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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ranny look of the new-tro trend 

via Alessandro Michele’s Gucci collection and to provide a reference standard 

for future design developments by identify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granny 

look. To analyze the new-tro trend and the granny look, basic concepts were 

analyzed through aesthetic and art books and the photographic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net sites. A total of 186 fashion images were considered 

as granny look by five clothing experts. The images were subdivided into 

silhouettes and items, materials, patterns, and colors to analyze the modeling 

factors and identify the intrinsic inner meaning based on the theory of 

Nostalgi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ilhouette was expressed naturally 

without exaggeration or shrinkage. The thermosetting materials included fur, 

velvet, knit and quilted materials, while the colors showed raw and faded 

shades based on the use of natural colors.  The patterns were mostly natural, 

such as flowers, leaves, and stalks, which were aimed at nature. The inner 

meaning of the granny look is based on the theory of Nostalgia, primarily 

because it is an emotional fairy tale and second, it reflected the sessions of 

nature. Also, it is a reinterpretation of the narrative. In conclusion, the 

academic and fashion industries need to understand the various emerging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to derive a 

positiv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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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살펴보면 옛것 들이 많이 눈에 띈다 최근에 불고 있는 옛‘ ’ . ‘

것 의 유행은 몇 해 전 유행했던 복고 열풍 과는 다르다 최’ ‘ ’ . 

근 보여 지고 있는 복고의 양상은 레트로 를 기반으로 (retro)

재해석되어진 뉴트로 라고 명하고 있다(new-tro) .

에서는 뉴트로는 경험하지 못한   Kim, Jun, and Kim(2019)

옛것 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대와 대의 젊은 층이 주체‘ ’ 10 20

가 되는 트렌드이며 이러한 특징은 뉴트로 트렌드를 추억에 , 

의한 소비가 아닌 미학적 측면에서 인기를 모으는 트렌드 

라고 설명한다.

또한 뉴트로 현상은 대중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션 트렌드는 .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절충과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절충은 현대 패션의 특징, 

이자 커다란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Jung & Shin, 2003). 

이와 같이 뉴트로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패션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현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뉴트

로 패션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서 나타나고 있는 뉴트로 트렌드로 재해석된 그래니 룩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granny look) .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레트로 패션을 주제로 연구한   

선행 연구로는 마크제이콥스의 디자인에 나타난 레트로 특

성 연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스타일 연(Lee, 2004), 

구 존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을 중심으로 (Yang, 2006), 

년대 컬렉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2000

년대에 나타난 레트로 패션의 특성 연구(Kim, 2010), 2010

등이 레트로 패션을 주제로 연구하였다(E. Park, 2019) . 

뉴트로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뉴트로 디자인을 반  

영한 패키지 특성 연구 뮤직비디오 의상에 표(Lee, 2019), 

현된 뉴트로 현상 연구 현대 디자인과 (Songae Park, 2019), 

뉴트로 디자인에 대한 제품 태도와 구매 의도 차이 연구

레트로 와 뉴트로의 디자인 특성을 (Heeeun Kim, 2019), 

식품 브랜드 패키지로 분석한 등의 선(Hyunjin Kim, 2019)

행 논문이 있다 레트로부터 뉴트로까지 선행 연구가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인 그래니 룩

을 뉴트로 트렌드 현상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다소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래니 룩 의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  

고자 현재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 컬렉션을 패션 컬렉션

에 나타난 그래니 룩의 자료로 선정하였다 구찌는 년 . 2014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디렉터로 영입하면서 재해석

된 뉴트로 경향의 패션을 선보이며 구찌의 새 역사를 쓰며 

당대 패션계에 새로운 영향을 제시하였다.

로마에서 태어나 자란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히피 같은 삶  

을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 과 시대의 구분이 없고( ) , 性
규칙이 없는 컨셉으로 기발한 빈티지 느낌이 가미되고 절충

적으로 믹스 매치 된 세퍼레이츠 라(mix & match) (separates)

는 아주 현대적 언어로 작업하면서 구찌가 대변할 수 있는 , 

것을 완전히 재 정의했다 알레산드로 미켈레(Bowles, 2015). 

