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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values of vintage in Korean fashion prosumer's activities and elevates the values 
as one characteristic of Korean modern fashion. The methodology included literary and empirical studies as 
well as prosumer and modern Korean vintage fashion literary studies. In-depth interviews were done to ana- 
lyze the values of vintage in fashion prosumer's activities. The values of vintage fashion for Millennials are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public interest, expanded reproducing through sharing daily looks and self-expre- 
ssion through the scarcity of vintage clothing. Prosumer characteristics are self-satisfaction and sharing. Fa- 
shion prosumer's vintage trends are new-tro, communication, cultural complex, and sharing of daily life. The 
formativeness in fashion prosumer's activities are heritage, text, activity and image. The meanings are creation, 
communication, experience and sharing. Fashion prosumers are developing the new genre of ‘vintage fashion 
activity’; in addition, values towards vintage fashion activity are also drawing inter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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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1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 레니

얼 세대(Millennials)’가 2000년대 이후의 주요 소비층

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20~39세로 소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이미 소비가 활발한 층을 가

리킨다(Paik & Kim, 2019). 레니얼 세대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SNS

를 이용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정보를 주

고 받으며, 그들은 자신의 존재,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세상 변화에 대한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사려 깊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업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bit consulting, 2015).

토플러(Toffler)는 기업이 대량 생산하는 개성이 없

고 표준화된 제품으로는 소비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없고,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는 기업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방식

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는 반드시 필

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합쳐진 생활을 하게 될 미래의 인간이란 뜻으로, 프로

슈머라는 단어를 만들었다(Toffle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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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로슈머(prosumer)는 소비, 생산, 유통, 서비

스 등을 모두 직접 하는 소비자로 패션 업계에서도 프

로슈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다는 특성이 있으나 온라인 및 오프라

인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패션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등의 새로운 복합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슈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대는 레

니얼 세대와 거의 일치한다. 레니얼 세대들은 의식

있는 소비를 촉구하고 평등과 사회적 책임 등 사회의

식적인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제

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bit consulting, 2015). 레니얼 

세대의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는 빈티지(vintage)를 

즐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좋은 

기성품보다 흔치 않은 ‘빈티지’를 즐기면서 자신의 가

치와 정체성을 찾아 나간다(Lee & Lee, 2019). 인스타

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로슈머들은 레

니얼 세대로서 그들 역시 빈티지 패션을 활용하여 새

로운 룩을 창조하며 소비자인 동시에 전문적인 생산

자로서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빈티지 패션은 중고 의류를 저항 의식의 표현 수단

으로 활용하던 히피 패션, 펑크 패션, 그런지 패션과 같

은 20세기 안티 패션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 저항 의식이 아닌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경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변모하였다(Won, 2012). 프로슈머들은 

빈티지 패션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 역세권에서 운영

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빈티지 패션을 선보이고 팔로워 및 소

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S. Kim, 2019). 빈티지 

패션 시장은 온ㆍ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프로슈머들의 

활동 영역으로 변모하였다. 빈티지 패션은 현재 인스

타그램과 같은 SNS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소비, 생산, 판매, 소통되는 한층 역동적이고 독특

한 패션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빈티지 패션과 관련해

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 생산, 판매, 소통하

는 프로슈머의 활동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프로슈머들의 활동이 한국 빈티

지 패션의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고 

의류를 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옷들과 함께 스타일링

(styling)하면서 빈티지 패션을 창조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일부 프로슈머들은 많은 외국인 팔로

워(follower)들을 확보하면서 한류 스타로서 K패션을 

이끌어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가 

빈티지 패션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생산해내는 빈티

지 패션의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K패션의 한 단면으로

서 프로슈머의 활동을 고양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

다. 이론적 연구는 앞서 진행된 Lee and Lee(2019)의 한

국 레니얼 세대의 빈티지 패션 가치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레니얼 세대 중 빈티지 패션의 프로

슈머로서 외국인 팔로워들을 통해 국제적 호응을 이

끌어 내는 등 사업적 성공을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프로슈머는 신조어로서 연구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이론적 연

구를 통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프로슈머에 관한 조작

적 정의를 내리는데 집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프

로슈머에 대한 오프라인 마켓 중심으로 한 거리 관찰

법과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선행된 이론적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질적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현상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 프로슈

머 활동에 따라 나타난 현상과 가치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II. 이론적연구

1. 프로슈머

1) 프로슈머의 개념 및 속성

Prosumer(프로슈머)는 producer(생산자) 또는 profe- 

ssional(전문가)과 consumer(소비자)가 결합되어 만들

어진 신조어이다. 프로슈머는 한국어로 생비자(生費
者)라고 불리며, 생산자(生産者)와 소비자(掃費者)가 

합쳐진 용어이다. 프로슈머의 개념은 1972년 마셜 맥

루언(Marshall McLuhan)과 베링턴 네빗(Barrington Ne- 

vitt)이 현대를 이해한다(Take Today)에서 “전기 기술

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처

음 등장하였고, 1980년 토플러가 제3물결에서 최초

로 사용했다(“Prosumer”, 2019). 토플러에 따르면, 프로

슈머는 일반 소비자보다 상품과 서비스 대한 전문적

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를 활

발하게 개발하는 소비자라 하였다(Toffler, 1980).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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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에 의하면 프로슈머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익숙했던 소비자와 달리, 신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하고 그들의 선호나 요구를 시장에 직접 적용하는 집

단이다. Paik and Rhee(2009)의 연구에서는 프로슈머

를 소비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하는 소비자

라 설명했고, 프로슈머의 활동물은 정보, 재화, 서비

스, 여론, 자연환경 등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프로슈머는 시장 경제에서 핵심적 계층으로서 역할

을 하며 그들의 활동 양상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프로슈머의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다. 프로슈머에 대

한 개념은 소비자의 전문성이 날로 강화되면서 생산

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생산의 활동물 역시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 서비

스 등 새롭고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프

로슈머로 활동하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한 사례들

이 패션계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피그힙(Pighip)’

의 반윤희 대표는 2000년대 초반에 활동한 한국 1세대

를 대표하는 프로슈머이다. 그녀는 한국 SNS인 싸이

월드(Cyworld)에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리

바이스(Levis) 등의 패션 브랜드를 직접 소비하여 착용

한 사진을 취미로 게시하였고, 그녀의 패션 정보를 팬

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반윤희 대표의 취미 활동

이 1980~1990년대 출생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현

재 ‘피그힙’ 패션 쇼핑몰을 런칭하여 사업가로 활동하

고 있다(M. K. Kim, 2019). 백화점 또한 유명한 패션 프

로슈머들의 패션 브랜드들을 팝업 스토어, 편집숍 등

의 형태를 입점시켜 진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7년부터 패션 담당 본부에 SNS 브랜드 및 신규디

자이너 브랜드만 발굴하는 담당자를 새로 배치했고, 

롯데백화점 역시 SNS 패션 브랜드만 모은 편집 의류 

매장 ‘아미 마켓’을 본점에 오픈했다(Kim et al., 2018).

