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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한국 상층의 패션취향을 후기근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고찰하 다.한국 사회의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문 지

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층은 후기근 사회의

맥락과 하게 연계되어 있다.한국의 상층은 다른 산층 구성원들

과의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고학력자의 비 이 높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 최근 요한 소비 주체로 부상하여 그들의 추구가치와 행

방식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본 연구는 속한 근 화 과정을 거치고 후기근 사회의 양상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상층여성이 치한 사회,경제,문화 맥락과

패션취향과의 계를 분석하 다.더불어 한국이라는 문화 ,역사 특

수성과 패션취향이 가지는 계를 밝히고자 하 다.

패션취향을 보다 입체 으로 분석하기 해 심층 인터뷰를 연구 방법

으로 선택하 다.본 연구는 상층을 학력이 높고, 문직,고 리직

는 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규정하고,직업,학력,월소득을 측정 기 으로 사용하여 수도

권에 거주하는 30 에서 60 사이의 여성 38명을 응답자로 선정하여 인

터뷰를 진행하 다.

취향과 계 의 계를 분석하기 한 이론 배경으로 Bourdieu의 아

비투스와 자본의 개념을 고찰하 다. 한 Giddens등의 이론을 통해,

통 인 거 기 이 약화되고 변화가 일상화된 후기근 사회에서 자아

의 성찰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검토하 다.그리고 두 이론을 비 으

로 결합시키면서 성찰성(reflexivity)을 일종의 아비투스로 보는 시각을

도입하여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과 계층의 계를 악하는 이론 틀

을 도출하 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개인이 소유한 경제자본,문화자

본에 의해 향을 받고 있었다.경제자본이 높을수록 의류 소비,특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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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높은 경제자본과 의류 소비 지

출 액을 패션취향에서의 자신감과 능동성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결

과는 경제자본만으로 패션취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자본과 패션취향의 계를 분석한 결과,패션 역에서는 단순히 모

든 분야의 제도 학력이 패션취향에 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미술,디

자인 등의 특정 분야에서의 제도 학력이 패션취향과 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해외 거주나 여행 경험 등의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도 패션 취향 련 문화자본이 축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과거보다 취향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세련되고 고 스러운 패션취향

의 정의는 고가의 제품만을 사용한 특정한 패션 이미지나 스타일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특히 창의 이고 개성

인 조합 방식을 선호하 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을 요시하고 있었다.

한 패션취향을 구축함에 있어 합리 이며 효율 인 소비를 시하고,다양

한 제품과 구입 경로를 넘나드는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경향이 있었다.미

학 차원 뿐 아니라 소비 방식에 있어서도 형 인 경계를 넘는 유연함이

문화자본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층의 패션취향은 사회 규범,라이 스타일,몸에 한 문화

기 이라는 조건들에 의해 복합 으로 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있었

다.과거보다 비공식 이고 암묵 인 성격을 띠게 된 사회 규범을 식별

하고 이에 따라 한 옷차림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

고,몸에 한 문화 기 이 상층여성이 옷을 선택하는 행 에 매우 큰

향력을 행사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그러나 이러한 경향

이 상층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다른 계

층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세 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패션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의 선택의 범 가 확

되었다.패션 랜드의 지배력과 권 가 분산됨에 따라 패션 제품의

구입 경로는 과거보다 다양해졌으며 고 과 제품 사이의 경계를 넘

는 소비가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패션취향에서 동조 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개인의 패션취향은 유행의 변화에 의해 속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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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며,자신의 취향의 틀 안에서 유행을 해석하며 선택 으

로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후기근 사회에서 개인은 지속 인

유행의 변화와 자신의 삶의 구체 맥락을 조화시키면서 패션취향을 재

구성해나가고 있었다.

다섯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는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상층여성의 패션에서의 양면성은 한 개인에게 과거에는 서로 립 이

라고 간주되었던 지 소비,개인 가치,합리성 추구,쾌락 가치 추

구 등의 경향이 공존하고, 가와 고가 의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는 소

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섯째,한국의 역사 ,문화 특수성은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속한 근 화 과정을 거쳤으나 집단 으로 공유되

는 규범은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상층 패션

소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지 소비의 경향도 타인지향 이며 동조 인

성격이 강한 한국의 소비 문화가 반 된 결과이다.후발산업국가로서 서

구의 향을 크게 받으며 성장한 한국 사회의 역사 맥락 역시 상층

여성의 패션취향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한국 상층여성들은 서구 문

화를 패션취향의 요한 참조 자료로 인식하고 있었고,개인주의가 발달

한 서구 문화에 한 경험은 한국 사회의 동조 인 성향에 비 인식

을 강화시키고 패션취향에 있어 개성과 주체성을 시하는 태도에 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일곱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양한

분화의 양상을 보 다.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거주지역이라는 조건은

상층 패션취향을 세분화시키고 있었다.연령은 개인의 신체 ,심리

조건,라이 스타일 등에 향을 미치면서,패션취향의 차이를 생성하고

있었다.그리고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지리 분화는 계 분화라는 상

징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며,패션취향에서의 구별짓기의 양상이 드러

나는 지 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후기근 사회에서의 실험 자아,개성 자아의 요성의

확 를 확인하 다. 한 패션취향이 단순히 미학 차원에 한 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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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취향을 실천하는 방식에 한 평가를 포함하는 포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자원의 효율 활용,다양한

사회 상황에 한 식별과 한 응 능력 등 다양한 차원에 한 평

가를 반 하고 있었다.다양성과 변동성의 확 라는 후기근 사회의 특

성에서 고정된 거에 기반한 지식과 경험보다는 효율 인 선택과 자원

활용의 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인 것이다.

패션취향을 구성하고 표 하는 방식에는 형 이고 지배 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개인의 선택의 가능성은 증가하 다.개인의

사회 역할,라이 스타일 등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개인의

성찰 태도의 강화는 패션취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후기근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표 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다양해졌으나

개인의 선택의 범 와 자유의 증가를 개인의 자율 이고 략 인 삶의

로젝트로 보는 Giddens의 성찰성의 개념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려웠

다.

개인화되고 편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패션취향의 이면에는 경제자

본과 문화자본이 유기 으로 연결되면서 작용하고 있고,개인의 패션취

향이 개인이 치하는 구체 삶의 조건,즉 사회,문화 맥락에서 자유

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패션취향은 외부 맥락에 의해

일방 으로 결정되거나,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

가 아닌 것이다.

본 연구는 상층여성만을 연구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패션취향과

계층의 계에 개입되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 해 구체 이고 세 한 분

석을 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상층과 경제자본,문화자본에 있어 차

이를 갖는 집단들에 한 연구를 통해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에 한

다각 이고 심층 이해를 가능하게 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패션취향,한국 상층여성,후기근 사회,성찰성,문화자

본,경제자본

학 번 :2008-3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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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의 거로서 패션의 요성은 지

속 으로 확 되고 있다.특히 라이 스타일이 지극히 다양화,세분화되

는 최근의 환경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그러므로 패션취향

은 인의 삶의 방식과 의미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역할

을 한다.

역사 으로 취향(taste)은 ‘미 인 것을 정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왔다.18세기 독일의 철학자 Kant는 취향 단에 고 인 미

규범의 수라는 객 기 을 용해왔던 통 시각에 반 하며 취

향의 “주 이고,감성 이고 미감 ”인 측면을 강조하 다.1)이러한

시각은 근 의 미학과 취향에 한 이론에 지 한 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패션취향도 순수한 미학 차원이며 개인 인 역이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2)

20세기 반 이후에는,패션을 사회학 시각으로 근하는 흐름이 나

타났고,패션취향 형성에 있어 계 과 같은 사회구조 조건들의 향력

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왔다. 를 들어,20세기 의 독일의

사회학자 Simmel은 사회의 패션 변화의 원동력을 계 간의 차별화

와 동조의 욕구로 악하 다.20세기 후반에는 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가 개인의 취향에는 개인이 치한 계 의 성향이 체화되어 있

으며 패션취향에도 이러한 사회구조 계가 반 된다고 주장하 다.

이은 은 개인의 의복에 한 기호(preference)는 “개인의 특성과 개인

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이 합쳐져서 형성”된다고 하 다.3)김민자

1)ImmanuelKant,백종 역, 단력 비 ,서울:아카넷,2009,p.32.

2)JukkaGronow,“Tasteand Fashion:TheSocialFunction ofFashion and

Style”,ActaSociologica,36(2),1993,p.90.

3)이은 ,패션 마 ,서울:교문사,2005,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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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식에 한 미 향수는 사물과 인간 계 이외의 맥락 상황에

향을 받으며,복식에서의 맥락 상황이란 복식 착용자의 외양,착용자와

찰자의 속성,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의 본질과 역사 맥락을 포함

한다고 주장하 다.4)개인의 패션취향의 형성과 표 에는 개인과 사회를

교차하는 다양한 맥락들이 개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패션취향

은 개인의 구체 성향과 상황들은 물론,개인이 치하는 특수한 사회,

문화,경제,역사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다원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후기근 사회에서 태도나 생각이 열려 있

음을 의미하는 개방성(openness),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것

을 의미하는 이동성(mobility),상황에 한 응성을 의미하는 유연성

(flexibility)이 더욱 요해지면서 패션취향 형성에 있어 개인의 선택과

행 성(agency)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최근의 사회에서

개인의 패션취향 형성의 맥락은 보다 복잡해지고 유동 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 역할과 비 이 확 되고 있는 상층의 패션취

향에 주목한다.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층은 후기근 사회의 맥락과 하게 연계되

어 있다.그러므로 상층의 패션취향을 살펴보는 것은 후기근 사회의

특성을 보다 세 히 밝히는 데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세계 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 상 층의 소비 역에서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상층의 소비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Diamond는 미국의 상층은 경제 자산과 소비 양식에 있어 상류층

(upperclass), 하류층(lower-middleclass)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

다.그는 상층이 품 과 지 에 한 높은 심을 가지고,사회 상

승욕구가 있으며,소득이 높기는 하지만 소비여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 제품의 할인 매의 주요 고객이라고 정의하 다.5)

Johnson외는 미국의 소득 상 20%에 속하면서 산층과 최고소득층

사이에 존재하는 집단을 “Almostrich”로 지칭하면서,이들이 체 지출

의 40%를 유하며,충분한 구매력을 소유한다고 하 다.이들의 소득은

4)김민자,복식미학 강의 1,서울:교문사,2004,p.29.

5)이은 ,op.cit.,p.2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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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 동안 지속 으로 증가했으나,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를 늘

리기보다는 약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 다.6)

한국의 경우, 문직,고 리직을 포함한 고소득 산층과 하 화

이트칼라로 구성된 간층 간의 격차가 확 되고 있다.7)산업화의 진

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문 기술과 경험을 소유한 집단

의 역할과 비 을 증가시켰고 상층의 확 를 가져왔다.

한국의 상층은 고소득과 고학력을 특징으로 하며 한국 사회의 소비,

문화 지형을 주도해나가고 있다.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상이 심화

되면서,사회계층별 소비 행동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소득 상

20%이상인 고소득층의 체 소비 유율이 증가하고 있고,패션 분야에

서도 소비양극화가 일어나면서,고소득층의 소비 유율 증가가 찰되

고 있다.8)

한국의 상층은 재까지 산층의 하 범주로 분류되어 왔으나 삶의

기회나 생활양식에서 산층,특히 비육체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구성된

신 간계 (new middleclass)의 다른 성원들과 차별성을 보이며,사회

교류나 연결망의 측면에서는 상류계 에 보다 근 해있다고 묘사되어

왔다.9)

이와 같이, 상층의 사회,문화,경제 역할과 비 이 지속 으로 증

가하 지만,아직까지 상층은 상류층과 간층이라는 큰 범주에 포함

되어 실체 집단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 다.따라서 상층에 한

실증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상층이라는 사회구조 범주를 분석함에 있어 취향과 계 에 한

이론 시각의 검토가 필수 이다.문화와 계 의 계에 한 연구에서

범 하게 용되고 있는 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의 이론은 취향

6)Brian A.Johnson,PaulF.Nunes,“Targetthe AlmostRich”,Harvard

BusinessReview,80(6),June2002,pp.22-24.

