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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ubculture as a selective amity or an emotional tribe that includes a life style,

hobby and leisure of people and seeing it as the tribal solidarity or emotional alliance. Hence, based on the

neo-tribalism by Michel Maffesoli who explains a tribe not composing a social vertical structure represented

by class, but is composed a horizontal structure of individuals as a member of a society,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domestic minor fashion communities.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y have a uni-

que structure unexplained by Maffesoli. Fashion styles, values shared by domestic minor fashion communi-

ties are almost entirely based on individual likes and dislikes, escaping from a symbol of resistance to sub-

ordination explained by the existing subculture,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solidarity inside the community

and confirming its identity outside. However, as for shared values within a community, it reveals a new

invisible type of subculture intra-inter domestic minor fashion communities. A community showed a closed

mind rather than open mind, disregarding or comparing with other communities and preventing their mem-

bers from participation. A community had strict fashion rules and obvious classes, leading to participatory

restriction. In conclusion, domestic minor fashion communities showed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a selective vertical structure by individual and community rather than a vertical structure by a society.

Key words: Subculture, Post-subculture, Neo-tribes, Taste, Community; 하위문화, 포스트 하위문화, 신-

부족주의, 취향, 공동체

I. 서 론

종래의 하위문화(subculture)에 관한 연구는 지배문화,

모(母)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관점으로 접근하

였다. 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각기 다른 하위문

화를 단순화하며 하위문화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상이

한 요소들을 함께 묶어버리고 하위문화의 본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현대에 다양하게 생성

되고 소멸되는 무수히 많은 하위문화들을 단지 지배문

화에 대한 저항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하위문화를 저항, 계층, 체계 전복에 의존한 개념으로 이

해하기보다는 제약을 두지 않는 대안적 문화와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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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은 하

위문화론을 상징적 저항의 기호들로 읽어내기에 앞서

욕망의 생성들로 먼저 읽어내는 것이고 탈주하고 생성

하는 자기조직화, 횡단하는 유목성에 집중해서 바라본

다는 입장이다. 즉, 하위문화 내의 개인들의 자기표현적

문화생성들에 대해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

이 하위문화를 생성하는데 문화적 자기표현과 의미들을

스스로 정당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적 실천과 문화정

치의 지형을 새롭게 사고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관점에서 현대 하위패션 문화

현상을 포착하고 그 출현과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이전

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의 문화흐름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위문화를 현

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취미나 여가 등의 선

택적 친목 혹은 정서적 공동체로 이해하고자 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부족적 연대 혹은 정서적 연맹으로 바라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급으로 대변되는 사회

의 종적 구조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횡적 구

조를 이루는 부족의 개념을 설명한 미셸 마페졸리(Mi-

chel Maffesoli)의 신-부족주의(neo-tribalism) 이론을 바탕

으로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

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전의 하위문화의 관점과 포스트 하

위문화(post-subculture) 관점의 변화를 고찰하여 소수 패

션 취향 공동체를 포스트 하위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한

다. 둘째, 하위문화를 선택적 친목 그룹, 정서적 공동체로

서 바라본 마페졸리(Maffesoli, 2000/2010)의 신-부족주

의를 바탕으로 한국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를 실증적으

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마페졸리의 이론(Maffesoli, 2000/

2010)이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에서도 적용되는지,

정서적 공동체 어떻게 통합되고 분리되며 각 집단 안에

서 구성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패

션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실증적으

로 고찰한 결과 포스트 하위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한

국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의 특수성을 도출한다.

II. 포스트 하위문화와

신-부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포스트 하위문화

하위문화에 대한 종래의 관점은 1970년대 버밍엄 대학

의 현대문화연구센터(The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

ral Studies; CCCS)에서 시작되었다(Baldwin et al., 2007/

2014). CCCS는 1946년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rt)

에 의해 설립되어 버밍엄 학파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특

히 하위문화, 식민주의 및 포스트 식민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이론적 분석작업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Bennett,

1999). CCCS의 관점에서 하위문화는 7가지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문화, 헤게모니, 지배문화, 지배이데올로기,

계급문화, 하위문화, 부모문화이다(Baldwin et al., 2007/

2014). 하위문화는 부분집합으로 큰 문화의 네트워크 속

에 있는 작고 분기화된 구조이며 하위문화는 반드시 지

배문화, 즉 사회 전체에서 문화권력의 전체적 성향과의

관계를 고려해 분석되어야하고 계급의 맥락에서 봐야 한

다(Duits et al, 2014). 즉, 하위문화는 계급에 기초한 현상

혹은 계급투쟁의 대안적인 표현인 것이며 하위문화의

스타일 또한 본질적으로 종속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

며 저항의 상징성만을 보여주는 것이다(Bennett, 1999).

이와는 달리 포스트 하위문화는 계층, 체계 전복의 좌

파적인 생각에 의존한 구성이 아니라 좀 더 제약을 두지

않는 대안적 문화로 고려해야 한다(Baldwin et al., 2007/

2014). 포스트 하위문화라는 용어는 스티브 레드헤드

(Steve Redhead)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후 데이비드

머글턴(David Muggleton)의 저서『Inside Subculture: The

post-modern meaning of style』을 통해서 완전히 개념적

접근법으로 발전하였다(Greener & Hollands, 2006). 머

글턴은 하위문화의 분열과 증식의 시대, 과잉 부흥, 혼

합과 무수히 많은 스타일의 시대의 공존이라 묘사하며

하위문화에서 포스트 하위문화로의 이행을 이야기했다

(Muggleton & Weinzierl, 2003).

