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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rehend indie fashion which pursues the realization of self-identity, values, freedom

and a creation that deviates from conventional cultural flow. This study also aims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ie fashion in Korean culture. A rigorous study on indie fashion has not yet been

don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both a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study. The empirical

study asked individuals who engage in indie fashion to provide opinions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ie fash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ndie fashion does not impose conformity upon an indivi-

dual nor does it pursue differentiation. Second, indie fashion based on self-identity is characterized by an

individual's consistent and unchanging style. Third, images (or styles of indie fashion) cannot be uniformly

defined as styles different from one individual to another. Fourth, indie fashion can be defined as when an

individual perceives themselves as pursuing indie spirit and its attitude. Next was an empirical study that

showed in what position indie fashion is and who the fashion leader is in indie fashion. People who enjoy

indie fashion said that (regarding indie fashion) it exists independent from the flow of trends as it regards

personal values and identity as important.

Key words: Independency, Indie fashion, Indie spirit, Self-identity, Self-leader; 독립, 인디 패션, 인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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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사회에서 생산자들은 경제성보다 상징적인 가치

와 의미를 지니는 제품 생산에 더욱 중점을 둔다(Finkel-

stein, 1996). 때문에 현재의 소비사회에서는 많은 기업

들이 경쟁적으로 개성 있고 다양한 패션 스타일들을 선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명백하고도 대표적인 변화는

패션에 있어서 취향의 세분화 혹은 차별화(Differentia-

tion of taste)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연령과

가격대로 세분화된 고정된 컨셉의 제품보다 개인을 효

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

렷하다. 즉, 소수들만이 공유할 법한 스타일, 기존의 유행

의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들이 과거 어느 때보

다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뿐만 아니

라 음악, 영화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방향으

– 650 –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sooha@snu.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플러스 의류패션 전

문 창조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2016,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0, No. 4 (2016) p.650~659

http://dx.doi.org/10.5850/JKSCT.2016.40.4.650

〔연구논문〕



한국 인디 패션 개념에 관한 연구 61

로 자아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유와 창작의 독립을 추구

하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서 떠오르고 있는 ‘인디’에

주목하였다. 특히 인디 패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인

의 취향이 세분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미래의 패션 디자인의 방향을 새로

운 시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인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인디 음악,

인디 영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의 목적이 특

정 분야의 문화 발전방향과 대중성 확보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제작지원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디의 구체적인 특성과 스타일을 분석

측면에서는 부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인디 패션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는 인디 패션을 인디 음악과 관련한 패션으로

보거나, 신진 패션 디자이너, 신진 패션 브랜드로 한정

하여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인디 패션의

정의와 범주, 인디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디 패션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여 인디 패션을 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새롭고 다양한 패션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의

패션 트렌드와 패션 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 설정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였

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인디의 정의 및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쓴 인디에 대한 에세이, 국내 ·외 서적 및 연

구논문을 통해 인디의 정의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인디 패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론적 고찰에 더하여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였는데 국

내에서 인디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인디 패션의 정의와 특성을 추출하였다. 면접대상

의 추출방법으로는 지인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편의

표본추출법과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대상

은 본인 스스로가 인디 패션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

람에 한해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기존의 패션 시스템과

는 다른 방향으로 자아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하는 인디

패션 디자이너와 인디 패션 잡지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인디 패션의 주 소비계층으로 인디

패션 잡지에서 취재한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

들과 인디 패션 디자이너 옷을 구매 ·착용하는 소비자

들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면접참여자는 총 40명으로

그 중 인디 패션 디자이너는 20%, 인디 패션 잡지 관련

종사자들 30%, 인디 패션 소비자 50%로 구성되었다. 심

층면접내용은 이론적 고찰결과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

로 “본인이 생각하는 인디 패션은 무엇입니까?”, “본인

이 생각하는 기존의 패션과는 다른 인디 패션만의 특성

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인디 패션의 이미지

는 무엇입니까?” 등의 인디 패션의 정의 및 이미지와 관

련된 내용, “인디 패션은 유행의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

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인디 패션에

서 패션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패션의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 편입니까?” 등의

현대 패션 시스템에서의 인디 패션의 위치와 관련된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면접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

의하에 녹취하였으며 면접 시 본인이 입고 있는 패션

스타일을 사진자료로 수집하였다.