는 개인의 개성이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밀레니얼 세대 들의 공감을 (millenials)

이끌어 낼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 

따뜻한 자연미를 살린 빈티지 미학으로 차갑고 획일화된 도

시 스타일에 지친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꽃, 

나비 꿀벌 용 호랑이 등의 화려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패, , 

턴을 주로 사용하고 할머니 옷장 깊숙이 넣어 둔 옷을 연, 

상시키는 그래니 룩 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다‘ ’

(Bae, 2017).

그러므로 구찌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디자인에 나타난 뉴  

트로 트렌드의 경향과 그래니 룩의 디자인을 살펴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되며 컬렉션에서 발표되, 

었던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 의상을 분석하여 독창적, 

인 그의 작품에 나타난 그래니 룩의 특성을 고찰하고 노스

탤지어 이론으로 내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nostalgia) . 

따라서 본 연구는 미학 및 예술 관련 서적을 통한 이론적   

고찰로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패션 관련 문헌과 보그

더블유 코리아 등의 잡지와 인터넷 사(Vogue), (W Korea), 

이트를 통해 기사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나타난 그

래니 룩의 미적 특성을 찾아봄으로써 변화하는 트렌드 및 

현대 패션에 나타난 뉴트로 트렌드와 그래니 룩 의 특성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 하고자 한다.

패션은 현재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새롭게 나타  

날 트렌드와 디자인 개발에 적용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

이므로 추후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의 디자인 연구에 참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고찰III.�

뉴트로의�개념�및�발생�배경1.�

뉴트로는 레트로에서 파생되어 진화된 개념으로 뉴 레트로-



34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4 2

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디자인 트렌드로서 1970

년대 중반 프랑스 저널리스트에 의해 재연 재유행 의 의, ‘ ’, ‘ ’

미로 처음 사용되었다(Sunyoung Park, 2019). 

뉴트로란 새로움 을 뜻하는 와 복고 라는 뜻을 가진   ‘ ’ new ‘ ’

의 합성어로서 오래된 것을 새롭게 재retro-spective(retro) , 

해석하여 즐기는 문화를 말한다 레트로의 단점인 고루 권. , 

태 촌스러움 지루함이 뉴트로로 발전하면서 단점이 사라지, , 

게 된다 그 대신 추억이나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버릴 . 

것은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하여 발전시킨 것이 뉴트로가 되

었다(Heeeun Kim, 2019). 

에 의하면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했던 복고 열  Table 1 , 

풍과 달리 뉴트로는 과거를 모르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

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에서 대의 밀레니얼 세. 10 30

대에게 복고는 더 이상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

은 옛것 이다’ (Kim, Jun, Lee, Choi, Lee, Kim, Lee, Seo, & 

뉴트로를 이끄는 주력 세대가 젊은 층이며Kwon, 2018). , 

밀레니얼 세대가 경험 해보지 못한 색다르고 신선한 과거로 

주목 받고 있다(Jang, 2019). 

뉴트로 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첫째 뉴트로의 낡고 오래된 감성의 불완전함을 미학으로   , 

느끼고 있다.

고도화된 문명사회에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는 매끈하고   

완벽한 것을 재미없다고 느끼며 낡고 오래된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뉴트로의 불완전함을 새로운 매력으로 느끼고 있

다 둘째 뉴트로가 등장하게 된 배경(M. Kim et al., 2019). , 

을 브랜드 헤리티지를 현대화된 미학적 감성으로의 재해석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각이란 원형을 모방하여 다시 판각. ‘

한 것 이란 뜻으로 과거의 제품을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 

Table� 1.� Retro� VS� New-tro.