포스트 하위문화 연구의 주요 목적은 CCCS의 하위문

화 이론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고 현대의 청년문화 정체

성을 새로운 컨셉과 이론으로 설명하고 알아내는 것이

다(Muggleton & Weinzierl, 2003). 직접적으로는 CCCS

의 계급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와 다르게 현대의 청년

문화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의 선택을 중심으

로 순간적으로 흩어지고 모여진다는 것이다(Greener &

Hollands, 2006). 이는 하위문화 정체성은 더 이상 계급과

같은 사회적 분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적이고 부분

적이라는 것이며 ‘다층적 정체성’과 함께 ‘포스트 모던

페르소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Bennett, 2011). 머글

턴은 이를 파편화되고, 이질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스타일적인 정체성이라고 하였다(Muggleton & Weinzi-

er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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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리 코헌(Stanley Cohen)은 버밍엄의 연구는 다른

여러 역사적 변수를 희생하고 한 가지 역사적 변수를 특

별히 강조한다고 하였으며 코헌은 스타일에 있어서도

단지 저항과 반대로만 해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

고 주장한다(Gelder & Thornton, 1997). 또한 버밍엄식

접근이 확연히 눈에 띠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상

의 일탈이나 보통의 노동 계급의 행위에는 충분히 집중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개인은 하위문화에 포

함되고 다른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Muggleton & Weinzierl, 2003).

이를 통해 볼 때, 저항과 대립의 관점에서 하위문화를

읽는 것보다도 집단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한다

는 차원에서 하위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

대의 하위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계층과 같은 완고한

수직적인 모델로부터 벗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복

잡하고 유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차원으로 개인과 그룹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포스트 하위문화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

다. 첫째, 하위문화는 지배문화, 지배이데올로기, 부모

문화, 저항, 계급투쟁의 대안적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아

니라 취향, 감성, 즐거움과 관련된 취향을 공유하는 소규

모 취향 공동체로 바라보아야 한다(Greener & Hollands,

2006). 둘째, 하나의 결정요인으로서 완고한 수직적인 모

델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교차적인 결정요인으로서

포괄적 수평적 취향 문화모델로 이해해야 한다(Gelder

& Thornton, 1997). 셋째, 하위문화 스타일에 있어서도 종

속에 대한 저항의 형태, 저항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횡적 구조를 이루는 선택적인 것이다. 넷째, 이는

누구나 하위문화에 속할 수 있으며 개인은 다양한 하위

문화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Mugg-

leton & Weinzierl, 2003).

본 연구는 포스트 하위문화를 스타일, 취향, 패션, 취미

등의 선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된 소규모 취향 공동

체로서 하위문화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급으

로 대변되는 사회의 종적 구조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횡적 구조를 이루는 선택적 친목 그룹을 설명

한 마페졸리의 신-부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를 고찰할 것이다.

2. 미셸 마페졸리의 신-부족주의

마페졸리의 방대한 이론에서 주요 핵심은 포스트 모

더니티(post-modernity)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한

것이 신-부족주의이다(Maffesoli, 2000/2010).

마페졸리가 제시하는 포스트 모더니티에서는 모더니

티의 개인주의가 더 이상 사회적 관계의 원리가 되지 못

하고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부족주의가 그 대안으로 등

장한다(Greener & Hollands, 2006). 과거에 분리를 강조

하였던 관점과 달리 부족주의는 결속을 강조하고 감정

적이고 촉각적인 관계, 상상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을 강

조한다. 대중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쇠퇴하고 공동체적

이상이 회귀하는 현상, 소집단 생성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를 마페졸리는 ‘부족의 시대’라고 명명했다(Maffe-

soli, 2000/2010). 모더니티의 폐쇄적인 정체성에서 벗어

나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융합을 하고 여러 다양성

들을 시험하고 체험하는 소집단들의 생성이 우세한 현상

이 강하게 나타난다(Seo, 2016). 즉 마페졸리의 신-부족

주의는 전통적인 국가나 거대구조는 해체되어가는 한편,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취미나 여가 등의 선택적

친목 그룹 혹은 감정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편성되어가

는 변화를 설명한다.

신-부족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데 첫째, 선택적 사회성(elective sociality), 둘째, 감정적

성운(nébuleuse affectuelle), 셋째, 종교적 모델(religare),

넷째, 목적성 없는 함께 하기(undirected being-together),

다섯째, 비밀의 법칙(the law of secrecy)이다.

1) 선택적 사회성

마페졸리는 집단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지

를 선택적 사회성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설명한다(Maff-

esoli, 2000/2010). 마페졸리는 선택적 사회성은 집단구성

원들 각자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로 끌어당김(attraction)

과 밀침(répulsion)의 과정들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Lee, 2009). 사회구성원 간의 호/불호 감

각에 의해 집단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에서는 항상 선택

단계가 있고 바로 이것이 선택적 사회성의 근간을 이룬

다(Kim, 1998). 일상생활이나 자발적인 사회성이 중시되

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간 또는 그룹 간의 상호관계가

핵을 이루므로 선택성이 중요하다. 공동체는 유기적 조

직으로서 구성원이 서로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이룬다.

