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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대 로마의 시인 마르쿠스 마르티알리스는 인간

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며, 인간이란 언제나 현

재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해진다(Yoo, 2013). 이를 증명하듯 2018년과 2019년 

국내에서는 뉴트로가 지배적인 대중문화를 형성하

였다. 매년 국내 메가트렌드를 발표하는 트렌드 코

리아에서는 2019년 키워드로 새로움(new)과 복고(re-

tro)의 합성어인 ‘뉴트로’를 선정하였고(Kim et al., 2018), 

예측대로 뉴트로는 식품, 방송, 광고, 음악, 패션, 관

광, 전자제품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 

유행했던 디자인이 수십 년 뒤에 다시 유행하는 경향

을 보이기에 뉴트로는 ‘유행은 돌고 돈다’(Crump, 1962)

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레트로(retro)는 회상, 회고, 추억이라는 뜻의 ‘레

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줄임말로, 과거로 돌아간

다는 ‘복고(revivalism)’의 의미와 유사하다(Lee et al., 

2017). 레트로는 1970년대부터 프랑스 저널리스트

들로부터 유래하였는데, 과거의 양식과 과거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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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향수를 느끼고 과거의 것을 재현하는 복고

주의적 경향을 의미한다(Chung, 1998). 이와 유사하

게 뉴트로는 최근 한국 소비자들에 의해 생긴 개념으

로, 기성세대에는 향수를, 신세대에게는 재미를 선사

하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 · 문화적 현상이다. 과거에 

유행했던 것을 통해 향수를 느끼는 레트로와 달리 뉴

트로는 옛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신상품과 같이 즐긴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트로 트렌드를 주도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실제로 198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로, 1970~1980년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이다. 젊은 세대들은 뉴트로 

감성에서 본 적 없는 옛 감성이 주는 신선함을 느끼

고, 열광하며, 다양한 형태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을지로는 인쇄소와 노가리 골목으로 유명

했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유의 빈티지 감성으로 

통해 ‘힙지로’로 불리고 있으며, 동묘는 땡처리 옷이

나 구제 옷을 쌓아놓고 파는 곳이었지만 방송에 자주 

소개되며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

었다(Kim, 2019). 한글 간판으로 유명한 인사동 문화

의 거리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옆에 익선동은 오래

된 한옥과 작은 골목에 위치한 현대적 상점이 공존하

는 곳으로 뉴트로 성지로 떠올랐다(S. J. Lee, 2019). 

1990~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멜로영화 ‘유열의 음

악앨범(2019)’의 개봉과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2018)’

의 흥행하였고, 접미어로 ‘상회’, ‘당’과 같은 옛 이름, 

오래된 소품, 학교 앞 분식점에서 사용됐던 초록색 플

라스틱 접시, 1980~1990년대 음료 회사의 홍보용 유리

컵 등의 아이템이 유행하기 시작했다(Yoon, 2018).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휠라가 아버지 신발처럼 커다

랗고 투박한 어글리 슈즈로 큰 성공을 거뒀고, 남성 의

류 쇼핑몰 4XR은 밀가루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상표명이 적힌 패션제품을 선보였다. 온라인 쇼

핑몰 무신사는 주류 브랜드와 협업하여 팩소주 모양

을 본뜬 백팩을 출시하였고, 브랜드 커버낫과 외식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출시 2주 만에 매진

되었다(J. Y. Lee, 2019). 청담동 구찌 매장은 매장 인

테리어를 2019년과 1990년이 공존하는 분위기로 연

출하였다. 상품의 디자인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감성이 반영되었지만, 상품 디

스플레이에는 컬러풀한 복고 스타일로 연출되었다.

유행은 시대를 반영하며,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옷

은 당시의 사회(경제, 사회, 정치적 여건, 기술발달, 

생활양식 등)를 반영한다(Kahng, 1984). 뉴트로는 국

내 소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행이자, 의복에도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유행은 방향이나 흐름을 의

미하지만, 뉴트로 패션의 대중에게 오랫동안 받아들

여진다면 유행이 아닌 하나의 고유한 패션 스타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패션은 시대를 반영하고,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패션의 관점에서 뉴트로 패션만이 가진 독특한 요소

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 · 문화적 현상의 깊이 있는 이

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의류학 

분야의 패션 트렌드 분석 선행연구는 대부분 디자인 

고찰 및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통한 연구자 및 전문가 

집단의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보완하여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뉴트

로 패션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정보학적 방법론인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뉴트로 패션의 개념 

원래 레트로(retro)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

은 디자인 경향으로, ‘향수(nostalgia)’, ‘신고전주의

(neoclassic)’, ‘빈티지(vintage)’ 등과 같이 사용되며, 

‘아르누보 양식을 재현한 복고주의적 현상’, ‘과거의 

양식을 현재의 시대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된다(Park, 2019). 뉴트로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복고, 회상, 추억을 의미하는 ‘Retro’

를 합친 합성어이자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이다

(Kim et al., 2019).

레트로와 뉴트로는 새로운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통해, 근본적으

로 레트로는 그 문화의 코드를 누렸던 중장년층의 향

수에 의해 소구되고, 뉴트로는 젊은 세대가 과거의 

콘텐츠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색다름에 소구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Kim et al., 2018). Yun Jung 

Lee(2019)의 연구에서도 뉴트로에 대해 레트로에서 

파생되어 진화된 개념으로, 단순한 추억을 불러일으

킨다면 레트로지만, 재해석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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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창출한다면 뉴트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Park 

(2019)도 뉴트로는 레트로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즐기는 사회적 현상이며, 뉴트로는 레트로에 

재해석을 가미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뉴트로 열풍에 대해 문화 평론가들은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와 전자제품 속에서 살아온 젊

은 세대가 뉴트로를 통해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면서, 느껴보지 못한 과거의 것에 대해 신선한 경

험, 새로운 놀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Kim et al., 2019). 다시 말해, 낡고 오래된 물건

들이 가지는 불완전성은 신세대에게 뉴트로가 가지

는 미학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Yun Jung Lee(2019)의 연구에서는 뉴트로 디자인은 

브랜드가 오랫동안 구축해왔던 헤리티지를 복각한 결

과로 보았고,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념

비적인 모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구매 심리

를 자극하여 소비로 연결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뉴트로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는 낡고 보잘것없는 것

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충족감과 다소 부족하지만 소

소한 일상에서 주는 따뜻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Park(2019)은 뉴트로 패션은 과거에 유명했던 아

이템에서 시작되며, 중고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오

래된 아이템에 현대적 포장, 색상, 프린트, 로고를 

활용한 포스트모던 마케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인

터넷과 SNS 세대의 특징인 보여주기 문화의 영향으

로 인한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며, 스트릿 패션의 상

향전파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Park and Chun 

(2018)은 뉴트로 패션의 대표적인 감성은 스트리트 

감성으로, 믹스매치를 통해 개인의 독창성이나 차별

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며, 저가형의 애슬레저 

웨어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매치하는 것과 같은 연

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뉴트로 패션은 대중문화가 그대로 의복에 반영되

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층이 낮은 하위문화 집단

에 의해 채택된 유행이 높은 사회 계층으로 퍼져나가

게 되는 유행의 Gibson(1966)의 유행 상향전파 이론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뉴트로 패션은 어떤 의미에

서는 안티 패션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안티 패션

은 저항의 강조점의 구별에 따라 하위문화로부터 유

입된 1960~1970년대의 펑크룩, 히피룩을 포함하여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모든 것이 안티 패션이 될 수 

있다(Dho, 2013).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뉴트로 패

션에서 나타난 믹스매치는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이

질적인 조합이며, 복고를 나타내는 레트로 감성에서 

나아가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상대적 관점에서 안티 

패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 컬렉션에서도 레트로 감성을 

재해석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9 S/S 컬렉

션에서는 비비드한 컬러와 함께 바이커 쇼츠, 부풀

어 오른 소매, 카고 팬츠, 하이웨이스트 팬츠, 크롭 

탑, 바이커 쇼츠, 와이드 컷과 같은 디자인 요소가 펜

디, 루이비통, 지방시 등 럭셔리 브랜드에 나타났다

(S. H. Lee, 2019; Yoo, 2019). 1990년대를 풍미한 애슬

래저 룩의 영향으로 바이커 쇼츠나 빅로고가 트렌드

로 자리 잡았으며, 주로 스포츠 브랜드들이 뉴트로 

트렌드를 주도했다. 