Retro New-tro

Meaning A reproduction of the past An unfamiliar old thing

Pathos Nostalgia, intimacy
New content, 

analog sensibility, intimacy

Target
Middle-aged people in their 40s and 50s 

and over
10s to 20s

(Kim et al., 2018, p.244)    

재해석하여 재현하는 작업을 복각 이라고 한다(E. Kim,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전통 그들만의 잇스토리 그 2019). , (

물건만의 이야기 를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재해석하며 브랜)

드만의 헤리티지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현대화된 미학적 감

성을 더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다(Kim et al., 

셋째 요즘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 위안을 2018). ,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의 발달로 물질적으로는 .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심화된 , 

경쟁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

하고 결핍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시절을 경험한 적은 . 

없을 지라도 당시의 감성을 뉴트로 라는 흐름을 통해 간접

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심리적 위안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과

거로의 회귀 본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Hyunjin Kim, 

2019).

현대�사회에�나타난�뉴트로�트렌드2.�

현대 사회에서는 뉴트로 트렌드가 패션 공간 제품 등 다양, , 

한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게임 회사의 닌텐도는 약 년 만에 슈퍼패미컴의   30

복각판 슈퍼패미컴 미니를 재출시 했는데 전 세계에 만200

대 이상이 팔렸다 슈퍼패미컴 미니의 디자인은 옛날 슈퍼패. 

미컴과 똑같으나 기술력은 높이며 뉴트로 감성을 살린 디자, 

인으로 뉴트로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M. Kim et 

al., 2019).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도산 분식은 레트로 와 클래식을 조  

합한 분위기에 미각과 시각 분위기를 통해 창의성과 신선함, 

을 선보인다 년대 떡볶이 집에서 썼던 초록색 점박이 플. 90

라스틱 접시와 집에서 흔히 물병으로 애용됐던 유리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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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내는 보리차까지 할머니 댁 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가 . ‘ ’

힙스터 들이 모이는 장소로 현대적 감각으로 뉴트로 (hipster)

감성으로 재해석한 공간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Won, 

2018).

뉴트로는 패션 산업군 속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로는 휠라 가 있다 휠라는   (Fila) . 

년대 감성을 재현한 복고풍 운동화 디스럽터 를 출시1970 ‘ 2’

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타 미국 슈즈 , 

전문 미디어인 풋웨어 뉴스에서 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2018

신발로 선정되기도 했다(M. Kim et al., 2019).

하이패션 브랜드 또한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복각 제품들  

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의 를 빅로고로 활용한 제품을 선보  BI

이고 있다 구찌 는 로고가 강조된 제품들은 큰 . (Gucci) ‘GG'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도 브랜드 네임, (Balenciaga)

을 빅로고로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디올 또한 새로운 로고 플레이와 새들백을 새롭게 재(Dior) 

출시 하였다. 

빅 로고는 더 이상 지루한 복고 패션이 아닌 감성 브랜드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스타일로서 멋스러

우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한다는 장점이 있

다(Oh, 2019). 

뉴트로는 새로운 레트로 라는 점에서 복고라고 볼 수 있  

지만 매번 돌아오는 트렌드가 아닌 하나의 장르이자 문화로 ,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이며(Kim, Jun, Choi, Lee, Lee, 

과거를 모르는 젊은 Kim, Lee, Seo, & Kwon. 2019), 1020

세대가 옛것에서 찾은 신선함을 감성적 트렌드로 재해석한 

뉴트로를 만들어 가며 과거의 옛것에 추억과 향수가 있는 

세대와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4050 . 

회적 문화적 구조에서 뉴트로 트렌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 

이게 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트, 

로 트렌드가 나타났다. 

그래니�룩의�개념3.�

그래니 는 할머니라는 뜻으로 년대 소녀들이 (granny) ' ' , 1970

자신들의 할머니 세대인 년대 여성 패션을 즐긴 1920~1930

데서 유래했다 그래니 룩은 할머니 세대의 패션 요소들을 . 

세련되게 재해석한 것이다.