이처럼 사회를 호/불호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연결된

그물 고리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논리는 상대론적 원리

이다(Maffesoli, 2000/2010). 마페졸리에 따르면, 현대의

소수 공동체는 개인 그들 자체보다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집단들이 중요하며, 공동의 열정 속에서 다른 사람

과 공유하는 감정이 중요하다(Kim, 1998). 부족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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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이상과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따르며, 그 표현양

식으로 특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Jang, 2007). 부족

은 강력한 동화체계를 갖추고 구성원 사이에는 강력한

연대감이 형성된다.

부족에 참여한다는 것은 필요성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

이 아니고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며 개인

은 자유로운 집단이동이 가능하고 다양한 집단에 동시

에 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 내에서는 그들만의

특정 스타일과 생활양식을 추구하며 공동체적 이상은

스타일과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추출된 심층면접을 위한 선택

적 사회성의 키워드는 ‘자발성’, ‘참여성’, ‘패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다.

2) 감정적 성운

감정적 성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경험 공

유이다. 타인과의 경험 공유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바탕

이 된다. 이는 동조성의 관계(relation de synotonie)로 설

명된다(Lee,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 외양

의 중요성 역시 이타성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Gil, 2001). 자기에게 맞는 추구대상

을 향해 함께 모이고 함께 모방하고 흉내내기도 하는 모

습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 구성원 간의 관계

는 직선관계가 아닌 느낌이나 감정으로 서로 접촉하는

관계인 점선관계로 구성된다(Thorpe et al., 2015/2015).

즉 대중 안에서 서로 교차하고 스치고 접촉하는 등의 상

호작용의 결정화가 이루어져 집단이 형성된다(Gil, 2001).

감정적 성운은 부족들의 유동성을 이해하게 해준다(Th-

orpe et al., 2015/2015).

심층면접을 위한 감정적 성운의 키워드는 ‘동조성’,

‘유동성’이 도출되었다.

3) 종교적 모델

종교(religare-reliance)란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

결합의 의미로 사회에서 각종 끈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를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개념이다(Kim, 1998). 마페졸

리에게 있어 종교적 모델은 사회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혹

은 사회적 인력(attraction sociale)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

의 방편이다(Kim, 2007). 마페졸리는 종교사회학자 에른

스트 트뢸치(Ernst Troelisch)가 언급한 종파유형(type

secte)을 참조하는데(Maffesoli, 1993/1997), 종파유형은

미래를 상대화시키면서 현재에 강조점을 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목적성 있는 미래보다도 구성원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

보다도 집단과 관련해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집단구

성원들과 함께 하는데에 의미를 둔다. 종파유형의 특징

을 요약하면 현재 전체에의 참여의 감정이다(Maffesoli,

1993/1997).

심층면접을 위한 종교적 모델의 키워드는 ‘집단가치’

로 도출되었다.

4) 목적성 없는 함께 하기

마페졸리에 따르면, 개인을 뛰어넘는 집합적 감수성

이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다(Kim, 1998). 감정의 전염, 감

정의 나눔, 공동의 정서에의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로운 사회성 즉 부족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모더니티에서는 점점 더

함께하기를 추구하게 되는데 마페졸리는 이에 대해 포

스트 모더니티 부족주의는 개인주의로는 살아갈 수 없

기에 선택하는 것으로 공감과 다수의 동일시를 통한 위

안과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Kim, 1998). 또한 과거

에는 주어진 것에 대한 고정적이고 구속적인 것의 집단

화였다면 이에 반해, 포스트 모더니티적 소집단, 소모임

의 활성화는 자신의 취향, 관심 등 자신이 선택하여 체

험하는 방식으로 보다 쉽게 그 구조에 조화를 이루는 하

나의 방법이자 대중의 삶의 의지가 만들어낸 본능적 방

어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O'Reilly, 2012). 상대적으로

작고 가까운 것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스레 관계가 충실

해지는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친근

함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친화를 더 크게 하고 자기주장

을 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더욱 쉽게

생겨날 수 있다(O'Reilly, 2012). 부족주의는 오늘날 대

도시 삶에서의 방어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포스트 모더니티 부족은 공감을 중요시하는 감정적

공동체로 현대인은 전체로서의 삶을 강화하는 유기적

관계를 체화하고 있다.

심층면접을 위한 목적성 없는 함께하기의 키워드로

는 ‘비목적성’, ‘감정 공동체’, ‘공동체의 형성이유’로 도

출되었다.

5) 비밀의 법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밀이라는 사회형식이 필요하다(Shildrick, 2006). 이때

비밀의 역할은 기초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페졸리

는 이에 대해 가끔 비밀은 제한된 집단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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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성과의 접촉을 확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Maffesoli, 2013/2013). 동시에 그것은 그것이 무엇이

든 외부에 대한 집단의 태도를 조건 짓는다고 하였다

(Shildrick, 2006). 하나의 습관, 하나의 이념, 하나의 이

상을 나눈다는 사실은 집단을 결정하고 이 집단이 하나

의 보호가 되도록 한다. 비밀이 외부에 대한 보호를 가

능하게 한다면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간에 신

뢰를 이룬다(Kim, 2007).

