, 아쉬

움)이 도출되어(윤희진, 2018) 다양한 감정과 기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기 참조(self-reference)의 기억 강화

전통적 노스탤지어 연구에서 노스탤지어를 개인과 집단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런 분류가 무의미하다. 집

단 기억을 형성하는 소셜미디어의 노스탤지어는 동시에 개인의 자기 참

조(self-reference) 기억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자기 참조란, 학습할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억하게 되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기억을 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Rogers et al., 1977).

Kesebir & Oishi(2010)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명백한 단서가 없어

도 자동적으로 자신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도 자기 참조 기억에 포함

시켜, 자기 참조의 정의를 확장시켰다. 목주영(2011)의 연구는 자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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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의 기억 회상과 친숙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미디

어는 과거에 관한 참조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자기 참조를 유도하는 환경

을 생성한다.

(5) 현재화된 과거 문화의 경험

과거의 문화를 환기시키는 것은 노스탤지어의 본래 속성이지만, 새로

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과거 문화는 현재의 시점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웹상에서 거의 모든 콘텐츠

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다(주

형일 외, 2020). 유튜브에 누적된 과거의 시청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자 젊은이들은 과거 영상을 반복적으로 접촉하

였고 현재에도 그 문화가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과

거 문화의 경험은 현재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시간적 문화 접변

(acculturation) 현상이 나타난다(주형일 외, 2020).

문화 접변 현상은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다른 한쪽의 문화 양식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홍장선, 2012),

초기 의미는 지리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문화 현상이었다. 그러나, 소

셜 미디어 속의 수많은 과거 자료는 인류 최초로 시간적 문화 접변의 환

경을 조성하였다. 과거는 교과서나 교육을 통해 배우는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주형일 외, 2020), 현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콘텐

츠로써 접근하게 되었다.

Z세대는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가 상호 작용하면서 역사를 살아

있는 문화로 인식하게 되었다. 뉴 미디어를 통한 노스탤지어 경험은 비

선형적(nonlinear) 시간의 서사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문화 환경을 재맥락

화하였다. 미디어는 각기 다른 시간적 경험을 렌더링(rendering)하고 다

른 층위의 시간을 동시에 제공한다(Kalinina, 2016). 즉, 과거 문화를 비

선형적으로 나열하고 다시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문화를 재

배치하고 시간의 경계를 넘나든다(이하림, 2020). 미디어의 재맥락화 과

정은 과거의 문화를 현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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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는 5가지 특징을 지닌다([표

2-3]).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방어 기제로

노스탤지어를 환기했다. 또한 뉴미디어는 과거를 박물관의 유물처럼 나

열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대한 미학을 재구성하였다. 사람들은 미디어 속

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집단 기억을 형성하고 이는 개인의 자기 참조 기

억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노스탤지어 현상은 시간적 문화 접

변이 나타난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뉴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 Z세대에 나타

난 레트로 패션 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뉴미디어를 활용한 Z세대의 패션 문화

1. Z세대에 관한 선행 연구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강민정 외, 2020; 박주연 외, 2019; 박치완, 2019; 정은이, 2020; Dimock,

특징 의미 선행 연구

방어 기제로서

사용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적응 해소를

위한 과거 기억의 선택적 소환

Kalinina (2016)

이하림 (2020)

과거의

박물관화

노스탤지어 발생 공간을 나열하고

창의적 노스탤지어를 위한 공간과 도구

제공

Kalinina(2016)

Böhn (2007)

경험과 감정의

소통 매개

‘경험’과 당시의 ‘감정’을 바탕으로

상호소통

Niemeyer (2014)

윤희진 (2018)

자기 참조

기억 강화
자기 참조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Kesebir & Oishi

(2010)

목주영 (2011)

현재화된 과거

문화의 경험

과거 문화를 비선형적으로 접하는

시간적 문화 접변 현상

이하림 (2020)

주형일 외(2020)

[표 2-3] 뉴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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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uffy et al., 2018; Jiang et al., 2021), 전세계적으로 20억명이 이

세대에 해당한다(한국마케팅연구원 편집부, 2017). Z세대의 어원은 X세

대, Y세대의 다음 알파벳 순서에서 이름을 붙였다. 이전 세대인 밀레니

얼(Millenial) 세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기부터 디지털 경험을 축적하였지만, Z세대는 PC통신의

대중화 및 모바일 등장 이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에 더욱더

능숙하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이용

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Mobility)가 체화되어 있다(한국마

케팅연구원 편집부, 2017). 평생 17개의 직장과 5개의 직업, 15번의 거주

지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마케팅연구원 편집부, 2017). 그들만의

언어인 슬랭귀지(Slanguage)를 사용하며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한국마케팅연구원 편집부, 2017). 경제적 가

치에서도 그들만의 가치가 존재하여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보

인다(강주연 외, 2020)

선행 연구와 세대 보고서를 통해 Z세대의 4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높은 활용도다(강

민정 외, 2020).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없는 Z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구

별되는 미디어 수용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SNS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고, 다양한 SNS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한다(박치완,

2019). TV,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동시에 사용한다(박주하, 2019). 16개 나라의 Z세대 소비자를 조사한 보

고서에 의하면, 74%의 Z세대가 학교생활이나 학습 활동 이외의 시간에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낸다(이정연, 2019).

또한 Z세대는 SNS를 통해 24시간 소통하는 SNS를 통해 취향 집단

내 의견 교환 및 생산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Z세대는 원본

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복사본을 제작해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박치

완, 2019). Z세대에 이르러 가상과 실재의 이분법이 불분명해졌으며, 이

들은 가상 세계가 실제 세계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한다(박치완,

2019; Jiang et al., 2021). 박주연·이연준(2019)이 밝힌 Z세대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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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네이티브, 자기중심적 성향을 지니면서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소

통, 참여, 공유를 선호한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화되면서 인터넷

에 모바일로 접속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세대보다 소셜미디어와 밈

(Meme) 문화에 익숙하다(정은이, 2020).

둘째,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문자나 텍스트보다 이미지,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탐색한다. 터치스크린과 모바일 인터넷 세대인 Z세대가 즐

기는 시각 자료는 동영상, 다양한 이모티콘, 가벼운 콘텐츠를 특징으로

한다(정은이, 2020). 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와 같은 텍스트 기반 SNS

보다는 이미지 및 동영상 기반의 SNS를 선호한다(임수지, 2015). Z세대

는 불필요한 정보가 수반되는 텍스트 기반 SNS보다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이미지 중심으로 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현애정, 2018). 더욱

이 스마트폰의 편의성으로 인해 PC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모바일 중심의

시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스스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공유하는 모습을 보

인다(한국마케팅연구원 편집부, 2017). 이미지 중심의 SNS 활동을 통해

감정적 가치, 사회적 행동, 정보적 탐색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현애정,

2018), Z세대도 이런 경험을 위해 이미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Z세대는 동영상 매체에 친숙하고 검색 및 정보 수집 매체로서

동영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박유선 외, 2020). Z세대는

하루에 약 1시간 20분 동안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Y세대(47.2분), X세대(39.6분)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다(나스미디어,

2018). Z세대는 검색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를 사용한다

(나스미디어, 2018).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시청시 유튜브(90.8%)를 가장

많이 시청하여 다른 세대보다 동영상 SNS 시청이 월등히 높았으며(나스

미디어, 2018),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게임, 음악,

좋아하는 주제의 프로그램 등의 단순한 재미를 위해 시청하기도 하지만

(박주하, 2019), 교육 목적으로도 유튜브를 활용하였다(Duffy et al.,

2018). 또한, Z세대는 유튜브를 사용하여 자기표현을 하고, 외로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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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있다(Duffy et al., 2018). Z세대에

게 유튜브는 검색 엔진일 뿐만 아니라, 교육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대리

만족의 도구이기도 하면서 간접 사회적 경험을 확대시키고 다른 세대와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강민정 외, 2020).

셋째, Z세대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이고 자신의 취향을 분명하게 인

식하며 개인의 만족감을 중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선호/비선호 취향에

관해 분명하게 알고 있고 골라내는 능력이 다른 세대보다 탁월하다. 이

는 불안한 미래 전망과 취업, 학업 등 목표지향적 삶에 낙담한 Z세대들

이 삶에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Z

세대에 해당하는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응답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10대: 64%, 20대: 65%),

미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응답

(10대: 30%, 20대: 75.9%(복수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Mezzomedia, 2019a; Mezzomedia, 2019b). 이처럼 남들이 보기엔 의미가

없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Z세대를 무민(無mean) 세대라

고 지칭되기도 한다(Mezzomedia, 2019b). Z세대들은 무의미한 가치에서

개인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 예로 MZ세대 사이에서 ‘쓸모없는 선물’

을 주고받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연희진, 2020). 영어 한자 화

장지, 가짜 팔 붕대 등 일상적 사물에 재미를 더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Z세대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싫

존주의자’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Z세대는 개인의 취향만큼 싫어

하는 것도 존중받고자 한다(이정연, 2019).

마지막으로, Z세대는 레트로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다. 사회가 디지털

화될수록 사람들은 균형을 찾기 위해서 아날로그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추구하게 된다(Humayun & Belk., 2020).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인 Z세대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들은 레트로 아이템이나 옛날 콘텐츠

를 통해 과거를 추억하고 디지털로 공유하며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고 있

다(Mezzomedia, 2019b). 특히 Z세대는 개인적 가치를 노스탤지어와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Jiang et al, 2021). 레트로 브랜드와 미학은 진실하고



29

신뢰할만하며 개성적이라고 인식하고, 레트로 제품 사용자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Jiang

et al., 2021; Olsson & & Höglund, 2019).

또한 Z세대는 감성적 측면에서 레트로 문화를 선호하였다(정은이,

2020). 유튜브에 과거 드라마를 짧게 편집한 영상이 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디지털의 매끈한 화면이 아닌 아날로그적인 화

면 노이즈에서 거친 감수성과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영상을 시청하

였다(정은이, 2020). Z세대의 레트로에 관한 관심은 공감과 여유, 새로움

을 제공해주었으며, 레트로 문화는 ‘힐링 콘텐츠’로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하였다(정은이, 2020).

2. 뉴미디어를 활용한 Z세대의 패션 문화

기존 세대와 구별되는 Z세대만의 고유한 특성은 패션 문화 형성에서

도 작용하였다. 특히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도

를 지니고 있다(박슬기, 2018). Pangain(2019)의 연구에서 Z세대가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는데,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의 존재가 영

향 요소 중 하나로 밝혀졌다(Pangain, 2019).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Z세대의 패션 문화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

타났다.

1) 뉴미디어 시대의 노스탤지어

(1) 패션 정보 탐색을 위한 미디어 접근

Z세대는 상품 구매를 목적으로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제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며 대부분의 소비재 품목을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구매한다(김지원, 2020). Z세대는 개인적, 구체적 관심사를 탐색하며, 타

인이 공유한 온라인 콘텐츠에 개방적 태도를 보였고, 디지털 정보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다(박슬기, 2018). 뉴미디어는 기존 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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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디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의 취향에 맞춘 정보와 전문 지식

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박주하, 2019). 뉴미디어의 패션 영상은 기존 잡

지에서 읽을 수 없는 패션 분야의 전문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제공하였으

며, 일상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나타났다.

Z세대는 패션 제품 구매 전, 정보 탐색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매체 정보원과 경험 정보원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인다(박슬기, 2018). 따

라서, 뉴미디어의 패션 정보는 패션 제품에 관한 솔직한 후기나 시청자

의 즉각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박주하, 2019) Z

세대의 니즈(needs)에 부합한다. 또한, 뉴미디어를 통해 Z세대는 새로운

제품 소식과 트렌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며, 맞춤형

추천 영상으로 신속하게 시청하였다. 제품 구매 후에도 스타일링 참고,

의류 보관법, 의상에 어울리는 장소 등의 다양한 패션 정보를 습득하며

일상 속 의복 생활에 적용하였다.

사람들은 구매를 목적으로 정보 탐색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브라우징(browsing)하는 지속적 탐색(ongoing

search)이 쾌락적 측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신현주 외, 2018). 같은 맥

락에서 Z세대도 유튜브 시청으로 인한 패션 정보의 습득이 재미있고 여

가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박주하, 2019). Z세대는

휴대성과 편의성이 강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였고, 패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박슬기,

2018).

(2) 숏폼을 활용한 자기 표현의 극대화

다양한 SNS를 통해 집합 행동의 하나인 밈 현상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숏폼 콘텐츠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김지원, 2020). 숏폼

(Short-form)은 10분 내외의 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로, 시간이 짧은

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콘텐츠로 재생된다(김지원, 2020).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오랜 시간 바라봐야 하는 영상보다는 비계획적으로 생긴 짧은

여가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었다. 온라인 패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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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e-commerce) 채널에서도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김지원,

2020). 이처럼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문화 콘텐츠를 한입 사이즈

(one-bite)의 ‘스낵 컬쳐(snack cul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김지원,

2020).

Z세대는 이런 숏폼 위주의 스낵 컬쳐를 소비하는 주된 세대이다. 선

호하는 동영상 시청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회당

동영상 시청 시간은 약 15분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짧은 시청 시간을

보였다(Mezzomedia, 2019b). 스마트폰에 익숙한 Z세대가 짧고 강렬한 모

바일 콘텐츠 위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웹(web) 드라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숏폼 콘텐츠로 제작한 개인의 패션 룩북 (해시태그로 보는 요즘 MZ세대가

패션 즐기는 방법…”레트로부터 영상룩북까지, 2021)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틱토커의 패션 숏폼 콘텐츠 (HADA,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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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스타그램의 릴스, 숏 비디오(short video) SNS인 ‘틱톡(Tik Tok),

짧은 클립 영상 위주의 유튜브가 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Mezzomedia, 2019a).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콘

텐츠들도 숏폼 길이에 맞게 편집되어 재가공되어 Z세대에게 크게 호응

을 얻고 있다.

과거에 책자로 제공되던 패션 룩북은 숏폼 형태로 발전하였다. Z세대

는 스스로 자신의 코디를 영상으로 올리고, 댓글을 통해 제품 정보를 공

유한다. ‘키는 155cm이고, 주로 학교랑 학원만 가요!’처럼 자신의 구체적

체형과 의상 착용 상황을 공개하며 스타일 코디를 짧은 영상으로 기록한

다(이성수, 2021). [그림 2-1]은 Z세대가 관심있는 패션 스타일링 상황을

테마로 개인의 룩북을 게시한 영상이다. 또한, 숏폼 플랫폼 ‘틱톡’을 패션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도 등장했다. 틱토커

(tictoker) ‘하다(HADA)’는 약 25초의 짧은 영상에서 가상의 캐릭터 또

는 코디 연출 방법 등 패션과 관련된 콘텐츠를 틱톡에 업로드하여([그림

2-2]) 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이성수, 2021). 자신의 뉴미디어

공간에서 패션은 1인 미디어의 형태로 생산되고 소비된다(최항섭, 2019).

이처럼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Z세대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

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패션 콘텐츠의 일부를 차용해오거나 패

러디를 통해 재가공한 숏폼 콘텐츠를 SNS에 퍼뜨려 소비하는 것이 Z세

대에게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확산되고 있다.

(3) 디지털 도구를 통한 페르소나 표현

페르소나(persona)는 그리스어로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로, ‘외적 인

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한다(어경진, 2020). 가면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또 하나의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익명성을 제공해준다.

심리학자 융(Carl Gustave Jung)에 의해서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비춰지

는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김순자, 2013). 따라서 페

르소나는 사회적 자아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다. 페

르소나는 ‘겉으로 나타난 자신의 모습(person as presented)’과 ‘외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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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위한 다수의 페르소나 보유’ 특성을 지닌다(김순자, 2013). 개인은

개인의 고유한 심리 구조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긴장 관계를 페르소나를

통해 조절한다(김종선, 2016).

과거에는 페르소나와 실제 현실 세계의 정체성이 일치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공간은 재현 불가능한 현실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며, 익명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정체성과 관련 없는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김순자, 2013), 이는 다중적 정체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Z세대는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존재하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인식하게 되고, 일시적이지만 이 페르소나가 반복되면 개인은 이 놀이에

서 자신의 역할 및 정체성에 연속성을 부여하게 된다(김순자, 2013). 그

러나 동시에 현실 세계의 진짜 정체성이 불안정해지고 자아 개념의 혼란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김순자, 2013).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패션 이미지는 개인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

하여 ‘상상적(imaginaire) 이미지’를 형성한다(Durand, 1993). 특히, 페이

스 스왑(face swap), AR(증강현실) 필터, 립싱크, 이모지(emoji), 오토비

트 등의 디지털 영역의 도구들은 시각적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며

(어경진, 2020),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적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의류 브랜드 칼링스(Carlings)는 신제품 흰색 티

셔츠를 AR 필터와 함께 공개하였다. AR 필터를 통해 티셔츠에 그려지

는 로고는 변화하는데, SNS에 의상 착용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Z세대에게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DMC MEDIA 인사이트연구

팀, 2020). 해당 티셔츠를 구입한 사람은 다양한 AR 필터를 적용하여 뉴

미디어에서 여러 벌의 옷을 구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Z세대들의 페르소나는 더욱 다양하

고 창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경진(2020)의 연구는 Z세대가 E-girl,

E-boy를 표현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재현하고

새로운 미를 추구한다는 것을 밝혔다. Z세대에게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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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욕망을 표현하는 일상적 공간이자 동시에 집단적 특수성이 드러

나는 공간이다(어경진, 2020). Z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하위문화인 팬덤의

패션 활동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소셜미디어에 패션 게

시물 업로드 행위를 통해 디지털 코스프레(Digital Cosplay)를 실천하고

자신의 이상향과 자신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몰입을 경험한다(정다울 외,

2020).

(4) 관심사 기반의 패션 집단 형성 및 모방

포스트모던 공동체는 취향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는 등 선택적 관계를 맺는다(Maffesoli, 1988). 뉴미디어 시

대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1인 설립자가 관심

사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공동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사람

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중앙 집권적 취향 공동체를 이루었다(조민선 외,

2019). 하지만,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의 SNS에 나타난 관심사 기반

집단은 해쉬태그와 확장 가능한 연결망을 통해서 관계가 구축된다. 마페

졸리의 신부족주의 이론에서 설명되었듯이, 각 개인들은 공통 관심사 및

감성, 경험을 통해 느슨하고 유동적인 집단을 형성하며 이 집단은 결속

력이 거의 없다(Maffesoli, 1988).

Z세대의 마이크로 트렌드 키워드를 도출한 강주연 외(2020) 연구에서

2019년 Z세대의 5가지 키워드 중 하나로 ’가취관‘을 꼽았다. 가취관은 가

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강주연 외, 2020). 관심

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은 패션 집단 형성에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Z세대는 팬덤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아이돌의

스타일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콘텐츠를 재생산, 공유 및 모방하며 집단

감흥을 경험한다(정다울 외, 2020).

이상으로 본 절에서는 Z세대의 특성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Z세대의

패션 문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2-7]은 이를 정리한 도표이다.



35

[그림 2-7] Z세대의 특성 및 패션 문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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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신문 기사 내용 분석

1. 신문 기사 내용 분석 방법

국내의 뉴트로 패션을 밝히기에 앞서 문헌 연구로 국내외 선행 연구,

전문 서적, 신문기사 등을 통해 레트로를 정의하고 그 개념을 밝힌다. 또

한 신문 기사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현대 문화사에서 레트로 문화가 유

행하였던 시기를 파악하고 시기별 특성을 밝힌다. 이는 연구 문제 1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판단된다.

신문 기사는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이란 연구 자

료로부터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연구 기

법이다(Krippendorff, 2009). Weber(1985)는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최

성호 외(2016)는 자료라는 매개물에 담긴 내용에 대한 타당한 추론을 이

끌어내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보

면, 자료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일정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때 연구 자료는 텍스트에만 국

한되지 않고, 사진, 지도, 상징적 기호, 의사소통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

료를 의미한다(최성호 외, 2016). 이러한 내용 분석은 신문 기사를 통해

시대의 가치관과 유행 등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

으로 사료된다.

연구 설계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 가능해야 하며,

내용 분석을 위한 코딩 과정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rippendorff(2009)의 이론을 참고하여 질적 내용 분석 과정을 설계하고

자 한다. 그는 단위화(Utilizing), 표본 추출(Sampling), 코딩(Coding),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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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Reducing),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서사화(Narrating)

의 6단계로 내용분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라기보다는 반복과 회귀가 가능한 순환적인 과정이다(최성호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단위화와 코딩 단계를 통합하여 연구 설계를 하였다(그림

3-1).

표본 추출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신문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은 기사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본에 포함시

키지 않는다. 또한 수집된 문장에서 연구 목적과 상관없는 문장은 탈락

시킨다. 예를 들어 광고 및 제품 가격이 서술된 문장과 기사가 작성된

시점이 아닌 과거의 패션 문화사를 서술한 문장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그림 3-1] 가추적 추론의 과정

단위화 단계는 자료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구분의 단계이다

(Krippendorff, 2009). 유의미한 문장으로 하나의 단위(unit)을 만드는

코딩 과정을 거친다. 가능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한다. 그

러나 한 문장 안에서 복수의 유의미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의미 단위

별로 구분하여 문장을 여러 단위로 쪼갠다. 여러 문장이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여러 문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만든다.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측면 등에서 단위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독

립적이어야 한다(Krippendorff, 2009). 비구조화되어 있는 원자료를 체계

적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의미 파악을 목표로 한다.

의미 단위로 나눈 문장의 주제어로 간소화를 실시한다. 간소화 단계는

많은 양의 자료를 대표적인 내용으로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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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술과 요약의 방법을 사용한다(최성호 외, 2016). 의미 단위로 나눈

문장의 주제 단위로 구분 여러 번 간소화를 진행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의미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이며, 지식을 일반화하

기 위함이다(Cavanagh, 1997). 가추적 추론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표본

에서 단위화, 간소화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효율적이고 주제를 명

확히 드러내는 간소화를 추구한다.

가추적 추론 단계는 수집한 자료에서 맥락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것으

로, 문서의 묘사적인 설명과 발생되는 의미를 연결한다(최성호 외, 2016).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타당하고 일관적인 추론을 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서사화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

킬 수 있는 문서로 서술하여 연구 주제의 보편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2. 신문 기사 대상 및 범위

사례분석을 위해 195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문기

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레트로 문화에 대해 사회문화 전반적인 관

점을 가지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루

고 있는 신문 기사가 적합한 연구 자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복식 문화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근대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Lim and Yoo, 2000; Yoo, 2002; 최수아, 2011) 1951년 이후의 신문 기

사부터 분석 시기에 포함시켰다.

사례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한국의 4대 신문사(『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

경제』,『한겨례』)의 1920년부터 1999년까지 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

는데, 1999년까지 신문 기사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네이

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4대 신문사 중에 ‘1951년 1월 1일 이후’라는 연구

범위를 충족시키는 신문사는 경향신문(1946년 창간)과 동아일보(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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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였다. 최종적으로 신문사는 이 두 신문사로 제한한다. 2000년 이후

의 기사 자료는 동일한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수집하

였다.

3. 신문기사 자료 수집

신문 기사 자료 수집으로 키워드 검색으로 ‘복고’, ‘레트로’, ‘뉴트로’,

‘노스탤지어’를 선정하였다. 이는 KCI 등재 학술지의 연구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한 선행 연구(김낙현 외, 2020)의 결과, 전 분야의 공통 키

워드는 레트로, 복고, 복고주의, 노스탤지어, 뉴트로, 뉴레트로였는데 이

를 연구 목적에 맞게 축소한 것이다. 1951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로 검색되는 2,082개의 신문 기사를 약 2달 동안 (2021년 3월 17일~

2021년 5월 21일) 수집하였다. 수집된 신문 기사 중에서 중복 기사, 과학

및 의학 관련 기사, 광고 목적의 기사, 기사가 작성된 시점이 아닌 과거

의 사건 관련 기사 등은 제외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한 레트로 기준에 따

라 기사 자료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1,025개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표 3-2).

[표 3-1] 수집된 기사 수 및 출처

최종 선별된 신문 기사에서 제목과 부제목은 본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으로만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정제 과정에서 한문

표기는 한글로, 옛날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현대식으로 변경하고 동일한

년도
신문사

합계 자료수집 출처
경향신문 동아일보

1951~1970 25 10 35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71~1980 32 23 55

1981~1990 43 24 67

1991~2000 82 165 247

2001~2010 190 74 264
언론사 홈페이지

2011~2020 133 224 357

총합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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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띄어쓰기는 통일하여 기사 분문을 수집하였다. 본문 내용 중에서

연구 목적과 상관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유의미한 문장을 하나의 단위

(unit)로 간주하였다. 가능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한 문장 안에서 복수의 유의미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 문장을

의미별로 나누어 수집하였고 여러 문장이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여러 문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4,151개의 의미 단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차 간소화를 실시하

였다.

제 2 절 실증적 고찰: 사례 관찰 연구와 심층 면접

1. 실증적 고찰 방법

질적 연구는 사건, 행동, 규범, 가치 등을 참여자의 시각에서 고찰하여

그들의 삶에 의미를 두는 방식으로 분석과 설명이 진행되는 연구 방법

(신경림, 2004)으로, 현재의 트렌드로 나타난 레트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의 행동과 가치를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적

합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인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한다

(Creswell, 2013). 따라서 연구 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레트로 문화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

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레트로 문화 특성이 패션에 어떻게 적용되

며, 패션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레트로 특성이 있는지 연구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 고찰을 위해 사례 관찰 연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

였다.