뉴트로 패션이 국내 소비자들에 의해 새롭게 형성

된 개념인 만큼,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로써 뉴트로 

패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하위개념에 대한 유

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2.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의 패션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

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로

부터 의미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기술이다(Fan et al., 

2006).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

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닌 문맥수준에서 의미

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로 정보 검색, 기계 학습, 통계

학, 자연어처리, 데이터마이닝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

구성과들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이며 융합연구이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정보는 소셜 네트워

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표현할 수 있

는데, 이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전체 

연결망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일종인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분석 대상이 사람이 아닌 메시지로(Y.-H. 

Choi & K.-H. Lee, 2019; Mitchell, 1969; Seo et al., 

2019), 텍스트 내의 단어들의 출현빈도와 관계를 통

해 강조성, 규칙성을 발견하여 연결망의 특징을 도

출하는 방법이다(Park & Leydesdorff, 2004). 네트워

크 분석은 노드의 중심성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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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차지하는 중

심적 위치를 표현하는 척도이다(Hanneman & Riddle, 

2005; Kwahk, 2014). 중심성 분석을 통해 문서의 맥락 

속에서 각 키워드가 차지하는 의미를 알아낼 수 있으

며,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

터중심성으로 나타낸다.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 중 하나는 대용량의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관성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에 있다. 인과관

계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함

으로써 잠재적 원인이 되는 요소를 규명할 수 있다. 

직접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며,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게시한 소비자 의

견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존 질적 연구에

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연구자의 과도한 주관적 해

석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의류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비정형 데이

터를 분석하는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나 의미연결

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의류학에서 나타난 사회 ·

문화적 현상에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한 연구로 Kim 

et al.(2016)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패션 

상권인 가로수길, 동대문, 이태원의 상권 특성을 분

석한 바 있으며, Kim(2018)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프로젝트 앤의 사례를 중심으로 패션 스트리밍 서비

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Y.-H. Choi and K.-H. Lee 

(2019)는 의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비건 패션과 비

건 뷰티에서 나타난 과거와 현재 소비자 인식에 대해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

닝과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 · 문화적 현상

으로서 뉴트로 패션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분석하

고자 한다. 뉴트로는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젊은 세대에

게는 낯선 것에 대한 색다른 즐거움을 부여한다. 뉴

트로 패션은 또한 사회적 통념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

하는 것을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세대 간 격차

와 이질감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에이지리스(ageless) 

현상과도 일정 부분 일맥상통한다. 패션에서 나타난 

뉴트로 현상에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험에서 비롯된 세대 간의 차

이의 요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군집화 

결과를 통해 유목을 나누고 구분이 모호한 키워드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인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뉴트로 패션과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설문조사를 통해 뉴트로 패션의 요소

를 분석 및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3. 뉴트로 패션의 요소를 분석 및 유형화

한다. 

2. 텍스트 수집 및 분석

뉴트로 열풍이 2018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에 트렌드로 자리하였으므로(Choi, 2019), 수집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일까지로 하였다. 

수집채널은 온라인 뉴스, 블로그, 유튜브로 ‘뉴트로’

와 ‘패션’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자료 8,350건

을 대상으로 웹 크롤링하였다. 자연어처리과정을 통

해 명사와 형용사의 단위로 한정하여 형태소를 분해

(parsing)하였다. 분석은 텍스톰의 Mecab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빈도와 TF-IDF 정보를 추

출하였다.

3. 설문조사

CNM(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군집화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CNM 

알고리즘의 분류를 바탕으로, 4개의 군집을 나누었

고, 박사급 연구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

다.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브랜

드, 패션 아이템, 소셜 미디어, 사람 이름, 단순 현상

반영 단어, 감정형용사, 접미사로 ‘패션’, ‘룩’, ‘웨어’

가 붙는 단어, 특정 디자인 요소(컬러, 소재, 프린팅)

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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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각 패션 스타

일, 브랜드, 아이템, 소셜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감정

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으로 유목화하였다. 

뉴트로 패션과 관련하여 공출현한 상위 200개의 

단어 중, 138개는 전문가 집단의 분류를 거쳐 분류되

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갈리거나 분류가 모호

하다고 판단된 62개의 단어들은 설문조사를 진행하

여 구분하였다. 62개의 단어들의 분류에 대해, 전문

가 집단은 뉴트로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와 같이 중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

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연령이나 전공 등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라 의미 수용에 차이를 보일 것으

로 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한 단어 재분류를 통해(62개 단어 

대상),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전공이 각기 다른 응답

자들로 하여금 분류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확

실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62개의 단어들은 모

두 브랜드, 패션 아이템, 소셜 미디어, 사람이름, 감정

형용사, 접미사로 ‘패션’, ‘룩’, ‘웨어’가 붙는 단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바탕

으로, 현상반영, 감성반영, 디자인 요소/디자인 고려

요인, 해당 없음의 4가지 항목으로 응답 카테고리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단어를 보기로 제시하

고, 응답자로 하여금 단어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

되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는 20~50대까지의 

남녀 135명이며, 설문지를 통한 유형화는 2019년 12월 

6일~2019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인구통계학

적 항목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전공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및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5.0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네트워크를 통한 키워드 분석

뉴트로 패션에 대한 전체 텍스트를 상위 빈도수 

기준 200개의 단어로 최종 정제하여 시각화하였다. 

총 10,032개의 연결이 나타났으며, 평균 경로 거리는 

1.752, 네트워크 밀도는 0.252로 나타났다. 출현빈도 

기준 상위 30단어의 중심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

났다. ‘복고’, ‘옛날’, ‘90년대’, ‘재해석’, ‘빅로고’가 

빈도, TF-IDF, 연결중심성(Cd), 근접중심성(Cc), 매개

중심성(Cb), 아이겐벡터중심성(Ce), 페이지랭크에서 

최상위 값으로 나타나 뉴트로 패션을 가장 잘 표현하

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뉴트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새로운-복고(10.0)’, ‘과

거-현재(4.9)’, ‘즐기는-복고(3.6)’가 가장 높은 연결

강도를 가진 키워드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나타난 

강한 연결을 통해 뉴트로가 가지는 핵심적 의미를 다

시 한 번 확인하였다. ‘밀레니얼세대(Ce=0.010)’, ‘뉴

트로 스타(Ce=0.009)’, ‘촌스러운(Ce=0.009)’, ‘멋(Ce

=0.009)’, ‘오버사이즈(Ce=0.007)’, ‘역사(Ce=0.006)’, 

‘기성세대(Ce=0.005)’, ‘아재패션(Ce=0.002)’은 빈도 

대비 아이겐벡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아이겐벡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영

향력 있는 단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아이겐벡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 

‘뉴트로 스타’, ‘촌스러운’, ‘멋’, ‘오버사이즈’, ‘역사’, 

‘기성세대’와 같은 키워드들은 <Table 2>에 나타난 

개별 단어들과 연결을 보였다.