비밀사회에서 가면의 역할은 중요하다(Jang, 2007). 가

면을 쓸 때, 각 구성원의 개인성은 상실되고 스스로 선택

한 친화 그룹인 비밀사회에 속한다는 소속감이 더욱 강

조된다(Jang, 2007). 공유하는 비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

고 집단 내 비밀을 구성원 간에 공유한다는 사실이 중요

하다(Maffesoli, 2013/2013).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소규

모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비밀은 단체가 외부를 향해 어떤 태도

를 표명하는 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Kim, 1998). 정

체성에 대한 마페졸리의 포스트 모더니티적 규정은 결

국 개인이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하는 바

에 따라 정체성도 더불어 바꿀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

다. 마페졸리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들이 각자 고립되어

있는 존재이기보다는 실제로 사회에 묶여 있으며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Gil, 2001).

심층면접을 위한 비밀의 법칙의 키워드는 ‘공동체의

사회적 위치’, ‘공동체 내에서의 페르소나’로 도출되었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이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위한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미셸 마페졸리(Maffesoli,

2000/2010)의 신-부족주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다양한 소수 취향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증적 고찰을 하

였다. 실증적 고찰은 심층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대상의 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과 눈덩이표집방법

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대상은 패션을 주제로 국내에

서 100~200명 이상이 가입된 비교적 규모가 큰 패션 공

동체로서 가입자 중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패션 공동체 선정은 다

른 패션 공동체와는 다르게 공동체만의 특정 패션 가치

가 분명한 너드(nerd) 패션 공동체, 클래식 정통 수트 패

션 공동체,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동체, 이모(emo)

패션 공동체로 하였다. 여러 공동체를 선정한 이유는 소

수 취향 공동체의 특성상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분

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만 하기보다는 여러 공동체를 통해 분명한 공통적인 특

성들을 찾기 위함이었다. 먼저 너드 패션 공동체는 지능

이 뛰어나지만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미지로 두꺼

운 뿔테안경, 부스스한 머리, 두꺼운 양말, 구겨진 면바

지, 교정기 등이 특징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패션 공동체

는 회원 수 약 100명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가

장 많다. 인터뷰를 진행한 클래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

체는 정통 클래식 수트를 지향하며 캐주얼한 수트보다

도 포멀한 클래식을 선호하고 이들은 세퍼레이트 스타

일, 과하지 않은 아메리칸 캐주얼 정도까지는 수용하고

함유한다. 연령대는 30~40대가 주를 이루나 최근 클래

식의 유행으로 20대도 많이 유입되었고 회원 수는 약

200명 정도이다. 아메리칸 워크 웨어는 과거 미국 이주

자, 노동자 스타일, 빈티지 웨어, 그리고 개성이 강한 스

트리트 패션으로 회원 수는 약 250명으로 20대 후반에

서 30대 중반이 가장 많다. 이모 패션은 헤어스타일은

한 쪽 눈을 가리거나 양 눈을 가리는 형태로 앞머리를

비스듬히 내리는 머리, 스트레이트 스타일이나 레어어

드 스타일을 추구한다. 검은색 스키니진, 컨버스화, 높

은 굽의 신발, 빈티지한 티셔츠와 집업 후드, 검은색 아

이라이너 또는 스모키 화장, 검은색 메니큐어가 특징이

다. 회원 수는 약 120명 정도로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

한 연령대가 속해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얻어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사회성의 키워드는 자발성/참여 정도, 특정 스타

일/생활양식이다. 문항으로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여러 개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공동체에

참여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 공동체 참여시간

(1회)”, “평균 공동체 방문빈도(1개월)”, “공동체를 자발

적으로 참여/탈퇴하는 것이 자유로운지(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지)”, “누구든지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지(자발성, 유동적, 이동성)”, “다른 공동체에 대해 유동

적이고 폐쇄적인지, 아닌지(공동체 간에 오픈된 마인드

를 갖고 있는지)”, “공동체 내 강압이나 공동체 내 따돌

림은 없는지”, “공동체에서의 가치관이 라이프 스타일에

도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체에서 어떤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패션 스타일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공동체에 참여할 때와 평소에 입는 옷의 차이가 있는

지”, “공동체 내에서도 유행이 존재하는지”이다. 두 번

째 감정적 성운의 키워드는 동조성으로 주요 내용은 타

인과 함께하는 경험, 감정의 교감, 공감 강조이다.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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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공동체에 참여하는데에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

하는 경험이 중요한지”,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공감이

중요한지,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지”이다. 세 번째, 종교

적 모델의 키워드는 집단가치로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

는 현재, 함께 하는 집단에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문

항은 “본인이 혼자일 때보다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써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지”, “공동체와 본인의

가치가 일치하는지”, “공동체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달랐다면 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이다. 네

