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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o fashion is emerging among young people as an approach to discovering a new meaning in Korea's historical culture. Research on Korea's unique retro fashion culture is required because there is no research on retro
fashion culture based on Korea's historical backgroun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retro fashion culture has progressed based on Korea's historical background from a nostalgic perspective. All retro-related
newspaper articles from 1950 to 2020 were collected,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semantic
unit.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sonal nostalgia i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and is extending to younger
generations. In terms of nostalgia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younger generation reinterpreted the fashion culture of the older generation after the 2010s. In terms of vicarious nostalgia, a retro culture reminiscent of
the 1990s with a background in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umption culture appeared after 2012. The
youth culture and university culture of the 1970s and 1980s were reinterpreted as street fashion. Since the late
2010s, the younger generation has been exhibiting cultural nostalgia, believing that the historical Korean culture is not outdated but has a unique heritage form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Symbolic nostalgia appeared in Korean fashion culture during modernization.
Key words: Korean fashion, Nostalgia, Newtro, Retro, Newspaper content analysis; 한국 패션, 노스탤지어,
뉴트로, 레트로, 신문기사 내용분석

I. 서론 및 연구방법

적으로 등장하고 사라지는 트렌드지만, 최근의 레트로
패션은 패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메가 트렌드
로 여겨지고 있다.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MUSINSA)는 인기 순위와 판매량으로 집계한 결과 2019년 상
반기 패션 트렌드를 ‘새로운 레트로’라고 밝혔다(Ahn,
2019). 2017년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에서는 1998년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출시하여 전 세계에서 1,000만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패션에서 레트로(Retro)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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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이상 판매하였으며, 2018년 미국 올해의 신발에 선
정되기도 하였다(Kwak, 2020). 또한 어글리 슈즈, 빅 로
고 등과 같은 레트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캐
주얼 브랜드 타미 힐피거(Tommy Hilfiger)는 해당 연
도에 국내 매출 2,200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
비 약 11% 증가한 수치다(H. K. Kim., 2019). 특히 전체
구매 고객 중 20~30대 비중이 50%에 달하는 등(H. K.
Kim, 2019) 고객층이 젊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패션에서도 레트로의 유행은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다.
레트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과거에 대한 동경
과 그리움’의 감정으로, 즉 과거의 경험과 활동에 관
해 긍정적인 감정을 간직하는 노스탤지어를 바탕으
로 하고 있다.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기반
으로 하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과거에 대한 상실감, 슬
픔 등의 부정적 감정과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라는 긍정적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Kim, 2020).
노스탤지어 이론은 과거 회상에 대한 복합적 감정을
사회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
스탤지어 관점의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연구는 시
대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태
도를 다각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
된다.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
반적으로 레트로 문화로 변화된 디자인의 조형적 특
징을 밝히는 연구(Cheon & Jung, 2019; Kim & Kim,
2020; Kwon & Kim, 2014; E. K. Park, 2019; Yuh, 2020)
가 진행되었다. 또한, 소비적,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라
본 연구(Cantone et al., 2020; Celhay et al., 2020; Handberg, 2015; H. E. Kim, 2019; Kim & Um, 2019; Kwon,
2015)와 대중문화의 상업적 소재로서 레트로 실증 사
례를 파악한 연구(Hackett, 2020; Park & Lee, 2020;
Sielke, 2019)가 대부분이다. 이는 레트로 현상에 관한
분석일 뿐, 레트로 문화에 나타난 담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레트로 문화
에서 주된 소재가 되는 1980년대, 1990년대 한국 문화
는 민주화 이후의 자유로운 분위기 및 급격한 경제 성
장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바
탕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이런 선행연구들은 국내
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영미 문화권의 디자인 사조의 관점으
로 국내 레트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패션 문화사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역사를 바
탕으로 새로운 노스탤지어 관점으로 레트로 패션 문
화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서구 문화권의 시각이 아
닌 독자적인 한국 문화적 관점에서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등장 배경 및 수용 방식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 양상을 다
각적으로 진행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
으로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신문 매체에 주목하여 근
대화가 시작한 이후에 사회문화적 맥락의 흐름 안에
서 한국 사회가 레트로 패션 문화를 다루는 수용 방식
과 전개 양상, 회고 대상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Z세대
의 인식과 레트로 패션 문화를 실천하는 방식과 의미
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한국 Z세대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담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레트로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한 노스
탤지어 연구 틀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노스탤지어
관점으로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특징을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기대한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패션사에서 레트로 문화는 반복됐
는데, 미래의 한국적 레트로 문화 연구자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패션의 흐름으
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레트로 문화의 특성을 이해
하여 패션 디자인 구상 시 패션 정보 활용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 새로운 발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
된다.