뉴트로 패션이라는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세

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가 중요 키워드로써 

함께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와는 ‘개성’, ‘힙스터’, 

‘인사이더’, ‘자신’, ‘한정판’, ‘개화기’, ‘익선동’, ‘경

험’, ‘가성비’, ‘B급’, ‘즐거움’이 연결성을 보였으며, 

기성세대는 ‘향수’, ‘과거’, ‘복고’, ‘추억’, ‘1980/1990’, 

‘경험’, ‘전통’, ‘홍콩영화’와 키워드 간 연결성이 나

타났다. 두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경험’으로, 뉴트로 패션은 서로 다른 세대의 서로 다

른 동기에서 기인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밀레

니얼 세대에게 뉴트로 패션은 새롭고 즐거운 개성표

현으로, 기성세대에게는 과거에 대한 경험이자 추억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뉴트로 패션 인식

1) 설문조사를 통한 유형화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 135명 중 남자가 

103명으로 76.3%를 차지했으며, 여자는 32명으로 

23.7%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대가 57명으로 42.2%

를 차지하였고, 30대가 25명으로 18.5%를, 40대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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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7.8%를, 50대가 29명으로 21.5%를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7명으로 12.6%,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84명으로 62.2%로 가장 많았

으며,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34명으로 25.2%를 차지

하였다. 전공은 공학계열이 63명으로 46.7%로 가장 

많았으며, 이학계열이 21명으로 15.6%를 차지하였

고, 상경계열이 10명으로 7.4%, 인문계열이 17명으로 

12.6%, 예체능계열이 12명으로 8.9%, 그 외 및 전공 

없음이 12명인 8.9%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키워드 분류 결과, 모호한 단어 

62개를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분

류할 수 있었다. 현상, 감성, 디자인 및 고려요인의 어

느 하나의 명확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은 단어는 

총 10개로, ‘시대반영(현상/감성)’, ‘역사(현상/감성)’, 

‘경험(현상/감성)’, ‘자기표현(현상/감성)’, ‘명품(현

상/디자인)’, ‘스포티즘(현상/디자인)’, ‘아웃도어(현

상/디자인)’, ‘소화가능(현상/디자인)’, ‘멋(감성/디자

인)’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 차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전공에 따라 분류한 결과, 연

령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에서 분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를 거친 

62개의 키워드 중, 지역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은 모

두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성’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지역적 키워드에 한하여, 연령에 따라 선

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독립변

인으로, 유목화 분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카이검증

을 실시하였다(Table 4). 일제강점기 때에 존재했던 

행정 구역인 ‘경성시’는 서울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명칭이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지역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을지로’, ‘익선동’, 

Word Count TF-IDF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Page

rank
CNa

Retro 3,055 3792.39 0.89 1205.03 0.005 0.013 3.42 4

New 1,580 8.85 0.87 1234.24 0.004 0.013 3.38 2

Past 819 1918.87 0.70 471.64 0.004 0.012 2.57 2

1990s 482 1339.96 0.69 556.62 0.004 0.012 2.60 1

Reinterpretation 472 1293.07 0.70 568.80 0.004 0.012 2.60 3

Big logo 419 1322.87 0.58 291.24 0.004 0.010 2.16 1

Tint glasses 417 1431.43 0.34 82.43 0.003 0.007 1.30 1

Ugly shoes 414 1360.19 0.52 181.51 0.003 0.010 1.93 2

Young 412 1198.76 0.60 275.81 0.004 0.011 2.21 2

B grade (low-grade) 390 1186.97 0.52 214.31 0.003 0.009 1.96 2

Enjoy 381 1133.22 0.62 360.88 0.004 0.011 2.32 2

Zeitgeist 350 1078.00 0.61 275.50 0.004 0.011 2.24 2

Memory 340 1060.07 0.50 176.06 0.003 0.009 1.86 2

1020 318 1026.01 0.57 316.76 0.004 0.010 2.14 2

Street fashion 306 996.19 0.55 254.89 0.003 0.010 2.05 1

Sportism 282 945.35 0.46 199.49 0.003 0.009 1.74 3

Collaboration 266 911.93 0.49 220.16 0.003 0.009 1.85 1

INSSA (Insider) 252 936.43 0.46 178.06 0.003 0.009 1.73 1

FILA 243 885.18 0.43 88.17 0.003 0.009 1.59 2

Millennials 221 797.95 0.52 175.84 0.003 0.010 1.89 1

a: Clauset-Newman-Moore algorithm

Table 1. Top 20 keywords by wor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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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동묘’에 대해 카이검증한 결과, ‘성수동’

을 제외한 ‘을지로’, ‘익선동’, ‘동묘’에서 연령 간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을지로는 χ2= 

22.50(df=9)으로, p<.01 수준에서 연령별 선택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익선동과 동묘는 χ2= 

18.22(df=9), χ2=19.06(df=9)으로 p<.05 수준에서 연령

별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을지로’에 대해 20대(45.6%, 26명), 30대(56.0%, 

14명), 40대(45.8%, 11명)는 감성을 반영하는 키워드

로 분류하였으나, 50대(34.5%, 10명)는 이를 현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익선동’에 대해서

는 20대(56.1%, 32명)와 30대(40.0%, 10명)는 감성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분류하였으나, 40대(36.0%, 9명)

와 50대(41.4%, 12명)는 모르겠음으로 분류하였다. 

‘동묘’는 20대(49.1%, 28명), 30대(36.0%, 9명)는 감

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분류한 반면, 40대는 모르

겠음(41.7%, 10명) 또는 감성(37.5%, 9명)으로 분류하

는 경향이 강했으며, 50대(31.0%, 9명)는 현상을 나

타내는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을지로’, ‘익선동’, ‘성수동’, ‘동묘’와 

같은 지역적 키워드 모두 감성으로서 우위를 나타냈

지만 연령에 따라 선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5). 지역별, 연령별로 키워드에서는 20대, 30대, 

40대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50대가 이와 다른 경

향을 보였다. 20대, 30대, 40대는 대부분 지역적 키워

드를 감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별 다른 의미로 분류하지 못하거나 현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의 응답자들에게

는 뉴트로 패션의 지역적 키워드가 장소 그 이상의, 

감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50대 이상에게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뉴트로 패션의 키워드 유형화

뉴트로 패션과 관련하여 출현한 키워드를 대상으

로 최종 분류한 결과, 현상반영, 감성, 디자인 요소 및 

Keyword Linked words

Millennials

(Cd=.52, Ce=.010)

Individuality, generation Z, 1020, Hipster, INSSA (Insider), Young, Ego, Ugly shoes, Short/Long padding, Li-

mited Edition, Enlightenment, Ikseon-dong, Studio, History, Hanbok, Experience, Practicality, Functionality, 

Cost-Effectiveness, B grade (low-grade), Instagram, Upcycling, Environment, Kitsch, Lifestyle, Enjoy

Newtro star

(Cd=.50, Ce=.009)

Sunmi, Suzy, Jannabi, BTS, Lee Dong-hui, Kim Chil Doo, Han Hye Yeon, Seoul fashion week, Styling, Col- 

laboration, Kku-Ahn-Kku, Brand, Street fashion, Vlog, Instagram, Hip hop, Earthy look, Hongkong movie, 

Reply series

Countrified

(Cd=.49, Ce=.009)

Enlightment, Retro, Past, Nostalgia, Vintage, Middle aged, 1990s, 1980s, Older generation, Marketing, Uncle 

fashion, Daddy wardrobe, Prejudice, Dongmyo, Vivid, Neon color, Big logo, Ugly shoes, B grade (low-grade), 

Chunky sole, Bohemian Rhapsody, Glasses, Check, Corduroy, Oversize, Wide pants, Scrunchie band, Analog, 

Classic, Pattern/Prin-ting, Flower, Secondhand

Dress up

(Cd=.48, Ce=.009)

Unique, Styling, Charm, Hipster, Sportism, Outdoor, Double denim, Airport style, Modern, Reinterpretation, 

Uncle fashion, INSSA (Insider), Flex, Iconic, Stylish, Casual, Stand out, Daily look, Musinsa, Lifestyle, Hong-

kong movie, B grade (low-grade)

Oversize

(Cd=.36, Ce=.010)

Sweat shirts, Ugly shoes, Double denim, Big logo, Short padding, Musle man padding, Styling, Street fashion, 

Tint glasses, Countrified, Length, Daddy wardrobe, Glasses, Trendy, Dress up, INSSA (Insider), Track suit, 

Wide pants

History

(Cd=.31, Ce=.006)
Zeitgeist, Tradition, Enlightment, Past, Experience, Ikseon-dong, History, Hanbok, Studio, 1980s, 1990s, Mi-

ddle aged, Classic, Memory, Archive, Originals, Nostalgia

The older generation

(Cd=.22, Ce=.005)
Nostalgia, Past, Retro, Memory, Young, New, 1980s, 1990s, like, Euljiro, Outdoor, Experience, Tradition, 

