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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4.9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2.4.9 담당부서 주일한국문화원

담당자  전시팀장 하성환,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 postmaster@koreanculture.jp

한국의 복고문화 체험존을 일본 신주쿠에 조성
4.18～5.7 주일한국문화원서 한국의 뉴트로문화 소개전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4월 18일(월)부터 5월 7일

(토)까지 약 1개월에 걸쳐 ‘한국의 복고문화 뉴트로’전을 청사 내 갤러리

MI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점

을 감안하여 최근 한국의 20 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뉴

트로 문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전시회에선 먼저 이러한 유행의 배경이 대중매체와 현재의 유행을 선도

하는 MZ세대에 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복고 분위기를 느

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의 익선동과 을지로를 사진만이 아닌  

숯불 화로 테이블, 고기와 치킨 등의 모형 그리고 옛 디자인을 복원한 소

주와 맥주 외 복고풍으로 재생산된 상품 등을 전시하며, 대학로에서 레트

로풍 LP카페로 알려진 학림다방을 참고하여 문화원이 소장중인 7080년대

의 LP판을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는 LP카페를 조성한다.

한국의 높은 인기를 현재 복고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해외문화홍보원이 실시한 '2021 국가이미지 조사'를 따르면 일본내 '한국

에 대한 인지 및 관심'은 '현대문화'가 72.8%로 가장 높았다. 문화원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작년부터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및 인테리어’, ‘K-

웹툰’, ‘K-드라마’ 등을 소개해 왔으며 이번에는 젊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뉴트로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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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고풍 거리를 실제와 같이 연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로 준비하

였다.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한국의 숯불 

구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익선동 고기거리, 한국의 치킨 맥주 문화를 맛볼 수  

있는 힙지로(을지로) 치맥거리, 한국의 대학로의 학림다방을 참고하여 조성

한 LP 카페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진을 찍거

나 LP판을 직접 재생하는 등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복고문화의 유행이 한국의 대중매체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착안

하여, 복고풍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드라마와 영화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그 중 대표적인 영화 작품인 ‘쎄시봉’과 ‘써니’를 전시 기간 중에 특별 상

영할 예정이다. 영화 상영회는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현재 일본내 COVID-19가 아직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장 인원 제한, 상시 소독, 소독약 및 적외선 열 카메라 배치, 상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oreanculture.jp)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붙임. 전시회 개요 및 구성.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전시팀장 하성환,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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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ㅇ 전시회명 : 한국의 복고문화 뉴트로

 ㅇ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7일(토) 10:00~17:00

 ㅇ 장소 :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MI(1층)

 ㅇ 주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ㅇ 내용 : 현재 한국에서 대중문화로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문화를 

소개하고 유행하게 된 이유를 소개. 이와 동시에 뉴트로가 

배경이 된 드라마, 영화 등을 소개하고 전시 기간 중에 특별 

상영회 개최. LP카페, 선술집 등 관람객이 참여하여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전시 구성(예정)

붙 임  전시회 개요 및 구성

대주제 주요 내용

1. 뉴트로의 개념 설명
- 뉴트로와 레트로, 복고 등 전시와 관련된 용어
들 소개

2. 뉴트로가 유행하게 된
배경 소개 –
매스미디어의 영향

- 영화와 드라마 등의 방송을 통해 복고문화가
유행되었음을 관련 작품의 포스터와 광고 등을
통해 소개
- 한국에서 복고풍 거리로 유명한 익선동과 을지
로 소개
- 익선동의 고기집, 을지로의 치맥거리 등을 실제
물품을 통해 재현하여 포토존 마련
- 복각판 라면, 맥주, 소주 등 복고풍으로 제작되
어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소개

3. 뉴트로가 유행하게 된
배경 소개 –
MZ세대의 영향

- 현재의 MZ세대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가 되면서 70-80년대를 체험하지 않으면서
도 복고가 유행하게 된 배경을 소개

4. 복고풍 LP 카페 재현
- 대학로의 학림다방 등을 참고하여 전시장 내 LP 카페
를재현
- 문화원이소장중인 70-80년대 LP판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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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