II. 인디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인디의 정의

‘인디(Indie)’는 ‘독립적인’, ‘자율적인’, ‘자치적인’을 뜻

하는 ‘Independent’의 줄임말이다. 여기서의 독립과 자립

은 거대 자본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생산을 도모하고, 기존의 유통구조와는 다

른 독자적인 배급망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일

련의 문화적 활동과 실천 및 그 산물을 의미한다(Kim,

2002). 즉 인디는 문화의 획일성, 문화에 대한 비진정성

(非眞正星), 창작과 수용의 단절적 커뮤니케이션, 이로

부터 기인하는 창조성의 제약 등 기존의 지배적인 기득

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산업구조로부터의 반작용이다

(Jang et al., 1999).

Cohen(1991)는 인디를 기존의 하위 문화들과의 차이

점으로 인디의 행위자들은 이미 문화 자본을 갖고 있는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라는 점과 기성세대

문화를 전제하는 대립이나 탈주가 아니라 행위자의 반

성으로부터의 대립과 탈주라고 하였다. 또한, Grossberg

(1991)는 수용자들과 지배 문화 사이에 저항(Anti), 대안

(Alternative), 독립(Independent) 문화라는 세 가지 유형

의 영역을 주장하면서, 저항은 지배 문화에 대한 직접적

인 도전 혹은 위협으로 나타나고, 대안은 단지 지배 문

화에 대한 함축적인 공격을 의미하고, 독립은 자신을 명

시적으로나 함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독립으로 그것이

지배 문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Couldry(2000)는 인디가 기존의 지배적인 흐름으로부터

독립한 이유는 단순히 메이저이기 때문이 아니라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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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란 경제 권력의 강요된 정체성과 억압적 획일성으로

부터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인디에 대한 공통적 관점을 정리

하면 첫째, 인디는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 즉 주류 문화

의 흐름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서 접근하고 있고 둘째,

이러한 독립의 바탕에는 기존의 문화에 대한 대항과 대

립이 아닌 자아정체성이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셋째, 이

러한 표현은 대중 소비사회의 경직된 질서에 대한 대안

적인 문화적 실천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디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인디란

‘획일화된 문화 생산양식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성을 추구하려는 정신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인디 문화와 혼재되어 불리는 용어들에 대한 의

미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회 안에서 일

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문화(Culture)

라 하며, 그 안에는 오버그라운드 문화(Overground cul-

ture)와 언더그라운드 문화(Underground culture)가 존재

한다. 오버그라운드 문화와 언더그라운드 문화 내부에

는 각각 독자적 특징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 문화

인 여러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인

디 문화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하위 문화로는 얼터

너티브 문화(Alternative culture)와 반 문화(Anti culture)

가 있다(Grossberg, 1991; Kim, 2001; Moon, 2010). 이 하

위 문화들은 각각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상호간

에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이

러한 하위 문화들과 인디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더그라운드 문화(Underground culture)

언더그라운드라는 용어 자체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일반적으로

하위 문화적인 것으로 지칭되는 전체를 일컫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Thornton, 1990). 언더그라운드 문화

는 특정 권력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취향

과 실험정신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개별적 주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문화이다(Shim, 2008). 언더그라운

드는 용어 그대로 오버그라운드와는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버그라운드는 특정 권력을 중심으로 얼마

나 강한 포획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언

더그라운드 문화는 공유된 취향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이

는 특정한 권력을 중심으로 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취

향들의 공존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갖는 형태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가진 개별적 ·문화적 주체로 형성

하는데 기여한다. 즉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특정 권력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개

별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문화이다(Thornton, 1990).