Honkong movie

Uncle fashion

(Cd=.24, Ce=.005)
Retro, 1990s, 1980s, Outdoor, INSSA (Insider), Fleece, Ugly shoes, Double denim, Corduroy, Middle aged, 

Dress up, FILA, North face, Prospecs, Ellesse, Jeans, Bucket hat, Jeans, Countrified, Grandmother

Table 2. Sub-constructs of newtro-fashion and connected keywords: Conceptualization by eigenvector and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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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Pheno-

menon (%)

Mood 

(%)

Design 

(%)

Unknown 

(%)
No. Word

Pheno-

menon (%)

Mood 

(%)

Design 

(%)

Unknown 

(%)

1 Reinterpretation 57 (42.2) 43 (31.9) 27 (20.0) 8 ( 5.9) 32 Color 24 (17.8) 46 (34.1) 63 (46.7) 2 ( 1.5)

2 Zeitgeist 58 (43.0) 59 (43.7) 15 (11.1) 3 ( 2.2) 33 Marketing 67 (49.6) 35 (25.9) 26 (19.3) 7 ( 5.2)

3 Collaboration 32 (23.7) 29 (21.5) 61 (45.2) 13 ( 9.6) 34
INSSA 

(Insider)
69 (51.1) 41 (30.4) 9 ( 6.7) 16 (11.9)

4 Lifestyle 54 (40.0) 38 (28.1) 35 (25.9) 8 ( 5.9) 35 Old times 27 (20.0) 91 (67.4) 8 ( 5.9) 9 ( 6.7)

5 Era (Sijeol) 42 (31.1) 72 (53.3) 10 ( 7.4) 11 ( 8.1) 36 1990s 26 (19.3) 94 (69.6) 10 ( 7.4) 5 ( 3.7)

6 Studio 33 (24.4) 26 (19.3) 43 (31.9) 33 (24.4) 37
B grade

(low-grade)
36 (26.7) 65 (48.1) 19 (14.1) 15 (11.1)

7 Uljiro 34 (25.2) 58 (43.0) 12 ( 8.9) 31 (23.0) 38
Dress up 

(Meot)
25 (18.5) 55 (40.7) 50 (37.0) 5 ( 3.7)

8 Luxury goods 48 (35.6) 26 (19.3) 49 (36.3) 12 ( 8.9) 39 Nostalgia 27 (20.0) 91 (67.4) 12 ( 8.9) 5 ( 3.7)

9 History 56 (41.5) 53 (39.3) 12 ( 8.9) 13 ( 9.6) 40 Memory 20 (14.8) 109 (80.7) 2 ( 1.5) 4 ( 3.0)

10 Ikseondong 21 (15.6) 59 (43.7) 15 (11.1) 40 (29.6) 41 1980s 17 (12.6) 108 (80.0) 7 ( 5.2) 3 ( 2.2)

11 Youth 23 (17.0) 97 (71.9) 9 ( 6.7) 6 ( 4.4) 42 Kkuankku 35 (25.9) 26 (19.3) 19 (14.1) 55 (40.7)

12 Gyeongseongsi 28 (20.7) 59 (43.7) 13 ( 9.6) 35 (25.9) 43
Hongkong 

movie
19 (14.1) 87 (64.4) 12 ( 8.9) 17 (12.6)

13 Seongsoodong 35 (25.9) 57 (42.2) 11 ( 8.1) 32 (23.7) 44 Experience 51 (37.8) 53 (39.3) 15 (11.1) 16 (11.9)

14 Taekwon V 21 (15.6) 76 (56.3) 17 (12.6) 21 (15.6) 45 Tradition 40 (29.6) 64 (47.4) 24 (17.8) 7 ( 5.2)

15 Sportism 44 (32.6) 23 (17.0) 41 (30.4) 27 (20.0) 46
Self-

expression
51 (37.8) 56 (41.5) 23 (17.0) 5 ( 3.7)

16 Outdoor 58 (43.0) 12 ( 8.9) 52 (38.5) 13 ( 9.6) 47 Analogue 33 (24.4) 81 (60.0) 17 (12.6) 4 ( 3.0)

17 Disco 24 (17.8) 82 (60.7) 18 (13.3) 11 ( 8.1) 48 Enlightenment 38 (28.1) 63 (46.7) 17 (12.6) 17 (12.6)

18 Newtro punk 25 (18.5) 63 (46.7) 29 (21.5) 18 (13.3) 49 Noir 19 (14.1) 79 (58.5) 14 (10.4) 23 (17.0)

19 Ethical 65 (48.1) 29 (21.5) 8 ( 5.9) 33 (24.4) 50 Prejudice 52 (38.5) 33 (24.4) 15 (11.1) 35 (25.9)

20 Eco 58 (43.0) 29 (21.5) 27 (20.0) 21 (15.6) 51 Dongmyo 37 (27.4) 54 (40.0) 16 (11.9) 28 (20.7)

21 Up-cycling 53 (39.3) 19 (14.1) 29 (21.5) 34 (25.2) 52 Original 39 (28.9) 59 (43.7) 19 (14.1) 18 (13.3)

22 Check pattern 30 (22.2) 21 (15.6) 78 (57.8) 6 ( 4.4) 53 Reply series 21 (15.6) 98 (72.6) 10 ( 7.4) 6 ( 4.4)

23 Digestible 45 (33.3) 27 (20.0) 44 (32.6) 19 (14.1) 54 Hiphop 38 (28.1) 53 (39.3) 33 (24.4) 11 ( 8.1)

24 Functionality 67 (49.6) 8 ( 5.9) 52 (38.5) 8 ( 5.9) 55
Bohemian 

rhapsody
35 (25.9) 72 (53.3) 11 ( 8.1) 17 (12.6)

25 Size 55 (40.7) 12 ( 8.9) 60 (44.4) 8 ( 5.9) 56 Grandma 27 (20.0) 84 (62.2) 11 ( 8.1) 13 ( 9.6)

26 Activity 61 (45.2) 16 (11.9) 49 (36.3) 9 ( 6.7) 57 Sympathy 40 (29.6) 72 (53.3) 13 ( 9.6) 10 ( 7.4)

27 Practicality 61 (45.2) 16 (11.9) 51 (37.8) 7 ( 5.2) 58 Timeless 33 (24.4) 55 (40.7) 26 (19.3) 21 (15.6)

28 Length 42 (31.1) 18 (13.3) 66 (48.9) 9 ( 6.7) 59 Secondhand 33 (24.4) 67 (49.6) 27 (20.0) 8 ( 5.9)

29
Cost-

effectiveness
75 (55.6) 19 (14.1) 29 (21.5) 12 ( 8.9) 60 Romance 20 (14.8) 102 (75.6) 8 ( 5.9) 5 ( 3.7)

30 Styling 29 (21.5) 32 (23.7) 71 (52.6) 3 ( 2.2) 61 Eco-friendly 74 (54.8) 22 (16.3) 25 (18.5) 14 (10.4)

31 Brand 36 (26.7) 41 (30.4) 51 (37.8) 7 ( 5.2) 62 Dad wardrobe 17 (12.6) 79 (58.5) 22 (16.3) 17 (12.6)

Table 3. Categorization survey results of 62 untaxonomiz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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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요인, 패션 스타일, 브랜드, 패션 아이템, 소셜 미

디어 및 인플루언서, 감정형용사와 같이 총 8개의 그

룹으로 분류되었다(Table 6).

1) 현상을 반영한 키워드

현상을 반영한 키워드로 ‘1020’, ‘2030’, ‘4050’, ‘밀

레니얼 세대’, ‘Z세대’, ‘중년’, ‘기성세대’, ‘청소년’과 

같이 전 세대를 표현한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였다. 