뉴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현대의 소비자

들은 생산자들이나 다른 소비자들과 매우 적극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독립적으

로 전달할 수 있으며, 소통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한다(Paik, 2008). Lee(2010)에 따르면 디

지털 환경 내의 프로슈머는 참여 범위가 확장되고 이

윤 창출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확장하고 공유시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프로슈머

는 보상보다 ‘자기성취’를 더 중요시하며, 자본, 기획,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아이디

어 및 의견제시, 직접 생산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디지

털 경제 사회에서 프로슈머는 ‘자기 사용 혹은 만족을 

위함’이라는 목표와 제품ㆍ서비스ㆍ경험을 무급으로 

생산하는 ‘나눔’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최근에 등장한 프로슈머는 ‘자기만족’이라

는 목표가 더욱 강화되었고, 판매자의 자기만족은 전

문성을 지니게 되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2) 패션 프로슈머의 조작적 정의 및 활동 내용

패션과 관련해서 프로슈머는 소비에 비중을  고 활

동하는 집단과 판매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는 집단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패션 프로슈머 중 

패션 상품으로 ‘소비’ 중심의 ‘모델 활동’을 보이는 집

단으로 ‘셀럽(celeb)’이라 불린다(Song, 2016/2017). 둘

째, 패션 프로슈머 중 패션 상품으로 ‘판매’ 중심의 활

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셀러(seller)’로서 활동한다(Kim 

et al., 2018).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프로슈머는 패션 상품

을 직접 소비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션 상품’의 

소비를 통해 결국 ‘판매 활동’을 하는 이들로 제한하

고, 이하 이들을 패션 프로슈머라 칭하고자 한다. 패션 

프로슈머는 판매 및 소비뿐 아니라 기획,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의 활동을 직접 한다.

인스타그램상에서 패션 프로슈머의 주요 활동은 데

일리 룩(daily look), 셀피(selfie) 및 패션 상품들의 사진

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게시 활동은 

패션 프로슈머의 소비 활동이자 결국 판매 활동의 기

초가 된다. 이들 게시물들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패션 상품에 대한 정보’ 위주의 게시물

이고(Yang & Choi, 2018) 둘째는 ‘모델 이미지’ 위주의 

게시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패션 프로슈

머는 뚜렷한 패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

하는 프로슈머이다. 그들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살

펴보면 첫째, 패션 상품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고 둘째, 

매일 새로 입고된 패션 상품을 게시한다. 그들은 패션 

상품에 대한 사이즈, 상품 상태, 수량 등의 정보를 상세

히 적고, 인스타그램 스토리(Instagram Story), 인스타그

램 라이브(Instagram Live), 댓글, 태그(@) 24시간 DM 

(direct messgae) 등으로 소통한다. 패션 프로슈머는 자

신만의 해시태그(#)를 만들어내어 불특정 다수에게 

검색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노출시킨다. #데일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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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 #빈티지패션, #20대, #10대, #패션, #패션상품 

등이 대중적인 해시태그의 예이다. 패션 프로슈머는 

보통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기 해시태

그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들만의 독특한 해시태그를 

만들어 팔로워들을 확보하고 소통한다(Yang & Choi, 

2018).

2. 밀레니얼 세대의 빈티지 패션이 지닌 의미

1) 밀레니얼 세대의 추구 가치

2000년대 이후 소비의 주체는 1980년대 이후 출생

으로 현대 20~30대인 레니얼 세대이다. 레니얼 세

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세상을 보

는 시각이 넓어지고 다양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며 

또한 사회적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Hwang, 

2016). 둘째, 물건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이 과거만큼 

특별하지 않게 되면서 ‘희소성의 법칙’은 물건이 아닌 

경험에 적용되어 레니얼 세대는 특별한 경험을 원

하게 되었다(Adobe Korea, 2018). 셋째, 디지털을 사용

하는 데 능숙하다.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활동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bit consulting, 2015).

이들의 추구 가치는 공공선의 추구, 경험을 통한 희

소성 추구, 정보 공유를 통한 관계 형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Lee & Lee, 2019), 이는 레니얼 세대가 소비

의 주체로 활동하는 2000년대 이후의 생산 및 소비에 

반영되었다.

프로슈머로서 활동하는 세대가 현재 20, 30대인 

레니얼 세대와 일치한다. 따라서 레니얼 세대의 추

구 가치는 프로슈머의 ‘자기만족’과 ‘나눔’이라는 속

성에 부합된다. 즉 2000년대 이후 패션의 생태계를 바

꿔놓은 프로슈머에게 ‘자기만족’은 사회적 가치와 희

소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나눔’은 정보 공유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2) 밀레니얼 세대의 빈티지 패션이 지닌 의미

빈티지 패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

지며, 그 의미가 변화해왔다. 18세기에 빈티지 패션은 

하류계층의 귀족에 대한 동경심에 의해 시작되었다

면, 20세기에 들어서 1020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저항, 자연회귀, 과거에 대한 그리움 등 저항심 

및 회귀 욕구로서의 표출 수단으로 변화하였다(Im & 

Park, 2007). 빈티지 패션은 196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

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영화, 음악, 미술 등과 같은 대중

문화에 있어 중요한 영감 요소가 되어 왔고, 배우, 모델

들의 스타일 혹은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의 스타

일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8).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빈티지 패션은 높은 희소성과 다양성 추

구로 인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Won, 2012). 21세기

에 들어서면서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문화는 

다원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었으며, 전 세계의 트렌드

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달함에 따라 빈티지 패션은 세

계 트렌드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빈티지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빈티지 패

션 상품에 관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빈티지 패션이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에 관한 연

구로 디자인, 색채, 미적 가치 등을 다루었다(Im & Park, 

2007; Yang & Park 2010). 두 번째는 빈티지 패션의 상

품에 대한 마케팅 및 리테일링 연구가 있다(Choo & 

Park, 2013; DeLong et al., 2005). 셋째는 빈티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과 관한 연구로 Cassidy and Be- 

nnett(2012), Keim and Wagner(2018), McColl et al.(2013)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빈티지 패션

의 친환경적 가치 및 상품에 대한 연구가 있다(Nam, 

2013). 이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시대적 범위에 따라 저

항과 향수와 같은 사회적 의미에서 진품을 과시하고

자 하는 경제적 의미가 더해졌으며 이후에는 희소성

을 기반으로 독특성, 유희성 및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성의 도구로서 미학적 가치로까지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항성, 회귀성, 진품

성, 그리고 희소성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Lee & 

Lee, 2019).