7)오 철, 산층 내 소득격차 사상최 ....양극화 심화,경향신문,2007.6.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241854441&code=920100,

자료검색일 2012.6.21.

8)송순 ,이성림,소비부문 사회양극화 황과 책방향,서울:한국소비자원,2008

년 12월,pp.92-93.

9)홍두승,한국의 산층,서울:서울 학교출 부,2005,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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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 의 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개념들을 제공한다.

Bourdieu의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은 개인의 취향의 이면에 존재하는 권

력의 계와 재생산 원리를 드러내는 데 역 을 두었다.그는 문화 취

향이 계 간의 구별과 재생산에 한 역할을 함을 지 하 고,개인

이 치한 사회,경제,문화 치를 사회자본,경제자본,문화자본으로

개념화하여 취향과 사회구조 조건의 계에 한 분석틀을 제공하

다.

Bourdieu의 개인의 취향을 결정하는 사회구조 힘에 한 강조와

비되어 개인의 행 성(agency)을 부각시킨 성찰성(reflexivity)이론도

사회의 취향을 분석함에 있어 요하게 검토할 만한 시각이다. 국

의 사회학자 Giddens는 후기근 사회에서의 증가된 변동성과 유동성에

한 지속 인 응과 수정을 개념 기 로 하는 성찰성 이론을 제시하

다.그는 후기근 사회의 정체성 구성의 핵심은 라이 스타일 선택이

라고 보고 개인의 선택의 요성을 강조하 다.

한편,두 이론이 가지는 한계성을 지 하며 후기근 사회의 실에는

매우 다양한 변수와 맥락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근과 분석

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문화 상에는 계

이외에도 연령,인종,성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고 있으며,문

화와 사회 구조의 계는 과거보다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취향의 분화가 심화되는 후기근 사회에서

의 패션취향 역시 단순한 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이다.그러므로 한국 상층의 패션취향을 근함에 있어 후기근

사회의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틀의 도출이 필요하다.

패션취향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패션취향과 계층의 계를 심

층 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 고,특히 상층의 패션취향에 한 연

구는 매우 미진하 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의 경우, 술취향 는 문화소비와 계 과의 계를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패션취향과 계 의 연 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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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특정 계 의 패션취향을 다룬 최근 연구로는 권유진의 미국의

간 계 의 외모 취향에 한 연구가 있다. 자는 패션취향은 자아의 체

화(anembodiedself)로서 사회 상호작용과 문화자본 등 사회 으로

구성된 조건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특히,연령,체형,상황

등에 따른 성(appropriateness)의 구 은 패션취향 형성과 단에 있

어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한 문화자본의 차이는 패션취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한 변수라고 보았다.10)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소득,직업 등 계 과 련된 인구통계학 특

성에 따른 패션 스타일 선호 경향에 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주로 마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조인경은 소득,교육,직업지

등의 변수들 간의 일 성과 복식행동의 련성을 고찰하면서,직업지

와 소득 수 의 불일치는 복식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직업지 가 낮으면서 소득이 높은 집단은,높은 직업지 와 낮

은 소득을 가진 집단보다 의복의 실용성과 경제성보다는 유행성을 요

시한다고 밝혔다.11)장혜원,임숙자는 사회계층에 따른 40-50 여성의

의복행동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디자인,색상,자

아이미지 고양,착용 용도의 다양성,상황에서의 성 등의 기 을

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12)

채진미,이은 은 해외 명품에 한 태도와 구매빈도와 객 사회

계층 변수의 계에 한 연구에서 고학력,상 직,고소득 여성이 명품

에 호의 이며 구매빈도가 높다고 지 했다.그리고 소비자의 문화수

에 한 주 인식도 명품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13)한국소비자원은 고소득,고학력의 소비자는 의류 소비에

있어 실용성보다는 스타일, 랜드를 시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

10)YooJin Kwon,Tastesin Appearances:Self,Cultivated Dispositionsand

CulturalCapital,doctoraldissertation,IowaStateUniversity,2007.

11)조인경,사회 지 불일치에 따른 의복선택 기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

사학 논문,1990.

12)장혜원,임숙자,“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에 한 연구:서울 시내 40-50 주

부의 외출복을 심으로”,한국의류학회지,20(5),1996,pp.769-782.

13)채진미,이은 ,“연령과 사회계층 변인에 따른 해외 명품에 한 태도와 구매빈

도”,한국의류학회지,29(6),2005,pp.885-895.



-6-

다.14)

새로운 스타일의 패션 제품을 채택하는 경향인 신성(innovativeness)

과 계층 변수와의 연 성을 밝히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외국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Roger15)는 높은 사회계층은 신성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고,Painter와 Granzin16)은 패션에서의 신성과 교육 수

과 직업 지 간의 상 계를 주장하 다.국내 연구로는 학력이 높

을수록 유행에 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며 의견선도력이 높다고

주장한 조윤정,고애란의 연구가 있는데 자들은 특히 문직 종사자에

게 신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 하 다.17)김한나의 연구는 학력을

패션 소비자의 동조성보다는 신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악하

다.18)

한 개인에게 개인소비와 집단소비,감성소비와 이성소비의 경향이 공

존하는 양면성(ambivalence)에 있어서도 학력과 소득은 유의한 변수로

지 되고 있다.19)이은정,이은 은 고소득층의 의류 소비에 합리 ,가

치지향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로 과시소비,물질주의 으로

악되었던 고소득층의 소비에 한 기존 시각의 수정을 주장하 다.20)

14)황정선,김인숙,국민소비행태 의식구조조사,서울:한국소비자원,2007년 12

월,pp.8-20.

황정선,김인숙,국민소비행태 의식구조조사,서울:한국소비자원,2011년 12

월,p.87.

15)EverettM.Rogers,DiffusionofInnovations,New York,London,Toronto,

Sydney:FreePress,2003,p.288.

16)Dorothy U.Behling,“Three and A HalfDecades ofFashion Adoption

Research:WhatHave We Learned?”,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10(2),1992,pp.38-39에서 재인용

17)조윤정,고애란,“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 세분집단의 심리 특성과 의복추구

해택 특성”,소비자학연구,12(3),2001,p.177.

18)김한나,유행 동조성과 신성에 따른 소비자 세분화 거 상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0.

19)김주 ,이은 ,“의류상품 구매행동에 나타나는 양면 소비”,복식,57(2),

2007,pp.172-189.

문희강,추호정,“의복소비가치가 양면 의복소비행동에 미치는 향”,복식,

58(2),2008,pp.1-14.

김희선,원명심,“양면 의류소비집단에 따른 라이 스타일과 의복가치”,한국

의류학회 2008년 추계학술 회 논문집,2008,pp.63-64.

20)이은정,이은 ,“고소득층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의류상품구매행동 특성”,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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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주 ,이은 은 미혼이며 연령이 낮고,학력이 높고,의류 소비

액이 높을수록 실용 ,심미 ,과시 ,사회/동조 ,향유 가치 등 다

양한 소비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 성향을 보인다고 악하

다.21)문희강,추호정은 가와 고가의 상품을 조합하여 입는 행 를 양

면 의류 소비로 정의하고,고소득 집단이 소득 집단보다 남들과의

차별성 새로움을 강조하는 진귀 가치에 의해 양면 소비행동을 결정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즉,새로움 추구와 다양한 취향의 만족이 고

소득 집단의 양면 소비의 주요 목 임을 지 하고 있다.22)

한편,패션취향과 계층과의 계를 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라이 스

타일,연령이라는 변수와 의류의 평가,선택 기 의 계를 살펴보는 연

구들이 발표되어왔다.김미 ,이은 은 라이 스타일의 차이에 따라 의

류의 스타일,소재,색상,무늬,재단과 재 ,부속품을 평가하는 기 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23)임경복 외는 세 별로 가정 ,경제 ,가

치 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패션취향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24)

패션취향을 사회학 시각으로 근한 연구로는 숭녕의 간계 여

성의 패션취향에 한 연구가 있으나,연구 상이 20-30 여성으로 한

정되어 있다.최샛별 외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계층에 따른 명품

의 구매 행 인식에 한 문화사회학 연구를 수행하 으나,명품

소비의 인상 리효과의 략 측면에 을 맞추었다.25)

52(7),2002,pp.57-69.

21)김주 ,이은 ,op.cit.,p.184.

22)문희강,추호정,op.cit.,p.12.

23)김미 ,이은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 에 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

16(1),1992,pp.3-21.

24)임경복,임숙자,조진숙,“세 별 가치 과 의복행동에 한 연구”,한국의류학회

지,19(4),1995,pp.615-627.

25) 숭녕,20-30 간계 여성의 패션 취향에 한 사회학 연구,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0.

최샛별,“문화사회학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에서의 명품의 인상 리 효과”,

한국의류산업학회지,8(6),2006,pp.672-678.

최샛별,진기남,“문화사회학 시각에서 본 패션의 략 사용”,한국의류학회

지,30(9/10),2007,pp.134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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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상층에 한 의류학 역의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상층

여성의 의복 행동을 연구하는 마 분야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26)조규화는 1980년 말 서울거주 상층여성들을 상으로 한 조사

에서 상층여성이 주로 백화 에서 의류를 구입하고,캐주얼보다 정장

을 선호하며,클래식하고 보수 인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며,유행에는 비

교 둔감하고 자신의 취향을 따른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27)신혜 외

는 상층 노년여성소비자는 노화에 따른 부정 신체 이미지를 보완

하기 해 외모 리에 많은 심을 가지며,라이 스타일이 상층 노년

여성소비자의 의복구매 행 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악하 다.28)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는,소득,학력,직업 등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패션취향의 련성을 시사한다.연령,사회 규범,라이 스타

일,문화 자원 등도 패션취향에 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악되고 있

다.패션취향이 다양한 사회,문화 맥락과 연결되어 있으며,같은 사회

계층으로 분류되는 집단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내부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층 패션취향의 특성에 한 논의가 부족한 시 에서,고학력,고소

득 집단에 한 선행 연구는 상층의 패션취향에 한 시사 을 제공한

다.최근의 연구 동향은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소비 특성을 지 의 표

욕구가 강하면서도,품질 비 가치와 쾌락 측면도 시하는 양면 인

성격으로 악하고 있다.

이는 후기근 사회라는 배경에서 상층의 패션취향이 단순한 범주로

규정하기 어려운 매우 모순 이며 복합 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가

26)이주은,의복구매동기에 따른 포이미지 선호도에 한 연구: 상층 여성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1990.

김민희,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한 연구: 상층 성인 여성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1998.

장성옥,고소득층 여성의 의복구매행동 특성에 한 연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0.

27)조규화,한국의 ‘ 여성’들 어떤 옷 얼마나 사입나?,월간멋,1989년 5월호,

pp.204-211.

28)신혜 ,이 룡,임숙자,“ 상층 노년여성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특성과 의복구

매행동에 한 연구”,한국노년학,23(4),2003,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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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킨다.그러므로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이라는 주제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맥락과 변수를 고려한 정교하면서도 입체 인 근이 필요

하다.

제 2 연구의 목 과 의의

본 연구는 후기근 사회,한국 상층(upper-middleclass)여성이라는

맥락에서 패션취향과 계층과의 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한국 상층여성들의 삶의 구체 맥락,즉 한국 상층여성이 치

한 역사,사회,문화,경제 조건과 패션취향의 계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의 형성에 있어서 계층과 개인의 성

찰성의 계를 밝힌다.

둘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있어 사회,문화 조건의 향력

을 밝힌다.

셋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의 구체 양상을 밝히고 특성을 도

출한다.