II. 레트로 패션 문화 및 노스탤지어
이론 고찰
1. 레트로 패션 문화 고찰
1) 레트로 및 관련 어휘 고찰

레트로의 어원은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Retrospect(회고)’의 준말이다(H. E. Kim, 2019; Kwon
& Kim, 2014; Reynolds, 2011/2017; Yuh, 2020). ‘뒤로’
혹은 ‘되받아’의 뜻을 가진 접두어 ‘Retro’는 1970년
대 후반에 음악과 패션, 디자인 등에서 빈번하게 등장
하여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자 신조어로서 명
사화되었다(Kwon & Kim, 2014). 일반적으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체제, 전통 등을 그리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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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적 레트로 패션 문화

고 본뜨려는 것을 말한다. 패션에서는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1971년 S/S 컬렉션에서
1940년대 패션을 재현시킴으로써 ‘레트로 룩(Retro
look)’이 한 장르로 등장하게 되었다(Lee & Park, 2006).
패션에서의 레트로는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끼
게 하는 복고주의 패션, 또는 과거 지나간 시대의 패션
을 현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재해석 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 Park, 2006).
국내에서는 영문 단어인 ‘레트로’를 한글로 번역하
여 ‘복고(復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990년대 초에
발간된 국어사전에서 복고는 ‘과거의 사상이나 체제로
돌아가려는 주의’를 의미하였다(“복고 [Restoration]”,
1987). 특히 정치에서 복고를 언급할 때는 ‘보수적 복
고주의’ 또는 ‘왕정복고’와 같은 관용구(Yang, 1996; “王
政復古를夢想 [Dreaming of the imperial restoration]”,
1953)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복고는 근대화 이전
의 사상, 혹은 보수적 의도를 가진 과거 회귀 성향을 설
명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국가의 통치권자가 급변하고 해방 후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역사적 상황을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정치 상황을 그리워하기 위해 복고적 개념을 차용해
왔다. 20세기까지 ‘복고’와 ‘레트로’는 국내 신문기사
에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20세기 말 대중문화와 소
비문화에서 과거 회귀 경향이 잦아지자 그런 문화적
경향,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언급할 때는 ‘레
트로’라고 표현하였다. 한국에서 레트로의 대중적 확
산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Lim &
Yoo, 2020). ‘복고’는 20세기 이전의 정치적, 사회적 회
고 경향을 설명하고, ‘레트로’는 패션에서 시작된 어
휘이기 때문에 보다 문화적이고 물질 소비적인 개념
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뉴트로’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레트
로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면서 향유하는 방식인 반
면, 뉴트로는 젊은 층이 과거를 현재에 ‘새롭게 만들
어’ 향유하는 방식이다(Joo et al., 2020). 과거 문화가
새롭게 보이기 위해선 스타일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의 자본력, 동시대 미적 감각으로 재해석
해주는 셀러브리티,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므로(Joo et al., 2020), 뉴트로는 신세대의 안목
으로 레트로 문화를 재생산하는 마케팅 전략적 측면
을 담고 있다(Ahn & Lee, 2021).

레트로 문화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변화
된 특성을 보인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불확실성에 놓
인 개인은 불안감의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 되어 ‘레트
로토피아(Retrotopia)’를 찾는다(Bauman, 2017/2018).
‘복고(Retro)’와 ‘낙원(Utopia)’의 합성어인 레트로토
피아는 새로운 유토피아로서 레트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근대에는 새로운 생각의 환기를 위해 레트로
문화를 찾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의 레트로 문화는
진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항하고 의도적으
로 발전을 저해하고 싶은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레트로 브랜드와 미학을 소비하며 현대 사회
에 대한 불만을 중화시킨다(Höglund & Olsson, 2019;
Seong, 2019).
한편, Grainge(2000)는 레트로의 유행이 회고 욕구
또는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위기의 맥락에서 레트로 무드를 설명하는 것은 단편
적인 관점이며, “지나간 과거(Pastness)”를 현재에 대
한 처방이나 시장성이 있는 스타일로 만드는 문화적,
인구 · 통계적, 과학 · 기술적, 상업적 요소에 따라 레트
로 현상은 전개되어 왔다(Grainge, 2000). 레트로 미학은
과거의 가치, 맥락, 스타일을 재인식하는 현재의 시대
정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Grainge, 2000).
Reynols(2011/2017)에 의하면, 현대 레트로는 다음
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가까운 과거에서 영감을
받는다. 둘째, 레트로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와 연루
되어 있다. 이 점에서 레트로 미학은 산업 혁명 이후 대
량 생산된 제품, 패션 및 예술적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셋째, 레트로는 ‘정확한 회상’을 기반으로 한
다. 뉴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은 아카이브에 보존된 자
료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과거를 복기하기보다는 오히
려 하위문화 자본을 추출할 자료실로써 과거를 이용
한다(Reynols, 2011/2017). 레트로를 쫓는 사람들은 과
거를 이상화하거나 감성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객관
적 관점에서 재미를 추구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한 레트로
개념을 재정의한다. 본 연구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가
까운 과거/대상에서 영감을 받아 해당 시기에 보편적
으로 통용되었던 문화를 현재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
해 기술적, 상업적 요소와 결탁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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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이 된다. 반면, 집단적 노스탤지어는 상징적 대상
이 공적이고 널리 공유되는 조건에서 집단 내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상징적

탕으로 동시대 감성을 반영하고 새롭게 변형시켜서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패션 문화’로 정의한다.