레니얼 세대가 희소성으로서 강점을 지닌 빈티지 

패션에 열광하면서 저항성, 회귀성, 진품성, 희소성 등

으로 대변되는 빈티지 패션의 전통적 가치가 레니

얼 세대의 추구 가치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 저항성과 회귀성은 공공선에 기반한 창의성으

로, 희소성은 희소 제품과 경험을 통한 자아표현으로, 

진품성은 과시하고자 하는 경제적 의미가 사라지고, 

정보 공유를 통한 확대재생산으로 그 가치가 변화하

였다(Lee & L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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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슈머 활동에 나타난 빈티지 패션의 경향

빈티지 패션의 전통적 가치인 저항성, 회귀성, 희소

성, 진품성은 공공선의 추구, 정보 공유를 통한 관계 형

성, 경험을 통한 희소성 추구라는 레니얼 세대의 추

구 가치와 자기만족과 공유라는 프로슈머의 속성에 

의해 공공선에 기반한 창의성, 희소 제품과 경험을 통

한 자아표현, 정보 공유를 통한 확대재생산이라는 새

로운 가치로 발현되었다.

Lee and Lee(2019)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공공선에 

기반한 창의성이라는 가치는 프로슈머의 빈티지 패션

에서 뉴트로 룩과 소통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소 제품과 경험을 통한 자아표현 등의 가치는 프로

슈머들은 빈티지 패션 시장을 셀마켓으로 분화시켰으

며 자신만의 특별한 고유성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복합 문화 공간 내의 특별한 체험이라는 경향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 셋째, 정보 공유를 통한 확대재생산의 

가치는 빈티지 패션 시장 중 특히 온라인상에서 일상

을 공유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1) 뉴트로(New-tro)

전통적 빈티지 패션의 가치 중 저항성과 회귀성은 

삶에 대한 성찰, 친환경 등과도 같은 공공선에 기반한 

뉴트로(new-tro) 감성의 창의적 생산 활동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뉴트로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Kim 

et al., 2018). 국내 동묘, 광장, 홍대 앞 등 빈티지 패션 시

장은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방

문하는 장소로 부상했으며, 이곳의 희소성 높은 빈티

지 제품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로운 콘셉트(concept)

로 재탄생되고 있다.

2) 소통

전통적 빈티지 패션의 가치 중 저항성과 회귀성은 

삶에 대한 성찰, 친환경 등과도 같은 공공선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들은 ‘슬로건’으로 표현되어 왔다. 과거에

는 정치적 및 사회적 견해, 신념 등을 드러냈다면, 현재

는 소비자를 넘어 직접 생산자가 되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

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이용

한다.

3) 복합 문화

최근 특정 공간이 협업, 체험, 재생, 개방, 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새

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드가 나타났다

(Kim et al., 2018). 전통적 빈티지 패션의 가치인 희소

성은 레니얼 세대에 의해 셀마켓을 추구하는 희소

적 제품 추구에서 희소적 경험 추구로 확대되어 패션

이라는 문화의 확장과 타 문화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국 빈티지 패션 시장에서도 이

러한 복합 문화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해 희소성을 배

가시키고 있다.

4) 일상의 공유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 유행 및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문

화적 수준이 높아졌고, 문화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해졌

다. 그러나 그들은 TV, 인터넷 등을 통해 최고급의 문

화를 접하게 되었으나,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

었고, 이에 대한 탈출구로서 ‘일상의 공유’가 나타나게 

되었다(Kim et al., 2019). 셀피 문화는 여행지, 쇼핑, 봉

사 활동 등의 SNS에 사진으로 자랑하는 방식으로 버

킷리스트 문화를 활성화시켰다. 정보 공유를 통해 사

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레니얼 세대들은 그들의 일

상을 공유하는데 이는 한국 빈티지 패션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혔다. 전통적 빈티지 패션의 가치인 진

품성은 부의 과시에서 일상의 공유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III. 질적연구방법및절차

1. 패션 프로슈머의 활동 특징에 따른 선정 기준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패션 프로슈머 활동에 

대해 인스타그램 및 오프라인 마켓을 관찰한 결과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프로슈머는 팔로워들 및 

대중들과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소통한다. 그

들은 게시물을 게시할 때, 패션 관련된 해시태그를 입

력하며, 고유의 해시태그를 가지고 있다. 둘째, 패션 프

로슈머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미디어를 보

유하고 있고 그들은 수천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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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들을 지니고 있다. 셋째, 패션 프로슈머는 본인 온라

인 및 오프라인 패션숍을 운영한다. 넷째, 패션 프로슈

머는 판매하는 패션 상품을 매일 게시하며 고유의 콘

텐츠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패션 프로슈머는 패션 상

품에 대한 소비 활동을 활발히 한다. 그들의 소비는 데

일리 룩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패션 프로슈머는 빈티

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세계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글로벌 마켓으로서의 위상으로 갖는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패션 프로슈머의 특징을 바

탕으로 패션 프로슈머 선정 기준을 선정하였다. 첫째, 

인스타그램상에서 빈티지 관련 해시태그를 통해 검색

되며, 게시물을 게시할 때에 패션 관련된 해시태그를 

입력하는지의 여부 둘째, 인스타그램상에서 수천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보유 여부 셋째, 본인의 온