넷째,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특수성이 상층여성의 패션취향

에 어떠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라는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한

다.연구의 과정은 기 인터뷰 자료와 이론 고찰을 통해 연구 문제를

효과 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인터뷰 자료의 심층 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패션취향과 계층의 계에 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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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한 탐색 연구의 성격을 띤다.따라서,연구

결과를 한국 체 여성의 삶과 패션에 용되는 상으로 성 히 일반화

하기보다는,보다 체계 이고 정교한 후속 연구를 한 기 자료를 제

공하는 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둘째,기존의 계층 련 연구는 부분 계층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사

회 변화가 가속화된 최근의 계층 내부의 다양한 분화의 양상을 세 히

포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본 연구는 산층의 하 범주로 분류되어왔

던 상층의 문화와 생활에 한 실증 연구로서 한국 사회의 계층 구

조의 변동과 분화 상에 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본 연구는 30 에서 60 에 이르는 연령 의 여성들을 연구

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패션취향의 변화 양상과 세 간 패션취향의

차이를 보여 수 있다.패션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실천되

었는가에 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의 의생활에 한 심

층 고찰로 의 문화와 사회 상으로서의 패션에 한 다각 근

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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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고찰

본 장은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의 분석에 필요한 이론 고찰로

구성된다.1 에서는 취향의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론 논의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에 용할 수 있는 이론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2 에서는 패션취향에 한 기존 이론들을 검토

하여 사회 상으로서 패션이 갖는 특성에 해 살펴보고,패션

취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기 한 이론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

다.3 에서는 한국 상층의 형성 과정과 소비 문화에 한 논의를 통

해 한국 상층이 치한 역사,경제,사회,문화 맥락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4 에서는 이론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

로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제 1 사회와 취향

본 에서는 후기근 사회의 특성을 보이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을 보다 입체 으로 분석하기 해 취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고찰을 한다.그리고 사회의 패션취향의 분석에

용할 수 있는 주요한 이론 배경으로서 Bourdieu가 제시한 사회구조

조건과 개인의 성향 체계를 연결시키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살펴보

고,후기근 사회에서의 변화와 유동성에 해 주목하는 성찰성 이론도

검토한다.그리고 아비투스와 성찰성 개념을 결합시킨 체화된 성찰성이

라는 시각에 해서도 살펴본다.

1.취향을 바라보는 시각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Kant는 근 미학의 성립에 있어서 매우 요

한 치를 차지한다.그는 “취미 단의 규정근거는 순수하게 주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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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이고 미감 이며,논리 (개념 ,범주 )이지 않다”29)고 주장하며

고 미 규범의 수라는 취향의 객 단 기 의 존재에 해

비 하고 취향의 주 성격을 강조하 다.

Kant는 그가 미 인 것을 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취미 단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릇 상이나 는 그에 의해 주어지는 표상에 한 이 한낱 주 (미감

) 정은 그 상에 한 쾌감에 선행하며,인식능력들의 조화에서의 이 쾌감

의 근거(기 )이다.그러나 우리가 아름답다고 부르는 상의 표상과 결합시키

는 이 흡족의 보편 인 주 타당성은 오로지 상들을 정하는 주 인

보편성[곧,보편 달가능성]에 기 한다.”30)

이러한 시각은 엄격하고 객 인 원칙의 수를 취향의 근거로 보았

던 기존의 미학 기 을 뒤엎는 것으로 취향의 주 성격과 실제

용도,감각 쾌감,경제 상황 등 실 조건들에 한 이해 심이 없

는 ‘무 심함(disinterested)’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Kant의 취향의 정의에 나타나는 ‘주 성’과 ‘보편성’이라는 서로 상충

되는 개념들의 공존은 사회의 취향과 유행 상의 해석에 있어

요한 이론 토 를 제공하 다.그는 취향이 개인의 주 단에 기

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러한 단이 보편 으로 달되고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취향 단의 ‘보편 타당성(universal

validity)’과 ‘공통감(sensuscommunis)’31)라고 하는 이상 상태를 제안

한 것이다.

보편성과 개인성이라는 모순되는 지향성들 간의 긴장은 20세기 의

독일의 사회학자 Simmel이 사회의 패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념

기 가 된다.Simmel은 패션을 바라볼 때 실용성과 목 성의

측면을 배제하고 사회 ,형식 기능에 집 하 다.특히,패션은 각기

29)ImmanuelKant,백종 역,op.cit.,p.32.

30)ibid.,p.34.

31)ibid.,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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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인과 집단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이지만,동시에 보편성

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32) 통

사회보다 변동성과 분화(fragmentation)가 심화된 사회에서 취향이

사회 계의 변동과 가지게 되는 연 성에 주목한 것이다.

1970년 에 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는 Kant가 제안한 취향에서의

무 심한 태도가 사회 조건에 향을 받으며 이러한 태도는 지배 계

에게만 한정되는 특성이라는 을 제시하 다.무 심한(disinterested)

성향도 실에서 경제 제약을 받지 않는 엘리트 계 만이 릴 수 있

는 문화 특권이라는 것이다.이와 같이,Bourdieu는 취향은 개인이

치한 사회 조건에 의해 구성된다는 시각에 기 하여 취향에 한 본격

인 사회학 근을 시도하 다.그는 경제 ,문화 ,사회 자본의

양과 구성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문화와 소비 활동에 있어 유사한 성

향을 소유하며,이러한 성향들이 사회 계 ,권력 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Bourdieu의 이론 향을 받은 취향에 한 많은 연구는 취향의 사회

차이의 확인과 재생산에서의 역할에 집 되었다. 한 Bourdieu의 이

론 토 를 용함에 있어 Bourdieu가 검토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문화 변수를 고려하면서 Bourdieu의 이론을 수정,확장하려는 시도들

이 뒤따랐다.특히,Bourdieu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연령,젠더,인

종 등을 요한 변수로 설정하여 후기근 사회의 문화와 취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이 발표되었다.33)

한편,최근 일련의 연구자들은 취향이 일상 인 상호작용이라는 미시

차원에서 사회 으로 재되는 측면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Clarke

와 Miller는 패션취향에 한 연구는 Bourdieu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

권력 계와 사회 치의 반 이라는 추상 단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개인의 미학 선택들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 하 다.34)

32)JukkaGronow,op.cit.,pp.93-99에서 재인용

33) Tony Benenett et al.,Culture,Class,Distinction,Oxon,New York:

Routledg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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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ward와 Emmison은 취향은 객 형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

라 평범한 행 자(ordinaryactor)의 일상의 지각작용과 태도를 통해 이

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들은 취향은 특정한 스타일에 한 미학

단이기보다는 공동체 합성,도덕 측면에 한 집합 경향이

며,타인과의 계를 리하기 한 략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았

다.35)

취향이 미학 차원을 넘어 실천 측면에 한 평가를 포함하는 매우

복합 개념이라는 에 입각한 다른 연구들로는 개인의 취향 단 방

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Lawler는 국에서는 취향은 미학 인 차원

보다 (manner)의 문제로 단된다고 주장하며 사회 상호작용에서

의 에티켓은 일상의 평가 행 의 핵심 상이 된다고 지 하고 있

다.36)권유진은 미국 여성들의 외모 취향에 한 연구에서 취향은 돈,시

간,노동과 같은 자원을 리하는 포 인 소비 기술(consumption

skill)과 다양한 미학과 사회 규범을 자아 개념(self-concept)에 통합시

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37)

한편,기존의 사회를 구획했던 경계들 -사회,문화 (상징 )경계 -

간의 구분이 약화되고 변동성이 가속화되는 후기근 사회에서의 취향의

문제에 주목하는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Holt는 사회에서 취향들은

지속 으로 재해석되고, 상되고,결합되고 있으며,복잡하고,모호하고,

상반된 성격의 취향들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라이 스타일을 구성한다

고 주장하 다.38)

후기근 사회에서 변화에 한 응성,즉 성찰성(reflexivity)에 주목

34)AlisonClarke,DanielMiller,“FashionandAnxiety”,FashionTheory,6(2),

2002,p.193.

35)IanWoodward,MichaelEmmison,“From AestheticPrinciplestoCollective

Sentiments:the Logics ofEveryday Judgements ofTaste”,Poetics,29,

2001,pp.295-316.

36)AlanWarde,“DimensionsofaSocialTheoryofTaste”,JournalofCultural

Economy,1(3),2008,p.329.

37)YooJinKwon,op.cit.,p.166.

38)DouglasB.Holt,“PoststructuralistLifestyleAnalysis:Conceptualizing the

Social Patterning of Consumption in Postmodernity”, Journal of

ConsumerResearch,23(4),1997,p.343.



-15-

하는 연구들은 취향 자체의 다양성과 변동성에 심을 가진다.이러한

연구들은 취향의 실천 방식을 분석함에 있어 Bourdieu의 시각은 수정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후기근 사회에서 취향과 계 사이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계를 포착하기 해 개인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심을 가진다.특히,성찰성 구 의 조건으로서 자원에 한 근성이

가지는 계 함의에 한 이론 ,경험 고찰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39)

2.아비투스(habitus)

1)Bourdieu의 취향의 사회학

20세기 후반 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가 주장한 문화와 취향의 사

회학은 개인의 취향에 작용하는 권력의 계와 재생산 원리를 드러내려

는 획기 시도 다.주 이며 개인 인 미 인 단,실천 성향으로

인식되었던 취향이 실제로는 사회 으로 구성된다는 그의 주장은 큰

심과 반향을 얻었다.

통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 를 연결시키는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미흡했다.이러한 사회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Bourdieu의 이론은 개인의 인지,성향 체계가 어떻게 사회 구조 조건

과 연결되는지에 한 실증 인 검토로서 커다란 심과 반향을 일으켰

고 문화와 사회 구조의 계에 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Bourdieu는 사회에서의 문화와 취향의 사회 성격을 검토하는

요한 이론 틀을 제공하 다.그는 사회 경쟁을 해 필요한 사회

계와 에 지40)를 자본(capital)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자본,문화자

본,학력자본,사회자본으로 분류하 다.그리고 이러한 자본들의 양과

39)BeverleySkeggs,Class,Self,Culture,London,New York:Routledge,2004.

PaulSweetman,“Twenty-firstCenturyDis-ease?HabitualReflexivityorthe

ReflexiveHabitus”,SociologicalReview,51(4),2003,pp.528-549.

40)PierreBourdieu,최종철 역,구별짓기,서울:새물결,2005,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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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따라 개인의 사회 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Bourdieu는 사회 차이의 재생산에 있어 취향,지식 등의 문화자본의

요성을 강조하고,소비 행 를 이러한 문화자본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로 악하 다.그는 문화자본이 육화된(embodied)상태,객체화된

(objectified)상태,제도화된(institutionalized)상태라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육화된 상태는 개인의 지속 성향의 형태,객체화된

문화자본은 문화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며,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교

졸업장 같은 제도로 존재한다.이러한 문화자본의 이면에는 사회 집단

간의 권력 계가 은폐되어 있으며,문화자본은 경제자본 등 다른 종류의

자본으로 환되면서 계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 조건들은 체화된(embodied)성향체계인 ‘아

비투스(habitus)’를 생성한다.아비투스는 구조와 행 를 연결하는 매개

매커니즘으로 제시되는데,모든 실천의 발생 원리이자 분류체계41)로

서,개인에 의해 육화되며,일상의 실천을 구조화하는 양면 성격을 띤

다.42)말투,제스처,식사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은 아비투

스의 체계 산물43)이다.그러므로,개인 이며 일상 행 인 옷을 입

는 행 에도 변별화된 사회 구조가 육화되어 있는 동시에,차이를 변별

하는 기호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Bourdieu는 지배층의 생활양식은 어려서부터 체화된 순수미학의 원리

에 의해 조직된다고 주장하 다.경제 필요나 요구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지배계 은 가구,의복,요리처럼 일상 인 선택에서도 실

조건으로부터 무 심한 순수미학의 원리를 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44)계 조건은 동질 생활조건에 치한 행 자들 체에 동질

인 성향체계를 생산해내며,계 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육화된 객체화된

특성,즉,공통의 아비투스를 소유한다.45)

동질 인 아비투스를 소유한 집단은 취향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향을

41)ibid.,p.311.