1) 사례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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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찰 연구는 네트로그라피(netnography)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

다. 네트노그라피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문화와 공동체 연구에 적용하는 온라인 연구 방법으로(Bowler, 2010), 온

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화 양식을 탐색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김희영, 2019).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참여 행동을 관

찰하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Rotman &

Preece, 2010). 네트노그라피의 분석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저장되

며 확산되는 문화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그동안의 네트노그라피는 인

터넷 게시판의 텍스트와 채팅을 분석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드러

나는 행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오영범 외, 2013). 최근에는 이미지, 동영상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해쉬태그와 댓글을 통해 상호 반응으로 생성되는 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

(김희영, 2019; 심두보 외, 2012; Rotman & Preece, 2010; Schembri &

Boyle, 2013)도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실생활 관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오영범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Z

세대들의 상호 소통으로 발생하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인식과 현상

을 파악하기에 온라인 공간이 적합하며,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확산 행

동에 담긴 의미와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네트노그라피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노그라피의

아카이브 분석으로 소셜 미디어에 Z세대들의 온라인 동영상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 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심층 면접

네트노그라피는 온라인 참여 관찰을 통해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유

리하지만, 신뢰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이런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 연구를 제안해왔다(오영범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로그라피 한계를 극복하고자 심층 면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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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진행하고 Giorgi(1975)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인터뷰 내용을 특수

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나 본질적인 의식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그대로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법으로 참여

자의 언어 그대로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를 규명한다. 심

층 면접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기술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분적 의

미 단위를 구성하였고, 개인의 어휘로 진술된 기술문을 축약하기 위해서

앞서 구성한 부분적 의미 단위를 전문적인 학술용어로 대체하여 하위범

주,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경험의 유형에 적합하게 구성 요소들을 재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미 단위들을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근거 이론은 어떠한 현상에 적합한 개념의 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

고 이로 인해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한 경우 사용하

는 방법이다(Stern, 1980). 모호한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하여 의

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개방 코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Z세대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개방 코딩에 따라 개념을 생성하였고

유사한 개념들을 연결지어 범주화시켰다(김재면, 2018). 심층 면접은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그림 3-2] 심층 면접의 단계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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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후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실시하였다(승인 번호 IRB

No.2104/004-032). 심층 면접의 단계 및 흐름은 [그림 3-2]과 같다.

인터뷰를 위한 세부 질문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

한 내용은 [표 3-2]와 같다. 실제 심층 면접 진행시, 연구 참여자의 응답

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이 가감되었다.

질문 단계 세부 질문 내용

인구 통계

질문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

제작 영상에

관한 질문

제작

- 본 영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 본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영상 촬영에 사용된 의상 및 소품은

어디에서 구한 것입니까?

- 영상 촬영시 스타일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본 영상의 아이디어와 스타일링은 어디에서

참고한 것입니까?

게시

- 본 영상을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영상은 본인의 레트로에 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더 반영하고 싶습니까?
김희영. (2019).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패션취향 표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레트로 패션

문화 태도에

관한 질문

레트로

패션 문화

인식

- 본인이 생각하는 레트로는 무엇입니까?

- 본인이 생각하는 과거의 레트로와 현재의

레트로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 타 스타일과는 구별되는 현대 레트로

스타일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레트로 문화의 유행에 대해 어떤(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 레트로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유행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 레트로 의상 착용이 다른 레트로 문화 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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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 과거 문화를 본인이 재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봅니까?

- 레트로 아이디어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그 매체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레트로 관련 영상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시청합니까?

- 레트로 문화 외에 어디에서 영감을 받습니까?

- 위의 정보가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해동. (2019). 한국 패션 인플루언서 활동에 나타난 빈티지 패션 가치.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Olsson, M., & Höglund, J. (2019). How young consumers use retro

brands and retro products to mediate and express

discontent towards the present.

회고 대상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질문

회고 대상

정보 습득

-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레트로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 그 시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 사라진 국내 문화 현상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 이에 대해 어떤 인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간접

경험 여부

- 그 시대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이

레트로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그 시대의 경험이 없다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가까운 지인입니까?

- 미디어 매체입니까? 어떤 미디어 매체입니까?

- 개인 인생의 한 시기와 관련된 패션 제품 및

브랜드가 있습니까?

- 해당 제품 및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할 때

어떤 감정을 지니십니까?

-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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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심층 면접 질문지 내용

그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니십니까?

- 과거의 국내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재면. (2018). 20대의 바이닐 수집 및 구매 경험에 관한 근거 이론 접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Gregson, N., Brooks, K. & Crewe, L. (2001). Bjorn Again? Rethinking 70s

Revivalism through the Reappropriation of 70s Clothing.

Fashion Theory, 5(1). 3-28.

뉴미디어의

레트로

패션 문화

행동에

관한 질문

패션 정보

탐색

- 새롭게 수용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해당

패션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 레트로 패션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숏폼

동영상

- 유튜브에서 패션 취향은 주로 어떤 내용을

표현합니까?

- 유튜브에서 패션 스타일의 표현은 본인의

레트로 취향과 관련된 행동이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디지털

도구

- 레트로 패션을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합니까?

-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합니까?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심사

기반 집단

- 패션 관련 구독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구독자들과 패션에 관해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김지원. (2020). Z세대의 패션 숏폼 콘텐츠 소비와 관련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미디어 태도, 외모 관리 소비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주하. (2019).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소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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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적 고찰의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인터넷 사이트 트래픽 조사기관 알렉사(www.alexa.com)는 2019년 세

계에서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는데, 1위 구글(google.com)

에 이어서 유튜브(www.youtube.com)가 2위로 선정되었다(Youtube.com

Traffic Statistics, 2019). 2005년에 시작된 유튜브 사이트는 가장 큰 동

영상 공유 서비스 공간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영상

에 자신의 간단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점수를 평가하거나 연계된 다른 소

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는 수많은 패러디와 재생

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Z세대가

가장 많이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유튜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스스로 패션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는 Z세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한국 Z세대의 레트로 패션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해

결하기 위해 따라서 Z세대가 인식하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인식이

유튜브의 동영상에도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튜브

는 Z세대들의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Duffy et al., 2018), 유

튜브 동영상 이용자 중에서 시청자보다는 제작자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

의 레트로 패션을 표현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영상 제작자로 연구 대상을

구체화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Z세대의 미디어 콘텐츠 사

례 관찰 연구와 해당 콘텐츠 제작자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모집을 위해 의도적인 표본 추출을 시행하였는데, 연구 참

여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에 맞춰 Z

세대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였는데,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대 중반에 탄생한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박유선 외, 2020; 박주하,

2019; 정은이, 2020)로 현재 20대 후반에서 10대 후반의 나이에 해당한

다. 박치완(2019)의 연구는 PC통신이 대중화된 1993년과 모바일이 등장

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의 나이로 정의하고 있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Z세대가 새로운 레트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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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배경에 의해, 본 연구는 박치완(2019)의 Z세대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따라서 1993년에서 2005년 사이의 출생자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새로운 레트로 문화의 주체로 삼았다. 또한 참여자 본인의 생각을 명료

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되어 최종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1993년 ~ 2001년생으로 범

위를 제한하였다. Z세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공유하기

때문에 물리적 지리 공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의 도시적 특성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로 레트로 문화 현상을 재해석하는 Z세대에게 초

점을 두기 위해 유튜브에 레트로 패션에 관해 1회 이상 업로드 경험이

있는 자로 선별하였다. 신문 기사 내용 분석의 키워드(복고, 레트로, 뉴

트로, 노스탤지어)와 동일한 키워드를 설정하였지만, ‘복고’와 ‘노스탤지

어’는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삭제하였

고, 패션에 맞춘 유튜브 영상으로 제한하기 위해 ‘레트로 패션’, ‘뉴트로

패션’을 검색하여 영상을 수집하였다. 그중에서 패션 전문가(패션 관련

전공자 및 2년 이상 경력자) 2인에게 레트로 패션 및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검증받은 영상의 제작자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표 3-3). 레트로 및 노스탤지어를 주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최근

선행 연구의 참여자 수는 6-16인(Goulding, 2002; Kessous & Roux,

2008; 이해동, 2019)였으므로, 11명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참여자 규모도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심층 면접은 2021년 4월 28일부터 2021년 5월 30

일까지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19 전염병으로 인해 참여자가 원하면 비대면 영상 회의로 진

행하였다. 심층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5분에서 최대 90분으로, 모

든 면접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모든 녹음 내용

전체를 기록하여 텍스트화시켰으며, 전사 이후에는 녹음 파일을 삭제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 중에서 레트로 패션에 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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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 사례 관찰 자료로서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영상 중 각 1~4개

영상들이 해당하였고, 전체 22개의 영상을 사례 관찰 연구 자료로 활용

되었다([표 3-3]).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는 동영상(시각 자료와 음성 자

료), 게시글 및 댓글 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

를 동영상 속에 옷과 관련된 시각 자료로 한정시켰으며 동영상에서 나온

모든 의상을 정지된 이미지로 저장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미지 속에

얼굴 등과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커버 마크를 추가하여 개

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였다. 수집된 이미지 자료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현재 레트로 패션에 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아이스 브

레이킹(ice breaking)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심층 면접 내용의 분석

결과와 해당 이미지 자료를 연결시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하였

다.

번
호 참여자

출생
연도
(나이)

유튜브

채널
레트로 패션 영상 제목

영상

시간

(분:초)

1 HY 1997
(24세) 하*

엄마가 원하는 옷으로 코디하기!!!
/ 레트로, 빈티지, 어글리룩 8:19

뉴트로? 정장룩 여름에는 어떻게
입지? _ 진짜 엄빠 정장 활용! 6:37

쟈스민은 어떻게 입고 다닐까?
쟈스민st 여름 패션!! 12:40

2 CR 2000
(21세)

채**
*기

엄마 옷장 룩북 mommy’s closet
look book 4:23

3 SY 1997
(24세) 동*이 레트로 패션 룩북 린다G 패션

따라잡기? 올 여름 패션은 이렇게 15:05

4 MJ 1996
(25세)

민*
**크

봄나들이 패션 룩북 | spring
fashion look book |
빈티지vintage

5:29

요즘 뭐입어요,,?| 10가지 룩 |
봄패션룩북 | 빈티지패션룩북 |
Spring fashion lookbook

4:54

민민의 위클리룩 minmin's
weekly look | 데일리룩 dailylook
| 등교룩 | 빈티지스타일링 | 룩북
lookbook

2:30

민민의 위클리룩 minmin's
weekly look | 데일리룩 daily
look | 등교룩 | 빈티지스타일링
|룩북 look book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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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의 모든 진술을 전사하여 연구 분석의 1차 자료로써 사용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의미 단위별로 개념화하였고, 각 진술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는 주제별로 하위범주로 그룹화되었으며, 이

는 다시 상위범주로, 큰 분류로 묶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표 3-3]는

의미 단위로 나눈 연구 참여자의 진술,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류까

5 GH 1997
(24세) 가리**

레트로&하이틴 룩 장인으로 방송
3사 출연 섭외를 기다리는
법대생의 룩북

7:47

6 YN 1993
(28세) 가***산

레트로 생파, 준비, 과정, 남포동
구제, 민박집 생파, 복고패션,
뉴트로, 야외생파, 생일잔치,
송정민박

11:31

7 WR 1993
(28세) 방**지

빅사이즈 레트로룩 7:48

200% 내취향 룩북 lookbook 룩북
존버단 모십니다 10:03

8 KB 1993
(28세) 김*

�SUMMER LOOKBOOK | 하이틴
여름 룩북 | fashion film 3:07

AUTUMN LOOKBOOK | 레트로
가을 룩북 | fashion film 4:10

SPRING LOOKBOOK | Blue |
빈티지 블루 봄 룩북 | fashion
film

4:52

9 LS 1994
(27세) 치*

77사이즈 + 120사이즈 가을 룩북
코디 ｜ 레트로 + 하이틴 +
트윈룩 다 잡았다 Korea Curvy +
Chubby Fall Outfits

2:39

62kg 미드 프렌즈 레이첼 컨셉
룩북 옷입히기 90년대 레트로
패션 코디 스타일링 시즌1
영어공부 하다 힘들면 보러와요,,,

3:21

10 HJ 1994
(27세)

고**
**일

제니, 아이유도 입는 레트로
하이틴 패션 고라니랑 입어볼래?
[클루리스부터 바게트백까지
8분안에 하이틴 패션 완벽 공략]

8:22

SELPINK ! 하이틴으로 돌아온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속 의상 총 정리! With Selena
Gomez

4:02

11 CL 1995
(26세) 맘*둠

20세기 패션 완전정복!/ 레트로룩
& 하이틴룩/ 4:17

동묘 브이로그/ 동묘/ 동묘털기/
VMD의 동묘방문/ VMD/
다이나믹 동묘

7:35

[표 3-3] 연구 참여자 세부 정보 및 연구 참여자들의 레트로 패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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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출 과정의 예시이며, 전사한 인터뷰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일한 과정

을 거쳤다.

[표 3-4] 범주화 과정의 예시

이상으로 [그림 3-3]은 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분류
상위범

주
하위범주 추출 키워드 진술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현상

Z세대의

레트로

콘텐츠

특성

뉴미디어

이용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수용 방법

코로나로 인한

인스타그램

사용 증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엄청 많

이 해요. 다양한 시각적

인 자료가 너무 많으니

까 의도하지 않아도 계

속 접해지게 되는 것 같

아요. 빈티지 계정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을 보

면서 알게 모르게 자극

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시각

자료의 접근성

빈티지 계정

Z세대의

이미지

중심

커뮤니케

이션

비의도적 접촉

무의식적으로

더 쉽고 편하게? 그리

고 또 내가 느끼지 못

하는 새에 접하고 있어

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까요? 저도 사실 막 옷

을 좋아하고 그런 걸 한

다곤 하지만 제가 검색

해서 봤던 것보다 SNS

보면서 저한테 맞춤으

로 많이 뜨잖아요.

쉽고 편하게

자동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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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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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변화

제 1 절 한국 사회 레트로 패션 문화의 시기 구분

본 절에서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사회의 시기별 레트로 문화

의 성격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본다. 시대 구분은 연대적(chronological) 시

간, 역사적(historical) 시간, 및 역사학적(histographical) 시간의 3가지 방

법이 있는데(Cha, 2000),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시간에 따라 시기를 구분

하였다. 연대적 시대 구분은 인간사의 의미 발견을 배제하고 시기 구분

을 하는(부길만, 2009) 반면, 역사적 시기 구분은 사회구조 및 성격의 발

전 과정에 의한 세대 구분법으로서 각 시대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하고자 하는 구분법이다.

[그림 4-1] 한국 사회의 레트로 패션 문화의 시기 구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실질 GDP 성장률(e-나라지표)과 집권

대통령, 문화적 사건에 따라 5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레트로 흐름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하였다(그림 4-1). 문화적 경향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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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의 열매’처럼 여겨지고 경제적 빈곤 속에서는 ‘불안에 대한 도피처’

로 작용(윤여울, 2018)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레트로 문화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기는 1951년부터 1979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박정희 정권과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10% 이상을 웃돌던 시기였다. 1945년 광복을 맞으

며 근대화의 틀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시작했지만, 독재 정권과 유신 시

대를 겪으면 반쪽짜리 민주화를 얻었다.

2기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시기로, 대통령 서거로 1980년에 잠시

실질 경제 성장률이 0% 미만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연간 높은 성장률

을 보여주던 시기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군사 정권으로 인해 당시

대학생이었던 386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을 지속했고, 1993년에 한국 최초

의 문민정부로 평가되는 김영삼 정부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1988년 세계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근대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해외 문화

에 대한 호기심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997년 IMF 발행을 3기 시대구분으로 시작한 시점으로 보았으며, 진

보 정치 성향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8년까지

포함하였다. 이 기간에 실질 GDP 성장률은 등락이 심하였다. 1998년에

는 5.1% 감소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듬해에 11.5%의 높은 성장률을 보

였다. 연 3~4%씩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성장률을 보였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개최로 국제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며, 문화적

자신감을 형성했다.

4기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9년부터 2016년까

지로 나누었고, 경제 성장률은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졌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상황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2009년과 2010년에 경제 성장률의 폭이 6% 차이를 보

였던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3% 전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불황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대

통령이 집권하여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양상을 보였다.

5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시기에 진보 성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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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실질 GDP 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감소 성장률을 보이는 등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었다. 2019년

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었다.

제 2 절 시기별 레트로 패션 문화의 변화

각 시기별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는 레트로 문화에도 작용하며 고유

한 시대별 특징을 드러내었다. 본 절에서는 제 1절에서 분류한 5개의 시

기별로 한국 레트로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제 1기 (1951~1979년): 근대화 과정에서 수용된 서구 문화

제 1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며, 세계적,

국내적 상황 모두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시기다.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

의 냉전 시대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옛 일본 군가를 제창하는 일본, 스

탈린 시대를 그리워하는 소련, 국가 보호주의의 보수적 외교 정책을 펼

치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과 군국주의

로 회귀하는 정치 경향을 보였다(서동구, 1972).

세계의 문화계도 회고적 성향을 띠었다. 무기력한 현대 회화에 회의를

느껴 과거 미술의 장인적 회화 기법으로 돌아가자는 하이퍼리얼리즘

(Hyperrealism) 미술 사조가 나타났고(일시귀국한 김기린화백에 들어본

파리화단과 재불 한국화가 근황 침체 속에 허덕이는 세계 화단, 1977),

미국 할리우드에는 1930년대 무성 영화가 다시 유행하였다(무성영화 작

품 찾기에 진땀 할리우드에 복고풍불어 옛창고뒤져, 1972).

세계 패션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노스텔지어 감성이 나타난 히피 스

타일과 1920년대의 단순한 초기 미니멀리즘의 부활하여 레트로 스타일이

대두되기 시작했다(주미현 외, 2006). 1960년대 후반부터는 1930년대의

스타일로 회귀하여 맥시 길이의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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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의상 디자이너 협회가 23일 선보인 추계의상 전시회에는

1930년대의 스타일로 완전 복고한 여성 복장들이 판을 쳐

주목을 끌었다. 발목까지 처지는 스커트를 비롯하여 무거운

천으로 지은 각종 옛날 의상들이 새로운 유행의 전령으로 등

장했는데 (중략) 이 복고풍은 포토벨로 상가의 기성복 점포와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갱 영화가 몰고 온 것이라고 (하략)

(뒷걸음치는 영 의상계 1930연대 스타일 판쳐, 1967).

왈츠(Waltz)나 폭스 트로트(Fox trot) 등의 1930년대 유행하였던 실내

댄스의 유행을 받은 의상도 나타났다. 낭만적인 춤을 추는 사교 댄스 장

르중 하나인 왈츠는 긴 드레스와 신사복을 착용하고 남자가 주도하고 여

성이 참여하는 고전적인 춤이기 때문에 20세기에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

시키지 못했다(심정민, 2011). 하지만 고전적인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면

서 사람들은 20세기 이전의 고전적 스타일로 돌아갔다(미국에 넘치는 복

고풍, 1974).

같은 기간에 한국은 식민 경험과 한국 전쟁의 혼란을 회복하면서 본

격적인 한국 근대사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

국은 서구 문화권, 특히 미국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현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과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독재에서 한국인들은 노동 윤리와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사회문

화적 분위기 속에서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 문화는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민을 배제한 채 서구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국내

에 수용하였다.

한국은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주체

적인 국가 의식을 갖고자 하면서도 전근대적인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로

의 두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당시에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거나 전통을 숭상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의미하였고,

이는 곧 세계적으로 도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트로 경향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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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통문화는 세계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서양 문화는 새롭고

현대적인 것으로 양분하여 서구의 물질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박 의장은 자신의 민족주의 이념을 좀 더 설명하여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있었던 고립,

배타, 복고주의와 상통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 근

성과 식민주의 근성 등 전근대적 봉건잔재를 일소하고 민족

주체 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與(여)·野(야)「말」의 對決(대

결), 1963)

그러나 물질문화는 현대화를 제창하며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였던 반면에, 비물질문화에서는 과거 회귀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퇴폐 풍조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관리하고 단속하

여 외래문화의 수용을 제한하였고, 문화계는 강압적으로 과거의 문화를

유지하였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퇴폐풍조의 강력한 단속은 도심지 살롱의

그룹사운드에 결정 타격이 됐다. 중심가 살롱에서 공연하던 그

룹들은 무대를 잃고 있으며 각 방송국에서의 활동도 브레이

크가 걸려 가요계는 다시 복고 무드에 젖고 있다. (보컬그룹

사운드 强要(강요)된 썰물, 1971)

한국 복식 문화에서는 서구 문화권의 패션을 모방하는 것이 주를 이

루었으며, 서구의 실용성, 간편성, 대량 생산의 패션 문화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었다(최수아, 2011). 산업의 발전에 따른 대중 매체의 보급

으로 사람들은 미국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세계적 유

행 패션에 관심을 두고 빠른 속도로 세계의 패션을 따라잡아 가고 있었

다. 한국 복식 문화는 서구 복식 모방을 하며 본격적으로 현대화되기 시

작하였다(임영자 외, 2001; 유순례, 2002; 최수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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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전에는 한복이 일상복으로 착용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

르러 현대화된 의생활은 평상복으로 서양 복식을 착용하면서 혼례복 등

특수 복식에는 전통 의상을 착용하였다. 한국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면서 현대화 및 양장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레트로 스타일은 전통의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상략) 그로부터 30년이 흘러간 지금은 누구나 평상복은 양

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혼례복 등 특수복은 전통의상을 찾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3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

한 이러한 복고 현상은 최근에 현저해져 남녀모두 혼례복으로

족두리, 활옷, 사모관대 등 전통의상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제는 예식장에서도 전통의상을 결혼식의 예복으로 빌려주고

있다 (하략) (몸뻬 물결 거쳐 다시 韓服(한복) 復古風(복고풍)

으로, 1976)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가 된 사회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복

식 문화는 회귀할만한 가까운 과거의 패션 사조를 불러온다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해외의 레트로 패션을 국내 패션에 도입하였으나(복고풍

되살아나 올봄의 모드, 1972), 과거 회고적 의도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복

식의 현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었다. 해외 컬

렉션에서 유행하였던 1940년대, 1950년대의 패션이 국내에도 유입되어

긴 맥시 스커트가 한국 패션에서도 나타났으며, 하의의 볼륨감으로 낭만

적인 복고 무드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맥시 스커트만큼 바지 폭이 넓은

판탈롱 스타일도 나타났다[그림 4-2]. 1920년대 유행했던 찰스튼 댄스의

신사복 무늬인 스트라이프 무늬(<20연대 스트라이프> 복고조 양복유행,

1963)와 1940년대에 유행하였던 도트 패턴[그림 4-3]이 복고 패션의 조

형적 요소로 한국 패션에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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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의상의 유행이 달라지지 않고 화장법도 복고조로 흐른

다. 올가을 의상은 기장이 긴가 짧은가 하는 햄라인 경쟁이 아

니라 볼륨의 경쟁시대로 들어선 느낌을 준다. 즉 스커트가 폭

이 넓고 주름이 많아져 플레어나 플리츠 스타일로 40년대

여성이 입던 복고 무드를 재생한 것. (산뜻한 가을의 멋,

1972)

요즘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봄과 여름 의상 전시회에서

각종 의상에 물방울무늬를 다시 활용하고 있다. 여성 의상이

몇 년 동안 남성화하다가 다시 여성다운 유연함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돌아오면서 30년 전의 복고 무드가 활기를 띠자 무

늬도 얌전하고 잔잔한 물방울무늬가 다시 환영을 받게 된

것이다. (복고풍 따라온 물방울무늬, 1974)

이상으로 제 1기에 물질 문화에서 전통은 근대화를 위해 지양해야 하

는 분위기 속에서 ‘복고 =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복고 패션 문화를 경계

하였다. 한국 패션에서 복고는 전통의상을 의미하였으며, 근대적 의생활

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의 패션의 외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해외에

서 복고 유행이 일었을 때 자연스럽게 국내의 복식에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윤리, 정치와 같은 정신 문화에서 서구 문화는 퇴폐적이고 진보

[그림 4-2] 1940년대 미국 패션을 재

현한 레트로 패션 (4단계 스커트의

공존시대, 1968)

[그림 4-3] 1940년대의 도트 패턴

을 재현한 레트로 패션 (복고풍 따

라온 물방울무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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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전통으로 복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 2기 (1980 ~ 1996년): 서구 레트로 패션에 의한 한국 패

션 밀어내기

제 2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후반을 포함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강대국들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자국의 과거 문화를 적극적으로 회고하

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으로 실종된 위신과 지도력을 회복

하고자 보수주의로 회귀하였다. 1987년 미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발생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쾌락주의에 대한 공포와 반성으로 절

제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Charles Brenner, 1987). 일본 정부는 패전 일

본사로부터 탈피하려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보였고, 역사를 왜곡하고 침

략을 미화하는 교과서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에도

시대를 자국 문화의 원류로 생각하며 그리워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에

폐지되었던 일왕을 찬양하는 키미가요(君が代)가 부활하는(홍인강, 1980)

등 ‘전쟁 = 힘’의 논리에 따른 국수주의적 회고 경향이 짙어졌다고 언급

되었다.

전 세계의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으로 사람들은 휴머니즘적 순수함

을 그리워하였다. 특히 전쟁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등장은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했고, 사라져간 반(反)문명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차

분한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부수언씨 의자를 주제로 한 가구 디자

인전 평론가 윤우학씨「현대생활 이미지 연습전」, 1982). 어린 시절의

추억 특히,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올리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

운 사람의 채취를 느끼고자 하였다. 어릴 적 추억을 바탕으로 현대의 소

외감을 해소하고 인류 본연의 순수함을 회복하고자 레트로 문화를 갈구

하였다. 단순한 선들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디즈니(Disney) 애니메이

션 회사의 만화영화는 30대 이상의 시청자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공종

식, 1995).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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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왈츠, 조기회 등의 도시적 장소에서는 사라진 동호회 모임을 찾

으며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都市人(도시인)에도 鄕土愛(향토애)를,

1982).