라인 및 오프라인 빈티지 패션숍의 운영 여부 넷째, 매

일 새로운 빈티지 패션 상품을 게시하는가의 여부 다

섯째, 데일리 룩 게시를 통한 빈티지 패션 상품에 대한 

활발한 소비 활동 여부이며 마지막으로 패션의 주요 

트렌드인 애슬레저, 너드, 아메카지를 각각 대표하는 

3명의 프로슈머를 선정한다. 애슬레저, 너드, 아메카

지라는 대표 트렌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

되었다. 현대 패션에서의 빈티지 패션 유형 분석을 위

해 디자이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Balenciaga),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를 중심으로 2014 S/S 시즌부터 2018 F/W 시

즌까지의 남성복 컬렉션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세 

디자이너는 칼하트(Carlharrtt), 뉴밸러스(New Balance), 

필라(Fila) 등의 스포츠 브랜드 및 스트리트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여 유스 컬처 스타일을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S. Kim, 2019). 그들은 특히 

1960~1990년대 하위 문화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빈티지 패션 스타일의 컬렉션을 선보여(Verner, 

2019) 레니얼 세대의 빈티지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디자이너 작품에서 수집된 자료 중 빈

도수가 높고 주된 영감이 되는 유형을 각각 애슬레저

(athleisure), 너드(nerd), 아메카지(amekaji) 빈티지 패

션으로 분류하였다.

2. 선정된 패션 프로슈머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패션 프로슈머는 홍대 빈티

지산타(vintage.santa), 디엠빈티지 동묘점(dmvintage_ 

dongmyo) 그리고 연남빈티지(yn_vintage) 총 3명이다. 

패션 프로슈머를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티지패션, #빈티지룩, #빈티지, #빈티지샵 

등의 빈티지 패션 관련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 검색

Fig. 1. The generating process of prosumers vintage fashio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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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입력하였다. 그 결과, #빈티지패션, #빈티지룩, 

#빈티지 등의 해시태그는 중고 의류를 활용한 패션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대를 응용하고 재현한 레트로 

패션을 나타내는 게시물이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으

로 삼는 중고 의류를 활용해 새롭게 창출한 빈티지 패

션과 관련 있는 해시태그는 #빈티지샵으로 도출되었

다. #빈티지샵 게시물 총 개수는 854,000개었고 의류

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패션 온⋅오프라인 마켓이 

약 92%였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수는 총 152개였다.

둘째, 152개의 인스타그램 중 수천 명 이상의 팔로

워를 보유한 계정은 62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패션 

상품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계정은 65개 중 총 32개

로 도출되었다.

셋째, 패션 프로슈머의 개인 소비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그들의 고유 

콘텐츠인 데일리 룩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패션 

프로슈머의 빈티지 패션을 착용한 데일리 룩을 게시

하는 계정은 32개 중 총 12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패션 프로슈머의 패션 디자인 트렌드

를 분석하기 위해, 그들이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판

매하는 빈티지 패션 상품 디자인 트렌드 유형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패션 프로슈머의 애슬레저, 너드 그리

고 아메카지 패션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빈티지 패

션 상품을 판매하는 계정은 12개 중 총 3개로 도출되었

다. 디엠빈티지 동묘점, 홍대 빈티지산타 그리고 연남

빈티지 총 3명은 위의 4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패션 프

로슈머이다.

1) 디엠빈티지 동묘점(dmvintage_dongmyo)

디엠빈티지 동묘점은 빈티지 및 구제 패션을 판매

하는 온ㆍ오프라인 숍이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7천 명이다. 디엠빈티지 동묘점은 자사 상품을 착

용한 직원들 사진을 게시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2018. 11. 21.~2018. 11. 29. 게시물을 살펴보면, 패션 상

품 게시물이 9개이다. 디엠빈티지 동묘점은 콘텐츠를 

평균적으로 매일 1개씩 게시하였으며, 디엠빈티지 동

묘점의 주요 테마는 빈티지 패션과 관련된 패션 상품

이다. 디엠빈티지 동묘점은 데일리 룩에 나이키, 아디

다스 등의 빈티지 패션 상품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 상

품으로 믹스매치 스타일을 선보였다. 디엠빈티지 동묘

점은 패션 관련 해시태그인 #스트리트패션, #패션, #빈

티지패션, #오오티디, #데일리룩, #구제, #fashion, #vin- 

tage, #vintagefashion 등을 여러 개 사용하여 팔로워들

과 소통한다. 디엠빈티지 동묘점은 인스타그램 및 페

이스북(https://www.facebook.com/dmvintage1)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뿐만 아니라 동묘 1호점, 동묘 2호점, 홍대

점 그리고 부평점 오프라인 숍에서도 판매를 한다.

디엠빈티지 동묘점은 데일리 룩에 애슬레저 스타일

의 빈티지 패션 상품인 나이키, 아디다스, 고샤 루빈친

스키 등의 빈티지 패션 상품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 상

품으로 믹스매치 스타일을 선보였다.

2) 홍대 빈티지산타(vintage.santa)

홍대 빈티지산타는 국내에서 빈티지 및 구제 패션을 

판매하는 온ㆍ오프라인 숍이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4만 명이다. 홍대 빈티지산타는 자사 상품을 착

용한 직원들 사진을 게시하여,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2018. 10. 15.~2018. 10. 22. 게시물을 살펴보면, 패션 상

품 게시물이 9개였다. 홍대 빈티지 산타는 콘텐츠를 평

균적으로 매일 2개씩 게시하였으며, 홍대 빈티지산타

의 메인 테마는 빈티지 패션과 관련된 패션 상품이다. 

홍대 빈티지산타는 슈프림(Supreme), 나이키 등의 빈

티지 상품과 빈티지 패션 상품을 기반으로 한 믹스매

치 스타일을 선보였다. 홍대 빈티지산타는 패션 관련 

해시태그인 #스트리트패션, #패션, #빈티지패션, #오

오티디, #데일리룩, #구제, #fashion, #vintage, #vintage- 

fashion 등을 여러 개 사용하여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홍대 빈티지산타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홍대 오프

라인 숍에서도 판매를 한다.

홍대 빈티지산타는 랄프로렌(Ralph Lauren), 발렌

시아가 등의 너드 스타일의 빈티지 패션 상품을 기반

으로 한 믹스매치 스타일을 선보였다.

3) 연남빈티지(yn_vintage)

연남빈티지는 빈티지 및 구제 패션을 판매하는 온

ㆍ오프라인 숍이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0천 명

이다. 연남빈티지는 자사 상품을 착용한 직원들 사진

을 게시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2018. 05. 06.~2019. 