42)ibid.,p.13.

43)ibid.,p.314.

44)ibid.,p.29.

45)ibid.,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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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를 들어 하층계 은 경음악을 많이 듣는 반면,지배계 은 클

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6)교수 등이 포함된 문화자본이 높

은 집단은 술의 난해함을 사회세계와의 거리를 두는 연함의 자

세로 감상한다면,하층 계 은 술 작품을 감상할 때 윤리 ,실제 기

을 용하기 때문에 실주의 재 을 하지 않은 술 작품에 한

오감,거부감을 드러낸다.47)

외모에 한 미 인 성향에서도 계 차이가 나타나는데,지배계

은 세련미를 하층계 은 자연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그리고 민

계 은 값에 비해 질이 좋은 옷을, 간 계 이나 상류계 은 멋지고 고

인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8) 한 사회 지 가 높을수록 양장,

정장세트(비싼 의류)의 구입 수량이 증가하며,지배층으로 멀어질수록 옷

차림과 헤어스타일이 캐주얼하고,지배층에 가까울수록 진지해진다(어둡

고,엄격하고 고 이다).49)그리고 르주아지는 가정에서도 품 와 형

식 인 의복을 입는 반면 민 계 은 가시 인 겉옷과 비가시 이고 감

춰진 속옷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50)

외모에 한 심,배려,투자의 정도도 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Bourdieu는 민 계 의 여성들이 상 으로 미의 상품가치를 훨씬 덜

의식하기 때문에 신체의 교정에 훨씬 은 시간,노력,희생,돈을 투자

하는 반면,쁘띠 르주와지 여성들은 민 계 보다는 신체에 한 지배

인 이상형을 승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성형수술과 같은 외모의 개

선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고 유추하 다.51)패션취향도 계 차이를 변

별화하며 그 차이를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Bourdieu의 시각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6)ibid.,p.944.

47)ibid.,pp.69-103.

48)ibid.,p.945.

49)ibid.,pp.365-368.

50)ibid.,p.363.

51)ibid.,p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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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ourdieu의 이론을 비 으로 용한 연구

1960-1970년 랑스를 상으로 한 Bourdieu의 연구를 다른 역사 ,

사회 맥락에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는 비 들이 지속 으로 제기되

고 있다.특히,과거에 비해 사회,문화 경계가 매우 유동 이며 모호

해지고,취향이 극도로 다양화,세분화된 최근의 상에 Bourdieu의 분

석틀을 용하는 것에 한 비 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Crane은 “Bourdieu의 이론은 사회계 과 그에 따른 사회 구조가 어떻

게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속한 사회 격변기에 사

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

하 다.52)

부르디외의 이론을 실증 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Bourdieu의 이론이 사

회경제 조건에 의한 문화의 결정론을 강조하고,자본의 양과 구조에

의한 사회 조건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동질 집단을 상정하고 있다

고 비 한다.

Bourdieu의 연구보다 소규모 집단 는 특수한 문화 ,역사 환경에

서의 소비와 문화를 검토한 연구들은 문화 실천의 양태는 부르디외가

제안한 이론 틀보다 훨씬 복잡하며,유동 이며,모호하다는 결과를 도

출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Bourdieu가 제안한 문화의 계 구조가 실제

로는 그다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사회 으로 인정받는 문화자

본의 개념도 고정 인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맥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Savage외는 2000년 국인들의 문화와 소비에 한 실증 연구

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에 나타나는 모순성을 악하고 이를 포스트

모던한(postmodern)소비 패턴이라 명명하 다. 자들은 집단의 차이에

따라 소비의 패턴이 다양화,세분화 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소비에서

도 상이한 소비 패턴( 욕 /쾌락 )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53)

52)DianaCrane,서미석 역,패션의 문화와 사회사,서울:한길사,2004,p.34.

53) Mike Savage et al.,“Culture,Consumption and Lifestyle”,Property,

Bureaucracy and Culture: Middle-Class Formation in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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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과 Kern,그 외의 다른 많은 연구자들은 고 / 문화의 구

분을 통해 계층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을 지 하 다.54)그들은

오히려 높은 경제,문화자본을 소유한 집단들이 고 문화와 문화

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범주들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취

향의 범 가 넓은 것을 가리키는 문화 옴니보어(culturalomnivore)라

는 개념을 제시하 다.

Ollivier외는 문화 옴니보어의 충 경향(eclecticism)이 오히려 계

구별짓기의 기 가 될 수 있으며,다양한 문화 경험에 한 개방

성은 특정 아이템에 한 강한 거부와 공존할 수 있음을 지 하 다.55)

Ollivier는 한 사회에서 취향이 보다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지

만 사회 ,문화 계가 붕괴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자는 특히 공

인된,정통성을 인정받은 특정 취향보다는 개인의 행 성(agency)에 주

목하고,다양성이 극도로 확 된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

력이 사회 변별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56)

한편, 사회에서 사회 범주의 세분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사회

네트워크와 문화자본의 계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DiMaggio는 사회에서의 사회 네트워크와 취향과의 한 계

를 지 하고 넓은 사회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보다 다양한 문화

형태에 한 취향을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한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다양해지고 역할 체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개인 간의 취향

의 차이보다는 한 개인 내부의 취향의 다양성이 심화된다고 하 다.57)

Erickson은 Bourdieu가 사회 구조의 두 가지 요한 양상,사회

네트워크와 직업 환경에서의 계 계를 간과했다고 보았다.그리고 직

Britain,London:Routledge,1992,pp.99-131.

54)RichardA.Peterson,RogerM.Kern,“ChangingHighbrow Taste:From Snob

toOmnivore”,AmericanSociologicalReview,61(5),1996,pp.900-907.

55)MichèleOllivier,KoenvanEijck,& AlanWard,“Presentation”,Poetics,36,

2008,pp.115-119.

56)Michèle Ollivier,“Modes ofOpenness to CulturalDiversity:Humanist,

Populist,Practical,andIndifferent”,Poetics,36,2008,p.144.

57)PaulDiMaggio,“ClassificationinArt”,AmericanSociologicalReview,52(4),

1987,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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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환경에서는 계 과 련이 없는 장르에 한 능통함이 문화자본으로

서 더욱 높이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특히 매우 경쟁 인 민간

역에서는 문화 다양성(culturalvariety)과 사회 네트워크의 다양성

(socialnetworkvariety)이 계 그 자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는 문화

자본이라고 주장하 다.58)

앞의 사례들이 후기근 사회에서 문화자본의 범주와 성격이 과거보다

매우 유동 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면,지역 ,문화 맥락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자본의 성격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사회의 문화 범주의 확 라는 상은 외국 문화에 한 지식과 경험을

의미하는 코스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에 한 심의 증가로 이

어졌다.Holt와 Lamont의 연구는 미국과 랑스라는 서구 사회를 배경

으로 코스모폴리터니즘이 사회에서 요한 문화자본을 구성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59)

Üstüner와 Holt는 터키 상층여성의 소비에 한 연구에서 서구의 문

화와 라이 스타일에 한 지식과 경험은 터키 상층여성의 문화자본의

형성과 소비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자본이 낮은 상층여성 집

단과의 차이를 생성한다고 주장하 다.이는 코스모폴리터니즘이 외국

문화에 한 지식과 경험으로 단순히 규정될 문제가 아니라,지역 ,문

화 특수성에 의해 그 의미와 양상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특

히,서구와 비서구간의 문화 계라는 맥락은 비서구 개발도상국가에

서의 문화자본에 향을 미치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60)

58)BonnieH.Erickson,“Culture,Class,andConnections”,AmericanJournalof

Sociology,102(1),1996,pp.217-251.

59)DouglasB.Holt,“DoesCulturalCapitalStructureAmericanConsumption?”,

JournalofConsumerResearch,25(1),1998,pp.1-25.

MichèleLamont,Money,Morals,& Manners:theCultureoftheFrench

andtheAmericanUpper-MiddleClass,Chicago:TheUniversityofChicago

Press,1992.

60)TubaÜstüner,DouglasB.Holt,“TowardsaTheoryofStatusConsumption

in LessIndustrialized Countries”,JournalofConsumerResearch,37(1),

2010,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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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에서의 Bourdieu의 이론을 용한 연구

1990년 Bourdieu의 이론이 한국에 소개된 후 한국의 사회 상에

Bourdieu의 자본의 개념을 용한 경험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

다.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연 의 요성을 반 하듯이 사회 네트워크,

즉,사회자본에 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61)최근에는 사회자본에

비해 경험 연구가 많지 않았던 문화자본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련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2)

한편,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의 개

념의 재정의와 변수와 근 방법에 한 보다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최샛별은 한국이 유럽 사회와 가지는 차이 으로

“고 문화 통의 부재”,“높은 평등주의”,“사회이동의 개방성에 한 믿

음”이라는 특성을 제시하 다. 한 고 문화를 통한 사회 배제보다

는 문화 옴니보어라는 문화 용성에 한 심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한국의 문화자본의 형성과 재생산 방식은 Bourdieu가 연구했던 랑

스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63)

61)유석춘 외,사회자본:이론과 쟁 ,서울:그린,2003.

배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험 분석을 이용한 사회자본의 유형화”,한국사회

학,37(5),2003,pp.161-186.

송경재,“사회 자본과 네트워크:조직 구조를 심으로”,사회이론,25,2004,

pp.251-282.

김용학,“한국 사회의 학연:사회 자본의 창출에서 인 자본의 역할”,한국사

회학회 편,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2004,pp.99-127.

정병은,“유권자의 사회자본과 지역주의에 한 연구:17 총선의 두 지역구

사례 비교”,한국사회학,39(5),2005,pp.83-119.

62)장미혜,“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한국사회학,35(3),2001,pp.51-81.

최항섭,“상류사회의 연결망과 문화 자본”,사회와 역사,66,2004,pp.118-150.

조돈문,“한국 사회의 계 과 문화:문화자본론 가설들의 경험 검증을 심

으로”,한국사회학,39(2),2005,pp.1-33.

박 진,가정의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어학업성취의 구조 계에 한 종

단 분석,홍익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2011.

염승일,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1.

류윤호,문화자본이 노년층 소비자의 박물 경험에 미치는 향,숙명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2.

박미란,부모의 문화자본 스포츠 가치 이 자녀의 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향,한양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2.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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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는 한국의 근 화 과정의 특수성,즉 식민지화에 의한 타율

근 화라는 배경에서 한국 통에 한 서구 근 문화의 우 라는

계구조를 문화자본 연구에 요한 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64)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의 장기 축 에 해서는 회의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통 상류 계

이 거의 붕괴되고 재의 한국의 산층은 거의 1세 는 2세 이기

때문에 서구의 국가와 같이 축 된 문화자본이 계층을 통해 재생산되는

구조는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 지배 이었다. 한 사회변동이 큰 한

국 사회에서는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으로 축 되

는 문화자본이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하 다.이러

한 시각이 소비 역의 연구에도 용되면서,한국의 소비 문화는 문화

, 술 취향보다는 주로 물질소비와 지 추구의 맥락으로 악되어

왔다.65)

이를 반 하듯,한국에서의 문화자본의 축 ,재생산 방식에 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최근에는 한국의 특수

한 상황,그리고 후기근 사회의 문화자본의 성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

국에서의 문화자본의 생산,축 ,재생산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한국 사회에서도 사회 이동의 기회가 어들고 계 구조가 공

고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를 들어,최항섭은 한

국에서도 계층 구조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한국 상류 사회의

연결망 구성 기제로 ‘메이 학 학력,해외 유학(특히 미국),주거지

치(평창동,강남 8학군),고액 과외의 경험 공유,고 문화취향,서울에

한정된 지연,도구 도움’으로 규정하 다.특히,한국의 상류 사회의 타

집단 배제 시도에서 문화자본은 “상호 공유 인 수 에서 작용하는 요

63) 최샛별,“한국 사회에 문화자본은 존재하는가?”,문화와 사회,1,2006,

pp.123-158.