2) 하위 문화(Sub culture)

하위 문화는 계급,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내에 포함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지어

지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

화를 의미한다(Hartley et al., 1994). 하위 문화라는 개념

은 원래 195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계에서 비행(非行)

청소년 연구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하위(sub-)라

는 접두사에서 이미 암시되듯 하위 문화의 주체는 계급

·인종 ·세대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나 소집단이며, 사회구조 안에서 ‘낮은’ 또는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im,

2015). 이러한 발생 배경 때문에 하위 문화는 대체로 주

류 문화 ·고급 문화에 대비되는 비주류 문화 ·저급 문화

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기존 질서의 정당성과 주류 문화의 가치를 의심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기

도 한다. 하위 문화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그 문화의 구

성원들에게 집단적 결속감과 고유한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문화가 ‘낮은’ 또는 ‘종속적인’ 위

치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며, 언어 ·복장 ·외모 ·음악 ·행동방식 등에서 독

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소속감과 연

대감을 갖는 문화로 보았다. 따라서 하위 문화는 언더그

라운드 문화 내에서 위치한 소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각각 독자적 특징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을 뜻

하며, 오버그라운드 문화 내에서도 다양한 하위 문화들

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3) 얼터너티브 문화(Alternative culture)

얼터너티브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대안’, ‘대체 가능

한’을 뜻한다. 얼터너티브는 처음 얼터너티브 록에서 시

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거치며 기존의

록이 바로 상업화되자 상업화 흐름에 대한 반성을 요구

하며 등장한 대안적 록 음악이 얼터너티브 록이다. 얼터

너티브 록의 핵심은 상업적인 음악 산업을 거부하고, 음

악을 경제적인 이윤을 위한 판매 상품으로 보는 관점에

서 벗어나 예술 혹은 표현으로서의 록 음악을 강조한다

는 점이다(Lee, 2014). 즉 얼터너티브는 기존의 대중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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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업의 상품화와 상품화로 인한 문화적 행위의 진정

한 의미의 상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문화

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다.

얼터너티브 록이 기존의 주류적인 음악 진영에 대한 반

성으로부터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터너티브 문화

는 기존의 주류 문화 흐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현한

문화적 행위와 흐름을 말한다. 얼터너티브는 음악 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

다(Kim, 2013).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르 내에서도 얼터

너티브는 계속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전반

에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얼터너

티브 문화는 특정 시기에 있어서 언제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몰 시간적 ·몰 공간적 문

화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맥락 내에서 기존

의 지배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출현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Kim, 2001).

4) 반 문화(Anti culture)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반하

는 문화를 하위 문화 중에서 따로 규정하여 반 문화 혹

은 대항 문화라고 한다(Koo et al., 2011). 반 문화의 기

원은 흔히 1950년대 비트족을 설명하는데서 출발했다.

비트족은 1920년대 대공황 시대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

전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전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삶에 안주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매정한 대접(Beating)

을 받았던 집단으로, 특히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 구조에

저항한 문학가와 예술가의 그룹을 일컫는다. 비트족은 기

존의 사회규범과 자본주의에 대해 대항하며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비판적 태도와 문화 상대주의적 사

고를 통해 새로운 문화 표현양식을 생산해 내었다(Kim,

2001).

반 문화는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반대를 특

징으로 하는 문화이다(Yinger, 1982). 이러한 반대는 한 사

회 내의 규범적 혹은 가치적 갈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지배 문화에 대해 급진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반 문

화의 강력한 대립은 대부분 행동주의(Activism)를 동반

한다(Kim, 2001). Yinger(1982)는 반 문화적 신념과 반 문

화적 태도의 조합을 통해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

는데, 반 문화적 신념과 태도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반

문화주의자(Counter culturist), 반 문화적 신념을 갖고 있

으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잠재적 반 문화주의자

(Potential of hidden counter culturist)로, 반대로 반 문화적

신념은 갖고 있지 않으나 반 문화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

는 비정상적 일탈자(Aberrant deviationist)로, 반 문화적

신념과 태도를 모두 갖지 않는 경우는 문화주의자(Cul-

turist)로 분류한다(Yinger, 1982).

반 문화에 있어서 지배적인 문화와의 대립되는 관계

라는 측면은 앞서 언급한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얼터너

티브 문화와 유사한 또는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와 동시에 반 문화는 언더그라운드 문화 중에서 오버그

라운드 문화에 대해 가장 대립적이며, 행동주의를 표출

하는 문화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론적 고찰결과 인디 문화를 시각적으로 모델화 시

켜보면 <Fig. 1>과 같다.