05. 05. 게시물을 살펴보면, 패션 상품 게시물이 9개이

다. 연남빈티지는 콘텐츠를 평균적으로 매일 4.5개씩 

게시하였으며, 연남빈티지의 메인 테마는 빈티지 패

션과 관련된 패션 상품이다. 연남빈티지는 칼하트, 아

페쎄(A.P.C.) 등의 빈티지 상품을 기반으로 한 믹스매

치 스타일을 선보였다. 연남빈티지는 패션 관련 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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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 #스트리트패션, #패션, #빈티지패션, #오오티

디, #데일리룩, #구제, #fashion, #vintage, #vintagefa- 

shion 등을 여러 개 사용하여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연

남빈티지는 인스타그램 및 연남빈티지(https://smart- 

store.naver.com/fabrik)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뿐만 아니

라 서울 연남동 오프라인 숍에서도 판매를 한다. 연남

빈티지는 칼하트, 아페쎄, 준야 와타나베 등의 아메카

지 스타일의 빈티지 상품을 기반으로 한 믹스매치 스

타일을 선보였다.

3. 심층 인터뷰를 위한 질문

심층 인터뷰를 위한 질문은 <Fig. 1>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빈티지 패션의 전통적 가치, 레니얼 세대의 

추구 가치, 빈티지 패션의 현대적 가치, 프로슈머의 속

성을 토대로 도출한 한국 프로슈머 활동에 나타난 빈

티지 패션의 경향(trends)인 뉴트로, 소통, 복합 문화, 

일상 공유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뉴트로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콘셉트와 운영 방법에 

관해 ‘본인이 생각하는 빈티지 패션은 무엇인가?’, ‘한

국의 빈티지 패션의 특징이 무엇인가?’, ‘브랜드의 콘

셉트와 가치관이 무엇인가?’, ‘빈티지 패션으로 영감

을 받고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빈티

지 패션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수입하는가?’ 등을 질문

하였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해시태그 

내용에 관해 ‘인스타그램 아이디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유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

시태그(#)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가?’, ‘해시태그(#)의 

효과는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였다.

복합 문화와 관련해서는 프리마켓과 각종 이벤트에 

관해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언인가?’, ‘프리

마켓에서 어떤 스타일의 옷이 잘 판매되는가?’ 등을 질

문하였다.

일상 공유와 관련해서는 데일리 룩과 셀피 스타일

링, 촬영, 게시 방법 등과 관련하여 ‘스타일링할 때 가

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빈티지 패션 상품으

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가?’, ‘자신만의 사진 콘셉

트 연출 방법은 무엇인가?’, ‘스타일에 따라 포즈, 필

터, 배경, 장소 등의 콘셉트가 달라지는가?’ 등을 질문

하였다.

4. 심층 인터뷰 절차

녹취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면접대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의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에 진행하였다. 사전 인터

뷰에서 연구자는 화자의 친 감을 도모하고 신뢰감을 

얻기 위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대상자

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상 작업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접은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 외에 면접대상

자들이 인터뷰 과정 중에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 다른 면접대상들에게도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

다. 이벤트, 관광, 기념일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전사자료는 녹취된 면접내용을 글자로 옮겨 기록하

였으며, 연구노트는 면접과정에서 생각나는 질문이나 

면접대상자들의 행동과 표정 등 녹취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기록하였고, 작업 일지는 면접 후에 본 연구자의 

반성 및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면접과정에서 느낀 

점 등을 기록하였다. 수차례 녹취록을 읽으면서 응답

자들의 진술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를 찾

아내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패션 프로슈머의 활동에 

나타난 현상으로부터 조형성과 가치를 추출해내기 위

해 오프라인 매장의 패션 제품 등을 관찰하였으나, 사

진 촬영이 금지된 관계로 인스타그램의 3차 자료 및 논

문, 서적, 인터넷 기사 또한 활용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디엠빈티지 동묘점, 홍대 빈

티지산타, 연남빈티지 대표 3인이다. 디엠빈티지 동묘

점의 1차 면접은 2019년 2월 11일,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2차 면접은 2019년 2월 15일, 

1시간 10분 동안 진행하였다. 홍대 빈티지산타의 1차 

면접은 2019년 2월 11일, 면접시간은 1시간 동안 진행

하였으며, 2차 면접은 2019년 2월 14일, 1시간 15분 동

안 진행하였다. 연남빈티지의 1차 면접은 2019년 2월 

12일, 면접시간은 1시간 22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2차 

면접은 2019년 2월 14일,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였다. 

각 면접시간은 면접대상자의 집중도에 따라 다르게 

소요되었다. 1차 면접 후에 녹취자료는 전사하여 면접 

중에 발견하지 못한 부정확한 발음 및 이해가 되지 않

는 내용 등을 찾아 2차 면접을 준비하였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의 연속선상에서 진행하였으며, 2차 면접 후

에 녹취자료를 전사하여 1차 면접과 동일한 검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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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다. 면접장소는 면접대상자의 작업 현장

에서 진행하였다.

IV. 한국패션프로슈머의
빈티지패션의가치

패션 프로슈머의 빈티지 패션 현상인 뉴트로, 소통, 

희소성, 일상 과시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

과 패션 프로슈머의 빈티지 패션에는  <Table 1>‒<Table 

2>와  같이 헤리티지, 텍스트, 활동, 이미지라는 조형성

으로 나타났으며, 각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창

의, 소통, 체험, 나눔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헤리티지를 통한 창의

패션 프로슈머들의 헤리티지에 새로움을 더해 가치

를 창출하였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트렌

디한 빈티지 패션 상품, 리폼을 통한 불완전한 미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 그리고 디자이너 및 아티스트

들에게 영감 원천으로서의 빈티지 패션 상품을 판매

하고 있었다.