번째, 목적성 없는 함께 하기의 키워드는 공동체 형성

이유로 비목적성, 감정에 기반한 상호성(집합적 감정)으

로 문항은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인

지”, “공동체를 통해 얻는 것이 없는지(목적성이 없는

지), 이를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지(기존의

틀에 대한 저항, 스트레스 해소, 생활의 활력소, 기분전

환, 도피, 다양한 문화 접하기 위해, 차별화된 놀이문화,

사교의 수단, 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보상, 지위 인정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닌)”, “목적이 없이 단지 타인과 함

께 한다는 즐거움으로 참여했지만, 참여하면서 얻게 된

목적은 있는지”이다. 마지막으로 비밀의 법칙의 키워드

는 공동체의 사회적 위치(인식), 공동체 내에서의 페르소

나로 문항은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에 강한 공유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 가치가 구성원들

을 신뢰하고 연대를 강화시키는지”, “공동체 내에서 공

유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는지”, “외부에

서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지”, “공동체에 대한 정의/특징을 짓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지, 있는지”, “참여하는 공동체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그 역할을 위해 실제 본인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한 적

이 있는지(혹은 다른 공동체에서의 모습과)”, “표현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공동체에 속

해있을 경우)공동체들에서의 본인의 모습이 다 다른지,

같은지”, “이러한 표현이 절대적인 나의 본 모습을 결정

해주는 것인지 아닌지(의도가 된 것인지, 인지하는지)”,

“다른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언제

든지 나를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 역할이 임

시적이고 한시적인지(계속 바뀌는지)”이다.

심층면접참여자는 총 13명으로 남성 9명, 여성 4명이

었으며 평균 연령은 32.1세이었다(Table 1). 면접은 1대 1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접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취하였다.

IV. 실증적 고찰

앞서 언급했던 마페졸리(Maffesoli, 2000/2010)의 신-

부족주의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신-부족주의가 국내에서

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

동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선택적 사회성

마페졸리는 공동체를 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호/불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형성되며 이

는 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Maffesoli, 2000/2010). 즉 개인의 자유로운 집단이

동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개인은 다양한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도

유동적이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적 고찰결과,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는 공동

체 참여에 있어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자발적인 가입/탈

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체들 간의 이동 또한 자유

롭다고 답하였다. 또한 한 개인이 많은 공동체에 동시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공동체

경우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거나 특정 사람만 가

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공동체 대부분의 경우는 가

입이 되어서도 참여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일부만 가능

하다고 답하였다.

“저는 패션 공동체는 여러 개에 가입되어 있어요. 다 다른 패

션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변치 않고 꾸준하게 하

는 공동체는 이거 하나죠. 제일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가입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같을 순 없어요.” (김진민, 23세, 너드

패션 공동체)

“사실 가입은 되어 있어도 여기 회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려

면 오랫동안 굉장히 외골수적으로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

람들이에요.” (이현수, 32세, 너드 패션 공동체)

“1955 이후 1993 이전 출생자만 가입이 가능해요.” (이정수,

28세, 클래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사실 여기(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동체) 제일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죠. 개성 있고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패션을 취급

해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을 많이 취급해요. 여성 회원도 가

끔 있는데 남성 회원들이 주류라 그런지 여자 회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분위기에요.” (박나원, 30세,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

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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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입/탈퇴/공동체 간의 이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

도 자유로우나 공동체 내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

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데 있

어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입하는 건 공동체 매니저가 동의를 해줘야 가입이 승인돼

는 거긴 한데 그건 해줘요. 그다음이 좀 어렵죠. 볼 수 있는 게시

판은 엄청 일부만 볼 수 있고… 가입이나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패션과 벗어나면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김진민, 23세, 너드 패션 공동체)

“게시판, 댓글을 몇 번 이상 게재하는지/추구하는 패션 착샷을

잘 맞게 올려서 사람들의 호응(댓글, 추천 수)이 높으면 등급이

올라가게 돼요. 등급이 낮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시판이 굉

장히 제한적이고 등급 올리기가 매우 힘들고 매우 높은 등급들만

Table 1.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of interviewees

Alias Age Gender Community Participation

Kim Jinmin 23 Female Nerd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3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6-8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everyday (internet)

Lee Hyunsu 32 Male Nerd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1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3-5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4 times a week (internet)

Lee Jeoungsu 28 Male Classic suit

· Participation period: 4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1-2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everyday (internet)

Park Nawon 30 Male American workwear

· Participation period: 1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5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weekend (meeting)

Kim Siwun 24 Male Classic suit

· Participation period: 6 month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8-9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weekend (meeting)

Kim Taehyun 30 Female American workwear

· Participation period: 1-2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4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3 times a week (meeting)

Lee Junghyun 28 Female Emo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5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2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3-4 times a week (meeting)

Jang Junyoung 28 Male Classic suit

· Participation period: 9 month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4-6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1-2 times a week (meeting)

Ahn Hyoeun 33 Female Emo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2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7-8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4 times a week

Kim Suhyun 34 Male Emo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2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4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everyday (internet)

Kim Hyunmin 35 Male American workwear

· Participation period: 3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2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3 times a week (meeting)

Lee Jeounga 32 Male Emo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2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4-5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everyday (internet)