이런 세계적 레트로 흐름에 맞춰 패션계도 레트로 경향을 보였다. 서

구권 국가들은 낭만주의적 복식을 향한 레트로 무드를 이어갔다. 빅토리

아 시대의 버슬 스타일과 영국 귀족의 모닝코트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였

다. 미국의 여성 해방 운동 이후 성차별을 받지 않는 여성들이 늘면서

오히려 여성의 허리와 히프 곡선을 강조하여 여성미를 강조하는 복식을

입게 되었다(여성패션 복고바람, 1987). 레이디 라이크(Lady-like) 실루엣

에 꽃무늬 프린팅과 레이스 리본 등 여성적인 장식으로 낭만주의적 경향

을 표현하였다(올여름 패션 곡선미 살린 복고풍, 1986). 레이디 라이크

룩의 낭만주의 무드가 유행한 것은 불안한 시대에 편안하고 모성을 느끼

게 하는 여성다움이 찬미받는 경향(여성패션 복고 바람, 1987)을 따른 것

으로 해석된다.

1960년대, 1970년대 미국의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히피 스타일은 동시

대적 감각으로 실루엣과 장식이 정돈되어 뉴 히피 스타일로 재탄생했다

[그림 4-4]. 60년대의 오드리 헵번 스타일의 여성 수트는 초미니와 노슬

리브 실루엣은 유지하고 깃의 디테일과 스커트 길이에 변화를 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었다(이구경, 1991a). 레트로 패션이라 해도 예전 패션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과거의 주요한 이미지만을 취합하여 동시대의 새

로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한 시의성 있는 레트로 패션을 형성하였다.

한편 이란에서는 서양식 복장 배척 및 전통 복식으로 회귀했고(애 대

학생 전통의상 착용 금지령, 1981), 일본에서는 기모노가 유행하는 등 비

서구권 국가에서는 전통 복식이 현대 복식과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본은 풍요로운 경제 성장 및 회복한 국가 자존심으로 바탕으로

신국수주의적 경향을 띠고 의식주 생활 문화에서 전통으로 회귀하자는

레트로 열풍이 불었다(일 젊은세대에 복고모드 열풍, 1987).

이 시기의 한국 사회는 풍족한 경제 성장과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

를 자양분 삼아 비로소 국내 고유의 문화 코드를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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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 개최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으로 인

해 국내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본격적인 다원화, 정보화의 시대에 돌입하

였다. 1990년대 초 한국은 탈이념시대의 막이 열리고 경제 성장으로 인

한 소비문화가 확산되었고, 문화적 혜택과 상품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신세대 문화가 등장하였다(김미라, 2016). 1990년대 초·중반의 국내 패션

은 전 세계의 포스트모던 흐름과 더불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한 희생

과 우울했던 현대 정치사에서 벗어났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해 소비와 향

락,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최해주 외, 2003)를 바탕으

로 다원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신세대문화는 소비문화와

결합하며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 풍조가 만

연하게 된다. 젊은 세대는 각자의 가치관과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이는 자신만의 색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성향으

로 연결되었고, 과거 디자인의 창의성과 희소성에 대한 소비로 나타났다

(천정현 외, 2019).

이 시기의 한국 정치는 과거의 독재 정치 또는 식민 사회 정치적 모

습을 지양하고 새로운 정치적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암울했던 통치를 거쳐 1990년대에는 소비와 향락,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최해주 외, 2003). 퇴행적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맹목적인 복고 풍조를 반성하는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에 대해 고민

하였다(박석흥, 1980).

한국 사회의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태도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

로, 국내의 전통 이념을 사라져야 할 과거 사상으로 여기지만, 서구의 회

고적 레트로 문화에 대해선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이원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유교와 같은 전통 사상을 배척해야 할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여겼다.

(상략) 멸사봉공의 구호가 유난히 강조돼 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공사 혼동의 전근대적 사고가 그만큼 우리들이 뇌리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중략) “최근에 다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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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충효 사상같은 것도 만약 이것이 과거 유교 윤리적인

것으로의 복고를 뜻한다면 공사 분멸을 위해서는 역기능을

할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석준 교수의 지적은 챙겨들을

만하다. (이낙연, 1981)

정치·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한국 패션은 레트로 경향에 크게 호

응하였는데, 이 레트로 사조는 국내의 전통 복식이 아닌, 서구에서 유행

하였던 레트로 패션 사조를 의미한다. 1991년 봄여름 국내 컬렉션에 나

타난 레트로 수트는 미국 여배우 오드리 햅번을 연상시킨다는 신문 기사

의 언급을 통해 국내 전통문화가 아닌 서양의 레트로 무드를 패션에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구경, 1991b). 이 시기에 이란, 일본 등

비서구권의 자국 전통 복식 회고 경향과 달리, 한국 패션에서 레트로 경

향은 한국 전통 복식과 거리를 두고 서양의 레트로 패션을 재현하는 것

이었다.

패션의 복고풍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올봄에 더욱 두드

러져 허리를 죄는 긴 재킷에 미니 스커트 등 미국 여배우 헵

번을 연상케하는 수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디자이너 이

광희 씨의 91년 봄여름 컬력션에도 허리가 강조되고 스커트

길이가 짧은 복고풍 수트가 대거 선보여 이같은 흐름을 읽게

했다. [그림 4-5] (이구경, 1991b)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레트로의 의미는

식민지 시절을 초래한 전근대적인 유교 관념과 독재 정권 등 암울했던

과거사로 회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전통 사상으로의 회고를 경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해외 개방의 움직임과 경제적 호황기를 맞

은 한국 사회는 전지구화 현상을 따라 해외 문화 수용에 긍정적이었다.

특히 미국의 문화를 주로 수용하였는데, 이 시기의 미국에서 불었던 패

션의 1950년대, 1960년대의 레트로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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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시대별 문화 아이콘을 중점으로 차용하였다

(강상헌, 1995).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등 195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

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재현하였다[그림 4-6](최소영, 1996). 특히 오드리

헵번의 영화 속 의상은 소매가 없는 단순한 디자인의 원피스[그림 4-6]

(최소영, 1996), 사브리나 팬츠(유인경, 1995), 코가 뭉툭하고 굽이 두꺼운

헵번 구두(박신연, 1992), 클로슈(정은영, 1993), 검은 플라스틱의 선글라

[그림 4-4] 히피 스타일

의 재해석(무채색 나팔

바지 진 뉴히피 물결상

륙, 1992)

[그림 4-5] 오드리 헵번

을 재현한 레트로 패션

(60년대 緒(서)에 미래형

접목 긴재킷—미니스커

트 유행", 1991b)

[그림 4-6] 오드리 헵번

을 모방한 노 슬리브와

초미니 (여성 옷차림 60

년대 복고풍 노슬리브

물결, 1992)

[그림 4-7] 옵 아트의

폴카 도츠 패턴 (춤추는

폴카도츠, 1995)

[그림 4-8] 몬드리안의

회화 재현(올봄 배색 붉

은색 주도, 1992)

[그림 4-9] 19세기 버슬

스타일 재해석 (동화속

주인공처럼 공주치마 인

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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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최소영, 1996) 등 다양하게 소환되었다. 또한 당시에 여배우만큼 스타

일 아이콘으로 불렸던 미국의 영부인 재클린 케네디(Jacueline Kennedy

Onassis) 스타일도 소환되었다(최소영, 1996).

추억의 스타들이 96년 패션계를 주름잡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햅번 룩. 50년대 오드리 햅번이 영화에 입고 나왓던 지방

시 옷들이 지난해부터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중략) 요즘엔 60년대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꾸미고 다니는

여성을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패션 전문가들은 복

고풍 옷을 즐겨입는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원조 그대로 흉내

내고 싶어한다며 앞으로는 그레이스 켈리룩, 에바 가드너룩

등이 유행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점쳤다. (최소영, 1996).

1960년대는 화가 몬드리안(Mondrian)의 색면 추상 회화(Color field

abstract), 옵아트(Op art), 팝아트(Pop art) 등 예술사조의 조형적 모습

을 응용하였다[그림 4-7,8] (이구경, 1992). 60년대의 단순하면서 몸에 흐

르는 실루엣과 더불어, 세계적 복고 유행 흐름과 동일하게 빅토리아 낭

만주의풍의 치마가 유행하였다[그림 4-9] (강수진, 1996). 남성복에서는

19세기 말 영국 귀족 모닝코트의 쓰리 버튼(three buttons)(이희균, 1993)

[그림 4-10] 핏 앤 플래

어 실루엣 (60년대 차림

復古, 1991)

[그림 4-11] 핏 앤 플래

어 실루엣(부드러운 소

재 가을女心감싼다,

1991)

[그림 4-12] 1950년대

할리우드 스타일의 재현

(통좁은 시가렛 팬츠 복

고,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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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960년대 가수 비틀스(The Beatles) 슈트를 모방하였다(최소영,

1996).

한국의 레트로 패션에서 스커트의 길이는 미니부터 미디 길이까지 다

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선을 살리고 허리선은 강조하

는 모래시계 실루엣과 스커트 길이에 상관없이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A라인 실루엣의 핏 앤 플래어(fit and flare) 실루엣이 공통으로 나타났

다[그림 4-10, 11]. 낭만주의 유행에 맞추어 가는 허리를 강조하면서 어

깨와 목에 다양한 디테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강상헌, 1996). 각선미를

강조하는 1950년대 헐리우드 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그림 4-12](유

인경, 1995)

이 시기에 인조 가족, 비닐 제품 등의 신소재가 개발되었는데, 이런

신소재를 활용한 레트로 패션이 등장하였다(강상헌, 1995). 광택이 있는

새틴, 인조 가죽, 나일론, 비닐, 애나멜, 특수 가공한 면 등의 광택 소재

는 낭만주의적 분위기를 풍기는 레트로 스타일에 투박한 분위기를 더해

줘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복고 패션은 1960년대 패션처럼 강렬하고 시선을 끄는 색

상이 주로 나타나 화려한 원색을 선호하였다. 대표적으로 빨강색이 복고

적 컬러로 언급되었다(올여름 패션 곡선미 살린 復古風(복고풍), 1986;

정남영, 1991; 강상헌, 1992a). 또한 옵아트의 영향으로 흑백 대비, 흑적

대비와 같은 강렬한 색상 대비(강상헌, 1992c; 이구경, 1992)의 모습도

나타났다.

제 2시기에 한국 사회는 풍족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 정치를 자양분 삼

아 국내의 고유한 문화적 바탕을 형성해갔으나, 한국적 전통에서 뿌리를

찾기보다는 근대화된 해외 문물을 도입하였다. 이 당시 해외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국의 과거 문화를 회고하는 흐름이 있었

는데, 강대국들의 이런 국수적인 모습까지도 한국 사회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의 과거 문화 회고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서구의 레트로 문화에 대해선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이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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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레트로 패션은 이 시기에 미국에서 불었던 1950

년대, 1960년대 패션 복고 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헐리우드 여배우

와 옵아트, 팝아트 등의 예술사조 조형적 모습을 차용하였다.

3. 제 3기 (1997 ~ 2008): 한국 문화 재평가로 촉발된 한국 레

트로 패션의 시작

IMF 시대가 시작된 199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를 레트로 문화의 제 3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는 진보 정치 성향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압축적으로 성장한 경제 수

준과 1992년 최초의 문민 정부인 김영삼 대통령 취임으로 1990년대 초중

반까지 사회는 미래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이 흘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의 성급한 세계화 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1994년 성수 대교 붕괴 및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등 잇따른 대

형 사고는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김미라, 2016), IMF

외환 위기라는 경제적 위기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압축 성장한 물질문

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지출

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용품이 각광을 받게 되었고, 어렵던 시절에 즐겨

먹던 간식들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상략) 생활 수준이 10년　전으로 떨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복고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니 ‘장롱

속의 내복을 꺼내입듯’ 자연스럽게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

는 것이다．(중략) IMF시대 되살아난 복고풍 열기를 경제 성

장이 유일 목표였던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반성’으로 보는 전문

가들도 있다.(박래정, 1998)

근대화 이후에 풍요로운 물질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경

제적 위기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가 되었다. 이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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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집단적 노스탤지어

를 떠올리며 과거에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하였다.

우연히 유년기 시절의 클리셰를 접한 중장년층은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

을 떠올리며 결속하였다. 동창을 찾아주는 사이트 ‘아이 러브 스쿨’이 유

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시간 여행을 하였고(최우

규, 2003), 특정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세대별로 강하게 결속하였다.

(상략) 문화평론가 이성욱씨는 『각종 문화와 상품에서 상한가

를 올렸던 지난날의 「과거의 호출」이 현재의 부를 더욱 찬

란하게 비춰주는 일종의 조명장치였다면, 현실이 고장난

IMF 이후의 복고바람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현실로서

과거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이런 복고 바람은 문화의 각 영역, 정신의 활동분야

에까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방송이나 광고에서 복고바

람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략) 현실이 각박하고 고달플수록

과거를 미화하며 가난하지만 인정이 넘치는 그리운 그 시절

에 대한 향수는 커지기 때문. (중략) 삼성경제연구소는

「IMF사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앞만 보고 매진했던 개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도

전보다는 안정」, 「미래보다는 추억」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박래정, 1998)

음반 시장에서는 70~80년대 인기곡들이 리메이크 붐을 타고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죽거리 잔혹사’ ‘슈퍼스타

감사용’ 등 지난날 우리네의 삶을 추억했던 영화들이 괜찮은

흥행을 기록했다. ‘패션 70's'(SBS-TV), ‘TV소설 바람

꽃’(KBS-1TV) 를 비롯해 드라마도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시

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장원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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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기에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PC’와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대중화는 레트로 문화 현상에도 영

향을 주었다. 개인 컴퓨터인 PC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고

이후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대중화된 모바일 기기는

온라인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람들은 더 가까워진 온라

인 세상에 맞춰 과거 콘텐츠를 기록하고 활용하여, 과거 문화는 새로운

미디어 속에서 재탄생하였다. 예를 들어, 고전 게임 ‘갤러그’는 하드웨어

만 변하였을 뿐 그 소프트웨어는 시대가 변해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지봉철, 2003). 1990년대 후반에 PC의 대중화와 새로운 콘텐츠 저장 매

체 CD의 보급으로 오락실 게임은 가정 내 PC로 옮겨왔고(김석종, 1998),

2000년대 초반에는 온라인으로도 오락실 게임에 접속하였다(윤민용,

2001). 2000년대 중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에 접근하였다(지봉철,

2003). CD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놀이 방법은 변하였지만 ‘갤러그’라는

게임 콘텐츠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 외에도, 세계명작동화 애니메

이션, 과거의 TV 프로그램이 DVD라는 새로운 매체로 제작되었다(김후

남, 2004).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과거의 콘텐츠는 소환

되었고,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은 오히려 과거를 찾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국의 레트로 패션은 이원화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까운 한국의 패션으로 회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 의상을

리폼해서 입거나 아예 구제 시장에서 옷을 구하기도 하였다[그림 4-13]

(유인경, 1997a). 부모님이 쓰던 명품을 물려받는 중고 패션과(최소영,

1995) 낡은 듯해 보이는 의상이 유행하였다. 공공선을 위한 소비와 패션

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레트로 패션과 유사한 빈티지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이해동 외, 2019).

IMF보다 더하다는 경기 불황에 ‘리폼열풍’이 불고 있다.

새로 살 돈을 절약하고 안 입는 옷을 활용하는 실속파 주부들

이 늘어난 것이다. 옷과 구두는 수선의 고전 아이템.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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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과 액세서리 등 명품과 속옷까지 수선해 입는 사람이 늘

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5.여)는 "길에서 예전에 입던 옷을 마

주쳐도 어색하지 않다"며 "최근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날

정장들을 꺼내서 손질했다"고 말했다. (박지희, 2004)

과거 회고 분위기에 젊은 여성들은 ‘촌티 패션’에 열광하였다. 촌티 패션

[그림 4-13] 과거

의상을 리폼한 패션

(옷장속 엄마옷 다시

거리로, 1995)

[그림 4-14]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패턴의 믹스매치

(통좁은 바지 시가렛

팬츠"復古(복고)", 1997)

[그림 4-15]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패턴의 믹스매치

(강남은「힙합」강북

은「복고」, 1997)

[그림 4-16] 80년대

Y실루엣의 재해석

(늘어나는 ’자유…

니트 카디건, 2007)

[그림 4-17] 여러 시대 레트로

무드의 동시 등장(‘로맨틱

복고’ 유행은 계속된다, 2006)

[그림 4-18] 극단적

스타일의 공존 (극과

극 복고의 재발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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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화를 향해 가던 1970년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입었던 의상들을

가리키는데, 당시에 시골에서 상경한 소녀, 지나치게 멋을 부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패션을 재현한 것이다. 과감한 플라워 패턴과 짧은 7부 길

이의 소매나 바지, 몸에 꽉 끼는 실루엣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7부

길이의 블라우스는 레트로 스타일과 여성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주기 때

문에, 미디 길이의 A라인 스커트와 함께 자주 착용되는 아이템이었다[그

림 4-15](고민석, 1997). 또한, 식민지 시대의 몸뻬 고무줄 바지, 월남 치

마 등 시대적 상징을 담은 패션 아이템도 함께 유행하였다(백승찬,

2005). 1970년대 어머니 의상이 떠오르는 강렬한 원색과 도트(dot) 패턴,

아가일 체크(agyle check) 패턴, 플로럴(floral) 패턴 등을 동시에 사용하

여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요란한 인상을 준다. 손뜨개 모자, 구슬 가방,

꽃핀 등의 수공예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촌티 패션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그림 4-14].

올봄엔 감탄사보다는 웃음을 자아내는 엉망진창 촌순이 패션

이 진짜 패션이다. 촌스러움이 촌스럽지 않은 촌순이 패션. 코

디네이터 조인실씨는 올봄에는 복고풍의 영향으로 70년대 패

션이 유행한다고 말한다. 요란한 꽃무늬, 반질반질한 나일론

소재, 몸에 꼭 붙은 자카드 소재의 재킷, 오조크 비키 등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의상업체에서 제안하는 촌순이 패션

은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 등 강렬한 원색의 보색끼리 맞춰

입고 체크무늬 바지와 꽃무늬 셔츠 등 복잡한 무늬들을 섞어

입는 것이다. 70년대 초반 경제 개발 계획과 함께 무작정 시

골에 상경한 소녀, 혹은 모처럼 휴일을 맞아 온갖 멋을 부

린 근로 청소년의 잘못 멋부려 우스운 촌스러움을 90년대

X 세대들은 세심하게 신경써 표현하고 있다. (유인경,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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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키치 패션을 연상시키는 촌티 패션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싸고 낡은 옷과 액세서리를 뒤섞어 부조화 속에 조화를 찾으려

는 의도를 지닌다(유인경, 1997b). 과거에 낡은 옷을 활용하는 등 최소한

의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패션이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개성

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둘째, 2000년대 한국의 패션은 IMF 경제 위기 극복으로 황금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레트로 양상이 과열되었다(천정현 외,

2019). 또한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자, 20세기 문화

를 객관화하고 현재의 발전과 구분 지으려는 모습을 보였다(엄민용,

2007). 이 시기의 레트로 패션은 대중 문화의 전성기였던 시대의 스타일

을 표방하고 재창조하려는 주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김영란, 2010). 특

히 여성 인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1980년대의 Y실루엣을 기반으로

한 레깅스 패션은 대중들에게 널리 유행되었다[그럼 4-16]. 또한 레트로

패션의 유행이 점차 빨라지면서 유행 시기가 겹쳐지기도 하면서 레트로

패션이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60년대의 쿠레주 룩(Courrege

Look), 미래주의 패션과 70년대 히피, 디스코 문화 그리고 80년대 Y형

실루엣과 펑키한 컬러감, 레깅스 등의 스포츠웨어(sportswear)가 레트로

패션으로 매해 빠르게 회전되었다[그림 4-17]. 2006년에는 빅백과 미니

백 등 양극단의 사이즈가 가방이 여성들에게 동시에 유행하였다[그림

4-18].

2006년에 청바지 유행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기사[그림 4-19]는 1980

년대부터 유행한 청바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벨보텀 실루엣, 2000년대 낮은 허리선의 부츠컷, 2006년

스키니 진이 유행하였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의 10년 동안 유행하는

바지에 대한 실루엣과 허리선이 3번이나 변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

년대 초중반까지는 달라붙는 실루엣에서 넉넉한 실루엣으로 실루엣이 1

번만 변한것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상당히 잦은 실루엣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청바지의 변천을 통해 당시 레트로 패션의 유행도 과열되

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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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시기에 한국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복고적

으로 흘렀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제 2기의 시절을 그리워하

게 되었다. 사람들은 기존 의상을 리폼하거나 물려받아 입었고, 10여년

전 경제 발전에 집중했던 공동의 문화적 기억을 추억하였다. 서울 컬렉

션에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패션 사조의 순환 주기가 빨라졌으며

동시에 발생하는 등 레트로 패션 문화는 과열되었다.

4. 제 4기 (2009 ~ 2016년): 1970-1980년대 회고와 1990년대

회고

제 4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레트로 문화가 사

[그림 4-19] 과열되는 레트로 패션을 보여주는 청바지의 변천사

(`쫄쫄이 청바지` 15년만에 부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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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국내외 패션, 정치, 대중문화 및 가전

제품까지 사회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레트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1990년대 중심의 레트로 문화가 생겨나면서 대중문화 및 패

션에서 나타난 레트로 흐름은 취향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계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특히 아

시아 지역에서 복고적 정치 성향은 두드러졌다. 중국에서는 마르크시즘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복고 사회주의 붐이 일어났고, 일본은

군국주의가 본격화되었던 메이지 시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며 전후

가치를 부정하는 복고 정치를 펼쳤다(안병진, 2013).

한국의 정치 상황은 2008년, 2013년에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취임하여

1970년대와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1970년대처럼 경제 중심으로 사회 분

위기를 재편했고 미디어 통제가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 중심의

유신 시대를 연상시키는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이중근 외, 2008), 박

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등 박정희 전 대

통령 시절에 사용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어휘를 언급했다(민동용,

2013). 당시의 국내 상황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

융위기에 처했고, 국내 경제에도 그 여파가 끼쳐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

자 사람들은 고도 성장의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연이은 보수 성

향의 대통령 집권은 1970년대의 경제 정책으로 고도성장의 시대로 돌아

가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를 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한 ‘복고풍 용어’가 관가에서 화

제다. 특히 경제 부처에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세 가지 키워

드 중 하나인 ‘경제 부흥’이란 용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경제 부흥이란 용어는 주로 1970년대까지 쓰였다. 이승

만 정부는 6·25전쟁 후 경제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부흥부’라

는 부처를 신설해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내놨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뒤부터 경제

부흥을 ‘혁명 과제’로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74

발전 궤도에 오른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 부흥이란 말은

자취를 감췄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박 대통령은 취임사

에서 경제 부흥 외에도 ‘한강의 기적’을 네 번이나 언급했

다”라며 “부친인 박 전 대통령 시절이 떠올랐다”라고 했다.

(민동용, 2013)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기 장기화되고 소비 심

리가 위축되자 사람들은 안전한 옛날 상품과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복고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은 안전한 선택이 보장되는 자신의 소비 행동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30년 이상 된 고전 제품들은 오히려 경제 불황 시기에 매출이 신장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진·권기범, 2013). 고전적인 선택은 위기와 혼란에 시기

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나쳤던 일상적인 것들을 재발견하

고 현재의 신기술과 결한시킨 제품들에 주목하였다(김세원, 2010). 멀리

해외의 문화보다는, 가까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지역적인 것에 더욱

집중하였고, 50국내의 가까운 과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금융위기를 겪은 각국 사람들은 이제 ‘옛것이 패셔너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크리스티앙디오르의 ‘레이디 디오르 백’, 클

래식한 디자인의 혼다 ‘EV-N ’ 태양열 전기차처럼 복고적 패션

이 뜨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재

발견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걸리의 인기가 대표적 예

다. (김선미, 2010)

한국의 대중문화는 2008년 복고적 리듬의 노래인 원더걸스의 ‘텔미’를

기점으로 레트로 문화에 관한 관심이 대중화되었고, 레트로 문화는 자연

스럽게 한국의 1970년대, 1980년대 문화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 가수 ‘세시봉(Cest si bon)’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청년 문화

에 중·장년층이 호응했다. 1970년대는 ‘음악 감상실’과 ‘싱어롱(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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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문화는 특정 공간에서 동일한 음악을 들으면 청년들의 감수성을

공유하였고(김미라, 2016),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수가 세시

봉이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세시봉’ ‘7080’ 열풍이 이제는 전방위적

인 ‘추억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TV에선 추억을 겨냥한 프로

그램이 잇따라 신설됐다. MBC와 OBS는 과거 스타들이 출연

해 당시 에피소드를 나누는 ‘추억이 빛나는 밤에’와 ‘나는 전설

이다’를 방영하고 있고, SBS라디오는 4월 개편에서 7080세대

를 겨냥해 변진섭 이성미 구창모를 DJ로 기용했다 .(중략) 탁

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도 “잊혀졌던 문화가 다시 나타나고 소

비되는 건 특정 주류 문화만 존재하던 문화계가 세분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하략) (강은지, 2011)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동일한 공감대를 바탕으

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문화 공동체를 형성한다(김미라, 2016). 1970년대

는 음악 감상실과 싱어롱 문화는 동일한 문화적 추억을 간직하는 밑바탕

이 되었다(김미라, 2016).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세시봉의 노래를 듣고 이

소룡 영화를 보던 중장년층은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고도성장을 향해 가

던 1970년대 추억을 공유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통한 위로를 받았다. 유

대감을 바탕으로 한 중장년층의 심리적 위안은 1970년대 여고생의 추억

을 담은 영화 ‘써니’ 흥행으로 이어지는(민병선, 2011) 등 다양한 대중문

화에서 과거로 회귀가 이어졌다. 판타지 중심의 대중문화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운동의 쓰라린 경험을 담은 사실주의적 성장담을 공유하면서 중

장년층들은 심리적 위안으로 삼고자 하였다(한윤정, 2012).