그래니 룩은 할머니 시대의 패션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탄생시킨 룩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할머니 옷장(look) . 

에서 꺼낸 둣한 빈티지 아이템들로 연출한 그래니  룩은 촌

스럽지 않게 적절한 믹스 앤 매치로 스타일링 하는 미니멀

한 루즈 핏 재킷과 꽃무늬가 더해지면 사랑스러운 느낌과 

동시에 도시적인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다 손뜨(Jung, 2017). 

개 니트와 트위드 벨벳 등 투박한 소재에 체크 패턴, (Kim, 

빈티지 꽃무늬와 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실크 원피2015), , 

스 컬러풀한 모피 커다란 안경 실크 스카프 등, , (Lee, 2016), 

의 아이템을 활용하여 그래니 룩을 표현하고 있다. 

할머니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 보다 패션에 있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온을 위해 롱 드레스 아, 

래 터틀넥 을 겹쳐 입거나 목에 스카프를 묶는다(turtleneck) . 

편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스커트나 드레스에도 굽이 낮은 

샌들이나 로퍼 를 신는다 소재는 유연한 편물을 선호(loafer) . 

하고 레이스나 꽃무늬와 같은 보타니컬 패턴을 , (botanical)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할머니의 의복 제품 및 특징들을 젊. 

은 세대의 패션으로 가져와 세련되게 연출한 것을 그래니 

룩 또는 그래니 시크 라 한다(granny chic) ("Granny look," 

n.d.).

년대 룩 이 유행하면서 그 시절 젊은 시절을 보  1970 (look)

낸 멋쟁이 노년들에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

며 뉴트로로 재해석된 그래니 룩은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내 , 

입은 느낌을 풍기면서도 고급스럽고 모던하며(Ma, 2015), 

촌스럽지 않고 패셔너블하다. 

지금의 그래니 룩은 나이의 경계를 허물고 트렌드를 반영  

한 스타일이며 전 세대가 공유 할 수 있는 하나의 감성 패

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알레산드로�미켈레의�구찌�컬렉션에�나타난�.�Ⅳ

그래니�룩

그래니�룩의�선정�방법1.�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가 구찌 에서 컬렉션을 시작한 년 Michele) (Gucci) 2015 F/W

부터 년 로 제한하며 현대 패션에 두드러지게 나2019 F/W

타나고 있는 뉴트로 트렌드를 고찰하고 그래니 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류학 전문가 인의 검토를 거쳐 그래니 . 5

룩이라고 판단된 총 점의 패션 이미지를 최종 연구 대상280

으로 하였으며 분석 항목은 실루엣 및 아이템 소재 패턴 , , , 

및 색상으로 세분화 하여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에서 구찌의 컬렉션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2

년부터 년 컬렉션까지 평균 의 빈도로 그래2015 2019 24.7%

니 룩이 보여 지고 있다 이는 구찌의 컬렉션에서 매 시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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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Season� and� Year� in� Gucci� Collections.�

Year Analysis� Data Frequency(%)

RTW

2015 A/W 47 8(17.0)

2016 S/S 60 17(28.3)

2016 A/W 70 13(18.6)

2017 S/S 75 17(22.7)

2017 A/W 119 27(22.7)

2018 S/S 108 29(26.9)

2018 A/W 93 27(29.0)

2019 S/S 84 21(25.0)

2019 A/W 87 9(10.3)

Resort

2016 S/S 68 19(27.9)

2017 S/S 96 24(25.0)

2018 S/S 114 31(27.2)

2019 S/S 114 38(33.3)

Total 1,135 280(24.7)

Table� 3.� Formativeness� in� Gucci� Collectio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requency(%)

Silhouette

Straight Long & Loose Etc.