Jo Hyuna 23 Male Nerd fashion

· Participation period: 1 years

· Average community participation time (1 time): 8-9 hours

· Average community visit frequency: weekend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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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저 같은 경우 오랫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는데 여기 가입돼 있다고 해도 회원이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속히 임원

들?인거죠.” (김시운, 24세, 클래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또한 응답자들 대부분 다른 공동체 간의 유동적인 이

동은 가능하다고 답하였으나 사실 대부분 본인이 참여

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면서 태도에 있

어서는 유동적인 이동에 대해서 오픈된 마인드보다는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의 자부심은 대

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패션 공동체보다 소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대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특별

한 공간과 모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디젤매니아(굉장히 큰 대중적인 패션 공동체)를 거의 혐오 수

준으로 싫어하고 이곳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유입 종자라고 비하

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태현, 30세,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

동체)

“다른 모임으로 갈 순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속한 집단이 매

니아 층에서는 인정해주는 곳이죠. 옮기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

어요.” (이중현, 28세, 이모 패션 공동체)

공동체들 간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에도

폐쇄적 태도를 일부 답하기도 하였다.

“공동체 성격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과한 캐주얼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컨셉과 어긋난 착샷을 올릴 경우 회원들의 융단

폭격(댓글)을 받아요. 규칙이 매우 엄격해요.” (김시운, 24세, 클래

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취급하는 브랜드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브랜드가 지오지아 같은 캐릭터 정장 브랜드이며, 5대

금지 브랜드가 있는데, 지지엠티커(지오지아, 지이크, 엠비오, 티

아이포맨, 커스텀멜로우)라는 말도 이 곳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

준용, 28세, 클래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2. 감정적 성운

마페졸리는 부족주의를 특징짓기 위하여 우선 타인과

의 경험, 공동의 교감을 중요시하였는데, 타인과의 경험,

공동의 교감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

다(Maffesoli, 2000/2010). 즉 타인의 시선과 공감에 의해

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자기에게 맞는 추구대상을 향

해 함께 모이고 함께 모방하고 흉내내기도 하는 모습이

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증적 고찰결과, 응답자들 대부분 개인적으로 경험

한 것들을 공유하고 공동체 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경

험이 공동체를 계속 참여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다.

“공동체 내 사람들이 본인 패션 사진도 올리고 여기 매장은 이

렇더라 요새 누가 이렇게 입었는데 괜찮더라 이 브랜드는 별로 더

라 등 서로 경험한 것들에 공유해요.” (안효은, 33세, 이모 패션

공동체)

“만나서는 딱히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서 여러 이야

기들을 나누고 공유해요. 이게 바탕이 돼서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

는 거 같아요.” (김수현, 34세, 이모 패션 공동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클래식 정통 수트를 입는 건 아니고 내

가 좋아해서 입지만, 같은 패션을 입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 더 착샷도 올리고

관련 정보글도 올리고 댓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해주

니깐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준용, 28세, 클래식 정

통 수트 패션 공동체)

이와 같이 공동체 내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교감, 공

감, 타인의 인정은 공동체에 계속 참여하고 공동체를 유

지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앞서 제한적인 참여와 다른 공

동체들 간의 이동에는 폐쇄적인 태도를 가짐에도 불구

하고 이들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가 있으

며 가시적인 분명한 이유와 목적보다도 비가시적인 감

정, 교감이 중시되는 정서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3. 종교적 모델

마페졸리는 목적성 있는 미래보다 구성원들이 같이 나

눌 수 있는 현재를 중요시 생각했으며 개인보다 집단과

관련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Maffesoli, 2000/2010).

개인들은 그들 자체보다도 그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동

체와 관련해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집단가치를 중요

시한다고 하였다.

실증적 고찰결과, 응답자들 대부분 공동체 참여에 있

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특정 목적이 아닌 구성원들

이 함께 나누는 현재의 즐거움이 크다고 답하였으며 혼

자일 때보다도 집단으로서 함께 할 때 더 가치를 느낀다

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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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재미가 없긴 하죠. 딱히 제가 여기 속해 있다고 가

치 있어진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긴 해요.” (김현민, 35세,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동체)

“지금은 재미있으니깐 하는 거죠. 같은 패션 스타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이정아, 32세, 이모 패션 공동체)

“제 패션 스타일과 유사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노는 게 재밌으니깐 공동체에 참여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

랑 스타일이나 생각들이 비슷하니깐 혼자보다는 낫죠. 그렇다고

이 공동체가 제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전 이 공동

체에 들어가려고 패션 스타일을 바꾼게 아니라는 거죠.” (조현아,

23세, 너드 패션 공동체)

하지만, 여기서의 가치란 함께하는 즐거움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자들 대부분 집단에 속함으로 인해 본인의

가치가 높아진다고는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즉 공

동체를 통해 함께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이 가

치가 본인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언

제라도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자유롭

고 자발적인 태도로 보이며 본인의 패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기에 공동체로 인해 본인의 가치보다도 본인

의 가치로 인한 공동체 참여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목적성 없는 함께 하기

앞서 이야기 했듯 마페졸리는 공동체의 형성은 모임

의 목적이나 이익이 아닌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고

유의 감정이나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실용

적인 목적이 아닌 비목적성으로 감정, 전염, 감정 나눔,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였다(Maffesoli, 2000/2010).