64)한 외,“한국인의 문화 경계와 문화 계구조”,문화와 사회,2,2007,

pp.29-53.

65)김난도,사치의 나라:럭셔리코리아,서울:미래의창,2007,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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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리 기제”라고 주장하 다.66)

한국에서도 이미 문화자본을 통해 계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

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최샛별은 한국의 상류층이 경제자본을 통해

자녀의 서양고 음악이라는 문화자본을 축 하게 하 고,이러한 문화자

본이 다시 상류층이라는 계 지 로 환되고 있는 숨겨진 경로를 지

하 다.67)조은은 계 별 일상 생활 경험에 한 연구에서 계

치에 따라 계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의미와 향력

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 다. 한 경제력과 문화자본의 연 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자본의 문화자본으로의 환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특히 해외 유학이나 여행 등의 문화자본이 경제자본과 직 으

로 연 되면서 경제자본의 문화자본으로의 환이 빨라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68)

장미혜는 소비양식에 한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상 효과에 한

비교 연구에서 소비 역에 따라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의복,음식,인테리어의 역에서는

음악 는 여가의 역보다 경제자본의 향력이 크며,부모의 문화자본

보다는 본인의 문화자본이 보다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그리

고 취향 형성에 있어 은 세 는 50 이상의 세 보다 부모의 교육수

과 출신 계 에 의한 향을 더 크게 받으며,특히 부모의 계 과 교

육수 이 의복에 있어서의 스타일지향성에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66)최항섭,op.cit.,pp.118-150.

이외에,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의 변화와 공고화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화 외,한국의 교육열 연구,서울:한국교육개발원,1993.

설동훈,“한국 노동자들의 세 간 이동,1978-1989”,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 과 한국 사회,서울:한울아카데미,1994,pp.237-278.

조덕문,“한국 사회 계 구조의 변화,1960-1990:계 구조의 립 연구”,한

국사회학,28, ,1994.

조은,“가족사를 통해 본 사회구조 변동과 계 이동”,사회와 역사,58,2000,

pp.107-158.

67)최샛별,“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한국의 서양고

음악 공여성 사례”,한국사회학,36(1),2002,pp.113-144.

68)조은,“문화자본과 계 재생산:계 별 일상 생활 경험을 심으로”,사회와

역사,60,2001,pp.16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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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9)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역사 특수성이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작용 방식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자본의 환 양상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특히 한국의 산업화의 진 과 더불어 부

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문화자본으로 환되면서 과거보다 문화자본의

요성이 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이러한 과정

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긴 하게 연계되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패션과 같은 특정 역은 문화자본보다 경제자본의 향력이 상 으

로 크다는 주장은 역의 차이에 따라 자본의 작동 방식에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이러한 연구 동향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소비에서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작용 방식을 분석할 때는 한국 사회

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다각 이고 세 한 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을 시사한다.

3.성찰성(reflexivity)

근 인식론의 에서 성찰성(reflexivity)은 반성(reflection)과 연계

되어,인식 주체가 내 자기에 집 하여 조 으로 사유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70)성찰성은 한 근 주체의 지속 인 자기통제와 자

기감시라는 뜻을 함축하며,개인을 사회구조에 해 수동 인 존재로 규

정하는 시각과 비되어 개인의 행 성(agency)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었다.71)

그러나 사회의 발 과정,특히 후기근 사회의 심화와 함께 성찰

성은 변화에 응해나가는 능력,즉,고정된 범주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

성,유연성,가변성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69)장미혜,op.cit.,pp.51-81.

70)김홍 ,“미디어스 이 와 모바일 성찰성”,문화와 사회,10,2011,p.157.

71)박치 ,습속화된 권력과 성찰 자아:고 만과 엘리아스를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4,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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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mann과 Eisner는 20세기 부터 후반까지의 스 스의 일간 신문

들에 실린 고 문구를 분석하여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자아의 재수

정에 해 개방 (opentorevisionsoftheproperself)”인 자세가 바람

직한 자아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그들을 이러

한 자세를 성찰 태도로 규정하고 사회의 심축이 실용 자아에

서 표 자아로 환되면서 신체 기술보다는 지성 ,성찰 기술이

자아의 구성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72)

Giddens는 성찰성을 후기근 사회의 핵심 특성으로 악하 다.그

는 성찰성을 “모든 인간 활동에 고유한,행 에 한 성찰 감

시”라는 반성의 의미보다는 “사회 활동의 다수 측면의 가변성

(susceptibility), 자연과의 물질 인 계의 가변성을 뜻하며,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항상 인 수정”으로 정의하 다. 한

성찰성을 사회의 부수 부분이 아니라 제도 차원을 구성하는

성의 내재 요소로 악하 다.73)

이러한 성찰 태도에 한 심은 후기근 사회를 험의 시 로 보

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Giddens와 Beck74)등이 규정한 사회의

특징은 험,불안,불안정성이 일상화된 상태이다. 통 질서의 약화

와 불안정성의 확 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인 성찰성은 사회에서의

필수 자질이 되며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 핵심 요소가 된다.

Beck은 산업 근 성의 시기에서 험 시기로의 이행을 성찰 근 화

로 규정하고,여기서 성찰성은 본래의 의미인 반성(reflection)이 아니라

자기 면(self-confrontation)을 가리킨다고 보았다.성찰성은 생태 기,

경제 기, 쟁, 명 등과 같은 산업사회의 험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추상 인 수 이 아닌, 험사회의 결과와 자기 면을 하고 산업사회의

72)MarlisBuchmann,ManuelEisner,“TheTransitionfrom theUtilitariantothe

ExpressiveSelf:1900-1992”,Poetics,25,1997,pp.160-172.

73)AnthonyGiddens,권기돈 역, 성과 자아정체성:후기 의 자아와 사

회,서울:새물결,1995,p.65.

74)UlrichBeck,AnthonyGiddens,&ScottLash,ReflexiveModernization:Politics,

TraditionsandAestheticsintheModernSocialOrder,Cambridge:Polit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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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단기 자체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75)

Beck은 후기근 사회에서의 성찰 태도를 기존의 범주에 해 의문

을 제기하고 상이한 범주들을 융합하는 자세로 악하 다.그는 성찰

근 화와 기존의 범주를 괴하며 코드들을 합성(codesyntheses)하는

양면성(ambivalence)의 수용을 결부시켰다.Beck은 기존에는 의심되지

않았던 상반되고,양립되지 않는 범주들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개방

이며 용 인 태도가 성찰 근 화의 핵심임을 주장하고 있다.76)

선택의 문제는 후기근 사회의 성찰성을 구 하는 요한 요소로 평가

되고 있다.Giddens는 다양한 맥락과 권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체

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을 후기근 사회의 성찰 자아로 규정하 다.

그는 특히 통이 약화되고,새로운 형태의 경험이 일상화된 에서의

자아정체성 성찰 구성에 있어 라이 스타일 선택(lifestylechoice)의

요성을 지 하 다.“사회생활의 개방성,행 맥락의 복수화,권 의

다양성”은 라이 스타일 선택을 자아정체성과 일상 활동의 구성의 요

한 요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77)

Buchmann과 Eisner는 인이 직면한 지속 인 선택의 문제 - 를

들어,문화 활동,잠재 트 ,소비재 등 -는 자아를 성찰 으로

구성하는 개인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 다.78)즉,일상을 구

성하는 다양한 맥락들에 면하여 한 선택,조합,변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구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후기근 사회의 성찰성 논의는 미학 차원으로도 확장되었다.Lash는

후기근 사회에서의 성찰성의 미학 차원과 주체 ,해석 자세의 강

화를 지 하 다.그는 Giddens와 Beck이 시한 인지 (cognition),규

범 (normative)성찰성보다 미학 성찰성(aestheticreflexivity)을 우

에 두었는데 여기서 ‘미학 ’이라는 용어는 해석 (hermeneutic)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75)ibid.,pp.1-13.
76)ibid.,pp.31-33.

77)ibid.,p.43.

78)MarlisBuchmann,ManuelEisner,op.cit.,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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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후기근 사회에서 제품들은 보다 이미지와 련되고 직업 사회에

서의 상징 측면은 인지 측면보다 디자인의 형태를 취한다고 보았다.

과거에는 구조 으로 결정되던 일들이 개인의 행 에 의해 결정되는 경

우가 증가하며,이를 해서는 미학 자원의 축 이 필요하다.이러한

상황은 결과 으로 자기 해석(self-interpretation)과 자기 검열

(self-monitoring)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79)

이상의 이론 논의들은 성찰성을 제도 ,개인 ,미학 차원 등으로

범 하게 침투하고 있는 후기근 사회의 핵심 특성으로 악하고 있

다.특히,후기근 사회라는 맥락에서 성찰성은 변화에 한 인식과 응

능력을 제로 하고 있으며,기존의 구분된 범주들을 융합시키고,다양한

맥락과 권 들을 넘나들면서 주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

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체화된 성찰성(embodiedreflexivity)

Giddens의 성찰성 이론은 선택이라는 행 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고 선택 행 자체에 개입되는 사회구조 조건들을 간과했

다는 비 을 받았다.Giddens는 후기근 사회의 개인의 행 성과 외 인

조건에 의한 제약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는 라이 스

타일의 략 ,성찰 구축을 강조하지만 라이 스타일의 선택 는 창

조가 사회경제 상황에 향을 받으며,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삶의

기회는 라이 스타일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이라고 언 하 다.80)그러나

Giddens는 사회경제 상황과 라이 스타일이 어떻게 련되는지에

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Tucker는 Giddens가 사회의 권력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에서 비일

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 하고 있다.그는 Giddens가 후기 작으로 갈수

79)ScottLash,“ReflexiveModernization:TheAestheticDimension”,Theory,

Culture,& Society,10(1),1993,p.19.

80)AnthonyGiddens,권기돈 역,op.cit.,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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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인 서사를 웅 으로 창조하는 강력한 자아를 상정하며 자아의

형성에 작용하는 문화 ,구조 요소들을 상 으로 경시하고 있다고

지 하 다.81)Warde는 Giddens가 묘사한,선택의 상황에서 자기 리를

통해 자아의 일 된 서사체계를 구축해 가는 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

은 극히 소수일 뿐이며 Giddens의 개념은 실증 으로 검증되지 못하

다고 비 하 다.82)

Lash는 Giddens와 마찬가지로 성찰성을 사회의 내재 요소로

보지만,Giddens가 성찰성 분포의 불평등성을 간과하 다고 비 하 다.

그는 정보와 의사소통 구조에의 근성의 불균등한 분포는 성찰성의 승

자(reflexivitywinners)와 성찰성의 패자(reflexivitylosers)를 생성하

다고 보고,특히 정보,통신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신 간계 을 성찰

성의 승자로 규정하 다.83)

Lash의 Giddens비 은 사회 상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과 사

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었음을 시사한

다.이러한 어려움은 후기근 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핵심 인 치를 차지하는 소비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 구조의 연결고리

를 악하는 작업에도 용된다.

Featherstone과 Bauman의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84)은 소비자들의

행 는 더 이상 계 등의 사회 구조 조건들과 히 동조화되지 않

는다는 입장을 피력하 다.그러나 최근의 경험 연구들은 계 은 아직

도 소비자의 행 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어,Katz-Gerro는 고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이스라엘,미국,

스웨덴 사회에서는 상층계 을 치지우는 구분선이 되는데 비해,이태

81)KennethH.TuckerJr.,김용규,박형신 역,앤서니 기든스와 사회이론,

서울:일신사,1999,pp.328-339.
82)AlanWarde,“Consumption,Identity-FormationandUncertainty”,Sociology,

28(4),1994,p.895.