150(53.6) 87(31.1) 43(15.4)

Item

Two pieces Coat Pleats skirt  Cardigan Dress

53(18.9) 42(15.0) 42(15.0) 41(14.6) 35(12.5)

Material

Silk Fur Knit
Quilted & 

padding 
Velvet

72(25.7) 34(12.1) 32(11.4) 22(7.9) 15(5.4)

Pattern
&� Color

 Vivid color, natural & flower 

patterns

 Vintage color & flower 

patterns 

Heritage patterns 

of Gucci

80(28.6) 57(20.4) 21(7.5)

그래니 룩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롱앤 루즈 핏  Table 3 (53.6%), 

순으로 나타났다(31.1%) .

아이템은 투피스 카디건 코트 플  (18.9%), (14.6%), (15.0%), 

리츠스커트 드레스 순으로 아이템이 나타났(15.0%), (12.5%) 

다.

소재에서는 실크 퍼 니트 퀼팅  (25.7%), (12.1%), (11.4%), 

벨벳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대한 한계점은 (7.9), (5.4%) . 

시각적인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육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션 분석은 담아내지 못함에 있다.

패턴에서는 비비드한 칼라의 플라워 패턴 빈티지   (28.6%), 

칼라의 플라워 패턴 구찌의 헤리티지 패턴(20.4%), (5.7%)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 컬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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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나타난 그래니 룩의 특성을 고찰하고 내적 의미를 도

출해 보고자 한다.

컬렉션에�나타난�그래니�룩의�특성2.�

실루엣 및 아이템1) 

활동성과 편리성이 강조되는 그래니 룩에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롱 앤 루즈 핏 스타일이 주를 이루며 이런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래니 룩을 최근 패션의 유행인 스트레이

트 실루엣과 롱 앤 루즈 핏 실루엣이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에 반영되어 보여 진다. 

이러한 디자인은 빠른 경제 성장과 강박적인 사회의 틀에  

서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유 있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지며 그래, 

니 룩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루즈 핏 스타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할머니의 여유 있고 따뜻한 이미지를 

느끼게 해준다.

아이템으로는 코트 카디건 플리츠스커트 투피스 등이   , , ,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스카프 안경 진주 목걸이 등 그래니 , , 

무드를 느낄 수 있는 패션 요소도 보여 지고 있다.

에서는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내 온 둣한 브라운   Figure 1

컬러의 루즈 핏 퍼 코트 가 빅 로고 플레이의 디자인으로 

브랜드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스타일로 

표현해 준다 의 넉넉한 실루엣의 카디건과 진주 목. Figure 2

걸이를 스타일링 한 그래니 룩이 보여 지며 에서는 , Figure 3

기하학 문양의 플리츠 롱스커트와 플라워 패턴의 루즈 핏 

Figure� 1.�
Gucci� 2018� S/S�
(www.vogue.ru)

Figure� 2.
Gucci� 2018� S/S�
(www.vogue.ru)

Figure� 3.
Gucci� 2016� A/W�
(www.vogue.ru)

� Figure� 4.
Gucci� 2019� S/S�
(www.vogue.ru)

Figure� 5.�
Gucci� 2017� A/W�
(www.vogue.ru)

블라우스가 보여 지며 실버 헤어와 볼드 한 안경 그리고 진

주 포인트가 들어간 샌들의 스타일은 그래니 룩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에서는 직선 실루엣의 투피스를 착. Figure 4

용하고 스카프를 머리에 쓴 바부슈카가 보여 지는데 바부슈, 

카는 러시아 단어로 할머니 를 뜻하고 머리에 쓰는 후드 ‘ ’ , 

모양의 머리 덮개는 같은 천 조각으로 턱밑을 묶는 스카프

를 뜻하는 단어이다 에서는 플라워 (Picken, 1998). Figure 5

패턴의 롱 드레스에 흰색 스타킹에 로퍼를 신고 손가방의 

스타일링은 그래니 무드가 나타난다.

소재 2)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에서는 보온성을 강조한 소재의 

사용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산업의 발달로 스마트 폰의 활용이 극대화 되고 언제   IT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컨텐츠 를 접하며 빠르게 진(contents)

행되는 사회에 현대인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경제적 어

려움 속에서 인 가구가 늘어 가며 개인주의적 사회가 강해1

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뉴트로 트렌드는 간. 