전체 문화 안에 오버그라운드 문화와 언더그라운드 문

화가 존재하며 오버그라운드 문화 안에는 고급 문화와

주류 문화가 존재한다. 오버그라운드 문화와 언더그라운

드 문화 안에는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 문화들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외부 혹은 내부의 힘

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고 서로 어느 부분은 겹치기도 하

고 혹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등 유동적

인 형태로 존재한다. 각 문화들을 나누고 있는 그라운드

들 또한 유동적인 형태의 하위 문화들에 의해 경계가 일

직선이 아닌 불규칙적인 선의 형태를 갖는다.

반 문화와 얼터너티브 문화는 모두 오버그라운드 내

하위 문화에 대한 상대적 문화로서 존재하여 언더그라

운드 문화 내에서만 위치한다. 반 문화는 언더그라운드

문화 중 가장 오버그라운드 문화에 대항이 심한 문화로

서 모델의 가장 아래 위치하고 있다. 인디 문화의 출발

도 오버그라운드 문화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오버그라

운드 문화에 대립적 문화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정체성 표현과 자신만의 독창성이 추구가 된다면 오

버그라운드 내부에 속할 수도 있고, 언더그라운드 내부

에 위치할 수도 있다.

언더그라운드 문화, 얼터너티브 문화, 반 문화, 인디

문화 모두를 가로지르는 공통점은 기존의 지배적 사회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이다. 주류(Mainstream)로 표

현되는 지배적 권력과 그러한 지배적 권력으로부터 발

생하는 것에 대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디

문화는 얼터너티브 문화와 같이 이념과 활동방식이 기

존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관행으로부터 새로

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 의미와 방식으로 존

재한다.

각 문화의 구체적 차이점은 첫째, 얼터너티브 문화는

기존의 주류 문화 흐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현하여

대안으로서 존재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항상 위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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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라운드가 아닌 언더그라운드에 속해 오버그라운드

에 대한 대안으로서 존재한다. 둘째, 반 문화 또한 기존

의 지배 권력구조,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반하는 문

화로 존재하여 오버그라운드에 속하지 않은 언더그라

운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인디 문화의 출발

도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목적이 대항이 아니라 자

아정체성 표현과 자신만의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함이

다. 인디 정신과 태도가 유지가 된다면 오버그라운드 내

에 위치할 수도 언더그라운드에 내에 위치할 수도 혹은

둘 사이의 경계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인디 문화는 얼

터너티브 문화와 같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대

안적 의미와 방식을 갖고 있지만 얼터너티브 문화와 같

이 특정 시기의 대안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적 ·공간적인 제한 없이 자유와 주체성, 진정성 그리고

솔직함으로서 나타난다.

즉, 인디 문화는 언더그라운드의 특성에서 출발하였

지만, 오버그라운드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와 오버그라운드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새

로운 방식을 통해 기존 구조의 혁신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디 문화는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근본적인 성격

을 갖고 있으며, 얼터너티브 문화와 같이 새로운 가치

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 의미와 방식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특정 시기의 시간적 ·공간적 대안이 아닌 몰 시

간적 ·몰 공간적이며 대안으로 존재한다. 또한, 인디 문

화는 기존 문화적 구조에 대해 일정 정도의 가시적인 차

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반 문화의 잠재성을 갖고 있지만,

반 문화와 같은 대립적 행동주의의 표출은 아니다.

2. 인디의 특성

인디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문화 산업구조로부터

제작과 유통의 독립, 둘째, 획일화된 문화 시스템으로부

터 표현의 자유, 셋째, 자아정체성이 내포된 독창성이다.