83)UlrichBeck,AnthonyGiddens,&ScottLash,op.cit.,pp.119-135.
84)MikeFeatherstone,정숙경 역,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문화,서울: 미학

사,1999.

Terhi-Anna Wilska, “Me--A Consumer? Consumption, Identities and

LifestylesinToday'sFinland”,ActaSociologica,45(3),2002,p.1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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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독일에서는 하층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85)

한편,Ward와 Tomlinson의 연구86),Hamnett의 연구87)는 각각 국에서

의 음식과 주택 소비가 계 치와 가지는 상 성을 지 하고 있다.

Wilska는 핀란드인의 소비에 한 실증 연구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라이 스타일은 완 히 자유롭고 편화되는 것이 아니며,인구통계학 ,

사회 구조와 물질 조건에 의해 지속 으로 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

를 도출하 다.특히 소득은 라이 스타일 형성에 있어 요한 조건을

구성한다고 주장하 다.88)

과거에 비해 그 요성이 커진 소비자의 능동 ,창조 소비 행 89)

는 소비자를 과거의 범주로 개념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소비자들의 모순성,양면성,모호성,복잡성90)이 증가하는 실을 고려할

때,소비에 있어 개인의 행 와 사회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에 한 보

다 신 하고 다각 인 근이 필요하다.

후기근 사회에서의 개인의 행 의 모순성의 심화와 사회구조 힘의

지속 향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실은 계 에 한 새로운 근 방식

의 필요성을 두시켰다.특히 계 지 에 귀속되는 집합 행 라는

통 개념화를 비 하고 계 을 자원(resources)의 차원으로 악하는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Savage외는 사회에서 계 은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정체

성을 구성하는 자원,도구라고 보았다.91)Skeggs는 사회에서의 개인

85)남은 ,op.cit.,p.74에서 재인용

86)AlanWarde,MarkTomlinson,“TasteamongtheMiddleClasses,1968-88”,

Tim Butler,Mike Savage(eds.),Social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London:UCLPress,1995,pp.241-256.

87)Chris Hamnett,“Home-ownership and the Middle Classes”,Tim Butler,

MikeSavage(eds.),SocialChangeandtheMiddleClasses,London:UCL

Press,1995,pp.257-272.

88)Terhi-AnnaWilska,op.cit.,pp.195-210.

89)함인희 외,한국의 일상문화와 몸,서울:이화여자 학교 출 부,2006,p.35.

90)김난도,트 드 코리아,서울:미래의창,2011,p.112.

91)MikeSavage,GaynorBagnall,& BrianLonghurst,“Ordinary,Ambivalent

and Defensive:ClassIdentitiesin theNorthwestofEngland”,Sociology,

35(4),2001,p.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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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향 구성에 있어서의 자원 -시간,지식,정보,몸에 한 투자,문화

경계 간의 이동성,사회 네크워크 -의 요성을 지 하고,자원이

라는 매개를 통해 개인과 계 이 연 된다고 주장하 다.92)

이러한 은 개인의 특정한 행 를 계 의 집단 특성으로 직

으로 결부시키기보다는 계 과 특정한 경향성을 연결시키고 있다.이러

한 맥락에서,Bourdieu와 Giddens의 이론을 충시키려는 시도들을 살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Adams는 행 의 복합 측면 -즉 개인의 자

율성,행 성과 사회구조 으로 생성되는 무의식 측면 -을 고려할 때

아비투스와 자기성찰성이 결합된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93)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연구들은 계 지 를 통해 동원되는 자원을

성찰 태도의 체화를 한 조건으로 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Sweetman은 에서는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비투스가 되며,

성찰 아비투스가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침투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직업,공동체,패션,미디어 등의 분야는 도 ,불확실성,변화에 개

방되어 있고 성찰성의 침투가 지속 이며 범 하다고 주장하 다.94)

Adkins는 후기근 사회에서 성찰성(reflexivity)은 이동성(mobility)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권 인 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자원이라고

보았다.그러므로 단순히 사회 변화의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구분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즉,성찰성 자체가 권력

계와 특권 치의 유지와 연 되어 있음을 지 하는 것이다.95)

Snibbe와 Markus는 교육 수 과 개인의 행 성의 계에 한 연구에

서,교육 수 이 높은 집단들이 유연함,독창성을 시하는 반면 교육 수

이 낮은 집단은 일 성,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96)계 자원의 일종인 교육 수 과 성찰성과의 상 계를 강조하

92) BeverleySkeggs,op.cit.,p.144.

93) Matthew Adams, “Hybridizing Habitus and Reflexivity: towards an

UnderstandingofContemporaryIdentity”,Sociology,40(3),2006,pp.511-528.

94)PaulSweetman,op.cit.,pp.540-541.

95)Matthew Adams,op.cit.,p.519에서 재인용

96)AlanaConnerSnibbe,HazelRoseMarkus,“YouCan'tAlwaysGet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88(4),2005,p.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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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Benette외는 국 산층의 문화소비에 한 경험 연구에서 지식,

정보,미디어의 향이 확산되는 환경에서, 간 계 은 고정된 문화

형에 한 능통함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상품들에 한 지식을 개방

으로 습득하는 자기성찰(self-reflexivity)을 통해서 노동 계 과의 차

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 다.97)

Bellavance는 문화 장르간의 상징 경계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상징

경계의 구축과 붕괴가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그는 캐

나다 퀘벡의 엘리트 계 의 문화 취향에 한 연구에서 통

(tradition)이나 유산(heritage)보다는 변화와 한 응 능력이 재생산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지 하 다.문화 정통성(culturallegitimacy)의

획득은 역동 과정이며 지속 인 변화를 제로 하기 때문에 이동성,

개방성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8)

후기근 사회는 제와 합리성이 시되던 근 사회보다 미학 가치

의 추구를 확산시킨다.미학화의 심화는 실험 ,개성 태도에 한 강

조로 이어지며,이러한 성향 역시 개인의 자본 소유 계와 연계되어 설

명되고 있다.Featherstone과 Warde등의 사회학자들은 포스트모던한

사회에서의 간층의 삶의 양식화, 즉, 일상 생활의 미학화

(aestheticizationofeveryday)의 심화를 지 하 다.99)Skeggs도

사회의 발 과 함께 자아의 미학 구성이 요해지며,자아의 미학

구성을 해서는 남들과 다르며,특별하며,일반 이지 않고,군 속에

서 두드러지는 개성(personality)의 역할이 더욱 확 되었다고 보았다.

한 이러한 개성의 구축을 해서는 시간,지식,자원에 한 근성과 같

은 문화자본이 필요함을 지 하 다.100)

97)TonyBenenettetal.,op.cit.,pp.174-194.

98)Guy Bellavance,“Where'shigh?Who'slow?What'snew?Classification

andStratificationinsideCultural“Repertoires””,Poetics,36,2008,pp.189-216.

99)MikeFeatherstone,정숙경 역,op.cit.

Alan Ward,David Right,& ModestoGayo-Cal,“Understanding Cultural

Omnivorousness:ortheMythoftheCulturalOmnivore”,CulturalSociology,

1(2),2007,p.159.

100)BeverleySkeggs,op.cit.,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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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근 의 환경에서는 미학 가치를 실 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발

생하며,특히 고정 이며 형 인 경계를 넘는 실험 인 경향이 증가한

다.과거에는 미학 규범에 비교 안정된 경계가 있었다면 재에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문화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Bennett외는 의 문화 자원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고 의 형태를

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용성(versatility)과 참신함(novelty)이라고 보

았다.그들은 사회의 가장 능동 인 행 자는 다른 형태와 장르들

을 결합,융합하는 데에 심이 있으며,특히 문직, 리직 집단이 다

양한 문화 장르를 넘나드는 성찰 성향이 강하다고 악하 다.101)

Daloz는 기존의 확립된 코드를 반하는 행 의 유희 성격을 지 하

면서,코드 반의 제 조건은 지배 인 규범의 완 한 이해와 습득이

라고 주장하 다.즉,실험 행 가 어떠한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만

큼 힘이 있고 정당한 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이다.102)

이와 같이,후기근 사회에서 개방 이며,실험 이며 개성 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개인의 성찰 행 가 개인의 사회경제 조건에 의해 체화

되는 가능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므로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을 검토하는 작업에서 상층여성이 소유한 경제,문화자본과

성찰성의 계는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101)TonyBennettetal.,op.cit.,pp.39,172-173,193.

102) Jean-PascalDaloz,“Towards the CulturalContextualization of Social

Distinction”,JournalofCulturalEconomy,1(3),2008,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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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회와 패션취향

본 에서는 사회에서의 패션의 의미와 역할,패션의 변화를 바

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본다.이를 통해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

의 분석을 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맥락들을 악하고자 한다.

패션은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학문 탐구의 상으로 간주되지 못하

다.취향에 한 근 시각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 Kant의 패션을

보는 시각이 이를 뒷받침한다.Kant는 패션이 지식인들에게 공유되는 것

이지만,좋은 취향의 형태가 아니며 비반성 이며 맹목 인 모방

(unreflectedandblindimitation),허 심(humanvanity),사회 경쟁

(socialcompetition)의 욕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103)

20세기 ,패션을 사회학 시각으로 분석하는 흐름이 등장하 고,패

션은 주로 계 간의 차별화라는 틀에 의해 규정되었다.미국의 경제학자

이자 사회학자인 Veblen은 패션을 사회 경쟁의 결과로서 악하고 특

히,과시 소비(conspicuousconsumption)를 유한 계 의 지 과시 욕

구로 규정하여,소비의 낭비 측면을 강조하 다.그는 여성들의 패션을

가족의 지 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았는데,여성이 활동이 불편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녀가 속한 가족의 지 를 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Simmel은 패션을 끊임없는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개

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요한 매개로서 악하 다.그는 패션 유행의

변화를 엘리트 계 이 다른 계 과 차별화를 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

하고,낮은 계층이 이를 범 하게 수용하게 되면,엘리트 계 이 기존

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악하 다.이

러한 과정은 소수의 상층 집단으로부터 으로 유행이 확산된다는 하

향 이론(trickle-downtheory)으로 정의된다.

Barber와 Lobel은 패션은 계 ,연령,성,경제시스템 등의 복합 조

건들과 련을 가진다고 보았다. 자들은 미국 사회의 특징을 평등주의,

103)JukkaGronow,op.cit.,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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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의 자유로 정의하 고 패션은 평등과 차별화라는 딜 마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특히,여성의 패션은 가족의 지 를 나

타내는 기능을 하며,여성의 패션은 미국의 계 체계의 차이를 표 한

다고 하 다.

를 들어,계 체계의 최상층에 치하며,지 를 확고하게 인정받은

‘oldmoney’집단은 지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행과는 독립

인 개인주의 성향(individualist)을 보인다고 악하 다.이 집단에 소

속된 미국 여성들은 랑스보다는 국 취향을 선호하며 국 상류계

과의 통 인 연 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oldmoney의 아래 단

계에 치한 집단은 가문의 유 보다는 부와 직업 성취를 토 로 한

다.그들은 자신들의 에 있는 집단으로의 진입을 원하기 때문에 호화

로움(opulence)과 조용한 우아함(quietelegance)을 조합시키려고 하며

신흥부자(nouveauriches)를 연상시키는 명백한 과시를 피하려고 노력한

다.반면, 간층 는 하층은 화려하고 독특한 고 스타일(high

style)에 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잖고 보수 이며 인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묘사되었다.104)

Bourdieu는 직 이고 명백한 성향과 특정 계 을 연결시켰던 기존

연구에 비하여 패션취향의 사회학 차원을 보다 정교하게 발 시켰다.