접적 경험을 통하여 옛것에 대한 이미지가 따뜻함과 편안함

으로 인식되어진 과거에 대해 향수를 느끼게 되는 심리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뜻함과 편안함 이 시각적으로 느, 

낄 수 있는 소재로 나타나고 있다 소재에서는 보온성을 강. 

조한 소재로는 퍼 벨벳 니트 패딩과 누빔 소재가 나타나, , , 

는데 보온 적인 기능과 함께 재질감에서도 부드러운 터치의 , 

원단이 다수 사용되었다. 

에서는 올드 한 디자인의 퍼 코트를 재해석한 디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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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ucci� 2017� S/S�
(www.vogue.ru)

Figure� 7.
Gucci� 2017� S/S�
(www.vogue.ru)

Figure� 8.
Gucci� 2018� A/W�
(www.vogue.ru)

Figure� 9.
Gucci� 2018� A/W�
(www.vogue.ru)

Figure� 10.
Gucci� 2019� S/S�
(www.vogue.ru)

자인이 보여 지며 에서 실크 소재에 플라워 패턴을 , Figure 7

사용하여 디자인한 투피스가 보여 진다 에서는 경. Figure 8

량의 패딩 점퍼와 벨벳 스커트가 보여 지는데 패딩 점퍼는 , 

소매와 카라 부분에 레이스를 사용하여 러블리 한 디자인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벨벳 스커트에는 식물과 플라워가 같이 

있는 동양적인 플라워 패턴의 자수로 디자인되어 보여 진다. 

에서는 니트 카디건과 볼드 한 목걸이와 안경 그리Figure 9 , 

고 몸빼 바지를 연상케 하는 바지를 스타일링 한 그래니 룩

이 보여 진다 에서는 플라워 패턴을 사용한 동양. Figure 10

적인 디자인의 누빔 재킷이 보여 진다.

패턴 및 색상3)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에서 시그니처 패턴(signature) 

으로 사용하는 플라워 패턴은 자연적 문양과 함께 그래니 

룩을 표현하고 있다. 

인위적인 이미지의 패턴이 아닌 나뭇잎 덩굴 줄기 등의   , 

자연적 문양과 함께 비비드 칼라의 플라워 패턴과 톤 다운

된 빈티지 플라워 패턴을 주로 사용하였고 구찌의 헤리티지 

패턴인 로고 패턴의 사용은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어 나타난

다.

플라워 패턴에서 표현된 이미지는 감성적으로 향수를 느  

끼게 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며 자연적 문양과 함께 사용

된 플라워 패턴은 인위적이지 않은 나열로서 불완전함의 미

학이 나타난다.

와 에서는 명도 높은 비비드 칼라의   Figure 11 Figure 12

플라워 패턴이 보여 지는데 다양한 컬러의 사용으로 화려함

을 느끼게 해준다 상하의 컬러의 보색대비는 알레산드로 미. 

켈레의 컬러 감각을 보여주며 그린 계열의 하의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최소한의 컬러를 사용한 빈티지 플라워 패턴은 오. 

래된 빈티지 벽지 또는 카펫  에서 따온 빛바랜 느낌의 컬

러의 사용으로 그래니 무드를 강조하였다. 

에서는 구찌의 헤리티지 로고 패턴과 퍼를 블로  Figure 13

킹하여 디자인한 퍼 코트가 보여 지며 과 , Figure 1 Figure 2

에서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감성의 디자인에 헤리티지 문

양을 사용함으로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이 보여 진

다 에서는 빈티지 패턴을 사용하였지만 빅 리본 , Figure 14

블라우스와 심플한 디자인의 투피스의 스타일링으로 패턴이 

더욱 강조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보여 진다. 