1) 문화 산업구조로부터 제작과 유통의 독립: 저예산

문화 생산방식

인디의 출발점은 기존 문화 산업구조로부터의 독립이

었다.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거대 자본의 영향 하에

서는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

배적인 산업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되어 형성되었다. 따

라서 인디는 기존의 문화 생산의 경제구조로부터 벗어

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생산을 도모하고, 기존의 유통구

조와는 다른 독자적인 배급망을 형성한다. 이는 문화 생

산의 구조에서 보면 새로운 흐름이고,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선택권의 확장 및 자유를 획득

하는 새로움이다. 물론 거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대

부분 저예산 생산구조를 만들게 되었고, 이 저예산 문화

생산방식이 대표적으로 인디를 규정한다(Kim, 2006). 인

디 문화에서 확립된 인디 음악과 인디 영화 분야를 일례

로 보면, ‘인디 레이블(Indie  label)’과 같이 기존의 영화

산업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사와 계약을 맺지 않

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제작한다. 인디 음악에

Fig. 1. Position of indie culture through a litera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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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중 음악과 인디 음악 사이를 오가는 뮤지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인디 음악

의 대중화에 따른 정체성에 대해 Kim(2013)은 ‘어떻게’

가 문제일 뿐 돈 많이 번 인디, 유명해진 인디, 방송에 나

오는 인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창작과

유통을 위해 선택한 방식일 뿐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오

버그라운드이든 언더그라운드이든 제작과 유통에서 독

립하여 자아정체성을 표현하는 인디로서의 태도가 남아

있다면 인디 음악이 대중화되더라도 인디의 정체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획일화된 문화 시스템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제작

의 자율권 확보

인디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대중 문화 시스템에 대한 거부이며, 대중 문화 시스템과

반하는 자유, 주체성 그리고 솔직함을 추구한다. 인디는

기존의 사회윤리로부터의 일탈, 거부로 출발하였고 현재

인디음반제작자협회, 인디영화협회, 인디예술제사무국

등이 있으나 이들은 사회운동조직체가 아니라 일종의 이

익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취향집단’이라 볼

수 있다. 인디는 계급적 집단성보다는 다소 탈계급적인

모습을 보이는 개별성을 중시하고, 확정된 조직이 아니

라 유동적인 취향의 네트워크이다(Kim, 2001).

이렇듯 공통된 취향을 바탕으로 제작과 유통에 있어

서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인디는 자유로운 창작 활

동과 예술적 자율성을 지향하고 이윤 중심의 기존의 시

스템 밖에서 자신의 자율성과 실험성을 지켜나갈 토대

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인디는 보다 다양하고 새로움

으로 표출하는데 외부의 개입 없이 생산자가 느끼고 있

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없는 자유로운 창작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다

양성과 실험성을 담을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된다. 인

디 레이블 같은 경우 메이저 음반사의 자본, 유무형의 권

력이 가하는 정치적, 도덕적 검열을 거부하고, 공통된

취향을 토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표현에 있어 공유할 수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 자유로운 음악 창작 활동을 한다.

인디 영화에서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통해 스타

시스템과 흥행의 논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감독의

철학이나 사회비판적인 메시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시스템과는 구별되는 비상업적

영화, 내용과 형식면에서 대안을 담아내는 영화,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소재와 영화 미학을 추구하며 무엇보다

도 영화 제작에 있어서 절대 재량을 감독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3) 자아정체성이 내포된 독창성: 주체성과 진정성의

표현

인디 문화는 대중 문화가 갖는 화려함, 세련됨과는 반

대로 비-세련됨(Non-refinement)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Kim, 2001). 하이-파이(Hi-fi)와는 반대되고 저급 테크놀

로지, 음질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로우-파이(Low-

fi)는 비-세련됨의 한 방식으로서 일부러 음질을 열화시

켜 사용하기도 한다(Kim, 2001). 이러한 비-세련됨은 단

순히 예술적 역량이나 기술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또 하

나의 다른 표현방식으로 인디에서 사용된다. Meyer and

Jepperson(2000)은 비-세련된 표현이란 세련됨 뒤에 감

추어진 무엇이 세련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해

석의 과정, 실천의 과정 속에서의 행위의 진정성을 획득

하는 것이며, 비-세련됨은 ‘자연적’과 ‘진정성’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인디는 자유, 주체성, 진정성, 솔직함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과 삶의 태도이다. 행위자가 특정한 태도를 선

택한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획득했음을 의미하며 인디

와 같이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기존의 문화적 관행과

는 다른 새로운 문화적 행위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경우

에 있어서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Park(2009)

은 인디를 아직도 예술적인 실험을 위해 조작한 시스템

으로 보거나, 기존 사회에 대한 반 행위 내지는 대중 음

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는 시선을 비판하며 인

디를 진정성이 담긴 창작으로 정의하였다.