그의 이론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계 과 취향의 계의 은 하고 간

인 양상을 지 하고 있다.Bourdieu는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경제,문

화,사회 차원으로 분리하고,이러한 자원의 총합과 구성에 따라 패션

취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오랜 시간동안 축 되어 본성 이고

자연 인 것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개인의 성향체계,즉 아비투스는 이러

한 자원과 불가분의 계를 가지며 패션취향도 무의식 으로 체화되는

아비투스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제시하 다.

한편,패션의 변화를 계 간의 차별화 욕구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비

하며,패션을 개인 특성과 욕구가 반 되는 개념으로 악하려는 연구

들이 존재한다.Nystrom은 계 간의 구별 욕구가 유행을 진하는 조건

104)BernardBarber,LyleS.Lobel,““Fashion”inWomen'sClothesandthe

AmericanSocialSystem”,SocialForces,31(2),1952,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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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며 패션에 한 개인 성향에 따라 유행의 선도 집단이 형성된

다고 보았다.그는 유행을 선도하는 집단을 단순히 계 의 상층이라는

사회 치만으로 규정하지 않고,이를 좀 더 복합 차원에서 규명하

려고 하 다.그는 유행지향 집단(fashionconscioussocialgroup)의

특성을 의복구매에 경제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경제력,활

발한 여가활동,새로운 것에 한 용기,높은 지성,훌륭한 심미안 등으

로 정의하 다.이러한 특성들은 일정 수 의 사회,경제 조건을 필요

로 하지만,패션에 한 개인 심과 취향, 신 성격 등이 패션 유

행의 선택에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 Nystrom의 시각이다..105)

Lipovetsky는 패션을 계 경쟁의 도구이며 지 의 상징으로 보는

통 시각을 비 하 다.그는 패션을 차별화와 권력 강화의 도구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서구의 패션의 발 과정은 개인성

(individuality)의 발 이라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패션시스템의 기능에 주목하고 패션은 민주주의

이며 자유주의 인 사회(liberalsociety)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패션은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을 효과 으로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 다.106)패션의 개인성의 발 이라는 기능에 주목하며,이를 정 으

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패션을 사회 경쟁이나 개인성의 표 욕구라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사회 상의 복잡성을 반 하는 보다 복합 이고 정교한 개

념으로 악하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Blumer는 패션이 사회 차이

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시각을 비 하며 패션취향은 다양한 선택들

가운데 집합 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그는 Simmel이 주장

한 계 간의 차별화와 모방의 욕구를 패션 변화의 원동력을 악하는 이

론이 통 사회의 분석에는 용될 수 있으나 사회에서 부 합하

다고 지 하 다.패션은 엘리트 계 이 다른 계 과의 차별화를 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서로 경쟁하는

105)이은 ,op.cit.,p.171에서 재인용.

106)GillesLipovestky,TheEmpireofFashion:DressingModernDemocracy,

Princeton,Oxford:PrincetonUniversityPress,199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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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델들 에서 집합 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패션의 변

화가 이루어진다.그러므로 엘리트 계 도 이러한 집합 선택에 참여하

는 존재일 뿐이다.

Blumer는 신자,선도자,추종자,참여자들은 취향과 감성에 반응하는

집합 선택의 참여자들이며,복합 이며 유동 인 사회에서의 사

회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취향,즉 집합

취향이 변화한다고 보았다.취향은 의 사회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유사한 경험과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그

는 패션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지속 인 변화와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질서와 편화된 상황을 극복하고 질서 있고 통일성 있는 변

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개인이 변화에 응하게 하는 기제라고 지 하

다.107)

King은 Simmel이 주장한 하향 이론은 사회에 용되기 힘들

다고 보며,패션의 변화를 다른 계 을 모방하고 차별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 반 하 다.그는 제품의 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후기산업

사회에서 새로운 스타일과 정보는 각 사회계 에 동시에 된다고 보

는 수평 이론(trickle-acrosstheory)을 제시하 다. 의 패션 산업

에서는 하나의 랜드도 소재와 디테일에서 차이를 가지는 복수의 라인

을 생산하며,이러한 라인들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다른 계

의 소비자들이 동시에 유사한 제품을 하게 된다.King은 실증 연구

를 통해 소비자는 상류 계 의 스타일을 추종하기보다는 동일 계 내에

있는 의견선도자의 향을 많이 받으며,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선

택을 한다고 주장하 다.

Lowe와 Lowe는 패션의 변화는 스타일의 내재 이며 독립 인 변화로

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단순히 외부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고,이 두 가지 차원이 복합 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들은 집합 선택이 동일시(identification)와 차별화(differentiation)와

같은 사회심리 과정(social-psychologicalprocess)뿐만 아니라 미학

107) Herbert Blumer, “Fashion: From Class Differentiation to Collective

Selection”,TheSociologicalQuarterly,10(3),1969,pp.2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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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드,사회 구조,패션 산업의 특성 등에 의해 완화되고 조 된다고

보았다. 한 정치 ,경제 긴장 등도 패션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변형

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 하 다.108)

한편,모호성,불확실성이 증가된 후기근 사회에서의 패션취향을 설명

하면서,개인의 행 와 시 특성이 상호작용하면서 패션의 변화가 이

루어진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김민자는 후기근 사회에서 패션은 개

인의 미 입장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며,패션취향은 미 즐거움,유

희,쾌락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자는 취향은 개인마다 다를 뿐 아니라 시 ,민족,지역에 따라 다르

며,취향이란 자기만의 특이성이 있지만 타인을 감화시키며 타인에 의해

승인된다고 주장하 다.시 나 민족은 보편 취미를 공유하며 이러한

보편 시 정신이 개인의 취향에 향을 미친다.그리고 개인의 취향의

집합 정신체가 시 취향을 이루는 상호수용 계가 형성된다.이

러한 에서 후기근 사회에서는 무질서하게 편화된 개인들의 취향

을 역설 으로 불확정성이라는 미래의 방식과 규 을 시하는 것으로

악하는 것이다.109)

Kaiser외는 후기근 사회의 특성을 문화 모호성(ambiguity)으로 보

고,의류 산업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가를 으로 결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자들은 사회에서 개인들의 외모 리

는 a)시각 즐거움과 사회 용인성,b)스타일을 창조하는 즐거움과 경

제 낭비에 한 죄책감,c)‘우리가 구인가’와 ‘어떻게 문화 주류에

동화되고 있는가’d)사회 변화와 통 계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

들에 한 동시 이면서도 상충되는 감정들을 해결하면서,자아에 한

감각(asenseofself)을 구성하고 상해가는 과정이 되었다고 보았

다.110)

108)SusanKaiser,TheSocialPsychologyofClothes:SymbolicAppearancein

Context,New York:Fairchild,1997,pp.489-491에서 재인용

109)김민자,복식미학 강의 2,서울:교문사,2004,pp.238-242.

110) Susan B. Kaiser, Richard H. Nagasawa, & Sandra S. Hutton,

“Postmodernity and Personal Appearance: A Symbolic Interactionist

Formulation”,SymbolicInteraction,14(2),1991,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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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패션취향에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조건들을 검토한 연구들

이 있다.개인이 치한 사회 상황에서 통용되는 규범은 개인의 패션

취향에 향을 미치는 요한 조건으로 검토되고 있다.Clarke와 Miller

는 개인의 패션취향의 결정에 있어 사회 계와 집단 규범의 요성

을 주장하면서 개인이 어떤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안다는 것은 가능

한 선택의 범 를 안다는 것 외에 개인이 어떤 사람들과 계를 맺고 싶

은지와 타인들이 자신의 행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한

다고 지 하 다. 자들은 개인들이 자신의 취향을 악하는데 있어 자

신이 속한 다양한 사회 ,제도 지원(socialandinstitutionalsupports)

을 받는 것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11)

한 문화 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외모의 기 의 존재는 개인의 패션

취향과 매우 한 련성을 가지고 있음이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를 들어,Reilly와 Rudd는 미국 여성의 미학 성향에

한 실증 연구에서 사회 으로 통용되는 외모의 기 에 의해 야기되

는 사회 불안감(socialanxiety)은 외모 리를 한 행 에 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112)

사회 다양성이 증가하고 개인의 역할 체계가 복잡해지는 사회

의 양상 한 패션취향과 연 성을 가진다고 악되고 있다.권유진은

패션취향은 다양한 종류의 상황(contexts)에 향을 받으며,취향을 자아

의 복수 인 측면(multipleaspectsofself)을 유지하는 개인의 로젝트

보았다.113)이은 은 과거보다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공존하는 상을

규범의 다양화와 유연화로 인해 사회 체의 규범보다는 거집단에의

동조가 높아진 상황과 연결시켰다.114)

연령,결혼,자녀의 유무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과 패션취향

을 연계하는 연구들도 지속 으로 발표되어 왔다.Katz와 Largersfelt는

111)AlisonClarke,DanielMiller,op.cit.,p.197.

112)Andrew Reilly,NancyA.Rudd,“SocialAnxietyasPredictorofPersonal

AestheticAmongWomen”,Clothing andTextileResearchJournal,27(3),

2009,pp.227-239.

113)YooJinKwon,op.cit.,p.111.

114)이은 ,op.cit.,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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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고,결혼을 하고,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패션에 한 심이 감

소하며 패션을 주도하는 경향(leadership)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Darden과 Reynolds,Painter와 Granzin은 연령과 자녀의 수를 패

션에서의 신성(innovativenss)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악하

다.115)

이상의 고찰 결과,복잡성과 모호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패션을 계 간의 차별화 등과 같은 단순한 기 으로 악하기 보다는 보

다 다양한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다양한 사회 ,개인

맥락이 개입되는 패션의 복합 성격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패션취향에 한 정교하고 입체 인 분석틀이 요

구된다.

제 3 한국 상층의 형성과 소비 문화

한국 상층은 한국의 산업화의 심화와 함께 성장하 지만 아직까지

산층의 하 범주로서 분류되어 명확히 정의되거나 분석되지 못하

다.본 은 한국 상층의 형성 과정과 소비 문화의 특성을 20세기 후

반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문화 변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하여 한국

상층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한국 상층의 형성

한국은 1960년 이래로 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한

국의 산업화시 경제발 사는 략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주도의 경제

개발계획 아래 1972년까지는 수출지향 경공업 발 시기,1973년부터

1987년까지는 화학 공업 육성기로 구분된다.

115)DorothyU.Behling,op.cit.,p.38.



-40-

산업화의 결과 한국의 산업구조는 격히 변화하 다.1963년에는 농

림어업이 체 산업의 46.3%를 차지했지만 1993년에는 7.8%로 감소했으

며, 공업의 경우,63년 13.5%에서 83년 34.3%,90년 30.4%로 변화하

다.서비스산업의 비 은 1963년 36.0%에서 1993년에는 61.8%로 격히

증가하 다.한국 경제는 60년 에서 90년 까지 연평균 8.3%의

지속 인 고도성장을 보 고,1인당 GNP도 1963년 100달러에서 93년

7,466달러로 격히 증가하 다.116)

경제 분야의 변화는 사회 변화로 이어졌는데,산업화는 도시화,임

노동자증가, 산층성장 등의 사회구조 변화를 야기하 다.l985년

체 인구 도시 거주 인구의 비율은 65.4%로,1960년의 28%와 비교해

볼 때,농 에서 도시로의 량의 인구이동이 속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117)

취업자의 고용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임 노동자의 비 이 1963

년 31.5%에서 1993년 61.0%로 크게 증가하 다.118)산업화의 심화와 함

께 3차 산업의 성장과 고도산업기술이 발 하면서, 문경 인, 리직,

사무직, 매직 등 화이트 칼라층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산층의 성장을

가져왔다.119)

한국 상층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신 간계 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홍두승은 한국 사회 계 구조의 변화의 주요한 특

징들 하나로 신 간계 의 성장을 지 하 다.신 간계 (new

middleclass)은 19세기말 서구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던 공무원,

기술자,감독자,사무직, 매직 근로자를 지칭하기 해 등장한 용어이

다.신 간계 의 성장은 자본주의의 발 에 따른 산업,상업,노동조합

국가 료조직의 규모의 증가와 한 련을 가진다.120)

116)통계청,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1963-93:경제활동 인구조사 30년, :

통계청,1994,p.5.