에서 보여 지는 숄에서는 브라운 컬러의 빈티지 Figure 15

패턴이 보여 지며 함께 스타일링 한 터쿼이즈 컬러의 롱 드

레스를 매치하여 감각 있는 스타일링이 보여 진다.

뉴트로�트렌드와�그래니�룩의�내적�의미.�Ⅴ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뉴트로 트렌드 현상과 그래니 룩이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장에서는 뉴트로 트렌드와 그래니룩의 내적 의미를 노스

탤지어 이론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에 의하면 현재와 미  Davis(as cited in Cha & Yi, 2014) “

래에 대한 불안함과 부정적인 느낌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과거에 더 좋았었다는 믿음에 의해 과거를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것 으로 노스탤지어를 정의한다 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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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ucci� 2019� S/S�
(www.vogue.ru)

Figure� 12.
Gucci� 2017� A/W�
(www.vogue.ru)

� Figure� 13.
Gucci� 2018� S/S�
(www.vogue.ru)

Figure� 14.�
Gucci� 2016� S/S�
(www.vogue.ru)

Figure� 15.
Gucci� 2018� A/W�
(www.vogue.ru)

탤지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범문화적이고 보편적인 감

정으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아로서 역

할 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곧 자존감의 증, 

진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아 또한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노스탤지어가 유발하는 과거의 이미지는 사회. 

적 관계 안에서 형성된 개인의 정서적 경험이며 노스탤지어, 

를 경험하는 가운데 사회적 연결감을 높여 주며 고독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된다(Hyunjin Kim, 

2019).

뉴트로 트렌드의 유형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를 지  

향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대화된 관점에서 노스탤지어 유형을 경험 측면에 따라 구

분하여 대리적 노스탤지어 유형이라고 설명한다(Cha & Yi, 

에서는 노스탤지어 유형의 한 특2014). Hyunjin Kim(2019)

징은 직접 경험 해보지 못한 과거의 특정 문화나 세대를 동

경하는 간접경험에 의한 노스탤지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옛것을 그리워하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는 현대 패션에  

서 과거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노스탤지어 로 나‘ (nostalgia)’

타나는데 이 정서적 공감대를 자아내고 감성적 트렌드로 과

거의 양식을 절충한 현대적 재해석으로 표현되고 있다(Lew 

이러한 노스탤지어 이론을 바탕으로 뉴트로 & Suh, 2017). 

트렌드와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에서 재해석된 그래니 

룩은 미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옛것의 감성에 대한 감성적 동화이다 급변하는 현  , . 

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 등이 젊은 세대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고독감은 본인은 경험 하지 못한 느

리고 불완전한 아날로그 감성에 환상성과 세대를 연결하는 

감성적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를 현재에서 재해석 하. 

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며 현대의 일상에서 벗어나 

과거의 추억과 환상에 머물러 쉬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욕`

구이다.

실루엣에 있어서는 인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실  

루엣을 사용해 인체를 편안하게 감싸는 구조를 보인다 인체. 

의 노출 축소와 과장 왜곡하지 않은 실루엣을 배제하며 자, , 

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표현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래니 

룩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과장과 인공적인 것 의 배제는 . 

과거의 따듯했던 그리움이 반영된 노스탤지어를 나타낸다.

소재에서는 보온성을 강조한 퍼 누빔 벨벳 니트 소재가   , , , 

나타나며 함께 재질감에서도 부드러운 터치의 원단이 사용

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뜻한 소재의 사용은 현대인의 지친 . 

삶에서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주며 할머니에 대한 향수를 자

극한다. 

둘째 자연으로의 회기이다 주로 사용한 패턴으로는 자연   , . 

패턴과 플라워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자연적 패턴인 꽃 나. , 

뭇잎 등의 프린트는 자연을 대표 하는 문양으로 이를 인위

적이지 않은 순수한 패턴의 사용으로 사라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 자연스

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비비드 플라워 패턴에서 주로 사용한 색상으로는 플라워   

고유의 비비드 칼라와 브라운 계통 그린 계통의 자연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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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haracteristics� of� the� New-tro� Trend� and� the� Inner� Meaning� of� Alassandre�Michel 's� Granny� Look� �é
(Drawn by authors) 

상과 빈티지 플라워패턴 에서는 빛바랜 듯한 색상을 사용해 

낡고 익숙하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해준다 빛바랜 . 