III. 한국 인디 패션에 대한 실증적 고찰

1. 인디 패션의 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인디의 정의는 기존의 획

일화된 문화 생산양식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고유의 문

화적 특징과 본인만의 독창성을 추구하려는 정신과 태

도라고 하였다. 인디 패션 향유자들 또한 본인만의 독창

성을 추구하는 태도적인 측면으로 인디 패션을 정의하

였다. 피험자들이 인디 패션을 정의하는데 사용한 중요

단어는 ‘아이덴티티’, ‘본인만의 색’, ‘개성’ 등으로 주체

성, 자아정체성 등 밀접한 관련성을 실증해 주었다.

“인디 패션이라고 하면 아이덴티티, 그 사람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윤희, 31세, 인디 패션 잡지 에디터)

– 655 –



66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4, 2016

“인디 패션 하면 나의 배경, 나만의 갖고 있는 특성, 즉 나의 정

체성을 잘 표현한 스타일인거 같아요.” (이현수, 30세, 인디 패션

잡지 대표)

“인디 패션이 주류다 비주류다 분류할 수는 없어요. 주류든 비

주류이든 간에 인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인디 패션이라고 생각

해요. 인디 정신은 옷을 입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얼마

나 잘 부합해서 입는 거겠죠.” (이정아, 31세, 인디 패션 디자이너)

“어떤 것이 유행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진짜 좋아서 산다기보

다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 눈

을 갖는 생각이 인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정재운, 24세, 회사원)

인디 패션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치관,

정체성, 주체성, 독립으로 기존의 모든 패션들 또한, 자

아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존재하지만 인디 패션은

본인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남들과 같을 수 없기 때문

에 패션 스타일에서도 남들과 같은 스타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존의 패션은 자아정체성을 표

현하는데 있어 보편적이고 일관된 패션 흐름 안에서 본

인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반면 인디에서는 기존에 일관된

것, 정형화된 것,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독립으로 남들과

는 다른 본인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스타일

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표현의 주체 즉 착용자가 갖는 정

신과 태도가 인디 패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

단의 기준이 된다. 인디 패션은 가장 큰 키워드인 가치관,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 독립성을 바탕으로 집단성을 부

정하고 개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인

디 패션의 이러한 개별성은 패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형태이며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확고

한 기준과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디 패션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표현방식, 스타일,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패션들은 대중성을 무시하

지 못하지만, 인디 패션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독창

성이죠.” (조혜진, 28세, 학생)

“인디 패션은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더

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인디 패션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

각해요. 내 가치관, 스타일이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어요.” (김

수현, 28세, 인디 패션 잡지 에디터)

자아정체성은 하나의 일관성을 보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일관성은 본인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구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디 패션은 변하지 않는 일

관성을 갖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분명한 기준과 스타

일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패션과도 다른 점으로

기존의 패션은 계속 변화하는 흐름을 맞춰 새로움을 추

구하지만 인디 패션은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새로움

을 추구한다.

“나의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내가 처음 원했던 것과 나중에 원

했던 것이 다를 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디 패션이라고 봐요. 변화를 한다면 인

디 패션이 아닌 기성 패션이 아닌가요? 계속 시간이 흐른다고 변

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박나은, 33세, 인디 패션 디

자이너)

“물론 시대에 따라 취향도 스타일도 변하긴 하겠지만,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디 패션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윤아, 23세, 학생)

“저는 안경, 모자, 신발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나

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나를 캐릭터화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하면 ‘아 이거’ 하는 것이요. 이게 인디 패션

이라고 생각해요.” (장준용, 32세, 그래픽 디자이너)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식으로 새로움을 추

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패션 스타일에 벗어나

독특하고 실험적인 패션 스타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는 자신이 속한 준거집단 안에서 집단의 기대를 충족시