실증적 고찰결과, 응답자 대부분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즐거움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랑 같은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브랜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깐 웃기기도 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웃고

너도? 너도? 이러면서 즐거워요. 이렇게 패션 스타일이 같은 사

람들이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김현민, 35세,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동체)

“얻는 건 분명 많아요.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

고 기분전환도 되고 약간 내 취미 같은 거예요. 정보도 많이 얻고

내가 정보도 많이 주면서 고마워하면 내가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

고 기분은 분명히 그런 이유는 있죠. 이런 여러 이유들이 분명 공

동체를 참여하게는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일 큰 건 무

엇보다 전 여기서 정말 공감하고 위로받고 행복해요. 사람들과도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안효은, 33세, 이모 패션 공동체)

또한 공동체를 공감과 위안을 받고 친근감, 존중을

통해 개인 소외감이 줄고 무엇보다도 자기표현의 공간

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제 패션을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

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워서 참여하는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왜냐면 공감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니깐.”

(안효은, 33세, 이모 패션 공동체)

“제가 제 패션을 표현해주고 어떻게 해주는지를 들어주는 곳

이니깐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제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 없

자나요.” (김수현, 34세, 이모 패션 공동체)

“제 취향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기 때문에 만난 적 없어도 마치 원래 알았던 사이처럼 편해요.

실제로 공동체 내에서 반말하고...” (김현민, 35세,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동체)

하지만 이 또한 특정 참여자에 한한 것으로 특정 참여

자를 제외하고 공동체에 끈끈하고 유대적인 소속감을

느끼거나 공감과 위안, 자기표현의 공간으로서 인식되

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즉 특정 참여자는 감정적 이유가

컸다면 특정 참여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형성

은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감정이나 만족감보다는

정보를 얻기 위해 혹은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등 실용적

이고 확실한 목적성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가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소속감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 공동체에 가입되어있다고 말하지도 않죠. 제가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여기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이현수, 32세, 너드 패션 공동체)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지 사실 뭐 엄청 여기에 제가 참여하

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이정수, 28세, 클래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5. 비밀의 법칙

마페졸리(Maffesoli, 2000/2010)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밀이라는 사회형

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비밀은 외부에서는 보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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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신뢰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공동체의

가치는 외부를 향한 어떤 태도를 표명하는지를 결정하

고 내부에서는 기초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증적 고찰결과, 공동체 내 가치는 유사한 패션 취

향으로 같은 패션 스타일, 패션 브랜드, 패션 잡지 등이

었다. 이러한 공동체 내 추구가치는 공동체의 연대를 강

화시키고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그들만의 분명한 특징

과 정체성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하였다.

“저희는 사이즈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젤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트의 등판이 조금이라도 울거나

단추를 잠갔을 때 자켓에 주름이 생기거나 재킷 총장이 짧으면

소위 싸닥션을 여지없이 맞아요.” (김시운, 24세, 클래식 정통 수

트 패션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은 그들만의 규칙도 존재해요. 저희 공동체는

포멀한 클래식이 규칙이에요. 저희 공동체 하면 아 포멀한 클래식

수트! 이거죠. 이거 외에도 스포츠 코트류의 세퍼레이트 복식, 과

하지 않은 아메리칸 캐주얼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인정해줘

요. 클래식은 갤럭시, 빨질레리 등의 정통 수트 브랜드를 선호하

고 캐주얼은 랄프로렌(RRL, 폴로 등), 제이크루, 바버, 브룩스브

라더스 등의 브랜드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장준용, 28세, 클래

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또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가치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를 야기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똘똘 뭉치는 게 강해서 폐쇄적이고 다른 공동체를 무

시하는 경향도 없진 않아요.” (김현민, 35세, 아메리칸 워크 웨어

패션 공동체)

실증적 고찰결과, 응답자들 대부분 공동체 내 역할에

따른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

기서의 페르소나는 개인의 성격이나 말투보다도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의 페르소나로 보였다. 공동체에 참여

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은 패션 스타일이 분명 있었고, 동

시에 여러 공동체에 속한 응답자 같은 경우 각기 다른

패션 스타일을 공동체에 참여할 때 표현한다고 답하였

다. 이는 공동체 내 패션은 하위문화에서 설명되던 종속

에 대한 저항의 상징화로서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극히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것이지만 패션을 표현하는데 있

어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분명한 계급과 규칙은 여전히

집단 내 존재하며 이는 새로운 상징화로 보여진다.

“원래 제 패션이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참여할 때는 더

과할 때가 많아요.” (김진민, 23세, 너드 패션 공동체)

“저는 여러 개의 패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 다른 패

션 스타일을 보여줘요. 사실 완전히 다를 때도 있어요.” (조현아,

23세, 너드 패션 공동체)

공동체 내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은 언제라도 이를 그만둘 수 있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가 본인의 절대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본인이 선택하는 공동체 내에서 언제든지 유동적으

로 변화할 수 있으며 다른 모임,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 또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임

시적이고 한시적인 특징을 실증적으로 고찰해주었다.