2. 노스탤지어 이론 고찰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후 Havlena and Holak(1996)이
경험을 직접/간접으로 세분화 하면서, 노스탤지어는
개인의 직접 경험, 개인의 간접 경험, 집단의 직접 경
험, 집단의 간접 경험 등 4가지로 분류 되었다(Table 1).
한 개인은 일생 동안 여러 차원의 환경에서 생성되
는데,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은 이를 3가지로 분류한다(Fig. 1). 첫
째, 가족 단위의 미시체계(Microsystem), 둘째, 이웃과
대중매체의 외부체계(Exosystem), 셋째, 문화, 역사,
사회적 조건 등의 거시체계(Macrosystem)다. 거시체
계는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가 오랜 세대에 걸쳐 형성
되었으므로. 다른 환경과 달리 ‘시간성’을 내포한다.
이처럼 개인은 여러 차원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므
로, 노스탤지어 분류 기준에서도 집단을 세분화할 필
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고유한 경
험과 기억은 개인적 차원(Individual level), 동시대에
접할 수 있는 매체와 대인관계는 환경적 차원(Organizational level), 노스탤지어를 시간성을 지닌 거시체계
의 역사적 차원(Historical level)의 3가지 단계로 구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간접’의 기준
과 ‘개인/환경/역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스탤지어
를 분류하고자 한다. 즉, 개인적 노스탤지어(Personal
nostalgia), 대인관계의 노스탤지어(Interpersonal nostalgia), 대리적 노스탤지어(Vicarious nostalgia). 문화
적 노스탤지어(Cultural nostalgia), 상징적 노스탤지어
(Symbolic nostalgia)의 5가지로 노스탤지어를 분류하

‘레트로’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 ‘노스탤지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동양에서 과거를 소환하여 의미를 부여
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향수’와 ‘복고’가 사용된 반
면, 서양에서는 ‘노스탤지어’와 ‘레트로’ 단어를 주로
사용되었다(Lim & Yoo, 2020). 노스탤지어는 집으로 돌
아간다는 뜻의 그리스어 ‘Nostos’와 고통스러운 상태
를 지칭하는 ‘Algia’가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집으
로 돌아가고 싶은 고통스러움을 의미한다(Boym, 2001;
Davis, 2011). 노스탤지어(Nostalgia)는 17세기 용병이 고
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
념이다(Baker & Kennedy, 1994; Brown, 2018; Reynolds,
2011/2017). 1950년대에 이르러 사람의 일생에서 평온
했던 시절을 동경하는 일반적 감정을 일컫는 말로 변화
하였고(Baker & Kennedy, 1994; Reynolds, 2011/ 2017),
일상생활과 사회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으로 간주
되었다(Wildschut & Sedikides, 2020).
Davis(2011)는 노스탤지어를 개인적(Personal) 감정
과 집단적(Collective) 감정으로 구분하였다(Brown,
2018; Davis, 2011; Wildschut & Sedikides, 2020). 개인
적 노스탤지어는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획득한 개별
적인 과거의 상징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사람들은 투사하고자 하는 자아 정체성을 나
타내는 일련의 상징을 개발하는데, 특히 아동기 시절
과 관련된 것이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Table 1. The four categories of nostalgia

Personal memories

Collective memories

“Personal nostalgia”
Real
experience

“Cultural nostalgia”

- The subject of most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 Direct experience that is common across members of
analysis
the group based on collective symbols
- True nostalgia based on direct experience and personal memories
“Interpersonal nostalgia”

Virtual
experience

“Virtual nostalgia”

- Based on direct experience and the memories of other - Based upon fantasy and indirect experience
individuals
- Originated from books, or video materials
- Intergenerational nostalgia communicated from parents or grandparents

Adapted from Havlena and Holak (1996). pp.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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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이거나 개인적 그리
움을 내재화시킨 노스탤지어를 의미한다. 개인적 노스
탤지어를 언급했던 선행연구(Baker & Kennedy, 1994;
Brown, 2018; Davis, 2011; Wildschut & Sedikides, 2020)
이 분류한 개인적 노스탤지어와 동일한 개념이다.
환경적 차원에서 직접 경험하는 노스탤지어는 ‘대
인관계의 노스탤지어’다. 조부모, 부모, 친구와 같은
타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직접 전해들은 노스탤지어 경
험(Havlena & Holak, 1996)을 의미한다. 타인의 경험
과 그 사람과의 개인의 상호 작용을 결합하여(Davis,
2011) 생성된다.
환경적 간접 경험의 노스탤지어는 ‘대리적 노스탤
지어’다. 노스탤지어 감정은 서적, 미디어와 같은 개인
의 환경 속 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노스탤지어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Goulding, 2002). 영화, 음악, 광
고, 패션, 소비재 등 현대 사회에서 향수를 유발하는 이
미지와 경험(Holbrook & Schindler, 1989; Howell, 1991;
Stern, 1992; Unger et al., 1991) 등이 대리적 노스탤지
어에 포함된다.
역사적 직접 경험의 노스탤지어는 ‘문화적 노스탤
지어’다. 개인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공유된 상징을 기
반으로 한다(Havlena & Holka, 1996). 특정 세대에 국
한되지 않고 문화, 세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과거에
대한 감성적인 노스탤지어에 관해 문화 구성원이나
국가 구성원이 경험하는 유사한 감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노스탤지어’는 역사적 차원에

Fig. 1.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Reprinted from Crooke (2015).
doi:10.15845/voices.v15i2.829

고자 한다(Fig. 2). 다만,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개인/집
단 구분에서 이미 분류되었고, 개인의 환경적 경험이
그 자체로 간접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개인적 노스
탤지어를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하는 것을 중복 분류
라고 사료되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각각의 노스
탤지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반드시 개인의 과거 경험을