1970년대 국내의 청년 문화는 젊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생성된 하위

문화다. 미국 문화의 하위문화가 대중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소개되

었으며, 장발, 판탈롱, 미니스커트, 청바지와 같은 하위문화 기반의 패션

아이템들이 도입되었다. 특히, 당시 대중음악 장르였던 모던포크 음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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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감수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김미라, 2016). 특히 이 시기의 청년 문화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

반까지 이어진 청년들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함께 얽히면서 저항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한국적 문화 코드를 형성하기 시작(서혜진, 2019)하였

고, 한국적 레트로 코드의 자양분이 되었다.

동시에 1970년대, 1980년대는 국내에 본격적인 소비문화가 자리를 잡

은 시대였다. 60년대, 70년대의 고도화된 경제 성장 속에서 소비 제품의

상품군은 더욱 다양해지고, 기업에서는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여 각기 다

른 대상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가 등장하였다(Ko, 2008). 다양한 신제품

이 쏟아지자 기업은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이미지를 고민해야 했고(박훈

상, 2013),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광고는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문

화 코드로 자리잡았다.

한편, 2012년은 대중문화에서 레트로 문화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전환

점이다. 이전의 레트로 문화는 1970 ~ 1980년대 문화를 중심으로 회고되

었지만,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응답

하라 1997>가 2012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1990년대 문화를 회

고하게 되었다. 레트로 문화를 이끌어가는 세대도 중장년층에서 30대와

40대 초반으로 젊어졌다. 이는 레트로 문화를 보도하는 기사에서 공통으

로 지적되었다.

요즘 음악과 TV, 영화 등 주요 장르마다 1990년대 정서가

깃든 콘텐츠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략) 1990년대 문화가 복고의 형태를 띠고 재조명되는 한편

영화 <건축학개론>의 흥행은 1990년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했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추억의 대상이 됐던 시절은

거의 다 1970, 80년대였지만 <건축학개론>을 통해 1990년

대가 본격적인 추억과 회고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1990

년대에 청춘을 보냈던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은 이 시기를 추

억하고 소비하는 핵심 세력이다. (박경은, 2012a)



77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본격적인 추억과 회고의 대상으

로 자리매김한 1990년대는 이제 안방극장으로 넘어와 드라마

와 예능, 버라이어티, 시트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며 장

르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30대의 복고’를 전면에

내세우며 큰 공감과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작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다. (중략)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씨는 “영

화 <건축학개론>이 1990년대 복고에 대한 물꼬를 텄다”며

“1970년대, 1980년대로 순차적으로 복고가 나타났지만 1990년

대 복고의 특징은 팬문화”라고 설명했다. (박경은, 2012b)

1990년대는 현대화된 한국에서 취향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

초의 시기였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의 수혜자들인 1990

년대의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 문화를 소비하였다

(김미라, 2016). 이전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대중문화와 최초의 디지털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자연스럽게 개인의

취향도 중요시되었다. 1990년대는 PC통신 속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이 최

초로 생겨난 시기다. 이들은 PC통신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

으로 급부상하여 이 가상공간에 젊은이들의 문화를 기록하였다. 채팅과

게시판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각종 동호회와 팬클럽 모임을 주도하는 매

체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팬덤이 점차 형성되었다(김미라, 2016). 젊음

이들은 자신의 취향을 선택하였고, 이 취향을 중심으로 문화 공동체가

생겨났다. 이런 1990년대 회고를 계기로 레트로 문화는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취향을 담은 문화적 코드로 진화하였다. 유행이기 때문에 레트로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고 시기와 회고 집단에서 개인의 취

향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시기를 선택하게 되었다.

영화평론가 강유정씨 역시 2000년대가 1990년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여긴다. 그에게 90년대란 “풍문으로만 듣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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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걸 체감한 시대, 선배들이 제시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스스로 고른 다양한 책을 읽고, 맥주를 브랜드에 따라 선택하

고, 취향을 갖는다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였다. <건축학개

론>에 청바지 ‘게스’를 둘러싼 유머가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부터 취향이 브랜드와 연관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은 노스페이스 점퍼에 목

을 맸는데, 이런 현상의 뿌리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유정씨는 “<건축학개론>의 흥행은 지금의 10~20대도 90년대

를 복고가 아니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감성으로 즐긴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백승찬, 2013)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 30대, 40대가 되어 소비 여력을

확보할 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2012년 이전의 70년대, 80년대

추억 소비는 잠시 유행하였지만, 90년대 추억 소비는 주도권을 가진 세

력이 생산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오래 지속하였다. 이 시기에 케

이팝(K-pop), 영화, 드라마, 연예 오락 등의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생산자

는 대개 199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였기 때문에(김용섭, 2012), 대중

문화의 주도권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추억 코드를 오랫동안 소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의 문화는 50대 전후 세대만 공감할 수 있

기 때문에 문화 소비층의 규모가 작지만, 90년대 문화는 10대부터 40대

까지 조금씩 경험해보았기 때문에(김용섭, 2012) 보다 넓은 계층에서 공

감하며 레트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돌아온 1990년대

문화는 2010년대의 대중 패션 문화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회고되는 레트

로 문화의 원형이 되었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은

더플 코트와 야구 점퍼, 구제 청바지, 데님 셔츠 등이 높은 판매율을 보

였다[그림 4-22, 23](박선희, 2014).

이 시기의 청년층은 1980년대, 1990년대의 청년 문화를 스트리트 문

화로 재발견하였다. 7080세대들의 싱어롱 문화, 저항 문화와 1990년대의

캠퍼스 문화를 현재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현하였다[그림 4-20, 2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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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는 1970년대에는 청바지와 통기타와 함께 저항 정신을 담고 있는 패

션 아이템이었고, 1990년대는 청바지를 패션으로 받아들였다(김용섭,

2012). 1990년대 복고 열풍으로 청바지는 청재킷과 더불어 ‘청청 패션’의

조합으로 부활하였다. 2009년에는 건강미와 관능미를 추구하던 사회 분

위기와 맞물려 데님 소재가 더욱 유행하였다.

2010년 패션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복고’다. 1990년대

대학 캠퍼스를 물들였던 상큼 발랄한 패션이 2010년 캠퍼스

에 다시 부활했다. 올해의 캠퍼스룩은 1990년대 패션처럼 심

플한 디자인에 스포티함과 실용성을 강조한 스타일이다.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가 선보인 ‘치어걸룩’을 필두로 한 컬러풀한

후드 티셔츠와 주름 스커트, 여기에 스니커스와 백팩을 더하면

완성된다.(하략) (강혜승, 2010)

(상략) 데님을 빼놓고는 복고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복고 패

션에 있어 데님은 필수적이다. 위아래로 데님을 모두 매치한

‘청청패션’은 촌스러움을 상징했지만 요즘은 세련되고 감각

있는 사람만이 소화할 수 있는 패션이 됐다. (하략) (최윤호,

2015)

화려하고 강렬하게 눈길을 끄는 복고적 요소가 차용되기도 하였다. 로

고 그래픽, 클래식 패턴, 밝은 레드(그림 4-27) 등의 프린트와 컬러가 나

타났다. 로고 그래픽은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도트, 플로럴, 체크 패턴(그

림 4-26)은 레트로한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또한 액세서리와 가공은 투

박한 느낌을 선호하였다.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 표면이 거친 저광

제품들이 등장하였다. 퍼, 시어링 등 텍스쳐가 살아 있는 소재가 거친 표

면을 표현하기도 하였다(김벅석, 2015). 투박한 느낌을 주는 높은 굽의

신발도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이후 레트로 패션은 허리선이 골반에서 허리로 점차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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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김선미, 2010) 오버 사이즈 옷이 유행하였다[그림 4-24, 25]. 상의에서

는 본인의 어깨선 바깥을 벗어나고 손등을 덮는 코트와 패딩이 유행하였

고, 하의는 바지 폭이 스키니 팬츠에서 나팔바지, 통 바지 등 와이드 팬

[그림 4-20] [그림 4-21] [그림 4-22] [그림 4-23]
2010년에 재탄생한 1990년대 캠퍼스 문화

(그림 4-20: 상큼! 발랄! 올해 캠퍼스룩

‘90년대 패션 부활’, 2010)

(그림 4-21: 3040은 지금 ‘추억’ 쇼핑 중,

2014)

2015년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탄생된 청년 문화

(그림 4-22: 시크하거나

자유분방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복고의 매력, 2015)

(그림 4-23: 복고풍의 부활?

올가을 추억을 입자, 2015)

[그림 4-24] [그림4-25] [그림4-26] [그림4-27]
오버사이즈의 재현

(헐렁헐렁 통바지

‘스키니 아성’ 허물까,

2016a)

레트로 무드의 화려한 패턴

(올해 봄 여름 거리, 알록달록

눈이 부시다, 2014)

레트로 무드의

빨강색

(복고풍의

생명은 공효진

같은 단순

코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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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로 나타났다(그림 4-24, 25) (뉴욕 예술가 램의 스타일, 2011; 김동욱,

2016a). 오버 사이즈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죽이나 모피 소재도

각광 받았다(김범석, 2015).

올해 겨울 코트에서는 ‘빌린 아빠 옷’이 대세다. 오버사이즈 코

트는 말 그대로 본인의 사이즈보다 큰 옷이다. 어깨 바깥쪽을

한참 벗어난 어깨선, 손등을 덮기에 충분하다 못해 손가락도

잘 보이지 않는 팔 길이, 어디에 허리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풍성함이 특징이다. 이런 유행은 복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

다. 오버사이즈는 1970년대 중반 여성을 중심으로 유행한

스타일이다. 4년 전 구치 등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소개한

오버사이즈 코트는 2년 전부터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사이

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오버사이즈를

넘어 슈퍼사이즈까지 등장했다. (김동욱, 2016b)

제 4시기에는 레트로 패션 문화의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국내의 레트

로 문화로 회고되는 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가 주로 등장하였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를 회고하는 등 레트로 패션 문화도 진화하

기 시작하였다. 2012년 이전 시기에는 7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세시봉 등의 대중 문화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구되었다. 즉, 절제된

소비와 기득 세력에 대한 저항 등 어려웠지만 희망적이었던 시절이 복고

문화로 회상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1990년대의 발달한 소비 문

화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레트로 문화는 풍요로운 경제 성장과 발달한

소비 문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근대사의 황금 시대를 그리

워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 70,80년대의 청년 문화는 이 시기의 스

트리트 패션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최초의 팬덤 문화가 형성되었던 1990

년대 문화를 회고함으로써 레트로 패션 문화를 취향과 연결지어 고려하

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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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기 (2017 ~ 2020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레트로

취향

제 5기의 레트로 문화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닌 ‘요즘 옛날’이라고

불리는‘뉴트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레트로 문화의 중심

세력은 뉴트로 현상을 기점으로 젊은 층으로 넘어갔으며, 이들은 중·장

년층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거의 문화를 복기하고 재해석하였다.

대중문화에서 과거 문화의 재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유

행했던 광고 음악과 모델을 리메이크하거나 재발탁하였고(유원모, 2017;

조선희, 2020; 정상연, 2020), 80년대의 대표 음악 장르인 디스코는 음원

순위를 석권하였다(임희윤, 2020). 1990년대 영화와 대중음악에 관한 회

고는 더욱 풍성해졌다. 1990년대 인기 영화는 뮤지컬 형식으로 재해석되

어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의 방법으로 재현되었다. 90

년대 대중음악을 재발견하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90년대

음악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임희윤, 2020). 대중 매체에서는 종영한 프

로그램이 새롭게 생명력을 갖는 ‘에버그린(evergreen) 콘텐츠’를 중심으

로 과거 문화가 재생산되었다(이지운, 2018). 에버그린 콘텐츠는 비단

TV에서만 방영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었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외출에 제한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과거 영상 찾기에 더

욱 열중하였고, SNS에 과거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공유하는 ‘유물 발굴’

활동이 유행처럼 번졌다.

에버그린 콘텐츠의 확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활발하다. 누리꾼들이 ‘추억의 명작’을 찾아내 공유하고 퍼

뜨리며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자 업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중략)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SNS와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물 발굴’ 문화가 시발

점이었다. 이전에도 옛 TV 프로그램 ‘짤방’이 없었던 건 아니

지만, 누리꾼들이 지은 ‘유물 발굴’이란 이름이 퍼지며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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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됐다.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으로 화제가

됐고, 젊은 세대에게는 SNS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자막과

속도감 있는 편집으로 어필했다. (하략) (이지운, 2018).

동영상 중심의 온라인 공유 홈페이지 유튜브에서는 TV 프로그램뿐

아니라 1990년대 가수들을 다시 찾아내고 있다. 당시 가수들의 파격적인

무대 연출과 음악에 시각적 충격을 느끼며 다시 영상들을 발굴하고 있

다. 과거 명승부 농구 영상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 비인기종목인

씨름이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이유진, 2019). 동영상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온라인 아카이빙(archiving)’ 활동은 새로운

형식으로 과거 소환이 가능해졌고, 이는 과거 문화를 미화하거나 정제시

키지 않고 그 당시의 시대적 미학 자체로 수용하는 발판이 되었다.

IT 주변 기기와 게임 콘텐츠에도 레트로 열풍이 불었다. 청년들은 테

트리스, 뿌요뿌요 등 고전 게임이 있는 오락실에 방문하며 즐거워했고,

90년대에 출시된 갤러그, 슈퍼마리오 게임은 모바일에서 형식이 바뀌었

고(신동진, 2018) 아날로그적인 스틱 게임기가 다시 인기를 얻었다. 중장

년층은 대학생 시절이 생각나는 당구 게임을 하였다(김상훈 외, 2019).

이전 시기에는 추억이 담겨있는 게임을 특정 계층에서만 공유하는 키덜

트 문화가 나타났지만, 뉴트로 현상에서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눌 수 있

는 건전한 유희 문화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세대 간 전이 현상으

로 진화되었다.

청계 세운상가에서 박스형 콘솔 오락기를 판매하는 A업체 대

표는 “추억의 오락기를 사는 고객 대부분이 자녀와 함께 게임

을 즐기려는 아빠들”이라며 “어린이날이 있었던 5월 판매 대수

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네오지오미니’를 국내

에 판매하는 김주민 조이트론 대표는 “레트로 주 타깃층인

3040세대 대부분이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

다. 일부 마니아나 키덜트 시장을 넘어 가족놀이 문화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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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있다. 완구업계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신동진,

2018)

생활용품 및 식·음료 업계의 소비 시장에서 레트로 문화에 더욱 주목

하였다. 첨단 디지털로 편리함을 제공하는 소형 가전제품의 디자인은 아

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기존의 가전제품들의 외

관이 주는 지루함과 비인간적 외관을 아날로그적 디자인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버튼만 누르면 화면이 켜지는 TV보다는 미닫이문을 열고 다이

얼을 돌려서 전원을 켜야 하는 아날로그적 불편함이 젊은 층에는 신선하

다고 여겨졌다(신동진, 2018; 구교형, 2020). 과거의 식품들은 감성적으로

인식되어 식·음료 업체는 사라진 70년대, 80년대의 패키지 디자인과 맛

을 동일하게 재현했다. 추억의 맛을 모티브로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단종

되었던 제품을 재출시하였다(조윤경, 2020).

레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IT산업에서도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구닥’의 성공

은 흥미롭다. 이 앱은 필름카메라처럼 24장을 찍고 나면 한 시

간 동안 더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찍은 사진을 확인하려면

무려 3일을 기다려야 한다. 수십 수백장을 몇 초 만에 찍은

후 바로 저장하고 삭제해 버리는 시대에 ‘느린 불편함’의 경

험을 돈 주고들 산다(김희연, 2019).

이처럼 일상적 소비재에서 레트로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젊은 층

은 오감을 자극하는 레트로 문화 체험을 하며 공감각적으로 아날로그 감

성을 즐기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화되어 편리함을

얻었지만 자기 통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느끼는 젊은층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감각적인 아날로그적 체험을 추구하였다. 이들이 낡은 옛 건축물

이 즐비한 을지로 거리, 세운상가 거리를 찾아가 당시의 분위기를 경험

하는 것(박송이, 2018)은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아날로그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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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레트로 공간의 방문은 본인의 자아와

장소를 동일시하는 ‘장소동일시’ 현상, 또는 귀소 본능을 유발하는 장소

로 여겨 소속감을 유발하는 ‘장소 소속감’을 전달한다(라선아, 2018). 또

한 젊은 층은 레트로 문화를 소비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SNS에 자신의

레트로 경험을 공유하며 본인의 레트로 문화 활동을 새로운 매체와 접목

시키고 재생산한다. 레트로 체험을 일종의 놀이로서 인식하면서 기성세

대와 다른 방식으로 레트로 문화를 즐긴다(김낙현 외, 2020). [그림

4-32]은 레트로 패션 문화를 일종의 새로운 놀이로서 생각하는 젊은 세

대들이 레트로 파티를 개최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젊은 층이 레트로 문화의 재생산 및 확산이 가능한 것은 과거

문화에 대해서 가벼운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과거 문화에 대해 엄격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은 과거를 유

동적이고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박소현, 2019). 이들에

게 레트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되어온 문화 코드이기 때문에 과거는

즐거움을 주는 유희적 활동이며 소비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기성세대는 기억, 역사, 유물로 대변되는 과거에 대해 매우 근

엄하고 숭고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접근하도록 강요받은 면이

커서 나는 이 점이 좀 억울했다. 그런데 과거는 불변 고정의

경직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필요나 요구로 인해 우

리가 오늘 새롭게 재생산해 내는 그 무엇이라는 설명으로 ...

(중략) 젊은 세대는 이미 과거를 매우 흥미로운 소비의 대상으

로 향유하고 있다. 소위 레트로 감성으로 오래된 물건이며 장

소를 유감없이 쉽고 편하게 즐긴다. 그 오래된 것의 시점으로

1990년대인 근과거까지도 선뜻 포함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과거 범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가볍

게 과거를 대하는 지금의 태도가 생경하면서 조금 우려도 되

지만 사실 고맙기도 하다(박소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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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젊은 세대는 한국의 과거 문화가 촌스럽고

낡았다는 인식보다는 현대화 과정에 형성한 고유한 헤리티지(heritage)와

취향이라고 여긴다. 유튜브처럼, 헤리티지의 원형을 보관하고 있는 온라

인 아카이빙 자료들은 이런 경향을 심화시킨다. 1998년부터 2000년대 초

반의 인기 가수들을 무대를 방영하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에 젊은이들은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열광한다(임희윤, 2019).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레트로 문화의 원형을 학습하며, 과거 영상에서 케이팝

의 원류를 찾고 대중문화의 근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임희윤, 2019).

을지로와 같은 오래된 장소에서 과거의 문화와 최첨단의 문화가 역설적

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래되었다는 것

은 시간을 견디며 헤리티지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문화는 그 자

체로서 하나의 취향으로 존중한다.

을지로가 기존의 강남이나 이태원 등 ‘핫플레이스’와 다른 이

유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서로

를 밀어내지 않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새로

운 공간들이 간판 하나 없이 아지트처럼 숨어 있는 이유는 무

엇일까. “여기에 오래도록 인쇄소 하시고 공업소 하신 분들이

많은데 뭔가 새로운 가게들이 막 들어서서 골목을 접수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면 그렇잖아요. 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좀 숨겨놓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송

이, 2018)

새로운 레트로 문화의 현상은 패션에서도 나타났다. 과거의 어떤 시기

를 회고하는 레트로 현상은 예전보다 감소하였고, 특정 브랜드 및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브랜드 특유의 로고와 상징적 컬러, 아이콘을 앞세워 10대, 20

대의 젊은 세대에게 헤리티지와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는 로고를 전면에 배치한 티셔츠와 레터링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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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노정연, 2017). 명품 브랜드

들은 헤리티지를 과시하며 로고를 전면에 프린트하는 모노그램 패턴과

큰 로고를 내놓았다(손가인, 2018). 헤리티지가 없는 신생 브랜드들은 오

래된 역사를 지닌 타 업계와 협업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정체성을 제시하

였다. 한 신생 의류 업체는 헤리티지가 없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카메라

필름 업체 ‘코닥(Kodak)’의 브랜드를 디자인에 도입하였다(그림 4-28).

국내 신생 기업 하이라이트브랜즈는 카메라·필름 회사인 ‘코닥’

의 의류 라이선스를 획득해 올해 초 라이프스타일웨어 브랜드

인 ‘코닥어패럴’을 론칭했다. 코닥어패럴은 140년 전통의 브랜

드 코닥이 갖는 아날로그 감성을 의류에 접목한 브랜드다. (중

략) 코닥 로고를 베이스로 한 바람막이 재킷인 ‘케이자켓’의 일

부 색상은 온라인 사전주문 당시 품절되기도 했다. (하략) (김

은지b, 2020)

(상략) 태극당은 2015년 12월 다시 문을 열었다. 마침 복고 열

풍이 불면서 ‘뉴트로 성지’로 입소문이 났다. 젊은 손님이 늘었

고 패션 브랜드들이 협업을 제안했다. 힙합 의류브랜드 ‘브라

운브레스’와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 ‘슈페르가’는 태극당과 협업

해 옷, 가방, 신발을 내놓았다. ‘폴로랄프로렌’은 한정판 의류

광고영상을 태극당에서 찍었다. (하략) (김호경, 2020)

헤리티지 중시 경향은 실제로 옛날에 만들어진 빈티지 의상을 구하기

위해 동묘시장,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으

로 이어졌다(카티아조, 2020). 한 디자이너는 근대화 역사를 지닌 도시인

‘서울’를 테마로 삼아 빅 로고 디자인으로 컬렉션을 전개하였다(그림

4-29). 또한 희소성과 전통성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하

여 업체들은 과거 인기 모델이나 한정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김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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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존중하는 뉴트로 문화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의 패션

을 재발견하였다. 특정 연령대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들에 젊은층이 주

목하였다. 노년 여성들이 즐겨 입는 플라워, 폴카 도트의 패턴과 맥시 스

커트는 ‘그래니룩(Granny look)’(그림 4-30, 31)의 이름으로 재탄생하였

[그림 4-28] [그림 4-29] [그림 4-30] [그림 4-31]
헤리티지를 강조하기

위한 빅로고 (잊혀졌던

코닥-라이프, 패션으로

돌아오다, 2020b)

과거 서울을

테마로 한 레트로

패션(서울패션위크

서 ‘서울키즈’

콜렉션 공개,

2017)

할머니 패션을 재해석한

그래니룩 (그림 4-30: 빈티지

핑크의 사랑스러움… 봄꽃

닮았네, 2020b) (그림 4-31:

봄과 함께 돌아온

‘물방울무늬’., 2020a)

[그림 4-32] [그림 4-33] [그림 4-34] [그림 4-35]
1990년대 컨셉으로

파티를 하는 젊은 세대

(세기말-세기초 감성이

물씬… ‘9900 가요’

세대공감 신드롬, 2019)

아재 패션으로 각광받는 패션 아이템

(그림 4-33: ‘아재 패션’ 플리스, 레트로 열풍 속에

다시 젊어졌다, 2018) (그림 4-34: 산으로 간

모내기 패션… 그 완성은 양말, 2020b) (그림 4-35:

장롱 문을 열라, 패피가 될지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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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선희, 2020a; 카티아조, 2020a), 중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선

캡(sun cap)’은 위상이 높아져 국민 모자로 자리잡았다(박선희, 2020c).

사모님들이 착용하는 벨벳 소재는 2018년 서울 컬렉션에서 트렌디한 소

재로 거듭났다(장회정, 2018). 특히 시대적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아저씨들의 패션 아이템인 플리스(fleece), 스포츠 양말, 서

스펜더(suspender) 는 ‘아재(아저씨의 준말) 패션’으로 재탄생하여 유명

스타들의 SNS에 등장하는 등 주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최민

영, 2018; 강승현, 2019; 신희철, 2019; 김은지, 2020a; 박선희, 2020b). [그

림 4-33, 34, 35]은 기성 세대인 아저씨 패션이 트렌드의 요소로 재탄생

한 모습을 보여준다.

2018년에는 대디룩(Daddy look)의 어글리 슈즈(ugly shoes)가 크게

유행하였다. 아빠들이 착용하는 투박하고 못생긴 운동화에 어글리 슈즈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어글리 슈즈 출시를 시

작으로 다수 브랜드가 어글리 슈즈 유행에 합류하였다(장회정, 2018).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특정 계층의 아이템이 새롭고 재미있는

요소로 재인식학고, 기성 세대의 인생에 호기심을 갖고 존중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젊은 세대의 기성 세대 패션 아이템 차용은 세대 간의 구분과

경계를 허물고 세대 갈등을 극복하며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레트

로 패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트로’라고 불리는 제 5 시기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젊은 층이 과거

문화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전개 양상을 보여주었다. 레트로 붐이 일자,

젊은 층은 레트로를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고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는 하위문화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의 과거 문화가 낡았다고 생각하

기보다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형성한 고유한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고 생각하였다. 시대적 분류로 레트로 문화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세대들의 복식과 문화 코드를 새롭게 재현하

는 취향 중심의 레트로 패션 문화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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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종합적 논의

본 장의 1절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및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기준으로 현대 레트로 패션을 살펴보기 위해 시대를 5개로 구분하였다.