이는 뉴트로의 원래 의미인 새로움과 복고의 결합이

라는 점을 대변하며(Kim et al., 2018), 젊은 세대에게

는 새로움을, 기성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선사한

다는 것을 증명한다. ‘재해석’, ‘시대정신’, ‘역사’와 같

은 키워드도 설문조사 결과 현상을 반영한 키워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뉴트로 패션이란 옛것에 대한 새

로운 재해석으로 나타난 현상이자 시대정신이나 역사

를 반영한 패션으로 여겨지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Phenomenon (%) Mood (%) Design (%) Unknown (%) Total (%)

Uljiro

20s 15  ( 26.3) 26  ( 45.6) 2  ( 3.5) 14  ( 24.6) 57  (100.0)

30s  4  ( 16.0) 14  ( 56.0) 0  ( 0.0) 7  ( 28.0) 25  (100.0)

40s  5  ( 20.8) 11  ( 45.8) 2  ( 8.3) 6  ( 25.0) 24  (100.0)

50s 10  ( 34.5) 7  ( 24.1) 8  ( 27.6) 4  ( 13.8) 29  (100.0)

Total 34  ( 25.2) 58  ( 43.0) 12  ( 8.9) 31  ( 23.0) 135  (100.0)

Ikseondong

20s 12  ( 21.1) 32  ( 56.1) 3  ( 5.3) 10  ( 17.5) 57  (100.0)

30s 4  ( 16.0) 10  ( 40.0) 2  ( 8.0) 9  ( 36.0) 25  (100.0)

40s 3  ( 12.5) 6  ( 25.0) 6  ( 25.0) 9  ( 37.5) 24  (100.0)

50s 2  ( 6.9) 11  ( 37.9) 4  ( 13.8) 12  ( 41.4) 29  (100.0)

Total 21  ( 15.6) 59  ( 43.7) 15  ( 11.1) 40  ( 29.6) 135  (100.0)

Seongsoodong

20s 18  ( 31.6) 25  ( 43.9) 4  ( 7.0) 10  ( 17.5) 57  (100.0)

30s 4  ( 16.0) 11  ( 44.0) 2  ( 8.0) 8  ( 32.0) 25  (100.0)

40s 6  ( 25.0) 10  ( 41.7) 2  ( 8.3) 6  ( 25.0) 24  (100.0)

50s 7  ( 24.1) 11  ( 37.9) 3  ( 10.3) 8  ( 27.6) 29  (100.0)

Total 35  ( 25.9) 57  ( 42.2) 11  ( 8.1) 32  ( 23.7) 135  (100.0)

Dongmyo

20s 19  ( 33.3) 28  ( 49.1) 4  ( 7.0) 6  ( 10.5) 57  (100.0)

30s 5  ( 20.0) 9  ( 36.0) 6  ( 24.0) 5  ( 20.0) 25  (100.0)

40s 4  ( 16.7) 9  ( 37.5) 1  ( 4.2) 10  ( 41.7) 24  (100.0)

50s 9  ( 31.0) 8  ( 27.6) 5  ( 17.2) 7  ( 24.1) 29  (100.0)

Total 37  ( 27.4) 54  ( 40.0) 16  ( 11.9) 28  ( 20.7) 135  (100.0)

Table 4.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major newtro-district by age groups N=135

Agea Phenomenon (%) Mood (%) Design (%) Unknown (%) Total χ2

20s to 40s 99 ( 99.72) 191 (179.02) 34 ( 42.40) 100 (102.86) 424
11.345*

(df=3)
50s 28 ( 27.28) 037 (048.98) 20 ( 11.60) 031 (028.14) 116

Total 133 229 54 131 540

*p<.05

( ) = Expected count

a: By region, age, people in 20s, 30s, and 40s tend to be similar, and 50s tend to be different. After conducting a chi-square test with all

regions and ages divided, the percentage of cells under 5 exceeds 20 percent, so this study combined 20s to 40s, and 50s.

Table 5. “20s to 40s” vs “50s” on newtro-district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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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즘’, ‘아웃도어’와 함께 ‘기능성’, ‘활동성’, 

‘실용성’, ‘가성비’가 함께 출현하였는데, 실제로 공

출현한 브랜드 리스트의 대부분이 스포츠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랜드로 확인되었으며 소비자들은 기능

성, 활동성, 실용성, 가성비를 뉴트로 패션을 나타내

는 속성 키워드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뉴트로 패션이란 등산복과 일

상복 사이를 넘나드는 일명 ‘아재패션’, 즉 고프코어

룩에 대한 인지된 특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용성

과 관련하여 아재패션은 또 다른 말로 ‘유틸리티 웨

어(utility wear)’라고도 불리는데, 입고 활동하기 편

하도록 디자인된 옷을 의미한다(Yoon, 2019).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주머니를 달고, 체형

과 상관없이 몸에 잘 맞는 신축성 원단 또는 가볍고 

세탁이 쉬운 나일론이나 통기성 · 흡습성이 강조된 

기능성 소재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중년층 남성들이 

입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군복이나 낚시 · 등산복을 

예로 들 수 있다.

뉴트로 패션에서 현상을 반영한 키워드로 ‘윤리적

인’, ‘에코’, ‘업사이클링’, ‘환경친화적’이 나타났는

데, 해당 키워드들은 ‘아빠옷장’, ‘타임리스’, ‘클래

식’과 연결을 보였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입을 

수 있는 클래식 패션 아이템의 속성이 지속가능한 관

점에서 윤리적 패션과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한정판’, ‘경험’, ‘자기표현’, ‘마케팅’, ‘인싸(인사

이더)’, ‘소화가능한’이 뉴트로 패션의 현상적 키워드

로 분류되었으며, 뉴트로 패션이 주는 이색적인 경험

과 함께, 개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자기표현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감성 키워드

뉴트로 패션에 나타난 감성적 키워드로 살펴본 결

과, 이들 키워드는 대체로 레트로 감성, 핫 플레이스, 

TV 프로그램과 음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트

로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날로그’, ‘옛날’, ‘시절’, 

‘전통’, ‘원조’, ‘1990s’, ‘1980s’이 감성 키워드로 분

류되었다. ‘향수’, ‘추억’, ‘낭만’, ‘공감’이 뉴트로 패션

의 감성으로 나타났다. 뉴트로 패션은 신세대와 기성

Group name Words

Reflection of 

phenomenon

Reinterpretation, Zeitgeist, 1020, Millennials, Generation Z, Middle age, Older generation, Adolescent, 2030, 

Newtro star, Seoul fashion week, Limited edition, History, Lifestyle, Luxury goods, Sportism, Outdoor, Ethical, 

Eco, Up-cycling, Digestible, Functionality, Activity, Practicality, Cost-effectiveness, Marketing, INSSA (Insi-

der), Experience, Self-expression, Prejudice

Mood

Retro, New, Past, B grade (low-grade), Analogue, Nostalgia, Memory, Era (Sijeol), Old times, 1990s, 1980s, 

Zeitgeist, History, Enlightenment, Tradition, Original, Sympathy (Gongam), Timeless, Secondhand, Romance, 

Uljiro, Ikseondong, Gyeongseongsi, Seongsoodong, Dongmyo, Taekwon V, Hongkong movie, Reply series, 

Show Me The Money, Bohemian rhapsody, Noir, Disco, Hiphop, Newtro punk, Dress up (Meot), Experience, 

Grandmother, Dad wardrobe

Design detail and 

considerations

Big logo, Check/Flower/Dot pattern, Neon color, Glossy, Velvet, Corduroy, Fleece, Tie-dye, Sportism, Outdoor, 

Collaboration, Studio, Luxury goods, Youth, Digestible, Size, Length, Styling, Brand, Color, Dress up (Meot), 

Self-expression, Secondhand

Fashion style
Street fashion, Double denim, Vintage fashion, Preppy look, Classic style, Casual wear, Neon look, Fisherman 

look, Oversize look, Earthy look, Airport style, Hanbok, Dad fashion, Ethical fashion, Golf wear, Kitsch look 

Fashion brand

FILA, Skechers, Musinsa, Carin, Tommy Hilfiger, Prospecs, Reebok, North face, Balenciaga, Nike, Guess, 