Real experience

Historical

Virtual experience

Cultural

Symbolic

nostalgia

nostalgia

Interpersonal

Vicarious

nostalgia

nostalgia

level

Organizational
level

Individual

Personal

level

nostalgia

Fig. 2. The proposed research framework of the nostalgia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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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근대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Choi, 2011;
Yoo, 2002) 1951년 이후의 신문기사부터 분석 시기에

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노스탤지어다. 특정 시대의 영
화, 음악, 패션 등은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재현되지 않게
되며 하나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게 된다. 사람들은 이
상징을 통해 경험하지 않은 사건 및 이미지를 보며 사
회 내부가 통용하는 노스탤지어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상징적 노스탤지어는 특정 시대의 의미와 이미
지가 그리움의 감성을 집약한 ‘기호’로서 한 시대의 이
미지를 대신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Kim & Jun, 2019).
이 때 미디어는 특정 사물과 현상을 떠올리면 노스탤
지어가 연상되도록 학습시키는 ‘노스탤지어의 사회화
(Nostalgic socialization)’를 유도한다(Goulding 2002).

포함시켰다.
사례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
색을 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는 한국의 4대 신문사(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례)의 1920년부터 1999년까지 기사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어 1999년까지 신문기사를 살펴보기에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 4대 신문사 중에 ‘1951년 1월 1일
이후’라는 연구범위를 충족시키는 신문사인 경향신문
(1946년 창간)과 동아일보(1920년 창간)로 수집 범위
를 제한하였다. 2000년 이후의 기사 자료는 동일한 신
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신문기사 자료 수집을 위한 키워드로 ‘복고’, ‘레트
로’, ‘뉴트로’, ‘노스탤지어’를 선정하였다. 이는 KCI
등재학술지의 연구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한 선행
연구(Kim & Han, 2020)의 결과, 전 분야의 공통 키워
드 ‘레트로, 복고, 복고주의, 노스탤지어, 뉴트로, 뉴레
트로’를 연구목적에 맞게 축소한 것이다. 1951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로 검색되는 2,082개의 신문기
사를 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수집
하였다. 수집된 신문기사 중에서 중복 기사, 과학 및
의학 관련 기사, 광고 목적의 기사, 기사가 작성된 시
점이 아닌 과거의 사건 관련 기사 등은 제외하고 조작
적으로 정의한 레트로 기준에 따라 기사 자료들을 선
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1,025개의 신문기
사를 수집하였다(Table 2).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이란 연구자료로부터 반복 가
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연구기법
이다(Krippendorff & Bock, 2009). 자료에 담긴 내용
과 의미를 일정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추
론한다. 연구자료는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진,
지도, 상징적 기호, 의사소통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료
를 의미한다(Choi et al., 2016). 이러한 내용분석 방법
은 신문기사를 통해 시대의 가치관과 유행 등을 밝히
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연구설계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
복 가능해야 하며, 내용분석을 위한 코딩 과정이 분명
히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rippendorff and
Bock(2009)의 이론을 참고하여 질적 내용분석 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는 단위화(Utilizing), 표본 추출
(Sampling), 코딩(Coding), 간소화(Reducing),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서사화(Narrating)의 6단
계로 내용분석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위
화 과정을 코딩 단계와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2. 내용분석 과정
최종 선별된 신문기사에서 제목과 부제목은 본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으로만 연구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정제 과정에서 한문 표기는 한글로, 옛
날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현대식으로 변경하고 동일
한 단어의 띄어쓰기는 통일하여 기사 분문을 수집하
였다. 본문 내용 중에서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유의미한 문장을 하나의 단위(Unit)로 간주
하였다. 가능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수집하
고자 하였으나, 한 문장 안에서 복수의 유의미한 언급

1. 사례분석 자료 수집
사례분석을 위해 195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문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레트
로 문화에 대해 사회문화 전반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
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
를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가 적합한 연구자료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복식 문화는 1950년대부터 본

이 있을 경우, 문장을 의미별로 나누어 수집하였고 여
러 문장이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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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wspaper items by source

Years

Newspaper

Total

The Kyunghyang Shinmun

The Dong-A Ilbo

1951-1970

25

10

35

1971-1980

32

23

55

1981-1990

43

24

67

1991-2000

82

165

247

2001-2010

190

74

264

2011-2020

133

224

357

Total

Source

NAVER
News Library

Newspaper
Official Webpage

1,025

2001). 본 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실질 GDP 성장률과 집
권 정부, 문화적 사건, 패션 문화 특징에 따라 5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195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사회
의 레트로 흐름 변화를 사적으로 고찰하였다(Fig. 3).
제 1기는 1951년부터 1979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근
대화의 틀을 갖추고 독재 정권과 유신 시대를 겪었고,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10% 이상을 웃돌던 시기였
다. 이 시기 한국은 레트로 패션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팽배하였다. 주체적인 국가 의식을 갖고자 하면
서도 전근대적인 봉건주의 사회로 회귀로의 두려움으
로 레트로 경향을 경계하였다. 이 당시 한국의 노동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의 하위문화가 대중음악
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소개되었으며, 장발, 판탈롱, 미
니스커트, 청바지와 같은 하위문화 기반의 패션 아이
템들이 도입되었다. 특히, 당시 대중음악 장르였던 모
던포크 음악은 청년 문화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감수성
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M.-R. Kim, 2016).
이 시기의 청년 문화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

러 문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 최종
적으로 4,151개의 의미 단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1차 간소화를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간소화 결과를 정리하여 가추적
추론을 하였다. 의미 단위는 언급된 내용을 귀납적으
로 통합시킨 분류 주제(스타일, 소재, 컬러, 실루엣, 회
고 대상, 유행 계층)<Table 3>와 5가지 노스탤지어 유
형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각 시기별로 분류된 키
워드를 통합하여 가추적 추론 및 서사화를 하였다.