2절에서는 5개의 시기별로 레트로 문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각기 다른

배경과 레트로 패션 문화가 등장하였고, 이에 따른 시기별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다. 1기(1951~1980년)와 2기(1981~1986년)에는 한국 패션 문화

의 근대화를 형성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구 문화 수용 과정에서 서

구의 레트로 패션 문화를 수용하였다. 3기(1997~2008년)에 사람들은 경

제적 위기로 인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거의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였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가던 시대의 촌순이 패션이 유행하였다. 또한, 2

기에 수용되었던 서구의 레트로 문화가 이 시기동안 빠르게 회전되어 나

시기

구분

(연도)

사회문화적

환경 특성
회고 대상

수용

방식
주요 표현 내용

1시기

(1951~

1980)

근대화 시기
서구 1950-6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

팝아트, 옵아트)

직접

수용

볼륨감,

낭만주의적 표현

2시기

(1981~

1996)

의도적

거리두기

허리선의 변화,

A라인

3시기

(1997~

2008)

과거 문화의

재평가
1970년대 한국 문화

직접

수용

보색 대비,

키치, 리폼

4시기

(2009~

2016)

저성장 경제

고착

전기: 1970-80년대

한국 문화

후기: 1990년대

한국 문화

간접

수용

밝은 색,

화려한 프린트

5시기

(2017~

2020)

취향 중심

문화
1990년대 한국 문화

간접

수용

빅 로고,

아재 패션

[표 4-1]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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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4기(2009~2016년)에도 레트로 문화가 지속되었다. 2012년 이전에

는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1970,1980년대 청년 문화가 회고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1990년대 문화를 소환하였다. 제 5기

(2017년 이후)에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레트로 패션을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헤리티지를 추구하고 본인만의 개성에 맞는 패션을

탐색하기 위해 레트로 패션을 선택하였다. 대중문화 매체뿐 아니라 생활

가전 및 식품 등 다양한 소비 문화에서도 레트로 소비가 일상화되어 나

타났다. 이상으로 4장에서 살펴본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한국의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레트로 패션 문화의 주된 소비층이 어

려질 때 레트로 패션 문화는 더욱 확산되었다. 1990년대 10대, 20대가 과

거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에 레트로 패션이 확산되었다(류숙희 외,

1996). 이후 레트로 문화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

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2017년 이후에는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나이도 동참하게 되면서 레트

로 패션 문화는 더욱 융성하였다. 레트로 패션의 소비 주체는 30대에서

10대, 20대 초반으로 옮겨갔다. 세계적으로 10대 돌풍이 일어났던 1960년

대와 1990년대에 레트로 패션 문화가 확산되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류숙희 외, 1996). 이와 더불러 스트리트룩의 유행이 나타났다. 젊은 층

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스트리트 패션의 기능적 의상 형태가 레트로

패션 문화의 형태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젊어진 소비층은 밝고

명랑한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 밝은 원색 및 화려한 프린트 패턴을 선호

하였다.

둘째, 회고하는 과거 문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이상화되었다. 1, 2기에

는 서구의 레트로 패션 문화를 소환하였다. 그러나 3기에는 한국의 특정

한 시대를 회고하면서, 세계 문화에서 국내의 역사적 시대로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4, 5기에 이르러, 회고 대상이 국내의 과거 특정



92

계층 및 집단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레트로 패션 문화는 국내 문화와

근접하고 취향에 맞는 대상으로 점차 세분화되었다. 대중매체에서 주도

했던 레트로에 관한 관심은 개인의 자기표현과 취향으로 젊은 층에게 자

리잡았다. 개인의 관심사가 다양한 만큼, 개인의 SNS에 공유되는 레트

로 취향은 특정 시기를 회고하는 유행이 아닌, 몇 년 전의 문화를 돌아

보거나, 동시에, 1990년대의 패션을 재해석하여 소비하는 복잡한 양상으

로 진행되었다(임미정 외, 2020). 그러나 회고 대상은 시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지만, 회고 대상에 대해 그리움의 감정을 갖고 과거 시대를 미

화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과거 문화를 바라보았다. 과거에서 이상향을 찾는 ‘레트로

토피아’의 모습을 보인다.

셋째, 레트로 패션 문화는 미디어 혁명과 함께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 국내에 PC 대중화되고 CD와 DVD라는 새로운 저장 매체가 개발

되었을 때, 또는 2000년대 중반 새로운 모바일 매체가 등장했을 때 레트

로 경향이 더욱 거세졌다. 2010년대 이후에 뉴미디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레트로 문화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레트로 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

전세계적으로 TV 방송이라는 대중 매체(Mass Communication)의 등장

은 대중 소비 사회에서 소비를 자극하고 레저(leisure) 문화의 대중화를

형성하였고, 1990년대 컴퓨터와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멀티 미디어의

급속한 전파가 레트로 패션을 촉진시켰던 것(류숙희, 1996)과 유사한 환

경이다. 새로운 아카이브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과거의 문화를 통해 새

로운 아카이브를 실험해보기 때문에 과거 문화를 다시금 소환하였다. 또

한, 디지털 기술이 개발될수록 과거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그리워하기 때

문에 과거 매체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된다. 뉴미디어 시대에 아

날로그를 향한 노스탤지어를 느끼고, 새로운 아카이브를 실험해보기 위

하여 과거 패션 문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또한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자체에 대한 노스탤

지어를 레트로 유행으로 해소한다. 미디어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

인은 그 대처 방법으로 과거의 미디어 노스탤지어를 찾는 반면,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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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익숙해지면 미디어 노스탤지어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Menke, 2017).

본 장에서 살펴본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로 미루어, 뉴미

디어 시대에는 젊은 세대들이 레트로 패션 문화의 주된 소비층으로 구성

될 것이며 과거의 특정 집단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다음 장에서는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Z세대가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전개하는지 살펴보며,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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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국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 Z세대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 문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범주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6개의 하위범주와 6개의 상위범주를 도

분류 상위범주 하위범주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현상

Z세대의 레트로

콘텐츠 특성

뉴미디어 이용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수용 방법

Z세대의 이미지 중심 커뮤니케이션

숏폼 동영상

뉴미디어가

자극하는

과거 콘텐츠

뉴미디어가 재구성하는 과거의 의미

뉴미디어로 학습한 새로운 과거

뉴미디어가 소환한 개인적 과거 경험

놀이 문화가 된

레트로

패션 문화

과거 패션의 재발견

레트로 패션 스타일링

레트로 패션을 통한 개성 표현

모방 및 공유를 통해 형성하는

멀티 페르소나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

추구 동기

Z세대의

사회적 불안과

심리적 위기

Z세대의 현실 결핍

미래 절망에 대한 방어 기제

아날로그와

과거 정신을

동경하는 Z세대

아날로그에 대한 환상

가상의 과거 문화를 통한 대리만족

노스탤지어 현상의

확산

과거 문화의 지속적 소환

뉴미디어로 인한 노스탤지어의 일상화
[표 5-1] 한국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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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최종 연구 결과로 2가지 분류 항목이 도출되었다([표 5-1]). 첫

번째는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현상에 관한 분류, 두 번째

는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 추구 동기에 관한 분류이다. 본 장의 1, 2

절에서는 각 범주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 Z세대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

문화 현상 및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3절에서 한국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종합적 논의로 마무리한다.

제 1 절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현상

1. Z세대의 레트로 콘텐츠 특성

1) 뉴미디어 이용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수용 방법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에 맞춘 이미지와 영상을 추천해주는 콘텐츠 추

천 알고리즘(algorithm)의 기술이 뉴미디어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뉴

미디어에 익숙한 Z세대는 과거 자신의 관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인화

된 콘텐츠를 추천받게 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하게 된다(정성원,

2019). 이와 같은 추천 알고리즘은 메가트렌드를 개인의 성향에 앞서 비

슷한 인구 통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추천해주기도 한다(문정훈 외,

2015). 스스로 선택하고 탐색해야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검색 엔진

들에 반해, 새로운 SNS는 알고리즘 기술의 적용으로 레트로 문화에 관

심이 없었어도 레트로 문화 경험에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 매체가 없고 쉽게 접할 수 없으면 진짜 관심 있는 사람

만 찾아볼 텐데,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깐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또 내가 느끼지 못하

는 새에 접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중략) 제

가 검색해서 봤던 것보다 SNS 보면서 저한테 맞춤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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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

던 게 사실 더 많거든요. (연구 참여자 MJ)

원래 취향 자체가 패턴 많고 색깔 여러 개 들어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위주로 한번 옷을 구매하고 검색하니까 알

고리즘이 그쪽으로 많이 보여주더라구요. 스폰서 광고도 관

련된 것을 많이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많이 사는거

같아요. 요즘 쇼핑몰 모여있는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패턴에

체크해서 볼수도 있고, 색깔로 체크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연

구 참여자 GH)

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뉴미디어는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평면화시키고 나열한다(윤여울, 2018). 시각적, 물질적, 공간적 대상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재배치되며 쇼윈도처럼 시각화된다. 예를 들어,

SNS상에서 공유되는 달콤한 디저트와 근사한 스타일링, 또는 원하는 항

목을 입력하면 맞춤화된 제품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Z

세대들은 취향에 맞춘 아이템을 사전에 선택해두면 카테고리화된 아이템

을 추천받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해시태그

(hashtag)와 콘텐츠 팔로우(Follow) 방식으로 선별된 이미지 중심의 콘

텐츠만 접촉한다. 브랜드, 종류에 따른 아이템 선택을 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적 취향이 담긴 특정 이미

지 콘텐츠를 검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과거 콘텐츠를 재활성

화시켰다.

연구참여자 LS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관심사 기반 네트워킹 서비스인

‘핀터레스트(Pinterest)’을 활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핀터레스트는 관심사

를 중심으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Social Cur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온라인 페이지다(이경미 외, 2015). 해당 연구 참여자는 평소에 핀터레스

트를 통해 취향과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관심

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핀터레스트는 관심있는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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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핑 도중 바로 저장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콘텐츠 재생산이 가능하다(이경미 외, 2015). 핀터레스트는 관

심사 기반으로 일시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추천하며 쉽게 모방하는 Z

세대의 니즈에 적합한 웹 페이지다.

주로 제가 코디나 이런 관련된 팁을 핀터레스트를 이용해서

얻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걸 통해서 인사이트(insight)도

얻고 영감도 얻고 하는 편인데 되게 자주 보이더라구, 그 사

진(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여주인공)이. 그래서 그 인물을 찾

아보니까 (중략) 그 인물의 패션 이런 것들이 나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있더라구요. (연구참여자 LS)

SNS 환경 속에서 대중 문화 콘텐츠가 끊임없이 누적되고 언제든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의 선형적 시간성은 모호해진다. 수

용자에게는 콘텐츠가 만들어진 시기보다 관심을 끄는 시기가 더 중요하

해지고 있다.

2) Z세대의 이미지 중심 커뮤니케이션

Z세대는 레트로 패션 문화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매체로서 뉴미디어를 활용하였다. Z세대는 이미지 자료에서 다양한

영감을 얻었고, 소통하고, 심지어 쇼핑 정보를 선택할 때도 이미지 중심

의 SNS를 활용하였다. 특히, 이미지 기반 SNS를 사용하여 기존 SNS의

단순한 정보 공유에서 ‘감성 전달’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꾀하였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무분별한 광고와 일방적 정보 전달에 피로감으로 느낀

이들은 이미지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였다(임수지, 2016).

SNS 유튜버들. 사진을 좋아하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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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게 입은 것을 많이 봐요. 인스타에 화려하고 센스있게

잘 입는 사람을 많이 봐요. 똑같이 입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입을 수 있네. (연구 참여자 HJ)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엄청 많이 해요.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접해

지게 되는 것 같아요. 빈티지 계정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연구 참여자 SY)

보통 인스타그램에서도 빈티지 아이템을 많이 판매를 하더

라구요. 셀렉 샵이라고 해서 약간 상태 좋은 빈티지 아이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은

데. 그런 아이템을 파는 곳에서 코디한 걸 보면 예쁜 아이템들

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참고해서 (영감을 얻어요) ... (연

구 참여자 CL)

Z세대는 레트로 패션 문화의 시각화 요소들을 화면에 나열시켜 재배

치했다. 레트로 패션 문화를 재현하기 위하여 텍스트로서,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1990년대의 소품들을 화면에 배치하였다. 연구 참여자 MJ와 KB

의 레트로 패션 영상은 재생 시간 동안 자막이나 음성 없이 자신의 패션

과 이미지만으로 레트로 컨셉을 보여주는 패션 룩북을 제작하였다([그림

5-1, 2]). 이미지와 함께 제작자가 선택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노래가 배

경음악으로 흘러나와 레트로 패션의 감성을 더욱 배가시켰다.

[그림 5-3]는 현재는 거의 사라진 음악 및 동영상 저장 매체인 테이프

를 배경 화면에 크게 노출시키면서 자신의 레트로 패션 취향을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그림 5-4]는 1990년대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윈도우

95(Window 95)’ 화면 위에 자신의 모습을 합성시켜 자신이 영감을 받은

시기가 1990년대라는 것을 시각화시켜 전달하고 있다. 하이틴 레트로의

감성을 더하기 위해 귀여운 곰 인형 소품을 활용하였다. [그림 5-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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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TV의 3색 조정 화면을 뒷배경으로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음악

아카이브 LP판을 직접 자신의 옆에 배치하여 레트로 무드를 조성하였고,

추가로 영상 편집시에 콘솔형 게임기와 CD, 라디오를 함께 삽입하였다.

이런 과거의 사물들이 동시대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Z세대에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보다 감성 전달이나 제작자의 의도, 컨셉을 설명을

위해 차용하였다. 이들에게 원본의 복제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

한 기원을 분별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과거 매체의 클리셰(Cliche)를 시각화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의

브라운관 TV에서 발견되던 화면 노이즈 또는 360도 화면이 돌아가는

카메라 촬영 기법(김연지, 2020)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동영상을 편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 CL은 1990년대 대중 가수들이 했을 법한 자세로

레트로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영상을 제작했다([그림 5-6]). 이 영상에는

1990년대 브라운관 TV의 화면 노이즈와 뚱뚱한 화면 비율로 영상을 재

[그림 5-1] 이미지만으로 제작한 패션

룩북 영상 (연구 참여자 MJ)

[그림 5-2] 이미지만으로 제작한 패션

룩북 영상 (연구 참여자 CR)

[그림 5-3] 과거 문화의 아이템을

활용해 패션 컨셉을 전달하는 영상

(연구 참여자 CR)

[그림 5-4] 1990년대 PC 화면

구성으로 패션 룩북 제작 (연구

참여자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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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과거 이미지를 더욱 상기시킨다. 연구 참여자 CR은 1990년대

의 음악 방송을 연상시키는 360도 회전 카메라 촬영 기법을 디지털 도구

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그림 5-7]). 이처럼 Z세대는 디지털 도구를 활

용하여 레트로 패션 문화의 상상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디지털 도구 이외에도 이들은 자신의 몸으로 레트로 포즈를 연출하였

[그림 5-5] 과거 소품을 함께 보여주

는 영상 (연구참여자 CL)

[그림 5-6] TV의 화면 노이즈를 시각

화시켜 편집한 영상 (연구 참여자

CL)

[그림 5-7] 199년대 음악 방송의 카메

라 기법을 디지털 도구로 편집한 영

상 (연구 참여자 CR)

[그림 5-8] 과거의 포즈를 취하는 사

람들 (연구 참여자 YN)

[그림 5-9] [그림 5-10] [그림 5-11]
레트로 연출을 위한 과거의 포즈 재현 (연구 참여자 LS, MJ,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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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트로 컨셉의 기념 촬영에서 ([그림 5-8]), 등장 인물들은 손가락으

로 허공을 찌르는 포즈를 하고 있으며, 가운데 위치한 영상 제작자는 하

늘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거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림 5-9,

10, 11]에서 영상 속 인물들은 4장에서 살펴본 3시기, 4시기의 모델들

([그림 4-5, 8, 13])과 유사한 제스처(gesture)을 하고 있다. 이들은 1990

년대의 가수나 패션 모델을 연상시키는 제스처를 취하며 레트로 무드를

바디 랭귀지(body language)로 표현한다.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면서 시각적으로 과거의 감성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3) 숏폼 동영상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Z세대는 짧은 동영상을 선호하였다. 연

구 대상이 되었던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평균 6분 29초로 나타났다. 가

장 긴 영상은 15분 5초, 짧은 영상은 2분 50초이다. 10분 내외의 영상이

숏폼 영상에 해당한다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의 영상은

모두 숏폼 영상의 재생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Z세대에게 패션 숏폼

영상은 패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뿐만 아니라 유희적 볼

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일상 속에 습관처럼 숏폼 콘텐츠를 이용한다

(김지원, 2020).

연구 참여자의 영상은 재생 시간은 짧지만,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 패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LS는 레트로

룩북 촬영을 위해 민소매와 반바지 등 최소한의 의복만 착용한 채로 영

상을 시작하며([그림 5-12], 하나씩 옷을 덧입으며 레트로 룩북을 완성하

였다. 연구 참여자 SY는 1990년대 패션을 연출하기 위해 어떤 아이템을

착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옷장 앞에서 촬영하고 스타일링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그림 5-13])). 연구 참여자 MJ는 레트로 패션 소품 ‘곱창 밴드

(schrunchie)’와 ‘워커(walker)’의 착용 스타일링 팁을 전달하기 위해 본

인이 직접 착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그림 5-14, 15]. 복잡한 과정

은 생략하고 중요한 정보 위주로 빠르게 화면이 전환된다. 또한 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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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제작자의 일상적 공간에서 촬영되었는데, 이런 점들은 솔직한 제품

후기와 스낵 컬쳐를 선호하는 Z세대의 패션 문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동묘시장, 부산의 남포동 등 빈티지 패션으로 유명한 거리에서

레트로 패션 아이템을 쇼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연구 참여자

들도 있었다([그림 5-16, 17]). 빈티지 의류 쇼핑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거나 다음 레트로 컨셉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기

도 하였다. 오래된 거리를 체험하는 모습은 이색적인 레트로 패션 문화

활동을 보여줄 수 있어 오락거리와 정보 탐색의 경계가 없는 Z세대의

시청 습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제샵도 가요 동묘시장도 여기서 가깝기도 하고. 옷 좋아하

고 가깝기도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요. 동

묘 안에 있는 길바닥을 산책하듯이 가요. 평화시장은 아예 날

잡고 가요. (중략). 1년에 2-3번 정도 가요 갈 때마다 3벌씩은

사오는 것 같아요. (중략) 요 영상에 나오는 빨간색 긴 치마를

구제 시장에서 샀어요. (연구참여자 GH)

다른 연구 참여자 WR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생산하는 미디어 형태가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새로운 매체를 찾는다고 하였다. 숏폼처럼 짧은

동영상 형태에 익숙한 Z세대에게 TV처럼 30~60분 연속으로 집중해서

시청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과거의 방식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과거의 동영상을 시청하더라고 숏폼 형태로 재편집된 방식을 선호하였

다.

(유튜브에서) 무한도전 많이 돌려보는데, 요즘 것은 재미없어

요. TV에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 없어요. 유튜브가 더 재미있

어요. (연구참여자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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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와 감성 위주로 레트로 패션 영상을 수용하는 Z세대는 콘

텐츠의 맥락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였다. 직관적 인식과 일시적 감성

이 중요한 Z세대에게 원본 콘텐츠에 관한 이해 및 전체적 맥락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짧은 영상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감성을 모

[그림 5-12] 민소매와 반바지만 입고

레트로 룩북 촬영을 시작하는 장면

(연구 참여자 LS)

[그림 5-13] 1990년대 패션 스타일링

연출하는 장면 (연구 참여자 SY)

[그림 5-14] [그림 5-15]
1990년대 패션 소품 착용 장면 (연구 참여자 SY)

[그림 5-16] 레트로 쇼핑 장소 ‘동묘’

에서 쇼핑하는 모습 (연구 참여자

CL)

[그림 5-17] 레트로 쇼핑 장소 ‘남포

동’에서 쇼핑하는 모습 (연구 참여자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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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찾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할 동기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SNS에 많이 뜨잖아요 짤로 15초 정도. 클립으로. 그런 거를

봐서 뭐 유행하는 장면이나 웃긴 장면은 아는 데 전체적인 흐

름은 잘 몰라요. (연구참여자 CL)

2. 뉴미디어가 자극하는 과거 콘텐츠

1) 뉴미디어가 재구성하는 과거의 의미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를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하였다. 그들의 기억과 과거 문화는 미디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를 맺으면서 형성되었다. Z세대는 청소년기에 좋아한 콘텐츠를 흐릿한

추억 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 소비하며 이를 공

유하는 문화 집단을 형성하였다. Z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발달한 정

보통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소비가 가능했다. 국내 대중문화부터 해

외 대중문화까지 인터넷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대중문화 아카

이브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개인

이 좋아하는 콘텐츠만 선택할 수 있었다. 4장의 1기, 2기 세대들이 해외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 수용을 하였던 것에 반해, Z세대들은 해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별적으로 수

용하였다.

아카이브 기술의 발달은 문화 콘텐츠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후

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Z세대는 이를 활용하여 반복적으

로 과거 콘텐츠를 소비하였고, 이 문화 콘텐츠를 반복하는 다른 사람들

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과거 문화 소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공유하였다.

Z세대는 과거 문화를 고리타분하게 반복하기 위해 레트로 문화를 추

구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패션 문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Z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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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채워준다고 하였다. 아날로그 기술의 단절로 가까운 과거의 문화

와 공통점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Z세대가 과거를 오

히려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느끼도록 작용하였다. 이런 발상의 전환

은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참여자 SY는 7080세대에 속하는 아버지의 ‘와이드(wide) 바지 정장’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는 레트로 패션의

와이드 팬츠가 촌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오히려 제가 겪지 못했던 과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

화 7080 문화니까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히

려 저희 아빠는 와이드 바지 정장 많이 입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입었던 것인데, 왜 배바지처럼 입고 있냐고 해요. 오히려

내가 몸담지 않았던 문화라서 새롭고 재미있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SY)

질문: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건가

요?

네. 맞아요. 요즘 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연구 참여

자 SY)

과거 문화도 현재 매체에 기록되어 있고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으므

로 Z세대는 과거의 문화가 낡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만큼 친숙하고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알고리즘과 콘텐츠의 나열은 개인이 취

향에 따라 문화를 선택하는 환경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콘텐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지 않는다. 뉴미디어 속에서는 비선형적 서사

를 경험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재맥락화된

다. 시간적 경험에 따른 문화 접변 환경이 이루어지고, 과거에 대한 새로

운 미학을 발명한다.

2) 뉴미디어로 학습한 새로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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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도출된 것처럼,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의 문화를 일

상적으로 접하는 에버그린 현상을 보였다. 과거의 좋았던 명품 음반과

콘텐츠를 발굴하여서 SNS 환경에 어울리도록 재편집하였다(이지운,

2018). 이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과거 1990년대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면서 습관처럼 과거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실제로, 애

플뮤직(apple music)에서 1963년에 데뷔한 비틀즈(The Beatles)의 음악

을 소비하는 연령층은 50대보다 10, 20대가 더 많다(윤용섭, 2020).

(레트로 현상이) 원래도 살짝 유행을 하긴 했는데,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주변에 많이 있긴 했지만 나한테 영향을 주진 않았

어요. 트로트가 유행하고 탑골 노래들이 뜨고 같이 패션도

뜬 게 아닌가? (연구 참여자 HY)

제가 요즘에 나온 노래는 잘 안 듣는데 예전에 나온 노래는

많이 듣거든요. 음악 같은 것도 요즘에는 꾸준하게 듣는 노래

가 잘 없는데 예전 노래는 계속 그냥 듣는 거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노래는 아닌데 드라마 OST 노래라던지, 아니면 김광석

노래도 좋아하고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아이돌 노래 듣는 것

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노래들로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요즘 노래들은 그냥 듣기에는 좋은데

꾸준하게 듣지는 않고. 그냥 집에서 꾸준하게 듣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런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연

구 참여자 KB)

다른 세대와 달리 Z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은 국내 문화뿐 아니라

해외 문화에 대한 접근이 쉬웠다. 해외 경험도 많은 Z세대는 문화적 콘

텐츠를 받아들일 때 국적을 구별하여 수용하기보다는 당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코드로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클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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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eless)(1996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등과 같은

미국 10대 영화를 시청하며 전세계 공통적인 생활 양식과 문화적 코드에

공감했다. 연구 참여자 HJ의 영상에서는 자신이 영감을 받은 1990년대

미국 영화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그림 5-18, 19]).

Z세대는 이런 과거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하이틴 패션(highteen

fashion)을 실제로 착용한 의복 경험이 있다. 연구 참여자 HJ는 작은 가

방, 플리츠 미니스커트 등을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꼽으면서 자신의 과거

에 이런 패션을 착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Z세대의 10대 시절에 이

들은 아가일 체크(agyrle check) 패턴, 플리츠(pleats) 미니스커트, 곱창

밴드, 크롭 티셔츠(cropped T-shirts) 등의 아이템을 착용하였다.

그런 패션을 많이 경험했던 거 같아요. 제 중·고등학교 때까

지만 해도 되게 작은 가방 메는 게 유행했었고 하이웨이스트

(high waist)인데 짧은, 밑에는 플레어인 그런 스커트가 유행하

고 했어서 되게 그런 영화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한 번쯤

은 저런 게 유행으로 됐었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

라고요. (연구 참여자 HJ)

Z세대는 자신들이 아동기 시절에 봤던 영화, 음악, 드라마는 지속적으

로 반복하며 성인이 되었고, 당시의 패션 아이템을 옷장 속에 그대로 간

직하였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하이틴 패션이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

[그림 5-18] [그림 5-19]
1990년대 하이틴 영화 속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는 장면 (연구참여자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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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는 일련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중 매체와 미디

어 산업에 전달하는 레트로 패션 문화는 Z세대의 자기 참조 기억을 강

화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Z세대가 회고하고 있는 과거의 시대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에 해당하는데, 당시 유년기 시절을 보냈

던 이들은 정확한 기억보다는 미화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Z세대는 자신들이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과거 문화를 간직해왔고 자신

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과거

문화를 간직해왔다기보다는 대중 매체와 미디어 산업으로 자기 참조의

기억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흐릿한 기억 속의 과거 패션 문화는 온라

인 아카이브를 통해 분명하게 기억되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시켜

서 이 패션은 개인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뉴미디어 환경은 이런 자기 참조의 환경을 더욱 강화시

킨다.