키기 위해 행해지는 행동이나 안정감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 개별성만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패션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남들의 시선에서 독

립하여 솔직하고 용기있게 입는 태도인 것이다. 그러므

로 주체성 있는 표현의 결과인 스타일이 독특성 즉, 얼

마나 남들과 다른가 혹은 유사한가는 인디 패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인디 패션은 한마디로 본인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스타

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 신경을 안 쓰고 자기를 표

현할 수 있는 스타일로 입는 것 말이에요.” (조현정, 30세, 회사원)

“인디 패션은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옷을 대하는 태

도에요.” (김혜정, 31세, 인디 패션 디자이너)

“인디 패션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남들

이 보면 이상할 지라도 상관없어요.” (안효은, 25세, 인디 패션 에

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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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으로 옷을 사랑

하고 잘 입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의 시선, 유행, 트렌드

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옷 자체가 나와 어울리다 생각해서 입는

거잖아요. 솔직하고 용기 있고 또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김현민, 23세, 학생)

인디 패션은 기존의 일관된 패션 흐름에서 벗어나 본

인이 중심이 되어 본인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독창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을

용기 있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디 정신과 태도를 소유

한 착용자의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인디 패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디

패션은 기존의 패션 스타일 선택의 동조성과 차별성 추

구와는 무관하게 나타난다. 동조성은 지배적인 패션흐름

과 본인이 속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패션 스타일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디 패션은 표

현의 기준이 본인에게 있어 동조성을 보이지 않는다. 자

신이 속한 준거집단 안에서 기대충족이나 안정감을 위해

스타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스타일과 같고 다

름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만의 완전한 개별성을 추구

하는 것이다. 둘째, 인디 패션은 자아정체성을 바탕에 두

고 있다 보니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본인

만의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

일을 추구하는 현상과는 무관한 스타일로 본인만의 가

치관과 정체성의 표현은 남들과는 같을 수 없으며 이는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도 남들과는 다른 패션 스타일로

보여질 뿐이다. 기존의 패션은 계속 변화하는 흐름이 형

태를 가지고 있지만, 인디 패션은 변하지 않는 나만의 스

타일과 기준을 갖고 있다. 셋째, 인디 패션은 각기 다른

개인의 스타일로서 인디 패션을 어떠한 이미지나 스타

일로서 규정할 수 없다. 넷째, 인디 패션은 다른 사람들

이 독특한 스타일과 이미지로 누군가를 인디 패션 향유

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디 정

신과 태도에 부합하는 패션을 추구할 때 인디 패션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패션 시스템과 인디 패션의 위치

현대 패션 시스템에서 인디 패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인디 패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

는지, 인디 패션에서 패션 리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디 패션은 유행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패션 리더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인디 패션은 본인만

의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행의

흐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어 존재한다.

“저는 비주류가 인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디 패션은 주류,

비주류 그런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디 패션은 말 그대로 이

러한 구분으로부터 독립된 패션 같아요.” (전경희, 32세, 인디 패

션 잡지 디자이너)

“유행에 속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인디 패션은 정형화된

것, 제한되고 구속된 것으로부터의 독립인 유행의 흐름에도 독립

된 것이에요.” (김현아, 29세, 가구 디자이너)

“인디 패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존의 패션 흐름에서 벗어

나 좀 더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이라 하는 패션

흐름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은이, 31세, 인디 패션 잡지 대표)

또한 인디 패션에서 패션 리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

만 개인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의 취향이 맞

아 서로 공유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는 있다. 취향을 공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패션 리더는 존

재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개인의 독특한 스타일을 인정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각 개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즉 인디 패션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독창성을 추구하

고 각기 다른 개별적인 스타일로서 패션 리더는 존재하

지 않으며 각각 개인을 셀프(self) 리더로 볼 수 있다.