IV.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
1. 한국 레트로 패션 문화의 시기 구분
패션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관계가 깊으며, 패션
소비 경향은 경기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패션 문화는
국민의 소비 생활 양상과 의식 상태를 반영한다(Choi,

Table 3. Five categories that derived inductively from the collected articles

Categories

Items

Style

Material

Color

Silhouette

Nostalgic age

Romanticism

Natural

Strong tone

Body conscious

Before 1960's

Feminism

Mixed

Dark tone

Straight

Domestic 1960's

School look

Polishing

Natural tone

A-line silhouette

Overseas in 1960's

Kitsch/street look

Handcraft

Bright tone

Tight & short

Domestic 1970's

Casual/sports look

Leather

Red

Pop art look

Denim

Minimalism

Soft texture

Glam look

Vintage finishing

Color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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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waist line

Overseas in 1970's

High-waist line

Domestic 1980's

Wide silhouette

Overseas in 1980's

Puffed-out silhouette

1990's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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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five eras of retro fashion culture in Korea.
Adapted from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022).
https://www.index.go.kr

패션(Choi, 1995)과 낡은 듯해 보이는 의상이 유행하
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 4시기에는 불황이 장
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과거 회귀 성향이 계속되었
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안전한 옛날 상품
과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었다. 1970년대 가수
‘세시봉(C'est si bon)’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청년문화
에 중 · 장년층이 호응했다. 1970년대의 의상들은 1990
년대 나타난 레트로 패션으로 받아들여졌다. 1990년대
중심의 레트로 문화가 생겨나면서 대중문화 및 패션
에서 나타난 레트로 흐름은 취향 중심으로 재편되었
다. 4기 이후 한국의 미디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
하여, 사람들은 ‘PC’와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과거
콘텐츠를 기록하고 활용하였다.
제 5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분류하였는데,
실질 GDP 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2020년에
는 감소 성장률을 보이는 등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었
다. 이 시기의 대중문화 속 레트로 문화는 종영한 프로
그램이 새롭게 생명력을 갖는 ‘에버그린(Evergreen)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거 문화가 재생산되었다(Lee,
2018). 이에 따라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에서 과거의
어떤 시기를 회고하는 레트로 현상은 점차 예전보다
감소하였고, 특정 브랜드 및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재

지 이어진 청년들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함께 얽히
면서 저항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한국적 문화 코드를
형성하기 시작(Seo, 2019)하였고, 한국적 레트로 코드
의 자양분이 되었다.
제 2기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시기로, 대체로 연
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며 1993년에 한국 최초의 문
민정부가 등장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풍족한 경
제 성장과 민주화 정치를 자양분 삼아 국내의 고유한
문화적 바탕을 형성해갔으나, 한국적 전통에서 뿌리
를 찾기보다는 근대화된 해외 문물을 도입하였다. 이
당시 해외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국의 과거 문화를 회고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강대
국들의 이런 국수적인 모습을 서구 문화 및 패션 요소
로서 수용하였다.
1997년 IMF 발행을 제 3시기가 시작한 시점으로 보
았으며, 이 기간에 실질 GDP 성장률은 등락이 심하였
다. 2000년대 한국의 패션은 IMF 경제 위기 극복으로
황금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레트로
양상이 과열되었다(Cheon & Jung, 2019). IMF 발행으
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패션 문화 소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흘렀으며, 이에 옷장 속의 기존 의상을 리폼
해서 입거나 아예 구제 시장에서 옷을 구하기도 하였
다(Yoo, 1997). 부모님이 쓰던 명품을 물려받는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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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로고와 상징적 컬러, 아이콘을 앞세워 10대, 20대에게
헤리티지와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헤리티지
를 강조하는 전면 로고 모노그램 패턴과 큰 로고가 재
유행하였다(Son, 2018).

맞는 대상으로 점차 세분화되었다. 대중매체에서 주
도했던 레트로에 관한 관심은 젊은 층에게 개인의 자
기표현과 취향으로 자리잡았다. 개인의 관심사가 다
양한 만큼, 개인의 SNS에 공유되는 레트로 취향은 몇
년 전의 문화를 재해석하여 소비하는 복잡한 양상으
로 진행되었다(Lim & Yoo, 2020).
이처럼 젊은 층이 레트로 문화의 재생산 및 확산이
가능한 것은 과거 문화에 대해서 가벼운 태도를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과거 문화를 진
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S. H. Park, 2019) 과거를 임
의로 편집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젊은
이들은 과거를 유동적이고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S. H. Park, 2019). 이들에게 레트로는 어
린 시절의 미디어에서 학습한 문화 코드이기 때문에
과거는 즐거움을 주는 유희적 활동이며 소비 대상으
로 받아들여진다.