“제가 취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도 그만두고

다른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안효은, 33세, 이모 패션

공동체)

“클래식 수트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는 좀 더

정통 클래식 패션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의 패션을 표현해요. 각각

공동체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장준용, 28세, 클래식 정통 수트

패션 공동체)

“언제든지 그 공동체가 아닌 다른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공

동체에 속한다면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정반대여도...” (이

정아, 32세, 이모 패션 공동체)

“계속 바뀌긴 해요. 내 취향도 바뀌고 패션 스타일도 바뀌고

하나에 꽂혀서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도 다른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막 추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아니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의지에 따라 계속 공동체도 바뀌고 내 패션

스타일도 바꿔요. 그게 좀 기간이 짧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회원

들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저를 포

함해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도 이 공동체만 하는 건 아니고

이 패션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에요.” (김수현, 34세, 이모

패션 공동체)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의 하위문화를 사람들의 삶

의 방식, 취미나 여가 등의 선택적 친목 그룹 혹은 정서

적 공동체로 바라보았으며 이를 위해 계급으로 대변되

는 사회의 종적 구조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횡적 구조를 이루는 부족의 개념을 설명한 마페졸리

(Maffesoli, 2000/2010)의 신-부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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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부족주의의 주요 이론인 선택적 사회성,

감정적 성운, 종교적 모델, 목적성 없는 함께하기, 비밀

의 법칙을 바탕으로 마페졸리가 설명한 개인이 아닌 집

단으로서 모아지는 신-부족주의의 원인과 단서가 국내

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를 통해 현대에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통합되고 분리되는지,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역할

과 패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이전의 하위문화의 관점과 포스트 하위문화 관

점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하위문화 연구는 수직적인 계

급저항 결정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양적, 질적인 결정요

인들로 접근해야 하며 저항과 대립의 상징으로 스타일

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특히

즐거움, 취향과 관련해 스타일을 바라보는 것이 현대의

다양한 집단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계층과 같

은 완고한 수직적인 모델로부터 벗어나 복잡하고 유동

적인 다차원적 모델로 소수 패션 공동체의 다양성과 정

체성을 설명해야한다.

하위문화를 선택적 친목 그룹, 정서적 공동체로서 바

라본 마페졸리(Maffesoli, 2000/2010)의 신-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를 실증적으로 고

찰한 결과, 첫째,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는 가입/탈

퇴/공동체들 간의 이동에 있어 마페졸리가 언급한 집단

이 네트위크를 형성하는 데는 필요성이나 강제력에 의

한 것이 아닌 구성원들 각자의 호/불호의 선택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 그들 자체보다는 개인이 가입

하고 있는 집단가치가 중요하며 공유가치, 공유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의 공유가치, 공유

감정은 공동체 내 유사한 패션 취향으로 나타났으며 패

션 스타일을 통해 타인과의 경험, 공동의 교감을 나누

고 있었고 이것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바탕임을 확인하

였다. 셋째, 비밀의 법칙으로 공동체 내 공유가치인 패션

스타일 표현은 역할, 페르소나로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치로 나타났다. 개인은 각기

다른 공동체들에서 그에 맞는 다른 패션 스타일 페르소

나를 보여주는 것을 볼 때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넷째, 공

동체 참여이유에 대해 목적성 있는 미래가 아닌 구성원

들이 함께 나누는 현재의 즐거움임을 확인해 주었다. 다

섯째, 목적성 없는 함께하기에서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

동체는 모임의 목적이나 이익이 아닌 모인다는 사실 자

체가 주는 고유의 감정이나 만족감과 관련해서 실용적

인 참여가 아닌 비목적성으로 참여하지만 대부분 공감

과 위안, 친근감, 존중뿐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 혹은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등 비목적성과 함께 실용적이고

확실한 목적성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목적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포스트 하위문화의 관점으

로 바라본 한국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의 특수성은 다

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는 마페졸리가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

지고 있었다.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 내의 공유가

치인 패션 스타일은 종래의 하위문화에서 설명되던 종

속에 대한 저항의 상징에서 벗어나 지극히 개인의 호/불

호에 의한 것이며 이는 공동체 내에서는 연대를 강화시

키고 외부에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 하지만 공동체 내 공유가치는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 내와 공동체들 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

이지 않는 하위문화적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

체들 간에서는 다른 공동체를 비하하거나 비교하고 다

른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을 참여하지 못하

게 하는 등 오픈된 마인드보다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동체 내에서 패션의 규칙은 엄격했고 공동체 내 추구

패션 가치에 따라 분명한 등급이 있었으며 이는 참여에

제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는 사회에 의한 종적인 구조가 아닌 개인과 공동

체에 의한 선택적 종적 구조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포스트 하위문화는 종래의 하위

문화론처럼 ‘주변적인 것’에서만 찾지 않으며 중심과 주

변을 가리지 않고 그 엄격한 경계를 허물며 가로지르고

탈주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즉, 중심이건 주변이건 구성

원들이 움직이고 욕망하는 문화들을 포스트 하위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다양하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무수히 많은 하위패션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취향과 선택, 욕망에 집중하여 바라봐야 할

것이며 자기표현적 문화생성들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소수 패션 취향 공동체를 포스트 하위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고찰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심층면접을 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고 더 다양하고 소수의 패션 취향 공동체를 대상으

로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더 다양한 국내 소수 패션 취

향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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