Gucci, Adidas, Levis, New balance, Kappa, NEPA, Millet, Ellesse, Fendi, Lacoste, Columbia, Beanpole, Tom-

boy, Tim-berland, Chanel

Fashion item

Tint-glasses, Ugly shoes, Short padding, Blue jeans, Oversize glasses, Wide pants, Bucket hat, Trench coat, 

Chunky sole, Beanie, Sweatshirts, Converse sneakers, Watch cap, Pearl, Long padding, Tracksuit, Scrunchie 

band, Scarf, Saga fox jacket, Anorak, Beret, Baseball jumper

Social media

and influencer
Han Hye Yeon, Suzy, Sunmi, Jannabi, BTS, Lee Dong-hui, Kim Chil Doo, Instagram, Vlog, YouTube

Emotional

adjective
Young, Enjoy, Countrified, Charm, Trendy, Unique, Pretty, Flex, Chic, Stylish, Cute

Table 6. The aspects of newtro-fashion and classified keywords: Typologification by network analysis and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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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분석 결과 

뉴트로 패션에서 나타난 주요 감성은 과거에 대한 

낭만과 향수, 이를 통한 공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리스’, ‘구제’, ‘디스코’, 

‘펑크’와 같은 단어도 과거와 관련된 감성 키워드로 

분류되었다. 타임리스는 시간을 초월한 의미로, 과

거와 현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구제는 옛날 물

건을 의미하고, 디스코와 펑크 또한 1970년대 말 유

행했던 대중음악의 장르이자 해당 가수의 패션의 의

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B급’은 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뉴

트로 패션의 주요 감성 중 하나로 나타났다. 원래 B

급은 2인자, 저급한 문화를 의미하는 비주류 문화였

지만, 현대에는 주류 문화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영

역으로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Kim et al., 

2012). 뉴트로가 옛것의 재해석을 통해 주류 문화 차

별화된 신선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펭수’, ‘유산

슬’, ‘촌므파탈’과 같은 국내 소비자들의 B급 문화에 

대한 열광과 유사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 이색 콜라

보레이션으로써 식음료 브랜드의 로고를 사용한 패

션상품의 출시도 B급 문화가 반영된 뉴트로 패션의 

예로 볼 수 있다.

‘할머니’, ‘아빠옷장’, ‘멋’과 같은 키워드도 감성 키

워드로 분류되었다. 할머니들이 즐겨 입던 옷 같다고 

해서 일명 ‘할매 패션’, ‘그래니룩(granny look)’이라고 

불리는 빈티지 스타일은 뉴트로 트렌드와 맞아떨어

져 젊은 세대가 찾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그래니

룩은 2015 F/W 트렌드로 레트로 감성의 일부로 나타

났으며 벨벳 소재, 코듀로이 소재, 커다란 무늬 자수, 

믹스패턴 카디건, 스웨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

빠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느낌은 오버사이즈 실루엣, 

와이드 팬츠에 기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핫 플레이스로 ‘을지로’, ‘익선동’, ‘경성시’, ‘성수

동’, ‘동묘’와 같은 지역 키워드가 뉴트로 패션에서 

나타난 핫 플레이스이자 감성으로 분류되었다. 실제

로 을지로는 현재 힙한 을지로, 일명 ‘힙지로’로 불리

고 있고, 경성시는 개화기 콘셉트의 유행과 함께 의

상의 배경이 되며, 익선동은 한복과 스튜디오가 밀

집된 지역이다. 성수동에는 쇠락한 준공업단지를 리

모델링한 거리가 있다. 동묘는 구제의류 시장이 밀

집되어 있으며, 고프코어룩인 ‘동묘룩’의 인기와 함

께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뉴트로 패션

에서 을지로, 익선동, 경성시, 성수동, 동묘가 각각 단

순한 지역명이 아닌 을지로 감성, 개화기 패션, 동묘

룩과 같이 하나의 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써 사람

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묘는 영국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Kiko Ko-

stadinov)에 의해 고프코어의 성지로 소개되었는데,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투박하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하

는 고프코어 패션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K. B. Lee, 

2019),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동묘시장을 ‘세계 최고

의 거리’라고 격찬하며 ‘스포티함과 캐주얼의 경계

를 넘나드는 과감한 믹스매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Koh, 2019).

TV 프로그램으로 1976년도에 방영한 만화인 ‘로

보트 태권브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출현하

였으며, ‘홍콩영화’가 ‘성냥개비’, ‘느와르’, ‘담배’와 

연결성을 보이며 뉴트로 패션의 감성으로 분류되었

다. 1986년에 개봉한 영화 ‘영웅본색’에서 긴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성냥개비를 입에 문 장국영의 패션과 

홍콩을 배경으로 한 느와르 감성이 뉴트로 트렌드와 

맞아떨어졌다. 서울패션위크 2020 S/S 컬렉션에서도 

브랜드 ‘디앤티도트’가 영웅본색을 디자인 모티브

로 하여 디자인, 핏, 소재, 컬러 모두 홍콩 느와르 갱

스터 스타일로 재해석한 바 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TV 프로그램 ‘Show Me 

The Money’는 모두 음악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보헤

미안 랩소디’는 영국 밴드 ‘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로써 영화의 개봉과 함께 과거 퀸의 히트곡들이 재조

명되고,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의상이 다시금 주목받

으며 뉴트로 패션의 감성으로 나타났다(Fig. 1). 새로

운 세대는 과거의 것들이 단순한 과거의 것이 아닌 그

들 생에 처음으로 접하는 새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는데, MZ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퀸

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새로운 퀸의 음악

을 듣는 것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Seong, 2018).

밴드 ‘잔나비’는 복고 분위기의 곡을 발표하였고, 

트렌드에 부합하여 뉴트로 감성을 대표하는 가수

로 나타났다(Fig. 2). 음악 프로그램인 ‘Show Me The 

Money’에서는 출현한 힙합 가수들의 뉴트로 패션 스

타일이 유행하게 되면서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음악은 유행의 흐름이 패션과 상당히 유사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소수 단계에서 특정한 

노래는 소수의 음악 전문가들이 듣고, 이후에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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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방송을 통해 알려진다. 수용 단계 동안 노래는 

대중들에게 들려지며, 확산 단계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순위권 안에 주목

받는 노래가 되다 쇠퇴기에 새로운 노래에 의해 교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래의 유행과정과 같이 패션

도 필수적으로 비슷한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Solomon & Rabolt, 2004). 패션과 음악이 서

로 연관을 가지기에 뉴트로 패션의 맥락에서 감성으

로 설명될 수 있다.

3) 디자인 요소 및 고려요인

‘빅로고’, ‘체크 패턴’, ‘꽃무늬’, ‘물방울 무늬’, ‘타

이다이’, ‘네온컬러’, ‘유광’과 같은 디테일과 ‘벨벳’, 

‘코듀로이’, ‘플리스’와 같은 소재가 뉴트로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인 요소로 분류되었다. 다양한 믹스패

턴과 벨벳, 코듀로이는 뉴트로 패션과 관련하여 나온 

키워드인 ‘할머니’에서 기인한 그래니룩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플리스는 폴리에스터 표면을 양털 같은 

느낌으로 가공한 보온 원단으로, 양털을 닮아 ‘뽀글

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패션에 관심이 없는 중년 남

성들이 가을겨울 내내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인

식되어 이미지는 좋지 못했으나(Shin, 2019), 뉴트로 

패션의 유행과 따뜻하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면

서 겨울철 스테디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레

트로, 뉴트로에 이어 퓨트로(futro)가 미래의 공존 스

타일로써, 네온컬러를 트렌드로 부상시켰는데, 퓨트

로는 추억의 스타일에 젊은 감각의 컬러감이 가미된 

스타일이다(Park, 2019). 이는 뉴트로를 잇는 개념으

로 볼 수 있으며, 네온컬러는 뉴트로 패션의 디자인 

특성이자 퓨트로의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다른 그룹에서도 나타났던 ‘스포티즘’, ‘아웃도어’, 