2. 노스탤지어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
1) 개인적 노스탤지어(Personal Nostalgia)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점점 개인화되었다. 1, 2
기에는 서구의 레트로 패션 문화를 모방하는 등 개인
적 노스탤지어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패
션은 일제시대에 일부 계층에 의해 서구 복식이 도입
되기는 했으나, 해방과 전쟁 이후 서구 복식 형태가 도
입된 초기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전의 개인적 경험의
향수를 불러올 서구 복식의 형태가 부재하였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3기에는 중 · 장년층에서 개인의 과거 경험을 바탕
으로 가까운 과거를 회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화
속에서 겪었던 문화적 현상들을 소환하며 과거 모습
을 추억하였다. 근대화 이후에 풍요로운 물질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가 되었다. 이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
회적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중
년층은 각자의 유년기 시절을 떠올리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과거 시절을 회상하였다(Choi, 2003). 그러
나 중 · 장년층의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일시적 회고 대
상이었으며, 패션 문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
을 보인다.
4, 5기에 이르러 한국의 레트로 패션은 회고 대상이
국내의 과거 특정 계층 및 집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개인적 노스탤지어 모습이 보였다. 4기 후반기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등 직접
경험한 노스탤지어를 회고 대상으로 삼았다. 유년 시
절에 겪었던 대중문화와 패션을 회고하였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고유한 취향으로
서 레트로 문화를 인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유년 시
절에 착용한 스트리트 패션의 유행이 나타났다. 청년
층이 주로 입는 스트리트 패션의 기능적 의상 형태가
레트로 패션 문화의 형태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레트로 패션 문화는 국내 문화와 근접하고 취향에

2) 대인관계의 노스탤지어(Interpersonal Nostalgia)

한국의 대리적 노스탤지어 모습은 특정한 시대를
회고하면서 세계 문화에서 국내의 역사적 시대로 구
체화되었다. 2기 후반에 나타난 ‘촌티 패션은 한국의
기성세대 패션을 차용한 것으로, 대인관계적 노스탤
지어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은 부모님의 패
션 문화를 젊은 세대의 미학으로 재해석하였다. 촌티
패션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입었던 의상들을 의미한다(Fig. 4). 시골에서
상경한 소녀가 지나치게 멋을 부려 오히려 우스꽝스
러운 패션을 재현한 것이다. 과감한 플라워 패턴과 짧
은 7부 길이의 소매나 바지, 몸에 꽉 끼는 실루엣 등을
특징으로 한다(Koh, 1997). 또한, 식민지 시대의 몸뻬
고무줄 바지, 월남치마 등 시대적 상징을 담은 패션 아
이템도 함께 유행하였다(Baek, 2005). 강렬한 원색과
도트, 아가일 체크(Agyle check), 플로럴(Floral) 패턴
등을 동시에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과장된 인상을 주
며, 손뜨개, 구슬, 꽃핀 등의 수공예 액세서리를 활용
하여 촌티 패션을 극대화시켰다.
5기의 젊은 세대들도 대인관계적 노스탤지어 모습
을 보였다. 노년층을 연상시키는 폴카 도트(Polka dot)
패턴과 플라워 패턴, 맥시스커트(Maxi skirt)는 ‘그래
니룩(Granny look)’의 이름으로 재탄생하였고(Fig. 5)
(Park, 2020a),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모자 ‘선
캡(Sun cap)’이 대중적으로 유행하였다(Park,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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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Kim, 2010). 특히 여성 인권이 사회적 이
슈가 되었던 1980년대의 Y실루엣을 기반으로 한 레깅
스 패션은 대중들에게 널리 유행되었다. 또한 레트로
패션의 유행이 점차 빨라지면서 유행 시기가 겹쳐지
기도 하면서 레트로 패션이 점차 과열되는 양상을 보
였다. 1960년대의 쿠레주 룩(Courrege look), 미래주의

특히, 시대적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
는 아저씨들의 패션 아이템인 플리스(Fleece), 스포츠
양말, 서스펜더(Suspender)는 ‘아재(아저씨의 준말) 패
션’으로 재탄생하였다(Fig. 6). 2018년에는 대디룩(Daddy look)의 어글리 슈즈(Ugly shoes)가 크게 유행하였
다. 이는 아빠들이 착용하는 투박하고 못생긴 운동화
에 어글리 슈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Jang, 2018).
이러한 촌티 패션과 아재 패션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촌티 패션이 등장
한 2기 후반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어 근대
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재 패션
이 등장한 5기에는 대중문화와 스포츠 스타가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한국인의 열망을 충족시켜주었
다(Choi, 2018). 이에 젊은 세대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거 국내 문화를 재발견하고 현재의 긍
정적 관점으로 과거 문화를 바라보고자 한 것으로 보
여진다. 성공, 권위에 집착하는 과거 산업세대에 반발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인의 자부심과 희화화
가 결합된 현상이다(Choi, 2018).