듯한 색상의 빈티지 패턴은 지나간 시간을 느끼게 해주고 

이를 통해 그리움을 상기시켜 노스탤지어의 감성이 표현되

는 것이다 또 무질서한 패턴의 배열은 인위적인 것을 배제. , 

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셋째 서사성의 재해석이다 브랜드는 독자적인 스토리텔  , . 

링과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 구찌에서는 알레산드로 미켈. 

레가 디렉터로 시작한 부터 그의 스타일로 재해2015 F/W

석되어 오래되어도 새롭고 가치 있는 스타일로 브랜드의 서

사성과 진정성이 보여진다 헤리티지 문양의 사용은 구찌라. 

는 브랜드를 미켈레의 감성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으로 나타

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렌드의 변화와 브랜드의 헤리티, 

지 그리고 디렉터의 변화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구찌의 아

이덴티티가 축적된 것이다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저는 과거. “

에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 

그건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와 현재에는 관. 

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과거에 영” (Bowles, 2015). 

감을 받아 재해석한 뉴트로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

의 흔적들은 재해석되어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하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며 과거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으로 노스탤지어를 나타낸다.

뉴트로 패션은 주로 과거에 존재한 아이템 또는 과거에서   

영감 받은 모티프를 활용한 직접적 간접적인 표현 방식으로 , 

나타났으며 단순히 과거의 스타일이나 기술의 모방이 아닌 ,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창조 개념의 트렌드이다.

에서는 뉴트로 트렌드의 특성과 알레산드로 미  Figure 16

켈레의 컬렉션에 나타난 그래니 룩의 조형적 특성 및 노스

탤지어 이론을 통한 내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결론�및�제언.�Ⅵ

뉴트로 트렌드는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결과로 현대인들의 문, 

화적 심리적으로 뉴트로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디자인에

서 보이는 그래니 룩의 조형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노스탤지

어 이론을 통해 내재된 내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래니 룩에서 도출된 조형적 특성은 실루엣에 있어서는   

인체를 과장 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보온성이 강조된 소재로는 퍼. , 

벨벳 니트 누빔 소재가 나타나며 보온 적인 기능과 함께 , , 

재질감에서도 부드러운 터치의 원단이 다수 사용되었다 색. 

상은 브라운 계통 그린계통의 자연적 색상의 사용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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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공되지 않은 느낌의 색상 빛바랜 색상이 나타났다 문, . 

양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문양으로 꽃과 나뭇잎 줄기 등과 , 

같은 자연 문양이 주로 나타났다. 

노스탤지어의 이론을 통해 도출된 뉴트로 트렌드와 알레  

산드로 미켈레의 컬렉션에 나타난 그래니 룩의 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옛것의 감성에 대한 감성적 동화이다 과거를 현재  , . 

에서 재해석하여 불완전한 아날로그 감성과 현재를 연결시

키며 인간 내면의 감정의 영속성 환상성 긍정성의 노스탤, , 

지어가 표현된다 둘째 자연으로의 회기가 나타난다 인위. , . 

적이지 않은 패턴의 사용으로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 자연스

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회기성 안정성의 노스, 

탤지어로 표현된다 셋째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서사성의 재. , 

해석이다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재해석으로 서사. 

성 진정성의 노스탤지어로 나타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뉴트로 트렌드와 그래니 룩은 직접 경험해   , 

보지 못한 아날로그 향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힘든 삶을 긍정적으

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적으

로 유대감을 높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며 발전해 ,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트로 트렌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흐름에 따라 다  , 

양한 유형으로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

와 패션 업계는 뉴트로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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