1) 과거와 현재의 공존

빈티지 패션이 낡고 세련되지 않는 이미지를 탈피

하고자, 패션 프로슈머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트렌디한 요소’를 가미한 패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고 의류인 경우 최신의 제품을 함께 코디해서 판매

하거나 스포치, 오버사이즈 등의 패션 트렌드를 표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입해서 스타일링한다. 이러한 

경우 재구매 확률을 높인다. <Fig. 2>는 트렌디한 슈프

림 패션이며 <Fig. 3>은 과거의 빈티지 상품으로 모두 

하나의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저희 가게는 년도가 오래된 빈티지 패션 상품만 판매하지 않

아요. 국내에서 유행하는 도메스틱 브랜드 Nerdy, this is never that 

등의 빈티지 패션 상품을 사입해오기도 하죠.” (디엠빈티지 동묘

점 dmvintage_dongmyo)

“빈티지 패션 역시 유행을 많이 타는 패션이에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스포츠 패션, 오버사이즈 패션 등의 스타일의 브랜드들

을 셀렉할 뿐만 아니라 슈프림과 같은 트렌디한 현재 상품을 사입

해서 판매하죠.”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santa)

“저희 가게는 빈티지 패션의 구식적인 면모와 어울리는 세련

된 코디 혹은 상품을 많이 연구해서 고객님들에게 제공해요. 그

럼 재방문도 많이 하시고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연남빈티지 ynvintage1)

2) 리폼(Reform)을 통한 불완전의 미학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빈티지 패션을 즐기는 사

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마켓에 따라 리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재 리폼 전문 빈티지 패션 

마켓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들은 베트멍(Vetments), 

발렌시아가 등의 리폼 기술을 연구하는 등 리폼의 전

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리폼을 판매보다

Theoretical Research Results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Prosumers' Vintage Fashion Trends Prosumers' Activity Formativeness Values

New-tro Managing a Brand  Heritage Creating

Coexistence of Past & Present

Aesthetics of Imperfection

Source of Inspirations

Communication Hashtag Comment Text Communication
Expression of Identity

Service for Consumers

Cultural Complex Free Market Event  Activity Experience
Alliance with Other Industries 

Tourism Commercialization

Sharing of Daily Life Daily Look Selfie Image Sharing

Conceptualization

Celebrations

Relationships

Table 1. Fomativeness and values in prosumer'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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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작 활동으로서 인지하고 리폼을 통해 고유의 가

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Fig. 4>‒<Fig. 5>는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폼 제품들이다.

“현재 유행하는 베트멍의 데님 리폼 기술을 빈티지 패션 상품

으로 선보이면 찾는 고객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빈티지 패션 상

품이 과거 상품이다 보니까 과거적인 요소도 있고 빈티지 패션 상

품을 또 새롭게 현대적으로 리폼해서 개성 있고 하나 밖에 없는 

패션이 되거든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빈티지 패션 상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 상품

부터, 현대 상품 여러 상품들을 갖다 놓지만, 그중에서도 리폼한 

빈티지 패션 상품을 사입하고 직접 리폼하는 것은 필수라 생각해

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빈티지 패션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santa)

“그저 전 제 취향으로 리폼해서 판매하거든요.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저의 빈티지 패션

숍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연남빈티지 

yn_vintage)

3) 영감의 원천

매스컴의 발달로 빈티지 패션이 대중화됨에 따라, 

빈티지 패션 상품들의 마켓 및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

시되었다. <Fig. 6>과 같이 과거의 상품들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 

패션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명소

가 됨으로써 패션 한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디자이너들은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슈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도 영감을 얻는다고 한다.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가 방문하여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하고 심지어 유명한 해외 패션 디자이너 키코 코스

타디노브(Kijo Kostadinov)가 직접 동묘에 방문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죠(Fig. 7). 어느새 패션 디자이너들의 성지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저희는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생각해서 고객님 한 분 

한 분 대화를 해요. 가게 위치가 홍대이다 보니까, 댄서, 뮤지션, 

미술 업계, 타투이스트, 패션 디자이너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

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세요. 빈티지 패션 상품을 보면 본인들

의 작품에 큰 영감을 준다 해요.”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santa)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외국인 패션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저희 가게를 방문하면 좋은 상품들도 많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간다 해요. 결국 그분은 서울 도시에 매료되어서 서울

에 워킹비자를 받고 이민 왔고 현재 국내에서 모델 겸 패션 디자

이너로 활동하세요.” (연남빈티지 yn_vintage)

2. 텍스트를 통한 소통

패션 프로슈머들은 빈티지 패션 상품만을 단순히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

는 해시태그를 개발하여 게시하고 또한 고객들의 인

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게시를 유도함으로써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 또한 빈티지 마켓의 세분화

에 따라 서비스가 경쟁력이 되었고, DM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아이덴티티 확립

한국 프로슈머들은 단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빈티

지 패션 및 매장의 콘셉트에 대한 확실한 아이덴테티

를 선보이고 세계적으로 노출되고자 <Fig. 8>과 같이 

해시태그를 활용한다.

“방문 고객님들에게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이름이 담긴 해

시태그를 하면 할인을 해주었어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

age_dongmyo)

“저희 빈티지 패션숍 스타일과 관련된 패션 해시태그를 여러 

개 게시해주면 저희 가게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드러나죠. 아무래

도 해시태그를 많이 게시할수록 게시물이 전 세계적으로 노출이 

잘 되죠.”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santa)

“저희는 가게는 홍대 연남동에 있어요. 연인, 친구, 가족들 단

위로 모여서 산책하고 데이트 코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빈티지 

패션 상품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연남동 혹은  #연남빈티지, 

#연트럴파크 등의 해시태그를 꼭 게시해요. 그럼 저희 가게가 연

남동에 있는 대표적인 빈티지 패션숍이 될 수도 있죠.” (연남빈티

지 yn_vintage)

2) 소통

빈티지 패션이 발달하면서 빈티지 패션 마켓이 세

분화됨에 따라 빈티지 패션 마켓의 서비스 측면 역할

이 중요해졌다. <Fig. 9>를 살펴보면, 패션 프로슈머는 

빈티지 패션 상품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였고, DM

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좋은 서비스를 선

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SNS를 통한 소

통은 면 대 면으로 소통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소비자

의 심리를 이해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6, 2019

– 818 –

“‘#24시간 DM’이라는 해시태그를 꼭 게시해요. 고객님들에

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빈티지 패션 상품에 대한 사이

즈, 브랜드 정보 등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온ㆍ오프라

인에서 운영하면 시간 및 장소에 제약이 있잖아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해시태그를 여러 개 게시하면 전 세계적으로 노출이 잘 돼요. 