‘콜라보레이션’과 ‘스튜디오’, ‘명품’, ‘청춘’과 같은 

키워드가 뉴트로 패션의 디자인 요소로 분류되었으

며, ‘사이즈’, ‘길이’, ‘스타일링’, ‘브랜드’, ‘색상’, ‘멋’, 

‘자기표현’, ‘구제’가 디자인 선택 시 고려요인으로 분

류되었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아재패션의 맥락에

서 스포티즘과 아웃도어가 뉴트로 패션의 디자인 요

소로 분류되었다. 뉴트로 패션 아이템을 선택 시, 디

자인 고려사항으로 사이즈, 길이, 색상과 같은 기본적

인 고려사항 외에도 콜라보레이션한 브랜드, 명품 브

랜드, 스타일링, 멋과 자기표현, 구제제품이 디자인 

선택 시에 고려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4) 패션 스타일 및 아이템

전문가 집단의 키워드 분석 결과, 패션 스타일로는 

‘스트리트 패션’, ‘청청 패션’, ‘빈티지 패션’, ‘프레피 

룩’, ‘클래식 스타일’, ‘네온룩’, ‘피셔맨룩’, ‘오버사

이즈 룩’, ‘얼씨룩’, ‘아재패션’, ‘골프웨어’, ‘키치룩’

이 뉴트로 패션 스타일로 분류되었다. ‘공항패션’이 

‘뉴트로 스타’와, ‘한복’이 ‘익선동’과 연결성을 보이

며 공출현하였다. 패션 아이템으로는 빨강, 노랑, 파

랑 등의 색깔이 들어간 ‘틴트 선글라스’, 잠자리 안경

으로 불리는 ‘오버사이즈 안경’, ‘곱창밴드’, ‘스카

프’, ‘버킷햇’, ‘비니’, ‘워치캡’, ‘베레모’와 같은 패션 

액세서리가 분류되었으며, 투박한 모양의 ‘어글리 

슈즈’, ‘청키솔 슈즈’, ‘컨버스 운동화’ 같은 신발이 

뉴트로 패션의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의류로는 일명 

근육맨 패딩으로 불리는 ‘숏 패딩’, ‘청바지’, ‘통 넓

은 바지’, ‘트렌치코트’, ‘트레이닝복’, ‘사가폭스 재

킷’, ‘아노락 점퍼’, ‘야구점퍼’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

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청바지, 트렌치코트, 컨버스와 같은 아이템은 

Fig. 1. Queen’s fashion in movie

｢Bohemian Rhapsody (2018)｣.

Captured by author from

King et al. (2018).

Fig. 2. Jannabi vocal’s fashion

in MV ｢Summer (2016)｣.

Captured by author from Lee (2016).

https://www.youtube.com

Fig. 3. Retro fashion in music program 

｢Show Me The Money (2019)｣.

Captured by author from H. J. Choi

and Y. J. L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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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오랫동안 여러 문화에서 공통

적으로 사랑받은 스타일로,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대

중에게 꾸준히 선택되어 왔다(Stone & Samples, 1990). 

뉴트로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청바지는 19세기

에 금을 캐는 광부들을 위해 내구성이나 실용성을 갖

춘 작업복으로, 현재까지도 클래식한 아이템이자 유

행의 상향전파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또한, 

클래식은 오랜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심리적 안정성

과 낮은 위험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티 패션의 한 경

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olomon & Rabolt, 2004). 

클래식은 뉴트로 패션에서 나타난 속성이면서도, 뉴

트로 패션과 클래식 스타일 모두 안티 패션이라는 공

통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won(2015)에 의하면 패션 소비에 있어서 레트로

의 범주는 진품 레트로와 재현된 레트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진품 레트로 제품은 빈티지 숍, 벼룩시장 등

에서 구매했거나 지인에게서 받은 오래된 구제 패션

제품을 의미하는 반면, 재현된 레트로는 과거의 어

느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스타일, 소재, 색

채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제품이라고 하였다. 

1950년대의 스키니 진, 1960년대의 홀치기염색 셔츠 

같은 히피 스타일의 옷, 1970년대의 벨 보텀 팬츠과 

하이웨이스트 팬츠, 1980년대의 오프 더 숄더 탑 등

으로 그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

션 아이템으로 분류된 패션제품은 모두 재현된 레트

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나, ‘동묘’, ‘구제’와 같은 키워

드 또한 상위에 공출현하였기 때문에 진품 레트로의 

범주로도 볼 수 있다. 즉, 뉴트로 오래된 구제 의류제

품을 통한 스타일링, 과거의 감성을 재현한 새로운 

패션 연출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볼 수 있다. 

5) 패션 브랜드

전문가 집단의 키워드 분석 결과, 패션 브랜드로 

‘휠라’, ‘스케쳐스’, ‘프로스펙스’, ‘리복’,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카파’, ‘엘레쎄’와 같은 스

포츠 브랜드와 ‘네파’, ‘밀레’, ‘콜롬비아’, ‘노스페이

스’와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라코스테’, ‘빈폴’, ‘톰

보이’, ‘팀버랜드’, ‘카린’, ‘타미힐피거’, ‘게스’, ‘리

바이스’와 같은 캐주얼 브랜드가 뉴트로 패션의 대

표 브랜드로 분류되었다. 스포츠 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의 강세를 보였는데, 스포티즘을 기반으로 고

프코어룩과 애슬레져룩이 뉴트로 패션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이 패션 브랜드로 ‘발렌

시아가’, ‘구찌’, ‘펜디’, ‘샤넬’이 출현하였다. 뉴트로 

감성 자체가 이들 패션 하우스의 컬렉션에서 나타났

기도 했지만, 마케팅에도 활용하여 주목받았기 때문

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잡지 �더블유 코리아�에서 

시골의 배경으로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펜

디’ 등의 명품 화보를 찍었는데, 할머니의 보조 보행

수단인 유모차 위에는 명품 가방을 올려놓는다거나 

개 밥그릇 안에 루이비통 가방, 비닐하우스 속에 구

찌 가방, 시골 강아지 목에 두른 에르메스 스카프와 

같은 독특한 연출을 선보인 바 있다(K. B. Lee, 2019).

6) 소셜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전문가 집단의 키워드 분석 결과, ‘한혜연’, ‘수지’, 

‘선미’, ‘잔나비’, ‘방탄소년단’, ‘이동휘’, ‘김칠두’와 

같은 셀러브리티가 2018년과 2019년도에 뉴트로 패

션을 가장 성공적으로 연출한 셀러브리티로 나타났

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개인 브이로그 계정을 통

해 ‘폴카 도트 드레스’를 비롯한 뉴트로 패션 아이템

을 소개하면서 높은 시청 조회 수를 달성하였고(Yoon 

Ji Lee, 2019), 브랜드 ‘타미힐피거’와 뉴트로 스타

일링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에 참여한 바 있다(Cho, 

2019). 유스 컬처에 빠져있던 명품 브랜드들은 시니

어 모델 기용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 패션

업계에서는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사회 활동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을 액티브 시니어라 부르

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니어 모델은 뉴트로 패션 뿐 아니라, 전 복종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니어 모델이 1020세대

가 열광하는 스트리트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

다는 점은 아이돌이나 젊은 배우가 줄 수 없는 색다

른 매력을 선사한다는 측면에서 뉴트로 감성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니어 모델 김칠두의 경우, 63세

에 모델로 데뷔한 시니어 모델로 서울패션위크 최초

의 시니어 모델로 기록되었으며, 다수의 브랜드 룩

북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Seo, 2019). 