2) 뉴미디어가 소환한 개인적 과거 경험

각자의 성장 배경과 처한 환경을 달랐지만, Z세대에게 자신의 고유한

과거 문화가 현재의 레트로 패션 문화를 선호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뉴미디어를 통해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참조 기억을 강화시켜서 Z세대는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된

다. 개인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의 물건을 만났을 때 개인

과거사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

제가 생각하는 레트로는 반가움이다. 티비나 지나가며 봤을

때 ‘아 저거!’이렇게 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거고 나에게 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반가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

자 YN)

(1) 대중문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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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들은 대중 문화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부터 레트로 문

화를 받아들였다. 디지털 네이티브였던 Z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의

과거 문화에 대해 젊은 세대들도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목격한 경험

이 있다. 과거 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시대에 맞게 재현될 수 있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이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예능, 드라마, 영화, 잡지 등의 레거시 미디

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식들에서 과거 지향적 트렌드를 확대 및 재

생산하며 레트로 유행을 이끌었다. 레트로 패션 문화의 유행을 지켜본 Z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유행의 순환성을 학습하였다. 도시에서 태어나 미

디어 매체에 익숙한 연구 참여자 LS는 어린 시절의 TV매체에서 복고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다시 쇠퇴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에 관

해 이야기하였다.

옛날 것이 유행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어릴 때부터 본 것

같아요. 그때 복고댄스, 티아라 이런 것처럼 옛날 것들이 유

행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예

를 들면 제 친구들이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저거 이제 다시 유

행하면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키니진(skinny

jean) 다시 유행하면 안되는데, 불편해서 안되는데, 이런거.

(연구참여자 LS)

Z세대는 유년기에 접했던 과거 매체 속의 스타일을 막연히 동경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스타일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Z세대가 유년기 및

청소년기였던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은 4장의 제 3시기에 해

당하는 시기로, 한국 과거 문화 숭상을 위한 레트로 경향이 사회 전반에

흘렀던 때에 해당한다. 당시에 한국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과거 회고적으로 흘렀다. 이 시기의 서울 컬렉션은 60년대, 70

년대, 80년대의 패션 사조가 해마다 업데이트되는 등 유행의 순환 주기

가 매우 빨랐던 시기다. Z세대들은 이런 레트로 문화의 현상을 체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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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거 문화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

히, 패션 잡지의 이미지 또는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의상 및 뮤직비디오

속의 의상과 같은 대중음악의 시각적 요소들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

하였다.

일단 제가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았어서. 부모님이 중학교 땐가

패션잡지를 정기구독을 해주셨어요. 보그(VOGUE) 같은 것

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2권이 왔었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니깐 뭣도 모를 때니깐 그냥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입고 싶

다. 이러면서 그때 봤던 것들이 요즘에 (레트로) 취향이 많

이 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MJ)

옷 취향은 과거 음악 방송 보고 많이 생겼어요. 인기 가요나

뮤직뱅크. 학창시절에 보던 인기가요, 아이돌 직캠 영상에서

(레트로) 취향이 생기는거 같아요. (중략) 그러다보니까 화려

한 것도 좋아하게 되고. 아이돌 옷들이 몸에 핏되는 옷들이 많

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취향이 생긴거 같아요. (중략) 또래 패

션을 잘 볼 수 없고 방송의 패션밖에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YN)

(2) 인터넷으로 접한 외국 문화

Z세대의 유년기 시기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외국 문화에 쉽게 접

근할 수 있었고, 어학연수, 해외 배낭여행 등을 통해 기성세대보다 다양

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했다(윤여울, 2018). 이를 바탕으로 Z세대는 해외

와 국내의 문화적 경계없이 문화적 혜택을 수용하였으며, 아동기 시절의

공통된 기억을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WR은 고등학생 시절에 접한 미

국의 흑인 음악 힙합을 좋아하게 되면서 미국의 하이틴 패션을 접하게

되었고, 국내의 패션 문화와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HJ는

일본의 잡지와 당시 한국의 셀러브리티였던 ‘얼짱’의 스타일이 유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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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인도 이를 따라했다고 하였다.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힙합에 빠져있었어요. 힙합만 들었어요.

랩퍼하려고 했어요. 힙합이 너무 좋아서 힙합 뮤직비디오 계속

보고. 힙합을 알려면 옛날부터 알아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옛날

뮤직비디오 찾아보고 유명한 사람의 과거 영상이나 사람들

찾아보고 투팍(Tupac)(1991년에 데뷔한 미국 힙합 가수)

영상 찾아보면, 두건이나 청조끼 이런게 너무 멋있어 보였

어요. 그런게 지금 해도 멋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

왔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WR)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엄청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우리 엄마 옛날 앨범 보면,

입었던 옷들 보면은 연보라색에 리본 달리고 탑같은거 입

고. 그런것들이 미국 하이틴 영화보면은 나와요. (연구 참여

자 WR)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았었냐면, 일본 잡지에서 봤었는

데. 일본이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되게 빨라서. 아시아 중

에서는 제일. 그래서 잡지를 통해서 이런 옷도 존재하는구나

알았고. 그 당시에 한국의 얼짱들이 먼저 그런 걸 하니깐 따

라하게 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HJ)

(3) 학창 시절의 친구

Z세대는 학창 시절 친구의 영향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접하기도 하

였다. 친구의 권유로 구제 시장을 방문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과거 문

화를 특정 친구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그 문화에 관한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과거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

구를 통해서 과거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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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과 유사한 레트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친구와 레트로 문화를 공

유하는 배타적인 특성을 보였다.

가끔 이렇게 막 서울 여행 가면은 친구랑 고2 땐가? 광장시장

한번 가보자고해서 사고 그랬던 거 같고. 제일 친한 친구도

옷에 관심이 많고 그랬어서 그런 시너지를 얻은… (연구 참

여자 MJ)

제 친구들은 가수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 앨범도 가지고 있

는 친구도 있고. 고등학생 친구가 신화(1998년 데뷔한 가수)를

엄청 좋아했어요. 제 친구들은 H .O.T.(1996년에 데뷔한 가수)

를 잘 알아요. 친구들은 옛날 노래가 역시 좋다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 HY)

(4) 반대 환경의 문화 동경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이 반대의 문화 환경을 갈망하도록 하는 원동

력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WR은 아동기 시절 시골에 거주하였다

는 문화적 열등감으로 도시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

동기 시절에 동경했던 문화적 취향을 유지하고 반복하였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도시에서 살고 싶었어요. 20살 되

자마자 도시로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깡촌에서 인터넷으로나

마 그런 욕구를 달랬어요. 힙합 문화와 시골은 정반대에요.

그래서 그런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WR)

다른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 시절 보수적인 옷을 강요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반발로 성인이 되어 그 당시에 입고 싶었던 화려한 옷

을 추구하였다. 보수적인 복장 요구로 억눌려 있던 자유로운 감성과 자

기표현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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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까지도 엄마가 예쁘다 하는 것을 입었던 것 같아

요. 엄마는 정말 단정한 것을 좋아하고 저를 그렇게 입히려

고 하셨는데, (중략) 그래서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못 했던 것에 대한. 옛날에 화려한 옷들 입어보고 싶은데 그

걸 못했으니까 대학가면 다 할 수 있다며? 하는 생각으로.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딸은 보수적인 딸이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딸이 된다고. (연구 참여자 GH)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Z세대들은 개인의 일생에서 각자 다른 과거

문화를 경험하였다. 그 속에서 Z세대는 사람들의 미에 대한 기준이 시시

각각 변하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개인의

삶 속에서 학습하였고, 따라서 시대적 유행과 상관없이 본인만의 취향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GH는 과거의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미디어 문화

속에서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유행보다는 취향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얻

게 되었다. 이 연구 참여자는 어렸을 적부터 착용했던 패션 아이템을 사

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유행 주기가 더욱 빠르게 변하였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이 아이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레로를 왜 입는 거지? ’ 한 반응이 있었

는데, 쇼핑몰에서 우후죽순으로 볼레로 나오고 있고, 성향이

강한 쇼핑몰에선 그 시절의 볼레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

리가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언젠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고. 너무 비난했다가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수

있다. 어차피 돌고 도니까 너무 그렇게 유행을 못 따라가나 하

는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레트로가 너무 유행을 안 따

라가도 된다는 예시인 것 같아요. 옆에서 ‘넌 왜 옷을 그렇게



114

입니? ’ 해도 5년 후에 보면 제가 ‘패피(fashion people의 줄임

말)’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입고 있던 옷 스타일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예시. 제가 처

음 유튜브에 나왔을 때 ‘왜 쟤는 옷을 저렇게 입어?’하는 반응

이었어요. ‘쟤는 관종이야? 왜 저렇게 입어? ’ 요즘에는 그런 이

야기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레트로가 내 취향에 자신감과

확신을 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 참여

자 GH)

(5) 엄마의 옷장

Z세대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의상을 공유하여 레트로

패션 문화를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는데, 같

은 성별인 어머니 의상에 대한 개인적 기억, 또는 어머니의 과거 사진

등에서 과거의 패션 정보를 축적하였고, 이는 연구 참여자가 기성세대

문화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딱 어린 시절이었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주말에만 보는

형태였는데, 한껏 꾸미고 온 엄마가 멋있어 보였어요. 이런

옷이나 선글라스가 엄마를 따라하고 싶은 욕구를 따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도 옷입고 화려한 패션을

좋아해요. 엄마가 멋있어 보여서 큰 귀걸이 하고 다니고 그랬

어요. (연구 참여자 SY)

저희 엄마가 입으셨던 옷들 니트라던지 바지 같은 경우 청

바지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것도 많고요. 엄마가 젊

었을 때 입었던 니트로 된 나시라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

한테 물려서 입는 것들도 있구요. (연구 참여자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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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YN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을 직접 리폼해서 착용한 경

험을 이야기하였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유행하였던 파워 숄더 재킷이

현재에도 유행하고 있지만, 핏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 핏에 맞춰

서 어깨 부분을 수선하여 착용하였다([그림 5-20]). 다른 연구 참여자

GH는 어머니와 패션 취향이 비슷한 할머니의 의복을 수선해서 착용하

거나 자신의 어릴 때 옷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엄마 아빠 옷장을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봤어요. 자켓류

는 엄마 옷을 많이 입었어요. ‘어깨 뽕’이 그 때 당시에 유행

했는데, 지금 다시 유행하더라구요. 제가 리폼은 할 지 모르지

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도록 어깨를 수선해서 입고 그랬

어요. (연구참여자 YN)

할머니 원피스를 예로 들어보면, 패턴은 맘에 들었는데 길이

가 맘에 안들어서 수선해서 입고. 아무래도 어릴 때 입었던

옷들이 그때 당시에 단정한 니트였는데, 지금은 볼레로 수준으

로 짧아져서. 핏을 바꿔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GH)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머니의 옷 또는 어머니가 골라준 코디를 주

제로 한 영상을 게시하기도 하였다([그림 5-21, 22, 23). 연구참여자 HJ

와 CR은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엄마 옷장 털기’라는 제목으로 어

머니가 가진 과거의 의상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영상들이 Z세대

에게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모님이 몰려주신 옷을 입고

SNS에 올리는 것은 독창적인 취향을 표현(김희영, 2019)할 수 있고, 현

재 구할 수 없는 옷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엄마 옷장 열어보면, 굳이 사지 않아도 내가 영상에서 봤던 빈

티지한 가방과 비슷한 쉐입(shape)이면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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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많고. 요즘에는 ‘엄마 옷장을 털어라’ 이런 말도 있어

요. 귀중품 많이 나온다고. 비싼 귀중품이 아니라 요즘 유행

하는 귀중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연구 참여자 HJ)

[그림 5-20] 리폼한 어머니 의상 착용

(연구참여자 YN)

[그림 5-21] ‘엄마 옷장 룩북’ 영상

(연구 참여자 CR)

[그림 5-22] 어머니 의상을 착용한 영

상 (연구참여자 HY)

[그림 5-23] 어머니 의상을 착용 영상

(연구참여자 HY)

[그림 5-24] 어머니의 옷을 그대로 착

용하여 느낀 어색한 핏을 이야기하는

장면 (연구 참여자 HY)

[그림 5-25] 어머니 의상의 어색한 핏

을 극복하기 위한 스타일링 팁을 공

유하는 장면 (연구 참여자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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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옷장 정리하다가 엄마 옷 중에 이쁜게 많아서 즉석

해서 그 앞에 찍은거에요. 소품은 제 것인데 잘 어울릴 것 같

은걸 가져와서 했어요. 청바지도 엄마 옷장에서 찾은거에요.

딱히 정확히 어디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건 아닌데 요즘 그

런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접하고 그러다보니 이런 느

낌이 비슷했던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을 매치했어요. (연구 참여

자 CR)

연구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옷을 착용할 때 과거와 현재의 핏이 달라

서 스타일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LS는 현재의 레

트로 패션의 대표 아이템인 와이드 팬츠, 파워 숄더 재킷을 실제 부모님

옷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현재의 유행하는 핏과는 차이점을 발견하였

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으면 과거 패션이 현재 스타일

에 맞는 레트로 패션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약간 유행하는 패션마다 옷의 패턴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유행했던 와이드 팬츠랑

지금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랑 패턴(핏)이 좀 아예 다른 것 같

아요 똑같은 와이드 팬츠이지만. 똑 같은 와이드, 와이드, 레트

로, 레트로 하지만 그 때 유행하던 패턴과 지금 유행하는 패

턴은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게 입으면서 느껴지

거든요.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있는게 왜 자켓에 어깨 뽕 있잖

아요. 근데 옛날 건, 진짜 엄마 옷장에서 30년간 입었던 그 자

켓을 꺼내 입으면 살짝 못 입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레트

로풍으로 나온걸 보면 어깨 뽕이 들어있어도 이게 약간 보이

프렌드 핏이다, 혹은 오버핏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핏은 되거

든요. 그런 약간 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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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상 스타일링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느낀 연구 참여자 HY는

어머니의 과거 복식을 현재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스타일링 팁을 공유

하는 영상을 제작하었다. 영상 속에서 연구 참여자는 어머니 옷의 화려

한 패턴이 매력적으로 느껴 어머니의 옷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나, 현재

관점에서는 핏이 어색하다고 느꼈다고 이야기하였다([그림 5-24]).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와이드 벨트를 착용하여서([그림 5-25]) 현재 관점

에서 스타일리쉬한 핏을 완성하였다.

3. 놀이 문화가 된 레트로 패션 문화

1) 과거 아이템의 재발견

연구 참여자 KB는 자신이 과거에 다이어리 꾸미기에 관심이 있었는

데, 현재 그 문화가 다시 유행하면서 간직하고 있던 자신의 소품을 다시

꺼내 자신의 감성을 전달하는 패션 필름에 담았다([그림 5-26]). 연구 참

여자 SY는 어렸을 때 착용한 큰 링 귀걸이를 보관하였는데([그림

5-27]), 이 아이템이 외모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많은 애착이 있고 현

재 레트로의 유행으로 이를 다시 착용하게 되어서 즐겁다고 이야기하였

다. 다른 연구 참여자의 영상 속에는 ‘케어 베어(care bear)’라는 유아기

에 좋아했던 아동용 캐릭터가 프린트 된 드레스가 참고 사진으로 등장하

였다.

[그림 5-26] 과거 소지 아이템 제시

(연구 참여자 KB)

[그림 5-27] 과거 소지 아이템 노출

(연구 참여자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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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과거의 추억이 담긴 의상과 소품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레트로 유행이 계기가 되어 그 아이템을

다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과거 감성이 담긴 물건을

모으면서 이런 물건들이 당시의 추억을 환기시키고 레트로 문화를 자신

의 라이프 스타일로 확립시켜간다고 밝혔다.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옛날 감성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모은다든지 뭘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취미는 좀 관심이 있

었어요. 그래서 레트로가 생활양식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LS)

보통 빈티지 좋아하고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고집 세요. 안 버리고 계속 자기 주장 끝까지 밀고 나가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언젠가 다 돈이 돼’, ‘언젠간 다

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뭐 안 버리시는 분들은. (연

구 참여자 HJ)

제가 직접 느낀건 아니지만 제가 그 시절보다 10년 후에 느낀

거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물건이나 인터넷에 있는 포스팅을

자주 보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유행하던 MP3, 그때 유행

하는 디자인의 수첩... (중략) MP3는 많이 사용하고 갖고 있었

거든요. 수첩도 많이 사용해요. 지금도 보관하고 그걸 보면서

옛날 감성을 불러일으켜요. (연구참여자 CR)

10살쯤 산 옷이 있어요. 지금 입으면 속옷 가리개 느낌이긴

한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금방 자라니까 (엄마

가) 큰 핏으로 사셨던 거라 지금 들어가긴 해요. 극단적인 레

트로가 아니다 뿐이지, 어릴 때 입었던 옷들도 패턴적인 측면

에서는 유사했던거 같아요. 전형적인 큐빅에 글자 수놓아진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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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라던가 반팔티에 하트해놓고 ‘핫 걸’ 이런 티셔츠. (중략)

키덜트 문화처럼 인형을 좋아해요.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사 모으는 것도 좋아해요. (연구 참여자 GH)

Z세대에게 물리적 사물은 취향의 대상물로서 특정 제품을 소지함으로

써 취향의 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사물의 외관과 접목된 기술에 따라 취

향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윤여울, 2018). 예를 들어, LP판은 과

거에는 음악을 저장하는 유일한 매체였으나, 현재는 탈기술적인 아카이

브 매체로 여겨지면서 Z세대의 취향을 반영하는 소품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음악 플레이어뿐 아니라, 타자기, 문구용품, 머리 액세서리 등 아날로

그적 소지품은 미디어 화면 속 이미지가 아닌 실체를 가진 물리적 사물

로서 취향의 표식처럼 작용한다(윤여울, 2018). Z세대는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소품을 수집하면서 타인과 구별 짓기를 하며, 이를 통해 또래 친구

들과 구분되는 진정성있는 문화를 추구하는 매니아 취향의 수집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한다(김재면, 2018).

2) 레트로 패션 스타일링

(1) 아이돌의 레트로 패션 스타일링

Z세대는 레트로 문화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미디어 산업 속에서 레

트로 문화 정보를 획득하였다. 예를 들어, 동시대에 레트로 콘셉트의 무

대의상을 선보인 여성 아이돌을 보면 레트로 패션에 대한 영감을 얻었

다. 아이돌의 무대의상은 다가올 트렌드를 예측하여 설계되어 대중의 패

션에 영향을 주고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김현량 외, 2020). 특히

레트로 음악을 컨셉으로 하는 아이돌은 과거 시대의 음악 장르나 시대성

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레트로 패션을 무대 의상으로 활용한다(김

현량 외, 2020).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서 레트로 패

션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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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유행이 되면서 요즘 음악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걸그룹 ‘스테이 씨(2020년에 데뷔한 아이돌 가수)’라고 있는데,

레트로와 하이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입어요. 유행이 돌

아오다 보니까 한 번쯤은 걸그룹이 무대의상을 잡는 것 같

더라고요. 그쪽을 보고 예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

여자 GH)

요즘 컴백한 아이돌 중에 ‘오마이걸(2015년에 데뷔한 아이돌

가수)’의 노래 <던던 댄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스타일

링이 복고에요. 그 뮤직비디오에 꽂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만

꽂혀요. 되게 예뻐요. (연구 참여자 WR)

연구 참여자 HJ는 아이돌이 무대 의상뿐 아니라 실제 의복에서도 레

트로 패션을 즐겨 착용하는 사진들을 발견하여 이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였다([그림 5-28, 29]). 이 연구 참여자는 나이가 어린 Z세대로 갈

수록 아이돌 패션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그로 인해 Z세대에게 레트로 패

션이 대중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요즘 하이틴 시작된 거는 ‘제니(2016년

에 데뷔한 아이돌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저도 그 영상 찍

으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니가 그런 걸 좋아한대요. 확실

[그림 5-28] [그림 5-29]
아이돌의 스타일링에서 레트로 패션을 설명하는 장면 (연구 참여자 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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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사람들한테 많이 끼치기는 한다고

생각해서. 제니. 지금 하이틴 패션 유행하는 거 보면 제니가

한 번쯤 입었던 아이템들 다 비슷하거든요. 똑같지는 않더라

도. 작년에 대한민국의 어린 여자애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

마 제니(의 영향). (연구참여자 HJ)

(2) 화려한 패턴과 파스텔 컬러

연구 참여자들은 레트로 패션을 좋아하는 이유로 화려한 패턴과 다양

한 파스텔 컬러를 언급하였다. 4장에서 도출하였듯이 1시기에서 5시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의 특징 중 하나는 화려한 패턴과 강렬한

색감이다. Z세대도 레트로 패션의 조형적 특징에 관해 동일한 생각을 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입하는 곳을 보면, 화려한 색감의 레트로에

요. 흰색이 아니라 크림색? 빛바랜 느낌의 일본 청춘 영화 느

낌이에요. (연구 참여자 GH)

이번 컨셉 무얼로 하지? 팔에 둘러볼까? 이런 것들을 나름의

고민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레트로 하면 생각하는게

비비드한 컬러, 반복 패턴, 믹스 매치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포인트를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연

구참여자 YN)

연구 참여자들의 영상에서도 다양하고 화려한 패턴과 컬러감의 의상

을 착용하였다. 플로럴 패턴[그림 5-30], 스트라이프 패턴의 손뜨개 니트

[그림 5-31], 도트 패턴[그림 5-32]이 있는 아이템을 입고 레트로 무드를

연출하였다. [그림 5-33, 34, 35]에서 인물은 그린, 옐로우, 블루 등 화사

한 컬러의 의상을 입고 레트로 룩북을 설명한다.

연구 참여자 WR은 화려한 레트로 패션이 본인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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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을 좋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레트로 패션의 화려한

색감이 자신의 미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므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질문: 실제로 레트로 입으면 화려한 패션에 관한 욕구가 채

워지는 기분인가요?

정말 그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고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림 5-30] 화려한 패턴의 레트로 패

션과 영상 편집 (연구 참여자 CL)

[그림 5-31] 화려한 패턴의 가디건

과 구제 청바지 (연구 참여자 GH)

[그림 5-32] 화려한 패턴의 레트로 패

션과 과감한 포즈 (연구 참여자 CR)

[그림 5-33] 파스텔 컬러의 레트로

패션 (연구 참여자 WR)

[그림 5-34] [그림 5-35]
파스텔 컬러의 의상과 액세서리 (연구 참여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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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나한테 어울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거울보면 만족하고.

그게 욕구를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WR)

(3) 청청 패션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4시기의 레트로 패션에서도 청청 패션의 레트

로 패션의 특징으로 도출된 바 있다. 청바지는 1970년대에는 저항 정신

의 아이템이었고, 1990년대는 청바지를 패션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청

청패션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Z세대에게도 레트로 패션의 조형적 특

징으로서 청청 패션이 등장하였다([그림 5-37, 38]). Z세대의 청청 패션

착용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보다 레트로 무드를 재현하기 위한 장치로

서 작용하였다. 상하의 모두 청청 패션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청 재킷,

또는 와이드 청바지, 청스커트 등으로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3) 레트로 패션을 통한 개성 표현

Z세대는 과거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출하는 자신들의 창의성

을 강조하는 식으로 구별짓기를 시도한다. 즉, Z세대는 회고 대상의 원

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레트로 문화를 선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취향

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며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레트로 문화를 활용한다.

Z세대는 남들과 다르고 나만의 개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레트로 문

화라는 해답을 얻었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취향대로 스타일링했는데,

[그림 5-36] 청청 상·하의와 자수

디테일 (연구 참여자 MJ)

[그림 5-37] 청 자켓과 청바지 스타일링

(연구 참여자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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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레트로 패션이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의도적으로

레트로 패션을 추구한 것은 아니였지만,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패

션을 원한 Z세대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패션이 레트로 패션이었다.

약간 조금 더 뭔가 나만의 개성이라고 해야 하나? 나만의 것?

뭔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좀 찾아가는 과

정에 있어서 한가지 해답이 레트로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는 달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레트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LS)

레트로 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 영상에 나온 옷들이 레트로 패

션이라고 산 게 아니라 사고 나서 모아놓고 보니 저런 거여서.

유튜버에서 보신 분들이 ‘언니 취향 레트로 같아요.’, ‘옛날

영화 색감이랑 비슷해요.’ 그런 말을 들어서 그때 알았어요.

취향이 레트로구나. (중략) 법대생 같지 않다는 말이 많았어

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화려한 패턴, 스탠

더드(standard)하지 않은 핏?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더 레트로 쪽으로 가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GH)

다른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기에 단정한 옷을 강요받았던 반발심으로

화려한 색감과 극단적인 실루엣을 선호하였는데, 그게 레트로 패션의 시

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Z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학습된 미에 대한

기준을 극복하고자 레트로 패션을 활용하였다. Z세대는 기성 문화에 대

한 반발을 레트로 문화를 통해 극복하는 역설적인 행동을 보였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고 통통했는데, 뭔가 키가 크면

어른들이 보시면 ‘덩치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

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자는 날씬해야되’ 막 이런 것들이 매

체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고, 통통한 사람이 유머 소재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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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던 때라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속상하니깐 그걸 방어

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더 예쁘게 입어야겠다.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MJ )

오늘날 개인이 발견한 레트로 의류는 차별화된 지표로서 디자이너 브

랜드의 옷을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Jenß, 2004). Z세대는 레

트로 패션을 통해 스스로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

을 발명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개인적 라벨을 형성해간다. 이들은 과

거 패션을 역사적 유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레트로 패션으

로 재발견한다. 자신이 스스로 발명한 스타일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개인의 진정성 있는 정체성

으로 확장된다.