저희는 해시태그를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게시하는데, 유명 

외국 뮤지션들이 저희 가게 상품을 보고 직접 댓글 및 메시지 해

서 구매하고 싶다고도 하고 내한할 때 직접 방문하시기도 했거든

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판매자 입장에서 해시태그만큼 노출 잘 되고 고객님들하고 

소통하기 좋은 것은 없죠. 때로는 온라인 쇼핑몰 혹은 오프라인 

패션숍이 있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장사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직접 면 대 면으로 소통하는 것을 불편해하

세요.” (연남빈티지 yn_vintage)

3. 활동을 통한 체험

빈티지 패션 상품만을 단순히 선보이는 것이 아니

라, 패션 이외의 상점과 제휴를 맺어 카페, 음식점 등을 

통해 빈티지 패션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그들은 빈티

지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마켓을 쇼핑뿐만

이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써 탈바꿈한다.

1) 타 업종과의 제휴

패션 프로슈머들은 빈티지 패션을 단순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놀거리와 섞여 즐길 수 있는 문화

를 선보이고 있다. <Fig. 10>은 고등래퍼 2에 빈티지 매

장이 협찬하고 있는 사진이며 <Fig. 11>은 빈티지 매장 

인근의 거리 공연 모습이다. 타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체험의 기회를 배가 시키고 있다.

“저희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할 시에, 주변 카페 및 음식점을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만들었죠. 반대로, 다른 카페 혹은 음식

점에서 식사를 했을 때, 우리 패션 상품들도 할인이 되구요. 저희

는 고객님들에게 패션 쇼핑뿐만 아니라, 다른 즐거움을 주고 싶

었거든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저희 가게도 소규모 클럽하고 맺은 적이 있었죠. 소규모 클럽 

오너분께서 저희 매장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저희 빈티지 패션숍 

제품을 착용할 시에, 클럽 입장료가 공짜 혹은 드링크 한 잔이 무

료였어요. 또한, 반대로 그 클럽을 방문한 후에는 빈티지 패션 상

품이 할인되는 이벤트를 했었죠.”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 santa)

2) 관광

패션 프로슈머는 빈티지 패션 상품을 번화가에 오

프라인 마켓을 입점하였고, 소비자들과 패션뿐만 아

니라, 관광 명소와 같이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입점하

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Fig. 12>는 연남 파크

의 모습이며, <Fig. 13>은 연남 파크에 위치한 연남 빈

티지 매장으로서 매장 앞에 스티커 사진관을 설치해

두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버스킹 하는 장소로 유명하고 걷고 싶

은 거리가 끝날 때 새로운 번화가가 시작되죠. 저희는 이 둘을 사

진으로 담을 수 있는 위치에 입점했어요. 홍대를 쇼핑뿐만 아니

라, 공연, 카페, 클럽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입점한 이

유죠.”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 santa)

“연트럴 파크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고 홍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에요. 고객님들이 쇼핑뿐만 아니라 가게 앞과 연트럴 파크가 

어울려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가게 위치를 신경 썼어요.” (연

남빈티지 yn_vintage)

4. 이미지를 통한 공유

 패션 프로슈머들의 데일리 룩의 셀피를 매일 게시

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에는 빈티지 패션을 콘

셉트화하고, 이벤트화하고, 관계를 맺는 매체로 활용

하고 있었다.

1) 빈티지 상품의 콘셉트화

상품 이미지화는 단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빈티지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전문성을 선보이는 점에 있어

서 의의가 있다. 한국 프로슈머들은 데일리 룩 및 셀피

를 통해 콘셉트가 녹아있는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Fig. 14>는 기하학을 주제로 연출한 사진이다.

“이쁜 옷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판매

자 입장에서 많이 속상해요. 그래서 저희는 빈티지 패션 상품들

이 입고 될 때마다 바빠도, 직원들이 직접 착용해서 데일리 룩하

고 셀피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해요.” (디엠빈티지 동묘점 dmvint-

age_dongm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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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사이즈 셔츠라는 패션 상품을 선정하면, 직원들이 다양

한 오버사이즈 셔츠를 통해 셔츠 관련된 스타일을 선보여요. 고

객님들이 실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데일리 룩을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냐고도 물어보고 저의 신체 사이즈까지 물어봐요.”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santa)

“비인기 제품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쁜 옷이 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데일리 룩을 보고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하고 판매가 돼요.” (연남빈티지 yn_vintage)

2) 기념일을 위한 빈티지 패션

한국 프로슈머들은 이벤트에 맞추어 빈티지 패션 

상품을 데일리 룩 및 셀피로 선보이고 있다. 특정 시기

를 기념하는 이벤트는 단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빈티

지 패션에 대한 유희적 의미를 선보이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단순한 패션 제품을 디자인 생산한다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삶을 파고드는 성찰의 결과로 다

양한 이벤트 상품을 선보이고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

다. <Fig. 15>는 수능일을 기념하는 이벤트 공지내용을 

담고 있다.

“월드컵은 여름에 하니까 저희 직원들은 축구 반팔 티셔츠 빈

티지 패션 상품을 직접 착용해서 인스타그램에 데일리 룩 및 셀피

로 선보였거든요. 고객님들이 많이 재밌으셔 하셨고, 거리 응원

하러 축구 유니폼 반팔 티셔츠를 많이 구매하셨어요.” (디엠빈티

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크리스마스에 직접 산타 노인 복장을 해서 데일리 룩 및 셀피

를 보여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색상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잖아요? 그럼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들어간 특정 빈티지 패션 상

Formativeness Values

Heritage

Creating
Coexistence of Past & Present Aesthetics of Imperfection Source of Inspirations

 Fig. 2. Supreme ×
Louis Vuitton. 

Adapted from vintage.santa (2017). 
https://www.instagram.com

Fig. 4. Reform. 
Adapted from

dmvintage_dongmyo (2019a). 
https://www.instagram.com

Fig. 6. Inspiration source. 
Adapted from

dmvintage_dongmyo (2019b). 
https://www.instagram.com

Fig. 3. Old vintage fashion look.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1).

Fig. 5. Reform jacke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1). 

Fig. 7. Dongmyo. 
Adapted from kikokostadinov. 

(2018). https://www.instagram.com/

Table 2. Images of fomativeness and values in prosumer'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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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ness Values

Text

Communication
Expression of Identity Service for Consumers

Fig. 8. Hashtag. 
Adapted from vintage.santa (2019). 

https://www.instagram.com

Fig. 9. Direct message. 
Adapted from yn_vintage (2019a). 

https://www.instagram.com

Activity

Experience
Alliance with Other Industries Tourism Commercialization

 

Fig. 10. High school rapper 2. 
Adapted from dmvintage_dongmyo (2018). 

https://www.instagram.com

Fig. 12. Yeon-Nam park. 
Adapted from ko_tgumeong (2019). 

https://www.instagram.com

Fig. 11. Hongdae street performing.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1). 