패션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 이상적인 이미지를 타

인에게 대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유동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문화적 활동이다(Dho, 2013). 그

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나타난 인플루언

서들은 대중들에게 뉴트로 패션에 대한 이상적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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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대상화시키고, 이해시키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대중들은 과거와 달리 셀러브리티의 스타일을 일방

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를 통해 셀

러브리티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자

신도 다른 사람들의 모방 대상이 되고자 한다(Ko & 

Kwak,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는 대중들

로 하여금 인플루언서의 패션을 모방하고, 자신의 

사진이나 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뉴트로 패션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로써, 빅데

이터 분석 결과로 나온 인스타그램, 브이로그, 유튜

브가 분류되었다. 이들 채널을 통해 뉴트로 패션 스

타일이 공유되고 확산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7) 감정형용사

전문가 집단의 키워드 분석 결과, ‘젊은’, ‘즐기는’, 

‘촌스러운’, ‘매력적인’, ‘트렌디한’, ‘유니크한’, ‘예

쁜’, ‘뽐내는’, ‘시크한’, ‘스타일리시한’, ‘귀여운’과 

같은 형용사가 뉴트로 패션에 대한 소비자 태도로 나

타났다. ‘트렌디’라는 용어는 ‘새로운’ 또는 ‘선도적

인’을 뜻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유행을 

뜻하기도 한다. Laver(1937)의 이론에 따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도 변화한다. 다시 받

아들여진 패션으로써, 뉴트로 패션에서 나타난 ‘촌

스러운’이라는 의미 또한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단

어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뉴트로 패션과 관

련하여 상위에 출현한 감정형용사들은 긍정적인 형

용사로,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수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MZ세대는 1980년

대에서 2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20~30대로 

해석된다. 집단보단 개인의 행복, 소유보다 공유, 상

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부

와 귀중품을 뽐내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플렉스(flex) 

문화를 즐긴다. 이들은 한정판 스니커즈 과시형 소

비를 하고, 펭수 잠옷 등으로 재미있는 아이템을 구

매하며 펀슈머(fun+consumer)로써의 활동을 즐기는 

특성이 있다(Yang, 2019). MZ세대의 성향은 앞선 연

구 결과에서 나온 ‘개성’, ‘자기표현’, ‘경험’ 키워드

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즐기

는’과 ‘뽐내는’은 사람들이 뉴트로 패션에 대해 가지

는 감정이자, 뉴트로 패션상품의 중요한 소구포인트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뉴트로 패션의 B급 감성으로

써 펭수 잠옷의 인기, 식음료 업계와의 이색 콜라보

레이션 제품의 성공적 판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V. 결   론

뉴트로 트렌드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기성

세대에게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선사하며 산업 전반

에 영향을 미쳤다. 의복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은 

때때로 의복 그 자체보다 중요한 기호가 되어 특정한 

패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Dho, 2013). 뉴트로 패션

도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패션 양식이 아닌 사회 ·

문화적 현상을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뉴트로 패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뉴트로 패션의 키워드

를 도출하고, 수학적 알고리즘과 전문가 집단의 분

석, 설문조사를 통해 뉴트로 패션의 키워드를 유형

화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연결망 분석

을 통해 뉴트로 패션이 가지는 핵심적 의미를 확인한 

결과, 뉴트로 패션의 주요 의미는 옛날의 것을 재해

석함으로써 새로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패션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전 세대가 뉴트로 패션에 대한 키

워드로 공출현하였지만, 특히 서로 다른 두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가 뉴트로 패션의 핵심적 

키워드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뉴트로 패션

은 새롭고 즐거운 개성표현 수단으로, 기성세대에게

는 과거에 대한 경험이자 추억에 대한 패션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 

집단의 분류를 결과, 200개의 키워드 중 62개의 키워

드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키워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분류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52개의 키워드가 현상, 감성, 디자인 요소 

및 선택 시 고려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10개

의 키워드는 중복 분류되거나 분류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을지로, 익선동, 동묘, 경성시

와 같은 지역적 키워드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

데,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응답자들은 지역적 키워드

들은 감성으로 분류한 경향이 나타난 반면, 50대 응

답자들은 현상으로 분류하거나 모르겠음으로 분류

하였다. 이를 통해, 20대부터 40대에게 뉴트로 패션

에서 나타난 지역은 단순한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에

서 나아가, 감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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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

합하여 뉴트로 패션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유형화한 

결과, 현상을 반영한 키워드, 감성을 표현한 키워드, 

디자인 요소 및 디자인 선택 시 고려사항, 패션 스타

일, 패션 아이템, 패션 브랜드, 소셜 미디어 및 인플루

언서, 감정형용사로 유형화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사회 · 문화적 현상으로서 뉴트로 패션은 전 세대

의 출현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며 향유되는 패션이

라고 할 수 있으며, 감성적 측면에서 뉴트로 패션은 

과거에 대한 낭만과 향수, 이를 통한 공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B급 감성은 뉴트로 패션의 중요한 감

성 요소로, 뉴트로 패션과 의미상의 유사성을 보였

고, 젊은 세대에게 을지로, 익선동, 성수동, 동묘와 같

은 지역적 키워드는 하나의 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트로 패

션은 크게 하위문화 패션과 클래식 스타일이 공존하

는 패션이며, 빅로고, 체크 패턴, 플로럴 패턴, 도트 

패턴 등의 디테일과 벨벳, 코듀로이, 플리스와 같은 

소재가 뉴트로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인적 요소로 나

타났다. 뉴트로 패션 내에서 고프코어룩과 애슬레져

룩을 통해 스포티즘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스포

츠 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가 뉴트로 패션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뉴트로 패션은 소셜 미

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김칠두와 

같은 시니어 모델의 활약은 아이돌이나 젊은 배우와 

대조적으로 중후한 매력을 선사한다는 측면에서 뉴

트로 감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다. 감정 형용사

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촌스러움과 과

시형 소비를 뜻하는 플렉스와 재미는 뉴트로 패션상

품의 소구점으로 나타났다.

복고주의적 관점에서 과거는 소비자의 욕구나 경

험에 의거하여 사실보다는 정서에 그 중요성을 가진

다(Kwon, 2015). 뉴트로 패션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에서 나타난 키워들의 대부분이 감성으로 분류되었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재해

석한 뉴트로 패션 또한 정서적 기반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Higson(2014)은 과

거에 대한 향수는 과거와 현재의 좁힐 수 없는 시간

적 거리와 현재의 이질성에 근거한 개념으로, 다시

는 가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애석함이라고 하였

다. 이처럼 뉴트로 패션은 기성세대에게는 좋았던 

시절에 대한 애석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동시에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을 이끌어내는데서 재

미를 찾을 수 있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뉴트로 패션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 산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과거의 재해석을 통한 신선함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뉴트로 감성과 시니어 모델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뉴트로 패션의 유행은 시니어 모델 시

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뉴트로 패션의 키워드로 나타난 동

묘의 구제시장, 아빠옷장, 할머니의 구제 옷과 같은 

요소는 클래식과 함께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가능

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묘룩’으로 

대표되는 아재패션은 키코 코스타디노브와 같은 디

자이너에게 고프코어 패션으로서 영감을 주었고, 이

를 통해 K-패션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

다. 이 외에도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화보촬영이 한

국의 시골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K. B. Lee, 

2019), 한국인들에게 자칫 촌스러워서 받아들여지지 

않던 패션이 해외 패션시장에서는 이색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넷째, 뉴트로 패

션 키워드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주요 키워드로 

출현한 ‘기성세대’에게 뉴트로 패션은 특히 효과적

으로 어필될 수 있는데, 경제력을 갖추고 자신을 위

한 아낌없는 소비를 하는 중장년층인 오팔세대(Old 

People with Active Life; OPAL)는 뉴트로 패션에서 나

타난 아웃도어, 골프웨어의 주 소비층으로 볼 수 있

다. 이들은 건강, 미용, 삶의 질에 꾸준히 투자한 덕분

에 젊은 층 못지않은 취향을 가지고 있어 문화 트렌

드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SNS 활동도 즐길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사람도 많다(Jeon, 2020). 오팔세대의 향수를 자극하

면서도, 연구결과로 나타난 유튜브나 브이로그, 인스

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뉴트로 패션을 분석함에 있어 패션 분

석 단계에서 나아가, 패션을 통한 사회 · 문화적 의미

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 디자인 분

야의 질적 연구방법론과 정보학적 방법론인 빅데이

터 분석을 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유형화 단계에서

는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뉴트로 패션과 같은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패션산업에서도 뉴트로 패션의 하위요소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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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

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 앞으로 사회 트

렌드로서 나타나는 유행 패션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류가 

모호한 62개의 단어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대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명확하게 분류된 단어일

지라도 인식에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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