또한, Z세대는 자신들이 향유하는 레트로 패션을 기성 세대의 레트로

문화와 구별지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레트로 패션은 과거의 패션을 바탕

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들만의 직접적인 문화 경험에서 출발한 패션이 Z

세대의 레트로 패션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기성 세대의 레트로 패션

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패션(제 4장의 제 1기, 제

2기)으로, 이 당시에는 기성 세대들의 레트로 문화는 외국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

다. 하지만, Z세대의 레트로 문화는 자신들의 취향과 정체성을 반영되었

고 해외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고유한 레트로 패션이라

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레트로 문화는 과거 문화를 바탕으로 하

고 있는 패션이지만, 과거의 젋은이였던 기성 세대들과는 구분되는 Z세

대만의 고유한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의 레트로 패션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다시 손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연도로 따졌을

때 그 당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막 시작하는 단계

여서 아직 정체성이 뭐든 없을 시기여갖고 그때는 레트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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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기도 애매한? 옛날이니깐 레트로라고 하지 그걸 다시 해

봐 이러면 장기자랑할 때밖에는 할 수 없는? (중략) 어른들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깐 요즘 레트로 패션을 하고 다니는 애들

을 보면 서로 문화충격을 받는 거 같아요. 본인들도 서로가

빈티지한 패션인 걸 아는데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HJ )

레트로 패션 문화를 선호하는 Z세대는 레트로를 다른 세대의 레트로

현상과 구분지으며 차별성을 지니고자 하였다. Z세대가 자라온 과거 시

기의 문화, 즉 2000년대의 대중 문화는 Z세대만의 레트로 패션 문화 현

상을 이끌어가는 문화 자본으로 작용하고, Z세대는 다른 문화 자본을 가

진 세대들과 보이지 않는 경합하는 모습을 보인다(주형일 외, 2020). 또

한, 이들은 뛰어난 미디어 활용 능력으로 과거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적 창조성과 창의력으로 기성 세대의 레트

로 문화와 구별 지으려고 하였다.

4) 모방 및 공유를 통해 형성하는 멀티 페르소나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단어인 ‘본캐’와 ‘부캐’는 주 계정과 주 계정

의 남는 게임 아이템을 저장하는 계정이다(강민희 외, 2020). 하지만 게

임을 벗어나 여러 온라인 환경의 유행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Z세대에게

현실과 SNS를 오가는 ‘부캐’들은 주로 생계와 무관한 취향과 취미를 중

심으로 생성되는데(강민희 외, 2020,. 연구 참여자들은 레트로 패션 문화

를 이런 ‘부캐’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계정별로 다른 자아 즉, 멀티 페르소

나를 형성한다(백지우 외, 2020). 특히 Z세대는 저성장기의 한국 사회에

서 새로운 변화가 적고 삶에서 흥미 거리를 찾을 수 없는데, 캐릭터 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희망할 수 있다(조선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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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줌마, 아저씨 문화 모방

Z세대는 세대 차이를 레트로 패션 문화를 통해 상호 연대의식으로 전

환하고자 노력하였다. Z세대가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유교 문화와 ‘꼰대

(Z세대가 기성세대를 저급하게 부르는 말)’ 사상을 탈피하고자 오히려

기성세대의 문화를 객관화하고 새롭게 표현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예를 들어, 중년 남성의 복식을 희화화시킨 ‘아재 패션’이란 단어는

세련되지 못한 패션을 의미하였는데(이나현, 2021), 유튜브에서 선캡, 수

건 등의 장치를 활용해서 이들의 대중적인 취미 생활인 등산 문화를 모

방하고 패러디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유튜브에서 개그맨들이 뜨겁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줌마, 아저

씨 따라한다면서 등산한다고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줌마 아저씨처럼 최대한 하고 가서 등산하는게 유행

이에요. 선캡, 선글라스, 수건 두르고, 금목걸리, 금팔찌 이런

걸로 연출을 해서 친구들과 재미로 올린 것을 봤어요. 다들 하

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저희한테 낯설

고 촌스러워 보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을, 예전에는 멀리

서 봤지만, 미디어가 발달해서 손가락 몇 개 휙휙 올리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있거든요. (중략) 엄마, 아빠도 가족이고 제일

가까운 분들인데 어떻게보면 잘 모르는거 같기도 하고. 근

데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친근하게 느끼

고, 그분들을 따라하겠다는 생각이 수월하게 드는 것 같아

요. 어른들의 세대와 우리들의 세대가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YN)

Z세대는 레트로 패션의 유행으로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하는 스스로에

대해 희화화시킨 별칭을 붙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레트로 스타

일링에 ‘골프장 캐디’라는 이름을 붙여 재미를 유발하기도 하였다([그림

5-38]). 장년층의 또 다른 대표적 아웃도어 여가 활동인 ‘골프’(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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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를 동원하여 자신의 복식을 설명하는 것은 기성 세대의 패션에 공

감하고 재미의 요소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가치 중심적이고 개인화, 맞춤화에 익숙한 Z세대가 기성세대의

관습과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 순위 매기는 경쟁적 분위기에 대해 거부

감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반사회적인 복식으로 사회에 거부감을 표현

하기보다는, 기존 문화와 행동에 대해 희화화시켜 기성세대 문화의 객관

화를 유도한다. Z세대는 과거에는 공감하기 어려웠던 기성세대의 문화를

미디어의 발달로 쉽게 접근하고 친숙하게 생각하였다. Z세대는 레트로

패션을 통해 기성세대의 복식을 새롭게 표현하고 모방함으로써 기성 세

대에 공감하고자 노력하였고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시도를 하였다.

현재 Z세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은은한 색조의 넉넉한 셔츠와 내추럴

톤의 슬랙스 착용은 과거에는 기성세대 남성들이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

해 착용하던 옷과 유사하다. 과거에는 기성세대 패션을 촌스럽다고 생각

하였지만, 현재 Z세대는 패션의 유행을 추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희화화시키며 ‘홍상수(1960년생 남성 영화 감독) 룩(Look)’라는 유머 코

드를 만들었다.

정작 제 주변에는 ‘홍상수 룩’을 많이 입어요. 셔츠 같은 것에

커다란 바지를 입어요. 요즘 여자분들 많이 입으시는 거에요.

편안하게 입기 좋아서. 통 큰 바지에 하늘거리는 셔츠. 인식하

지 못했는데, 홍상수씨를 놓고 보면 똑같은 옷이에요. 색감은

이러고 가면 모나미(파스텔 형광펜)로 맞춰 입고 그랬는데...

(연구 참여자 GH)

그레니룩이라던지 그리고 홍상수룩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유

머로 승화시킨 것 같은데 셔츠에 슬렉스 그런 거는 여성분들

이 많이 입고 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니쳐 패

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룩을 홍상수가 입고 약간 본

인의 모습이라고 희화화하고 재미있어하는 유머문화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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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싶어요. (연구 참여자 LS)

Z세대는 기성세대의 관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머로 승화시키며

오히려 기성세대들의 스타일이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기성세대 복식에 그레니 룩(granny look),

아재 패션, 줌마 룩 등의 재미있는 이름 붙이기를 시도하며 기성세대의

복식에 접근하였다. 그레니 룩은 할머니가 입었을 법한 플로럴(floral) 패

턴, 폴카 도트 패턴, 강렬한 원색, 니트 등을 활용하여 스타일링 하는 것

이다. 아재 패션은 중년 남성들의 등산복, 상·하의 세트 의상으로 입기

등의 모습을 차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패션을 말한다. 줌마 룩은 아줌

마의 준말인 ‘줌마’의 스타일을 의미하는데, 선 캡(sun cap), 슬리퍼 등의

중년 여성들이 즐겨 착용하는 아이템을 활용한 코디를 지칭한다. 가까운

타인의 기억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과거와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가

까운 과거의 경험을 유추하였고, 이는 Z세대에게도 가까운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패션 업계선 그래니룩 유행을

편안함과 안도감을 찾으려는 느린 패션의 움직임으로 보기도 한다(유지

연, 2021).

Z세대는 동시에 기성세대의 복식을 Z세대의 복식으로 포용하면서 세

대 간 경계를 허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Z세대가 기성세대 혹은 과

거의 문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성세대의 모습 그 자체로 인

정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는 합리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

이다.

요즘은 ‘유교걸’ 이런 신조어가 많더라구요. 요즘 아이들은 옛

스러운걸 탈피하고 없애버리기 위해 옛날 것을 끌어오는 것

같아요. ‘꼰대 마인드를 없애자’, ‘유교 마인드를 없애자’ 이런걸

하려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을 따라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전통적인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더 새롭게 만들어내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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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YN)

(2)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성세대 스타일 따라하기

유튜브 콘텐츠에 익숙한 Z세대는 레트로 문화를 경험하고 다시 재현

하는 것을 일종의 놀이 개념으로 인식하며 레트로 문화의 확산에 동참하

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다른 매체에서 접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소비를

위해 파티를 개최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고([그림 5-39]) 준비 과정을 영

상에 기록하여 SNS에 업로드하였다.

보통 연예인들이 먼저 티비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거 회상하

면서 장소 섭외하고 찍는걸 보면서 재미있어 보이더라구요.

우리도 따라해보자 해서 (레트로 콘셉트의 파티를) 시작하

게 됐습니다. 사실 레트로, 힙트로, 복고풍이 어린 시절에도

옷 입기 좋아했고 하루를 연출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런 연출을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또 유행이 돌아와서 다시

이런 컨셉을 했죠. (중략) 친구랑 저랑은 부산 남포동에 구제

샵이 있어서 거기에서 막 뒤졌어요. 이번 컨셉은 어떤걸 할지.

쇼핑한 날도 촬영하기 위해서 그날도 나름의 레트로한 옷을

입고 갔어요. 집에 있는 것들. 남포동에 구제샵이 많은 로드에

[그림 5-38] 자신의 스타일을 ‘골프웨어(golf

wear)’로 설명하는 장면 (연구 참여자 GH)

[그림 5-39] 또래

친구들과 레트로 파티

개최 (연구참여자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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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이번 컨셉 무얼로 하지. 팔에 둘러볼까, 이런것들을 나름

의 고민을 하고 만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YN)

레트로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구제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레트로 소

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Z세대에는 재미있는 이벤트이자 일상에서 벗

어나 재미있는 가상의 공간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들은 레트로 패션을

통해 과거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하며 카니발 모드(Carnivalseque

Mode)를 실천한다(Jenß, 2004). 과거 복식을 활용하여 카니발에 참여한

Z세대는 새로운 종류의 공감각적 체험을 느끼게 되며, 이는 일상에서 벗

어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놀이와 같다(Hemetsberger & Muller, 2011). Z

세대는 ‘생계’라는 사회적 의무의 환경에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스타일을

통해 ‘부캐’를 창조한다. 이들은 복수의 페르소나를 오가면서 한 명의 개

인에 대한 고정된 정체성이나 역할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한

다(강민희 외, 2020).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갖는 욕망과

충동은 디지털 미디어 속의 이미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최항섭,

2019).

(3) 선호 캐릭터 모방으로 인한 즐거움

Callcott & Niedrich (2004)는 캐릭터의 노스탤지어 감정은 과거와 연

관되어 있어 아동기에 접했던 캐릭터는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존재

로 각인되어 노스탤지어를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다. Z세대는 아동기 시

절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가수를 모방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레트로 문화에 담아서 표현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어릴 적 디즈니

(Disney)의 등장인물을 좋아하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캐릭터의 스타

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다고 설명하였

다([그림 5-40]). 어린 시절에 Z세대가 접한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중학

생 시절에 접한 해외 드라마 캐릭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방 욕구를 느

끼며([그림 5-41]), 이는 시간이 지나서도 자신의 레트로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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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해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디즈니 캐릭터면 그것을 나

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빨간

머리 하고 인어공주 관련된 영상을 찍었어요. 디즈니 캐릭터

좋아하고, 앨리스를 특히 더 좋아해요. (연구 참여자 HY)

Z세대들은 어린 시절 문화 콘텐츠를 주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흡수

하였고 유소년기부터 대중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

에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감성과 취향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재현한다.

Z세대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시절에 강요하였던 미의식과 인식으로부

터 자유를 얻고자 자신의 청소년기 문화를 고수하였고, 이는 시간이 흘

러 자연스럽게 과거의 패션으로 불리게 되었다.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장난감을 수집하는 키덜트(Kidult) 성향의 면모를 보인다. 키덜트 세력은

경제 성장과 문화적 풍요 속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취향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임미정, 2020).

Z세대가 과거에 동경했던 가상의 캐릭터 및 실존 인물 등 개인마다

다르게 존재한다. 즉, 고유한 개인적 경험은 레트로 패션 문화가 개인마

다 다르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남들에게는 의미가 없어도

자신만의 의미를 중시하는 Z세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이틴 패션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레트로 패션은 하이틴 패션이지만, 이 시기에 힙합

[그림 5-40] 과거에 동경한 디즈니 캐

릭터를 재현한 패션 (연구 참여자

HY)

[그림 5-41] 과거에 동경한 캐릭터

(프렌즈의 레이첼)을 재현한 패션

(연구 참여자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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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hop)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레트로 패션은 힙합 랩퍼들의 패션

이다. Z세대 개인이 연상하는 레트로 패션 문화의 양식과 의미는 다양하

게 나타나며, 이들은 각자 다르게 연상하는 과거의 패션 전체를 레트로

패션으로서 존중한다.

제 2 절 Z세대에 나타나는 레트로 패션 문화 추구 동

기

1. Z세대의 사회적 불안과 심리적 위기

1) Z세대의 현실 결핍

201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보편적인 성장 경향인 ‘뉴노멀(2%대 경제

성장)’ 상태로 진입함으로써 전세계적인 디스플레이션(disflation)이 계속

되고 있다(김동원, 2016). 한국 사회도 이런 세계적 상황과 맞물려 역동

성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되었다

(윤여울, 2018).

저성장의 경제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대에 걸쳐 과거에 대한 향

수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는 과거 경험이 없는 Z세대에게도 마찬가지

였다. 특히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에 제약을 받

으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은 더욱 켜져갔다. 이들은 과거 문화에 대한 경

험은 없지만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에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흥밋거리

나 문화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가상의 노스탤지어 감정으로

과거를 바라보게 되었다.

삶은 살면 살수록 살짝 퍽퍽해지고 각박해지는 느낌이 없잖

아 있잖아요? (중략) 예를 들어 옛날보다 더 쉽지 않아지는

취업이라던지, 조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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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연구참여자 LS)

TV만 틀어도 옛날 노래가 역주행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을 더

그리워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트로 감성

에 열광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WR)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Z세대는 플랫폼의 급격한 변화도 겪었다. 디지

털 전환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자란 Z세대는 시대 변화의 속도감을 체감

하고 사라지는 매체에 대해서 목격하면서 성장한 세대다. 이들은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빠르고 쉽게 이뤄지는 사회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짧아진 유행 순환 주기로 현재의 문화는 금방 과거

의 유물처럼 취급되는 시대의 빠른 속도감에 거부감을 느낀 Z세대는 아

날로그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문화로 현실 회피를 시도하였다.

세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이걸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

요. 안 그러면 너무 빠르고 계속 경쟁을 해야 하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뒤처지게 되니까, 촌스러웠어도 옛날이 좋았

다. 옛날의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연구 참여자 SY)

제가 그 시대를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접한 레트로

라고 하면 사실 미디어에서 접한 레트로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이 향유하고 있는게 있다면은 아날

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격변기를 겪은 세대라고 생

각하거든요? 어릴 때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 컴퓨

터는 당연해졌고 태블릿 pc에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격변기

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디지털적인 감성

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연구참여자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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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Z세대는 현재의 대중문화가 오히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였다. 레트로 문화는 대중음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이준영 외, 2018), 한 연구 참여자는 현재 대중음악에 많은 사람이 공

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명곡이 없어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문화적 소

속감을 느꼈을 과거의 대중 음악이 그립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SY는 자신이 문화의 주체가 되었던 시절의 문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들이 공감하는 명곡을 동경하며 과거와 유대감을 형성하였던 어렴풋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과거의 유명했던 대중음악, 드라마, 예능,

패션, 물건 등을 소비하면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

하게 되고 과거와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이준영 외,

2018).

음악도 그렇고. 옛날에는 ‘떼창’을 할 정도로 명곡들이 많았어

요. 요즘에는 취향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명곡도 없어요. 10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아이돌의 노래가 너무 많

이 변했어요. 예전 노래는 익숙한데 지금 노래는 어려워요.

아이돌과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잘 적응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SY)

2) 미래 절망에 대한 방어 기제

장기화된 경제 불안과 경쟁에 내몰린 Z세대는 현실의 부정적 상태에

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의 결핍이 충족된 상태로서 낭만화된 과거의 문화

(이하림, 2020)를 소환한다. Z세대의 과거 회귀 경향은 과거 그 자체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적응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소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Bauman(2018)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의 현대인들에게 미래는 오

히려 퇴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 대신 흐릿한 기억으로 추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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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과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Z세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레트로 문화를 필연적으로 작동시켰으

며, 특정한 과거의 시공간을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

인다(이하림, 2020).

청개구리 같은 심리가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러니까 너무 디지털화되고 빨리 빨리, 쉽게 쉽게 되는 사회

다 보니까, 뭔가 느리게 쓰는 편지 같은 아날로그적인 향수

를 분명 자극하는, 자극되는 그런 감성이 사람들 이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있었고. 피로감이 있어요. (연구참여

자 LS)

Z세대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였다. Z세대는 앞으로의 시

대는 불투명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점쳐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행복했

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Bauman(2018)은

이런 현상을 ‘자궁으로의 회귀’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유동성의 세계에서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자신만의 안전한

곳으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연구 참여자는 겪어보지 않는 미

래에 대해선 공포적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과거 문화에서 자신만의 안

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중략) 안

전 지대는 내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친숙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런 상태는 아무래도 과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는 아무

래도 상상일 뿐이고 겪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지

대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런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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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과거의 그리움을 유발시키는 것

을 심리학에서는 므두셀라 증후군(Methuselah Syndrome)이라 일컫는다

(김현진, 2019). 과거를 열망하는 것은 삶의 근원적 행복을 찾는 노스탤

지어로, 과거가 괴로운 현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환

상을 바탕으로 한다(Stern, 1992). 한국의 Z세대들은 므두셀라 증후군을

겪으면서 자라온 세대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이 쇠퇴하

기 시작한 한국 상황에서 앞을 향한 전진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해 경쟁

하고 평가받으면서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2. 아날로그와 과거 정신을 동경하는 Z세대

1) 아날로그에 대한 환상

Z세대는 과거 문화가 현재보다 우월한 감성을 지녔다는 환상으로 레

트로 패션 문화를 선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 아날로그 생활 방

식과 단절되었고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막연

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아날로그적인 것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있고, 그 시대

는 이랬을까 어땠을까 싶은 뭔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향수 같

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는 미디어에 나온

이랬다, 저랬다 옛날 패션 잡지나 옛날 레트로한 모델들이나

스타들 영상이나 사진 화보 이런 것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런 것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향수 그런게 조금 있어요. (연구

참여자 LS)

아무리 재현을 해도 그 때 그 감성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요. 레트로 영상을 만들 떄도 복고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때 감성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못 따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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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아닌건 같고. 똑같이 하려고 해도 못 따라가요. 그 때 감성

을 따라가고 싶어하지만, 그 때 감성이 좋아요. 그땐 좋았지..

이러잖아요. 그 때 레트로의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

자 WR)

레트로 컨셉의 패션 필름을 제작한 연구 참여자 KB는 아날로그적 감

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상 속에 클래식 기타와 서점 공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었다([그림 5-27]). 디지털 음원을 듣고, 오디오 북과 전자 책으로

책을 읽는 ‘디지털 키즈(digital kids)’인 Z세대(이진수, 2021)에게는 친숙

하지 않은 사물과 공간이지만, 클래식 기타와 서점이 주는 상징성을 차

용하여 노스탤지어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소품을 드러냈다. 즉, Z

세대는 레트로 감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과거 문화를 소환한다.

포스트 디지털(post digital) 소비 현상에 관해 연구한 Humayun &

Belk(2020)는 디지털은 물과 공기처럼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으므로 부

재 시에만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Humayun & Belk, 2020).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전한 디지털 시대에 사

람들은 아날로그 사물의 불완전함을 통해 사물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

낀다(Humayun & Belk, 2020). 포스트 디지털 소비는 디지털 혁명의 질

주가 진정되었으며 오래된 소비 형태도 여전히 미학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

는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hybrid life style)을 보여줄 수 있다

(Humayun & Belk, 2020). 필름 카메라를 통해 인화한 사진을 뉴미디어

[그림 5-42] [그림 5-43]

아날로그 소품을 활용한 과거 문화 소환 (연구 참여자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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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시하고, 과거의 의상을 디지털 도구로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러나 과거의 물건이 유물로만 존재하지 않고, Z세대는 아날로그 미

학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 HJ는 Z세대에게 아날로그 카메라

인 필름 카메라가 유행하는데, 필름 카메라 특유의 색감을 처음 접하는

Z세대에게 필름 카메라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

진을 인화할 때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오히려 Z세대에게는 어떤

사진으로 나올지 궁금해하는 기대감으로 변환되며, 사진 확인을 위한 기

다리는 과정 자체를 흥미롭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였다.

제 생각에는 필름 카메라가 가장 레트로의 시작이었다고 생각

을 해요. 3 ~ 4년 전에 유행이 거의 시작됐으니깐 필름카메라

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필름카메라가 유행해갖고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거의 막 품절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중락) 그래서

그게 유행하다 보니깐 필름카메라 어플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옛날에 겪어 보지 못했던 거를 젊은 세대들이 해보

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게 즐겁게 느껴지는 거 같아

요. 그 기다리는 것조차도. 디지털카메라는 내가 찍고 내가 바

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필름카메라는 모르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 같아서. (중략) 필름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사진에는 일부러

옛날 느낌을 내서 찍고 했었거든요. 겨울에는 러브레터 이런

느낌으로 찍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연구참여자 HJ)

2) 가상의 과거 문화를 통한 대리만족

Z세대는 간접 경험으로 형성된 가상의 과거 문화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꼈다.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여겨졌을 1990년대 젊은이들의 패션을 뉴

미디어에서 접한 Z세대는 과거 신세대가 지니고 있는 도전 정신을 짐작

하였으며, 이를 기록한 아카이브가 현재 Z세대에게 역사적 유물처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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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아카이브 속에 담긴 1990년대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이 Z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

다.

이렇게 느끼는 90년대 옷이, 그때 이제 막 들어오는 그 때 환

경에서 처음 접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래서 더 과감해 보이고 멋있게 느껴진 것 같은데, 그때의 인

식 같은 걸 다 깨고 그 스타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영

상이라던지, 사진이라던지, 유행 같은걸 남기니까 그게 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어른들이 안 좋게 보는 시선

을 이겨내고 멋있게 입음으로써 저희가 다 물려받은 거잖아

요 (연구 참여자 YN)

Z세대는 뉴미디어의 아카이브 기능을 활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

문화를 접하고 있었다. 현재의 대중 매체와 미디어 산업에서도 레트로

패션 문화를 학습하였다. 이들은 과거 자체를 지향하기보다는 불안정한

현실과 취향에 맞지 않는 시대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거 문화를

추구하며 대리 만족을 하였다.

그러나 4장의 1990년대 레트로 문화를 이끌었던 젊은이들과 비교해봤

을 때, 이들과 Z세대 간의 차이점도 발견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을 고리

타분한 관습으로 생각하는 1990년대의 신세대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

시하며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비쳤다. 새로운 시대

를 상징하는 웹, PC통신 등의 첨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하나의 계급 표시로 차용함으로써(윤여울, 2018) 과거와 단절하고 기성

세대에 도전하였다. 반대로 Z세대는 1990년대의 신세대와 반대로 미래지

향적 속성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윤여울, 2018). 사회 관념에 대한 저항

적 태도는 동일하지만, 저항하는 사회의 특성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절제

와 획일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도전하는 X세대와 달리, Z세대는 무절제

와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반감을 드러낸다. Z세대는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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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뒤로 되돌아가는 과거지향적 취향을 추구한다.

그래서 Z세대는 떄로는 기성 세대가 요구하는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

성 간의 갈등을 레트로 패션으로 중화시키기도 한다. 4장에서 5시기에

관해 고찰하였듯이, 현재 젊은이들은 기성 세대의 복식을 그레니 룩, 아

재 패션 등의 다른 이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3. 노스탤지어 현상의 확산

1) 과거 문화의 지속적 소환

Z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를 통해 과거의 문화가 반복되는 것

을 학습하였다. 이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도 복고 문화가 유행하였고,

이는 다시 말해 현재 대중문화는 미래에 다시 유행되리라는 것을 의미하

였다. Z세대에게 유행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

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취향을 진정성 있는 문화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 문화를 간직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하

위문화로 간주하였다. Z세대에게 유행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미적 감각에서 벗어난 패션과 사물들이 미래에는 가장 트렌디한

패션과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시대가 지난 패션 문

화를 촌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는 개성의 표현이

라고 생각하였다.