Fig. 13. Yeon-Nam vintage and photo zone.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19, June 21).

Table 2.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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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직접 착용해서 데일리 룩 및 셀피로 게시하고 그 제품을 할

인해줘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SNS 에 많이 광고하는

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거의 모두 완판돼요.” (홍대 빈티지산타 vin-

tage santa)

“저희는 수험생 이벤트를 빈티지 패션숍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능이  11월 초ㆍ중순에 끝나니까 춥잖

아요? 저희는 수험생 이벤트를 단순히 할인해준다는 것뿐만 아

니라, 양털 재킷, 니트, 후리스 등의 수험생들이 교복 위에 착용할 

만한 상품을 직접 데일리 룩 및 셀피로 착용해서 선보여요.” (연

남빈티지 yn_vintage)

3) 빈티지 패션을 통한 관계 맺기

빈티지 패션은 스타들과의 유사한 룩을 제공함으로

써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주거나 이미 형성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시켜 주는 수단이 된다. ‘관계’는 단순 

판매 목적이 아니라, 빈티지 패션에 대한 추억 등을 제

공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활동은 삶의 다양한 모습

을 성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Fig. 

16>은 60대 장년층이 빈티지 패션을 착용하고 친구들

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고객님들 중에  10대 청소년 학생분들도 많이 오세요. 10대 때 

친구들끼리 우정 반지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또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정려원이 손담비하고 친구들하고 단체로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직접 구매해서 파티하는 모습이 출연하면서 10대 청

소년들이 파티 및 추억용으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요.” (디엠빈

티지 동묘점 dmvintage_dongmyo) 

“홍대에는 길거리 버스킹, 클럽, 공연장 등 공연할 곳이 엄청 

많아요. 그 분들이 공연하는 영상 혹은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하고 저희 가게 언급을 가끔 해주세요. 그럼 공연 관객분들이 저

희 가게에 와서 힙합 뮤지션들 및 댄서들의 착용 제품을 문의하기

도 해요.” (홍대 빈티지산타 vintage.santa)

“저희는 특히 고객님들 중에 커플인 분들의 데일리 룩을 촬영

해서 SNS에 게시해요. 빈티지 매니아층들 중에 커플인 분들이 

시 러 룩으로 맞추어 입는 경우도 있고, 빈티지 패션에 크게 관

심이 없고 패션에 관심이 없지만, 이색 데이트를 하면서 빈티지 

패션 상품을 직접 구매해요.” (연남빈티지 yn_vintage)

V. 결 론

본 연구는 프로슈머가 빈티지 패션을 K패션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 과정에 대해 이론적 연구와 질적 연

구를 병행하여 패션 프로슈머의 활동에 나타난 빈티

지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현대의 한국적 패션의 특성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패션 프로슈머 및 빈티지 패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패션 프로슈머의 빈티지 패

션 관련 활동 경향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질문지

Formativeness Values

Image

Sharing
Conceptualization Celebrations Relationships

Fig. 14. Geometry concept. 
Adapted from

dmvintage_dongmyo (2019c). 
https://www.instagram.com

Fig. 15. 2018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vent. 

Adapted from vintage.santa (2018). 
https://www.instagram.com

Fig. 16. Senior friendship. 
Adapted from

yn_vintage (2019b). 
https://www.instagram.com

Table 2. Continue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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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빈티지 패션을 직접 기획, 생산, 판

매, 서비스하는 한국의 대표적 패션 프로슈머 3명을 선

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고찰 결과 패션 프로슈머는 자기브랜드를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수의 팔로워를 확보

하고 사진 및 해시태그를 활용한 고유의 콘텐츠와 커

뮤니케이션 방법을 갖고 있으며, 트렌드를 따른다. 패

션 프로슈머들의 속성은 ‘자기만족’과 ‘나눔’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빈티지 패션 관련 활동에서 ‘뉴트로’, 

‘소통’, ‘복합 문화’ 및 ‘일상 공유’의 경향으로 나타났

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의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선

정 기준에 따라 패션 프로슈머를 선정하고 심층 면접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패션 프로슈머의 활동에 나타난 조형성은 

헤리티지, 텍스트, 활동,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각 조

형성에 내포된 가치 창의, 소통, 체험, 나눔이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프로슈머들은 헤리티지에 새로움을 더

해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

는 트렌디한 빈티지 패션 상품, 리폼을 통한 불완전한 

미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 그리고 디자이너 및 아

티스트들에게 영감 원천으로서의 빈티지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둘째, 패션 프로슈머들은 빈티지 패션 상품만을 단

순히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시태그나 DM 등 텍스트

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패션 프로슈머들은 패션 제품 생산 이외에 소

비자의 활동을 유도한다. 상점과 제휴를 맺어 카페, 음

식점 등을 통해 빈티지 패션 상품을 판매하며, 오프라

인 마켓을 쇼핑뿐만이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

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써 탈바꿈시킨다.

넷째, 패션 프로슈머들은 데일리 룩의 셀피를 매일 

게시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는 빈티지 패션을 

콘셉트화하고, 이벤트화하고, 관계를 맺는 매체로 활

용한다.

한국의 빈티지 패션은 K패션의 한 축으로서 전 세

계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빈티지 패션이 세계인

의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한국 패션 프로슈머의 창의

적 활동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빈

티지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빈티

지 패션 제품에 창조, 소통, 체험, 공유라는 가치를 담

아 빈티지 패션 ‘활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는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고 있었다.

본 연구는 미학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접

을 진행하는 융복합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ㆍ
주관적 판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의 한계점이나 

오류를 줄여 주고, 2회에 걸친 심층 면접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해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정한 패션 프로슈머들은 

제품을 위주로 게시했던 크리에이터형 프로슈머들이

었다. 후속연구로 패션 프로슈머 본인들을 스타화하

는 모델형 프로슈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4차 산업시대에 융복합 문화가 융성함에 따라 새

로운 직종, 직무 등이 생겨나고 있다. SNS에 특화된 패

션 프로슈머들의 다양한 활동을 고찰하는 것은 IT 강

국인 한국적 패션의 특성을 개발하고 고양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패션 디자인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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