패션과 1970년대 히피, 디스코 문화 그리고 1980년대
Y형 실루엣과 펑키한 컬러감, 레깅스 등의 스포츠웨
어(Sportswear)가 레트로 패션으로 매해 빠르게 회전
되었다.
4기 초반에 한국의 대중문화는 복고 노래의 유행으
로 한국의 1970년대, 1980년대 문화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가수 ‘세시봉’의 음악과 패션이
재해석되는 등 미디어 중심으로 한국 과거 문화 회고
가 이루어졌다. 4기 후반에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1990년대 캠퍼스 문화를 스트리트 패션으
로 재해석하였다.
5기에 미디어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가 되
자 레트로 패션 문화가 다시 주목받았다.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의 인기 가수들을 무대를 방영하고 있
는 한 유튜브 채널에 젊은이들은 ‘온라인 탑골 공원’
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열광하였다(Lim & Kim, 2019).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레트로 문화의 원형을 학습
하며, 과거 영상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Lim & Kim, 2019).
미디어로 촉발된 대리적 노스탤지어는 과거 매체
자체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디어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인은 그 대
처 방법으로 과거의 미디어 노스탤지어를 찾는 반면,
미디어 변화에 익숙해지면 미디어 노스탤지어에 덜 참

3) 대리적 노스탤지어(Vicarious Nostalgia)

3시기에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회고 대상이 한
시즌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리적 노
스탤지어가 과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고 대상
은 다양한 시대에서 차용하였고, 그리움의 감정을 갖
고 과거 시대를 미화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과
거 문화를 바라보는 ‘레트로토피아’의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의 레트로 패션은 대중문화의 전성기였던 시
대의 스타일을 표방하고 재창조하려는 주체적인 성향

Fig. 4. Colorful retro styling.
Reprinted from Yoo (1997).
https://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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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tro fashion
from grandparents.
Reprinted from Park (2020a).
https://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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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tro fashion item
from parents.
Reprinted from Jang (2018).
http://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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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080세대들의 저항 문화와 1990년대의 캠퍼스 문화
를 현재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현하였다(Kang, 2010).
청바지는 1970년대에는 청바지와 통기타와 함께 저
항 정신을 담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었고, 1990년대는
청바지를 패션으로 받아들였다(Kim, 2012). 1990년
대 복고 열풍으로 청바지는 청재킷과 더불어 ‘청청 패
션’의 조합으로 부활하였다. 2009년에는 건강미와 관

여하는 경향이 있다(Menke, 2017). 뉴미디어 시대에
아날로그를 향한 노스탤지어를 느끼고, 새로운 아카
이브를 실험해보기 위하여 과거 패션 문화를 불러일으
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젊은 층에게 레트로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오감을 자극하는 레트로 문화 체험을 하며 공감각적
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동
화된 기술로 편리함을 얻었지만 자기 통제권을 상실
하였다고 느끼는 젊은 층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감
각의 아날로그적 체험을 추구하였다. 젊은 층은 SNS
에 레트로 경험을 공유하며 레트로 문화를 새로운 매
체와 접목시켜 재생산한다. 레트로 체험을 일종의 놀
이로서 인식하면서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레트
로 문화를 즐긴다(Kim & Han, 2020). <Fig. 7>은 레트
로 스타일 착용을 일종의 ‘새로운 정체성 부여 놀이’
로 간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레트로 파티를 개최하는
모습이다.

능미를 추구하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데님 소재가
더욱 유행하였다. 2011년 이후 레트로 패션은 허리선
이 골반에서 허리로 점차 높아졌고 오버사이즈 옷이
유행하였다. 상의에서는 본인의 어깨선 바깥을 벗어
나고 손등을 덮는 코트와 패딩이 유행하였고, 하의는
바지폭이 스키니 팬츠에서 나팔바지, 통바지 등 와이
드 팬츠로 나타났다(D. W. Kim, 2016). 헤리티지(Heritage)를 강조하는 로고 디자인과 도트, 플로럴, 체크 패
턴 등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패턴으로 투박한 느낌을
전달하였다.
또한 5시기에 청년층은 1990년대의 청년 문화를 자
유분방한 스트리트 문화로 재발견하였다. 최초로 산
업화의 수혜를 누렸던 1990년대 젊은이들에 대한 호
기심과 부러움을 반영하여 1990년대의 스트리트 패
션을 회고하였다. 다양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젊은 세
대는 한국의 과거 문화가 촌스럽고 낡았다는 인식보
다는 현대화 과정에 형성한 고유한 헤리티지와 취향
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새롭다고 재인식하였다.
1970년대, 1990년대의 문화 구성원뿐만 아니라 현재
의 세대 구성원까지 긍정적 감정을 가지며, 이는 한국
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주었다.

4) 문화적 노스탤지어(Cultural Nostalgia)

한국의 근대적 문화유산이 누적되면서 한국의 레
트로 패션 문화는 문화적 노스탤지어로 바뀌었다. 특
히, 2012년은 한국 레트로 문화의 큰 흐름이 바뀌게 되
는 전환점이다. 이전 레트로 문화는 1970~1980년대 문
화를 중심으로 회고되었지만,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2012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
으면서 1990년대 문화를 회고하게 되었다. 레트로 문
화를 이끌어가는 세대도 중 · 장년층에서 30대와 40대
초반으로 젊어졌다. 이들은 1980년대, 1990년대의 청
년 문화를 스트리트 문화로 재발견하였다(Fig. 8)‒(Fig.