옛날에는 지금 유행하는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촌스러워 보

였다라는게 옛날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뭔가 복고나 레트

로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 돌고 돈다는 것을 습득했기 때문

에 이 패션이 누군가에겐 촌스러운게 아니라 개성일 수도

있다는게 조금 뭔가 가미된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연

구 참여자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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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옛날 저희 어릴 때도 보면은 강호동의 그 엑스맨

(2006~2007년에 방영된 예능 방송) 시절, 복고 이런거 추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트로는 그냥 시대마다 계속 찾

아오는 어떻게 보면 쭉 이어나갈 현상이 아닐까? 과거를 그

리워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복고댄스 그런

게 유행했거든요. 티아라(2009년에 데뷔한 여자 아이돌 가수)

때에도 복고 패션 유행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레트로 뉴트로

이렇게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과거를 그리워하는 현

상들 자체가 유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시대

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계속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

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속될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LS)

연구 참여자 LS는 ‘미디어 발전’과 ‘레트로 유행’의 관계에 관해 이야

기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는 과거의 문화가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

을 뉴미디어에서 알게 되었고, 현재는 자료 저장 및 확산이 용이한 뉴미

디어의 특성 때문에 레트로 문화 현상이 더욱 유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레트로 패션 문화의 유행은 예견된 것이지만, 최근의 뉴미디어의 특성들

은 이런 과거 패션 문화 재유행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

다.

과거의 것이 다시 언제든지 유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감

각이 좀 저희 세대가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서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감각이 점점 더 익혀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이거는 미디어의 발전과 같이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LS)

Z세대는 자기 참조를 유도하는 뉴미디어를 통해 잊고 있던 과거의 기

억과 경험을 회상하고(목주영, 2011)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떠올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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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인적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의 물건을 만났을 때 개인

과거사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 Z세대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해 친

숙하고 반갑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연구 참여자 CL은 USB(Universal

Serial Bus)형 손난로로 대체된 과거의 아날로그 손난로가 유물처럼 오

래된 사물로 간주된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상에 잠겼다.

제가 생각하는 레트로는 반가움이다. 티비나 지나가며 봤을

때 ‘아 저거!’이렇게 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거고 나에게 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반가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

자 YN)

과거에 대해 더 애틋해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있

는 것 같아요. (중략) 약간 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현실에 있어서 과거를 추억하고 떠

올리게 하는 현실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LS)

요즘에 SNS를 보면 저도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레트로

라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손난로인데 ‘똑딱’하면(누르면) 굳

어버리는 손난로. 그거도 되게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유물하면서 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

시대를 살긴 살았구나. 그런 식의 생각은 들어요. (연구 참여자

CL)

2) 뉴미디어로 인한 노스탤지어의 일상화

Z세대는 SNS 환경에 맞추어 과거 문화를 편집하였고, 일상 속에서

과거 문화를 드러냈다. 이들에게는 과거 문화도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하

는 현재의 문화로 느꼈다. 이런 유튜브 환경에서는 30년 전 혹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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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가수를 현재의 인기 스타로 재위치시키는 ‘역주행’ 문화가 가능해

졌고(이로사, 2016), 에버그린 콘텐츠가 계층을 불문하고 유행하게 되었

다(이지운, 2018). 연구 참여자 HY와 KB는 ‘트로트’, ‘탑골 (가요) 노래’,

‘김광석(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가수)’, ‘2000년대

초반 노래’의 대중 음악을 주로 재생하고 있으며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 감성을 환기한다고 이야기하였다. Z세대는 당시

의 감성을 일 상속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당시에 유행하였던 식음료 및

패션이 일상 속에서도 재현하였다(김지현, 2019).

제가 듣던 안듣던 (과거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틀어놔요. 집

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무한도전, 하이킥 보지 않아도 그냥 틀

어놓고 할 일 하는 것처럼, 저도 배경음악이라 생각해서 리

스트를 랜덤으로 재생해서 듣고 있는데. 영상보다는 음악

위주로 들어요. (연구 참여자 KB)

Z세대는 미디어 특히 동영상을 통해 노스탤지어 감성을 구축하였다.

그들이 가까운 과거로 생각하는 한국 1980년대, 1990년대의 영상 자료들

은 정확한 고증으로 그들의 간접 노스탤지어 경험을 할 수 있는 밑바탕

이 된다. Z세대는 과거 콘텐츠에 대해 진정성, 진실함, 애틋함의 감정을

느끼며, 이런 콘텐츠를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의 콘텐츠처럼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정은이, 2020).

또한 Z세대는 과거에 접한 콘텐츠를 꾸준히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겪

었다. 과거 자료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콘텐츠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회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속적

이고 정기적으로 레트로 문화를 반복하고 학습하며 개인의 기억에만 의

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회상(Reynols, 2014)을 기반으로 레트로 문

화을 형성하였다.

하이틴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 유행하던 하이틴 영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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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어요. ‘금발이 너무해(2001년 미국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2004년 미국 영화)’.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다 봤어요. 지금

도 가끔 생각날 때 그 영화들 봐요. ‘신데렐라 스토리(2004년

미국 영화)’라는 하이틴 영화에 꽂혔어요. 생각날 때마다 봐

요. 최근에는 금발이 너무해도 최근에 봤어요. (중략) 제 친

구들도 10년 전에 유행한 드라마를 정주행한다거나 그런건 많

아요. ‘내 이름은 김삼순(2005년 한국 드라마)’ 이런 걸 정주행

해요. ‘왠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2000년 한국 드라마)’ 이

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연구 참여자 WR)

제가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그거야말로

90년대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들이 입는 패션이 요즘 입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는. 제가 그런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지금도

보고싶을 때 그 영상을 막 돌려봐요. 요즘 하는 드라마나 영

화보다 옛날에 했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WR)

Z세대는 기성 세대 복식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문화를 미화시키

기보다는 객관화시킨다. 기성 세대의 레트로 문화는 집단 기억에 의해

생성된 가상 노스탤지어이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미디어

를 통해 기호나 상징으로서의 노스탤지어를 재현한다. 대상이나 사건을

경험없이 소환하는 레트로 문화는 상징적 기호로서 작용한다. 이때 Z세

대는 기성 세대의 문화를 박물관 속의 유물처럼 심각하게 수용하지 않

고, 수많은 문화적 코드 중에 하나로 가볍게 느낀다.

제 3 절 종합적 논의

이상으로 유튜브의 레트로 패션 영상 및 제작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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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Z세대에 나타난 새로운 레트로 패션 문화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과거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유행하였던 문화를 그들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특

정한 방식으로 선택, 변형, 재해석하는 문화적 실천을 하였다. 디지털 미

디어를 이용해 Z세대가 과거 문화를 접하고 향유하고 변화시켜가는 양

상이 현재에 나타난 새로운 레트로 패션 문화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본 절에서는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사를 배경으로

나타난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의 특징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

다.

1. 젊은 Z세대의 레트로 문화 수용 방식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레트로 패션

문화의 소비연령층은 점점 어려지고 있다. 10대와 20대인 Z세대에게도

레트로 패션 문화는 메가 트렌드로서 중요한 유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본 장에서도 확인하였다. 이들은 레트로 패션 문화를 사회의 중요

한 현상으로서 인지하였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Z세대는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해 2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첫 번

째 방식은 가상적 노스탤지어를 기반한 방식이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학습한 또는 기성 세대로부터 구전된 기호화된 레트로 패션 문화다. 과

거 시대 경험은 없지만, 미디어 노출로 자연스럽게 기호화된 과거의 패

션 및 소품, 기호들에 대해 학습하게 되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과거

를 상징하는 클리셰들을 배치하며 레트로 패션 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Z세대는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조부모님의 세대까지 관심을 두고 그들

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조부모님 세대를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초대하

는(유지연, 2021) 등 세대 격차를 줄여가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레

트로 패션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공감하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오래된 공간을 체험하거나 과거 컨셉의 파티를

개최하는 등 멀티 페르소나를 경험하는 기회로서 레트로 패션 문화를 활



148

용하였다.

두 번째 방식은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바탕으로 한다. Z세대들이 현재

보다 더 어렸던 시절에 경험한 패션 문화를 재해석한 것이다. 대표적으

로 Z세대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 국내·외 문화들을 재현한 하이틴 패

션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다뤘기 때문에 해외 문화에 관

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해외 패션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

용하여 현재의 하이틴 패션으로 재해석하였다. 직접 경험한 문화이기 때

문에 기존의 레트로 패션 문화와는 구별지으며 Z세대만의 취향과 가치

관을 담고 있는 차별화된 레트로 패션으로 인식하였다. Z세대는 현재의

레트로 문화를 본인 세대가 스스로 고안한 레트로 패션 스타일이라고 생

각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첫 번째 방식은 미디어 경험으로 인한 문화 코드를 회고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대중적이고 관용적인 노스탤지어를 보여준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Z세대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취향에 따

라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레트로 패션 문화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성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 받아들여졌다.

2. 원형으로서 과거 문화와 창의적 수용자

이전의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 잊혀진 자료를 바

탕으로 과거를 미화시키고 노스탤지어 대상으로 위치시켜 이상적인 ‘유

토피아’를 만들어왔다. 과거를 이상향으로 만드는 것을 ‘레트로토피아’라

는 이름까지 붙여졌다(Bauman, 2018).

그러나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다른 시공간을 재현한다는 점에

서 미쉘 푸코(M. Foucault)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를 보여준다(주

형일 외, 2020). 헤테로토피아는 hetero(다른)와 topus(장소)의 합성어로,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를 반영하는 장소이면서 현실과 분리된 다른 장소

다(주형일 외, 2020). 레트로 패션 문화가 작동하는 공간은 현재 디지털

시대의 모습도 아니지만, 실제 과거의 모습과 단절되어 있다. 유튜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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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영상은 과거의 시간이 무한히 축적되어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디

지털 시대와는 다른 이질적 공간을 보여준다. Z세대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개인의 과거 기억을 꺼내 보여주기도 하고 멀티 페르소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도 한다. 과거 문화가 단순히 역사적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도구를 통해 현재 문화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질적 문화

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주형일 외, 2020).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약 30년의 시차를 극복하며 1990년대, 2000년

대에 제작된 영상을 원본 그대로 시청하였다. 과거에 대한 편집이 이뤄

지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문화를 접하면서, 가상의 과거를 동시대의 시

점으로 소환시킨다. 이런 생생한 과거 체험이 가능한 것은 뉴미디어에

의해 과거 문화를 현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적으로 살아 움직

이는 과거의 대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은 과거를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원본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미화되지 않은 날 것의 자료는 현재의 문화 창조를 위한 자료로서

만 존재한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해

석하지 않고 다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조동기, 2016). 이를 두고 수

용자들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상

호작용하면서 도전, 확대, 거부, 포용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창의적 수용

자’라고 부른다(Castells, 2009). Z세대는 미디어를 통해 과거 문화를 현

재 시점으로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거를 만든다. 디지털 도구

를 활용하여 개인의 창의성에 의한 의도적 변형을 시도하며 새로운 레트

로 패션 문화를 창조한다.

3. 뉴미디어로 증폭되는 레트로 패션 문화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에서 밝혀졌듯이, 레트로 패션 문

화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TV의 보급, PC의

대중화, 모바일 매체의 등장하였던 시점에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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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디어는 대중 소비 사회에서 과거 문화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자극하고, 새로운 매체를 실험하는 장을 제공해준다.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Z세대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

고 거부감이 적어 빠른 적응력과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뉴미디어는 과

거 문화에 대한 경험과 표현 방식, 확산 방법까지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이미지 중심으로 짧게 편집된 과거 원본의 영상을 통해

서 레트로 패션 문화의 영감을 받았다. 원본에 대한 진지한 성찰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접속해있기 때

문에 과거 문화 코드는 Z세대에게 깊숙이 침투되어 일상화되어 나타났

다.

또한, 이들은 뉴미디어 매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도구들을 레트로 패션

을 표현하는 도구로 할용하였다. 화면 노이즈 등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

의 기호를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여 재현하였다.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이 레트로 패션에 반영되기 위해 활용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뉴미디어 공간에서 타인들과 소통

하며 더욱 확장되었다. 온라인에 자신의 레트로 스타일을 공유하며 또래

들에게는 레트로 패션 문화가 더욱 확대되며, 기성 세대에게는 자신들이

패션 코드를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상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과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 현상의 고찰을 기반으로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였다. 소비층과 미디어 발전에 관해서는 레트로 패션

문화사 흐름과 유사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회고 대

상에 대한 태도에서는 Z세대만의 고유성을 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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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

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시기별 특징은 무엇인지 신문 기사

내용 분석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이

끄는 Z세대가 뉴미디어 시대에 과거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재구성하

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Z세대만의 레트로 패션 문화의 특수성을 밝

혔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문기사 사례 분석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집권 대통령의 정치 성향

을 고려해 5개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제 1시기(1951년 ~ 1979년)

의 레트로 문화는 물질문화에서 전통은 근대화를 위해 지양해야 하는 분

위기 속에서 ‘복고 =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를 경계하

였다. 제 2시기(1980년 ~ 1996년)에 한국의 과거 문화 회고에 대해선 여

전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서구 레트로 문화에 대해선 긍정적 모

습을 취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레트로 패션은 이 시기에 미

국에서 불었던 1950년대, 1960년대 패션 복고 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 헐리우드 여배우와 옵아트, 팝아트 등의 예술사조 조형적 모습을 차

용하였다. 제 3시기(1997년 ~ 2008년)에 한국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사

회 전반의 분위기가 과거 회고적으로 흘렀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

웠던 한국의 이전 시대를 그리워하며 당시의 패션 스타일을 재현하였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패션 스타일의 순환 주기가 빨라졌으며 레트로

패션 문화가 과열되었다. 제 4기(2009년 ~ 2016년)에는 레트로 패션 문

화의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초기에 국내의 레트로 문화로 1970년대와

1980년대가 주로 회고되었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를 회고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이전 시기에는 7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세시봉

등의 대중문화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회고되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경제 발달과 소비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1990년대를 회상하는 레트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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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등장하였다. 70, 80년대의 청년 문화, 대학 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으

로 재해석되었으며, 1990년대 문화의 대중 문화음악과 팬덤 문화를 새로

운 패션의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기(2017년 ~ 2020

년)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젊은 층이 과거 문화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전

개 양상을 보여주었다. 젊은 층은 한국의 과거 문화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형성한 고유한 헤리티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

다. 다른 세대들의 복식과 문화 코드를 새롭게 재현하는 취향 중심의 레

트로 패션 문화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한국 패션 문화의 역사에서 레트

로 패션은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패션 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는 레트로 패션의 소비층이 점차 젊

어지고, 회고 대상이 구체화 및 이상화되고 미디어 혁명과 함께 발전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Z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레트로 패션 문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Z세대는 뉴미디어에 의해 달라진 새로운

콘텐츠 수용 방법, 이미지 중심 커뮤니케이션, 숏폼 동영상을 특징으로

하는 Z만의 레트로 콘텐츠 특성을 보였다. Z세대는 뉴미디어의 과거 문

화를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아날로그 아이템을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즐거

움을 느꼈다. Z세대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과거 패션 문화를 재해석하

고 과시하며, 과거 문화를 놀이 소재로 재창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

었다. Z세대는 레트로 패션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표출하였

다. 또한 레트로 패션 문화는 사회적 의무감을 해방시켜주는 멀티 페르

소나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Z세대에게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Z세대가 이처럼 레트로 패션 문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3가지 동기로

나타났다. 첫째, 2017년 이후 더욱 경직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미래 절망을 느꼈고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추

구하였다. 둘째, 아날로그와 대한 환상과 과거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

에 대한 동경심에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선호하였다. 셋째, 뉴미디어로

인해 과거 문화를 원본 그대로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노스탤지어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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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타났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시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와 달리,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시키게 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사적 고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사적 고찰에서

밝혔듯이 레트로 패션 문화의 소비층은 젊어졌고, 10대, 20대의 Z세대에

게도 레트로 패션 문화는 중요한 유행 현상이었다. 이들의 레트로 문화

현상은 과거 문화에 대한 가상적 노스탤지어와 어린 시절 경험의 직접적

노스탤지어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발견되었다. 또한, 사절 고찰에서 미

디어 발전에 따라 레트로 패션 문화가 변화하였듯이, Z세대도 뉴미디어

를 통해 레트로 패션 문화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뉴미디어에서 포

스트 디지털 미학을 실천하며 레트로 패션 문화를 활용하였다. 과거 문

화의 원본을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레트로 패션 문화의 영

감을 받고 디지털 도구로 재현하며 SNS를 통해 공유 및 확장하였다. 하

지만, 회고 대상에 대한 태도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기존의 레트로 패

션 문화는 회고 대상을 이상화시켰지만, Z세대는 회고 대상에 대해 객관

적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적 코드로서 융합시켰다.

이상으로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재 Z세대는 주로 1990년대,

2000년대를 소재로 새로운 레트로 현상을 이끌고 있지만, 과거 소환의

대상은 더욱더 개인적이고 소수 집단의 문화를 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Z세대는 직접 경험을 기반한 레트로 패션 문화 창조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는 이들의 개인적 과거 경험이 확대되어 대중적 공감을 얻고 더

나아가 레트로 패션 문화를 구성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포스트 디지

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과 자기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

거 문화를 되돌아보는 Z세대로 미루어보건데, 이후의 인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갈 것이며, 이 때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잡

아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의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의 고유한 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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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문화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의 레트로 패션 사조와 구분되는

한국의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역사를 밝혀냈다. 한국의 레트로 패

션 문화는 서구의 레트로 패션을 모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 및 미디어 발전을 배경으로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국

의 고유한 패션 문화사를 연구하는 데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해외 문화와 개인적 경험이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는 Z세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일방적 해외 문화 추종에서 벗어나 고유한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세대인 Z세대가 보여주는 레트로 패션 문화를 그들의 주된

이용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미디어 노스탤지어 관점에서

한국 Z세대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특수성을 도출

하였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따라서 레트로 패션 문화를 마케팅 컨셉으

로 설정하거나 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패션 상품을 개발할 때에 본 연

구를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거 전통적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통한 패션

문화의 변천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패션

문화를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과거 패션 문화는 패션 디자이너에

게 영감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패션 문화사 발견이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영상 게시자뿐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상

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있으며, 상호 반응하며 형성되는 Z세

대의 레트로 패션 문화도 존재할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댓글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생성되는 문화적 특징은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Z세대의 뉴미디어 활동에 집중한 레트로 패션 문화로 연

구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유튜브 동영상은 Z세대뿐 아

니라 다양한 계층에서도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세대들도 과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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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미디어의 과거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다시 뉴미디

어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세대들의 뉴미디어 활용 방식 및

레트로 패션 문화의 수용 태도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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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tro fashion culture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following a past fashion based on

nostalgic sentiments. However, recently, a new retro fashion culture

has emerged among young people who have not had firsthand

experience of wearing such fashion before. These youths are trying

to discover and endow new meanings to past cultures. In particular,

Generation Z, who was born in between the mid-1990s and early

2000s, is taking advantage of their proficiency in digital tools to

approach retro fashion cultur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older

generations. The new digital media environment, where personal daily

records are proliferating, forms a new nostalgia beyond the simple

re-occurrence of past styles in retro fashion culture, and is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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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inctive genre today in contrast to the existing retro phenomena.

The main theme of retro fashion culture for Generation Z is the

1980s/90s in Korea, based o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ra,

such as a much more liberal atmosphere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materialism with a rapid economic growth. Unfortunately, the

existing research has limitations in that it studied the retro culture in

Korea only from the design perspective of Anglo-American culture,

rather than approaching it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socio-cultural context of Korea.

Consequently, the need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research on Korea’s unique retro fashion culture is required in the

absence of retro fashion culture research based on Korea’s distinctive

historical background. Second, a research on retro fashion culture

among Generation Z, which serves as a cornerstone of this new retro

culture phenomenon, will bring insightful research results that are

distinguishable from the previous ones, especially with the influence

of the new media today.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will

shed light on characteristics of retro and nostalgia, and outline

features of Generation Z’s use of the new media today. Secondly,

historical changes of Korean retro fashion 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will be examined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Thirdly, features of the retro fashion culture of

Generation Z in the era of new media will be derived.

To solve these questions,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analyzing

the content of newspaper articles, observing case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For the newspaper article analysis, articles on

the theme of retro were collected from 1st January 1951 to 31

December 2020, and they were analyzed through extrapo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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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ction. The case observations were conducted through

netnography (online case observation study technique) by collecting

videos related to retro fashion cult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tro fashion culture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argeting the creator of these videos who are Generation Z.

A total of 11 stud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based on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rived using the coding method from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of the newspaper articles are as

follows. The articles were analyzed by 5 different periods,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litical tendencies of the president in

power at the time in Korea. The retro culture during the first period

(1951-1979), was actually wary of retro fashion with the idea of

‘retro=tradition’ being in the atmosphere, especially since tradition was

strongly encouraged to be avoided at all cost for modernization.

During the second period (1980-1996), Korea still remained wary of

its past cultural retrospect, but ironically it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Western retro cultures. Retro fashion in Korea naturally

adopted the retro trends of the 1950s and 1960s in the US, which

included adopting the fashion of past Hollywood actresses, and

different artistic movements like opt art, and pop art. In the third

period (1997-2008),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society became

retrospective due to the economic crisis. People longed for the past

economic prosperity of Korea and thus, reproduced past style

fashions. The speed of each fashion style cycle in the 60s, 70s and

80s became accelerated more and more, and retro fashion cultures

became overh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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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ourth period (2009 to 2016), a generational shift in the

retro fashion culture took place. Initially, the 1970s and 1980s were

mainly recalled as the retro theme in Korea, but gradually it began to

reflect on the 1990s as of 2012. Before 2012, pop culture such as

Cesibong, which represents the youth culture of the 70s, was recalled

mainly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However, after 2012,

another retro culture was introduced to recall the 1990s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umption culture in the background.

Youth and college culture of the 70s and 80s were reinterpreted as

street fashion, and popular music and fandom culture of the 90s were

used as elements of new fashion. Finally, the retro fashion culture of

the fifth period (2017-2020) showed a new development in which

young people reinterpreted past cultures. These younger generation

thought that Korea’s past culture was not old, but had its own

unique heritage that had form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Now, a taste-oriented retro fashion culture has developed that newly

reproduces the clothes and cultural codes of other generations. In the

history of Korean culture, retro fashion has unique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Korean fashion culture based on its distinctive

socio-cultural backgrounds. The Korean retro fashion culture

demonstrates that the consumer base of retro fashion is becoming

younger; the retrospective object is becoming more specifically

embodied and idealized; and is developing together with the media

revolution.

The results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on retro fashion

culture shown through the YouTube media, which is mainly used by

Generation Z in Korea, are as follows. Generation Z shows

distinctively its own retro content characteristics, featuring new

content reception methods; image-oriented communications; and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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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videos, influenced by the new media. They enjoy continuously

summoning the past culture of new media, and discovering and using

analog items. In fact, Generation Z is proud of reinterpreting and

showing off past fashion culture using digital tools, and reinventing

the past culture as a fun play material. Through this retro fashion,

they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identity. Retro fashion culture is

also establishing itself as a play culture for Generation Z, serving as

a window for multi-persona to be expressed and liberate them from

the burdens of social obligation.

Furthermore,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is pursuit of the retro

fashion culture by Generation Z is due to three reasons. Firstly, they

felt despair for their future due to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evermore rigid economic situation since 2017, and pursued retro

fashion culture as a defense mechanism. Secondly, they favored retro

fashion culture out of longing for the analog and fantasy, and also

for the challenging spirit of the youth generations of the past.

Thirdly, due to the new media, the past culture was continuously

recalled as original and nostalgia became a daily occurrence among

these young people. This third reason serv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manifestation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Z’s retro fashion culture, in contrast to other retro fashion

cultures.

This Generation Z’s retro fashion culture has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the past Korean retro fashion cultures. The

similarities include the following. As the historical review has

revealed, the consumer base of retro fashion culture has become

younger, and the retro fashion culture has become an important

trend/phenomenon for Generation Z in their teens and 20s. In fact,

two aspects to their retro cultural phenomenon have been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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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al nostalgia for past cultures and direct nostalgia for

childhood experiences. In addition, just as the culture of retro fashion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as seen in the literature

review, Generation Z has further expanded the appearance of retro

fashion culture through the new media. The new media has practiced

post-digital aesthetics and utilized retro fashion culture. Inspired by

the retro fashion culture, the original version of the past culture was

edited to suit the new media environment; reproduced with digital

tools; and shared/propagated through SNS. However, there was a key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retrospective objects. The past retro

fashion cultures idealized retrospective objects, but Generation Z has

maintained an objective attitude toward retrospective objects and

fused them with their own cultural code.

Ultimately, this research ha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ly,

the history of Korea’s unique retro fashion culture has been

discovered and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retro fashion trends

abroad. Korea’s retro fashion culture began by imitating Western

retro fashions, but gradually the Western ones left the country

against the backdrop of Korea’s social, cultural and media

developments. Thu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to do

follow-up studies on Korea’s unique fashion and cultural history.

Secondly, this study has been able to confirm that the Generation

Z’s retro fashion culture, which has developed by mixing foreign

culture and personal experience, i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a

unique Korean cultural identity away from unilateral foreign cultural

followings. It is also meaningful to study the retro fashion culture

shown by Generation Z, a new generation of culture in Korea using

YouTube as their main medium, and thus derive the unique retro

fashion culture of Generation Z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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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talgia. Therefore, this research can be expected to be used as a

practical data when setting retro fashion culture as a marketing

concept or developing fashion products targeting Generation Z.

Lastly, this study not only identifies the history of fashion culture

through traditional media and new media, but also provide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fashion culture of post-digital generations. Past

fashion cultures have long been used as an inspiration for numerous

fashion designers. Ultimately, it is hoped that the discovery of this

unique fashion cultural history in this study will be used an excellent

inspirational source for many future fashion designers.

keywords : Retro, Nostalgia, Generation Z, New Media, Youtube,

Fash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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