“저에게 패션 리더는 없어요. 저는 누구의 스타일을 따라 하거

나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누가 트렌디하고 누가 유행을 선도하고 그런 것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혜진, 28세, 학생)

“인디 패션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즐기는 것이에요. 그

렇다면 누군가가 패션 리더라고 할 수도 없고, 유행이라는 것과도

다른 범주라고 생각해요.” (정다윤, 31세, 인디 패션 잡지 에디터)

“인디 패션에서는 어떤 부분 나의 취향과 맞아 서로 공유할 순

있겠지만, 누군가의 스타일이 유행이 되어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은

인디 패션이라 할 수 없어요.” (김희연, 31세, 제품 디자이너)

인디 패션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개인적인 패션으로

유행의 흐름과는 별개의 새로운 대안적인 패션이다. 이

들은 의도적으로 기존 시스템 내의 유행을 선도하는 패

션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패

션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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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행을 이끈다기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패션뿐만 아니라 가구, 음악, 음식 등 전반

적인 여러 문화들에 있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걸 추구하

는 것 같아요.” (박나은, 33세, 인디 패션 디자이너)

“패션 리더는 인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정신이

패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그 사람의 라이

프스타일까지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는 사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한나, 25세, 학생)

인디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디 패션에서의 독

립은 기존에 일관된 것, 정형화된 것, 익숙한 것들로부

터의 독립으로 본인만의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중

요하다. 인디 패션은 각각의 개별적 스타일만이 존재하

며 각기 다른 개인만의 개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류나 비주류에 속할 수 없으며 그런 경계나 기존의 패

션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독립

되어 위치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의 실현과 가치, 자유와 창작의

독립을 추구하는 인디 패션의 개념을, 특히 한국 내에

서의 개념을 파악하고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인디

패션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패션 문화로서

앞으로의 패션 산업, 패션 트렌드 등에 대한 새로운 발

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아정체성을 실현

하고 자유와 창작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현재 새로운 문

화 트렌드로서 ‘인디’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만 구체적으로 정의와 특성에 관해서 정립이 확실히 되

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관한 개념

확립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 결과 인디 문화는 반 문화, 얼터너

티브 문화와 같은 다른 하위 문화와는 달리 목적이 대

항이 아니라 자기정체성 표현과 자신만의 독창성을 추

구하기 위함으로 인디 정신과 태도가 유지가 된다면 오

버그라운드에 대립하여 언더그라운드 내에서만 위치하

는 것이 아니라 오버그라운드 내에 위치할 수도 언더그

라운드에 내에 위치할 수도 혹은 둘 사이의 경계에 위

치할 수 있다. 또한, 인디 문화는 얼터너티브 문화와 같

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 의미와 방식

을 갖고 있지만 얼터너티브 문화와 같이 특정 시기의 대

안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

없이 자유와 주체성, 진정성 그리고 솔직함으로서 나타

난다. 실증적 연구결과 인디 패션 또한 기준이 오버그라

운드의 대립이 아닌 본인이 중심이 되어 본인만의 가치

관과 기준을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나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스타일을 용기 있고 솔직하게 표현하

는 인디 정신과 태도를 소유한 착용자의 패션을 의미하

였다. 즉 인디 패션은 보여지는 스타일이 중요하다기보

다는 표현의 주체인 착용자가 갖는 정신과 태도가 인디

패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는 인디 패션에서 기존의 주류 문화로부터의 벗어남

이란 오버그라운드나 언더그라운드의 경계, 남들의 시

선과 기준으로부터의 독립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디 패션은 어떠한 이미지나 스타일로서 규정

할 수 없으며 타인이 누군가를 인디 패션 향유자로 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디 정신과 태도

에 부합하는 패션을 추구할 때 인디 패션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인디 패션은 가장 큰 키워드인 가치관, 정체성,

주체성, 독립,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집단성을 부정하

고 개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인디 패

션의 이러한 개별성은 패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

이 매우 강한 형태이며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확고한 기

준과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디 패션에서 패션 리

더는 각각 자기 리더, 셀프 리더로 볼 수 있다. 인디 패션

의 이러한 개별성과 주체성은 기존의 일관된 패션 시스

템에서 다양한 패션 스타일로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확

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인디 패션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

지만, 심층면접을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

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인디의 특성 중 하나인 제작과 유통 시스템에서의 독립

에 관련한 부분이 인디 패션에서는 미흡하게 다루어지

고 있어 이를 위해 인디 패션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디 패션 제작과 유통 시스템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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