Fig. 7. Back to 90's party among
young generation.
Reprinted from Lim and Kim (2019).
https://www.donga.com

Fig. 8. Retro fashion based
Fig. 9. Retro fashion based
on 70's youth culture (I).
on 70's youth culture (II).
Reprinted from B. S. Kim (2015). Reprinted from H. S. Kim (2015).
https://www.donga.com
https://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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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징적 노스탤지어(Symbolic Nostalgia)

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헐리우드 여배우와 옵아트
(Opt art), 팝아트(Pop art) 등의 예술 사조 조형적 모습
을 차용하였다(Fig. 11).

1, 2기에 한국은 세계의 레트로 문화에 대해서 신문,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
기에 물질 문화에서 전통은 근대화를 위해 지양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고=전통’이라는 생각으로 복
고 패션 문화를 경계하였다. 한국 패션에서 복고는 전
통의상을 의미하였으며, 근대적 의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 패션의 외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해
외에서 유행한 복고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국내의 복
식에도 받아들여졌다. 또한 1990년대 테크놀로지 발
달로 인한 멀티미디어의 급속한 전파가 레트로 패션
을 학습을 유도하였다(Ryoo & Park, 1996). 경험할 수
없어서 레트로 패션의 기호로 학습한 상징적 노스탤
지어 모습을 보인다.
해외 레트로 패션을 국내 패션에 도입하였으나(“復
古風 되살아나 [Retro revival]”, 1972), 과거 회고적 의
도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복식의 현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었다. 해외 컬렉션
에서 유행하였던 1940년대, 1950년대의 패션이 국내
에도 유입되어 긴 맥시스커트가 한국 패션에서도 나
타났으며, 하의의 볼륨감으로 낭만적인 복고 무드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맥시스커트만큼 바지폭이 넓은
판탈롱(Pantalon) 스타일도 나타났다. 1920년대 유행
했던 스트라이프 무늬(“<20年代 스트라이프> [<20's
stripe>]”, 1963)와 1940년대에 유행하였던 반복적인
도트 패턴이 복고 패션의 조형적 요소로 한국 패션에
소개되었다(Fig. 10). 한국의 레트로 패션은 이 시기에
미국에서 불었던 1950년대, 1960년대 패션 복고 사조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레트로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레트로에 관한 개념을 새
롭게 하였다. 또한,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
으로 레트로 패션 문화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신문
기사 내용분석으로 고찰하였다.
노스탤지어 관점으로 살펴본 한국의 레트로 패션
문화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개인의 경
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점차 확대되
고 있다. 다른 세대들의 복식과 문화 코드를 새롭게 재
현하는 취향 중심의 레트로 패션 문화가 전개되었다.
환경적 차원에서는 대인관계의 노스탤지어, 대리
적 노스탤지어가 있다. 대인관계의 노스탤지어 측면
에서 한국은 3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한국의 이
전 시대를 그리워하며 당시의 패션 스타일을 재현하
였다. 2012년 이전 시기에는 1970년대의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대중문화가 중 · 장년층을 중심으로 회고하
였다. 최근 5기에는 다시 젊은 세대들은 가까운 기성
세대의 패션 문화를 재해석하였다. 대리적 노스탤지
어 관점에서 2012년 이후에는 경제 발달과 소비문화
를 배경으로 하는 1990년대를 회상하는 레트로 문화
가 등장하였다. 1970, 1980년대의 청년 문화, 대학 문
화가 스트리트 패션으로 재해석되었으며, 특히 해당

Fig. 10. Retro fashion based on the 1940's
mood in U.S.A.
Reprinted from 4단계 스커트의 공존 시대 올겨울모드
[Four levels of length skirt coexistence in this winter] (1968).
https://newslibrary.naver.com

Fig. 11. Retro fashion inspired by opt art
in the 1960's.
Reprinted from 올봄 配色 붉은색 主導
[This spring color leading by red] (1992).
https://newslibr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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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미디어의 대중화로 대리적 노스탤지어가 확대
되었다.
역사적 차원에서 노스탤지어는 문화적 노스탤지어,
상징적 노스탤지어로 나뉜다. 문화적 차원에서 5기에
레트로 패션 문화는 젊은 층이 과거 문화를 재해석하
는 새로운 전개 양상을 보여주었다. 젊은 층은 한국의
과거 문화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형
성한 고유한 헤리티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상징적 노스탤지어는 1, 2기의 레트로 패션 문화에서
나타났다. 즉, 현대 패션 문화에서 초기에는 상징적 노
스탤지어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문화적 배경으로 바탕으로 한 문화적 노스탤지어 모
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의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의
고유한 레트로 패션 문화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해
외의 레트로 패션 사조와 구분되는 한국의 고유한 레
트로 패션 문화의 역사를 밝혀냈다. 둘째, 해외 문화와
개인적 경험이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는 Z세대의 레트
로 패션 문화는 일방적 해외 문화 추종에서 벗어나 고
유한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패션 문화는 패
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데, 본 연구의 패션 문화사 발견이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최근 새로
운 미디어 역할을 하는 SNS를 통해 형성되는 레트로
패션 문화도 존재할 것이라 짐작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신문기사에 한정시켜서 레트로 패션 문화를 연구
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생성되는 문화적 특징
은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뉴미디
어 활용 방식에 따른 레트로 패션 문화에 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JH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주로 담당하였고, DJ는 자
료 수집 및 원고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정다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
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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