117)한국보건사회연구원,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118)통계청,op.cit.,p.21.

119)박 주,“산업화와 정치 구심력의 변화”,한국정신문화원 사회민속연구실

(편),한국의 산업화와 사회변화,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p.209.

120)홍두승,op.cit.,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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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산층의 성장,특히 신 간계 의 증가는 한국의 농업

심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수반되는 상이다.흔히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신 간계 은 상 경 자,수공업자, 농업자들로 구성된 구

간계 (oldmiddleclass)과 비된다.한국의 신 간계 도 산업화와 함

께 속히 증가하 는데 체인구 신 간계 의 비 은 1960년 7.5%

에서 2000년 28.2%로 확 되었다.121)

최근 한국의 산업 구조의 변화,경제 기 등 경제 상황의 변화는 개

인들의 계층간 이동의 증가를 가져왔고 계층 내부의 분화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상계 의 비 과 역할의 증가로 이어졌다.홍두승은

상계 을 의의 신 간계 의 하 범주이지만 일상 인 신 간계 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계 집단으로 분류하 다.그는 상계 은 의사,엔지

니어, 문, 문기술직 종사자, 리,행정직 종사자 등 정보화 사회에서

시되는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집단을 포함하며 이들은 교육 수 과 경

제 보상이 크다고 하 다.122)

상계 은 196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 격히 성

장하 다. 를 들어, 상계 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원인 문,기술

직의 비 은 1960년 2.4%에서,1990년 7.4%,2000년 16.4%로 1990년

이후 목할 만한 성장을 하 다.123)제조업 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이는 IMF이후

산층의 감소와는 비되는 양상으로 산층 내부 구조의 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90년 이후 문직과 사무직 사이의 임 과 증가율의 격차가 커지

고 있다.1990년 이후 문직의 월평균 임 은 1995년 123.2만원에서

2001년 192만원,2005년 251만원으로 증가했으나,사무직 종사자의 임

은 1995년 88.2만원에서 2001년 122.3만원,2005년 187.5만원으로 증가하

다.124) 간계 을 구성하는 직종들 간에도 임 격차가 증가하고 있

121)이 수치는 상계 을 신 간계 의 하 범주로 포함한 의의 신 간계 의

비율이다.

ibid.,pp.66-67.

122)ibid.,p.58
123)ibid.,p.68에서 재인용



-42-

는 것이다. 문직,고 리직 등은 하 화이트칼라 계 과의 격차를

벌이면서 간계 에서 핵심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악된다.125)

문 인 노하우와 기술의 보유와 함께 상계 의 주요한 특징 하

나는 높은 학력이다.산업화 이후,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산층 진입,특

히 상계 진입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하 다.이는 후발산업국

가로서 격한 근 화 과정을 겪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Dore는 산업화를 늦게 시작한 후기 개발국은 산업화를 일 시작한 사

회보다 학력주의 성격이 강하며,이는 선진산업사회에서 이미 체계화된

지식과 기술을 수하는 장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126)

학력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 이동의 핵심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계층 재생산(reproduction)의 요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한 학력은 사회 교류에 있어서도 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홍

두승은 한국의 상층은 상류층과의 사회 교류 계를 가지고 있는 유

일한 계층이며,교육수 은 간계 내부에서도 사회 교류에 있어 차

이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보았다.127)

한편,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의 변화와 직업 분화의 심화는 계층에

따른 거주 지역의 분화를 가져왔다.이러한 상은 서울에서 두드러지며,

특히,1970년 후반 이후 상 계층 집단의 강남으로의 이동은,서울 내

의 계층별,직업별 거주지의 분화를 심화시켰다.김창석 외는 앙일보에

서 발간한 인물정보자료를 기 로 한국의 상류계층의 주거지역의 변화패

턴과 분포특성을 분석하 으며,특정 지 이상의 공무원,정치인, 융

인,법조인,언론인,의료인,문화 술인,기타직업(군인,연 인,스포츠

인,종교인,연구인, 문직업인,사회/복지기 단체인)을 워엘리트로

지칭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서 구,강남구,송 구 등 3구를 지칭하는 강남3

124)남은 ,op.cit.,p.101.

125)Tim Butler,MikeSavage(eds.),op.cit.,p.28.

126)남은 ,op.cit.,pp.231-232에서 재인용

127)홍두승,“계 과 불평등 구조”,김일철 외,한국사회의 구조론 이해,서울:

아르 ,2002,pp.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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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에 거주하는 워엘리트 비 이 격히 증가하 는데 체 명

인사 강남3구에 거주하는 비 이 1974년에는 0.8% 으나 2005년에는

47.3%로 격히 증가하 다.반면 강북3구(종로구, 구,용산구)에 거주

하는 워엘리트 비 은 1974년 42.4%에서 2005년 8.3%로 감소하 다.

강남지역,특히 강남3구에는 모든 직업군에서 워엘리트의 거주비율

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 에서도 법조인,기업인, 융인,의료인들의 집

이 두드러진다. 한 한 자치구내에서 단순노무자 거주자수와 워엘

리트 직업군 거주자수와의 계는 부정 상 계를 나타내고 있어 계

층별 거주 지역의 격리 상을 의미한다.128)

이상의 논의를 통해,한국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규모

와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상층은 사회,경제,문화 조건에 있어

하 산층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한국 상층의 소비 문화

한국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상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층에

한 자료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따라서,기존에 상층의 상

범주로 분류되었던 산층을 심으로 이론 고찰을 진행하면서

상층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1960년 이후,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제 ,사회 변화는 세계 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하고 범 했다.흔히 압축 근 화라 불리는

이러한 격한 변화는 한국사회에 통사회,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이 혼재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을 가져왔고,이는 개인의 삶 반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강명구는 한국소비사회 형성을 설명하면서 1970년 까지를 궁핍의 시

128)김창석,강세진,“서울시 상류계층 주거지역의 변화패턴 분포특성에 한 연

구: 워엘리트 분포자료(1994-2005)를 토 로”, 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

토계획,46(3),2011,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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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를 소비사회의 형성기,1980년 후반 이후 1990년 를 소비

사회의 성숙기에 진입한 시기로 정의하 다.129)1980년 는 한국사회가

량소비사회로 진입한 시기이며 1990년 이후 소비상품의 고 화,

형화 상이 일어났으며 수입 개방의 결과로 과거에는 근하기 어려웠

던 수입 제품들에 한 근성이 확 되었다.

1970년 에는 TV,냉장고 등의 가 제품이 산층의 상징이었으나

1980년 이후 이러한 내구소비재가 속하게 보 되었고 1990년 에는

TV,냉장고,세탁기의 보 률이 90%를 넘고,승용차의 보 률도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게 되었다.따라서,소비재의 소유 자체의 지 표지

로서의 역할이 격히 약화되었고,소비재의 크기,외국에서의 수입 여

부,희소성 등이 계층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

량소비산업사회로의 변화는 근 유통 체계인 백화 의 확산을 가

져왔으며 백화 은 근 매 시스템과 서비스로 특히 산층 이상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통 채 로서 강력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

다.130)

백화 ,재래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던 한국의 유통 구조는 1990년 이

후 큰 변화를 겪었는데 1989년에는 국내에 최 로 편의 이 도입되었고

1996년 유통시장 면 개방 이후 형할인 ,홈쇼핑,인터넷 쇼핑몰이

속히 성장하면서 소비자의 소비공간 선택의 범 가 크게 확 되었다.

유통 경로의 다변화는 각 유통 경로가 차별화된 략과 정체성을 추구해

야 할 필요성을 야기하 다. 를 들어,백화 은 고 화 략을 사용하

게 되었고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해외 명품의 유치와 매에 주력하게 되

었다.131)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상품의 의미와 역할이 실용 목 을 넘어서 보

다 넓은 범 로 확장되었다.소비자의 상품 선택 기 이 기능,가격 측면

에서 디자인,질 등의 차원으로 넓어진 것이다.이는 사회 치,개인

129)남은 ,op.cit.,p.115에서 재인용

130)조규화,op.cit.,p.209.

131)최인한,백화 들 고 화로 승부,한국경제,2001.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

aid=0000332401,자료검색일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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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성,취향을 표 하는 기능으로서의 상품의 역할이 커졌음을 의미한

다.소비 상품의 상징 가치의 담지체로서의 역할의 증 는 Bourdieu가

지 한 특정한 취향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구축과도

연결될 수 있다.즉,소비에서 취향의 발 은 한국 사회에서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자본,문화자본의 구축과 한 연 성을 갖는다.

1990년 이후 강화된 소비의 고 화,다양화,지 ,상징 소비의 확산

은 기존의 약,근검을 강조하는 가치 과 비되어 과잉 소비,과시 소

비,충동 소비라는 부정 인식을 확산시켰다.그러나 이러한 상은

산층 이상의 소비 욕구의 분출과 산층의 생활양식 형성에서의 소비의

역할 확 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품의 소비는 이제 상류층의

유물이 아니라 산층에게까지 확 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산층의 성장과 함께,기본 인 의식주 충족과 련된

활동이외에도 여가생활의 비 이 커지면서 산층의 생활 방식은 과거보

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132)이러한 라이 스타일의 분화는 취향의 세분

화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소비가 세분화된 개인의 취향을 만족

시키고 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계층간 소득 격차가 강화되면서 계층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고소득층은 속하게 증가하는 반면 산층에서 탈락하여 소

득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인구의 비 이 확 되고 있다.1995년에서 2005

년 사이 간소득계층은 5.5% 감소하 으며,그 2/3는 소득계층으

로,1/3은 고소득 계층으로 옮겨갔다.133) 한 소득층의 소득이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상은 소비의 양극화도 래하 다.2008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핸드백,구두,수입 의류 등 명품 등과 수입차

등 고가 수입 소비재의 매출은 속히 증가하고 있으나,하층의 경우

필수비목 지출이외에도 외식비나 피복비 등 필수비목 성격의 지출조

차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4)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백화

132) 경수,“도시 산층 아 트 의 소비자 경제생활”,문옥표(편),도시 산층의

생활문화,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2,pp.162-163.

133)송순 ,이성림,op.cit.,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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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마트의 매출이 반 으로 조함에도 불구하고,메이 명품,

시계보석 상품군만 유일하게 매출이 두자릿 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135)

1990년 명품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한국은 세계의 주요한 명품 시장

으로 성장136)할 만큼 명품의 소비는 화되었다.흔히 명품 열풍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품 소비는 주로 지 과시의 에서 설명되어왔다.

남은 은 1980-90년 에 일부 부유층의 과시 소비가 나타났으며 산

층이 이를 따라하는 유행추구형 모방소비가 확산되었다고 하 다.그리

고 소비 양극화라는 상황에서 나타난,고소득층의 사치품 소비를 뒤따르

는 산층의 소비를 질시형 모방소비로 규정하 다.137)

김난도는 한국인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문화 특성을 계층 민감,평등

지향,나르시시즘,집단의식으로 정의하 다.그는 지 를 시하고 신분

상승의 욕구가 강하며,개인 행 의 거기 을 타자의 시선에 맞추는

한국인의 경향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 ,사회 ,문화 경험을 통해 형

성되었다고 보았다.138)

그는 한 한국 부유층은 서구 상류층처럼 고 음악,발 ,오페라 등

고 술에 한 안목이나 집안 통과 같은 문화 취향보다는 명품 구

매라는 소비행 를 통해 하층과 구별지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았

다.139)문화자본보다는 고가 제품의 소비를 통한 경제자본의 과시가 한

국에서의 계층 구별짓기의 주요한 양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가품 소비에 있어서도 지 과시 측면 이외의 흐름이 나타나

고 있다는 지 이 있다.지 과시의 목 보다는 제품 자체의 품질 가치

를 더욱 시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 다는 것이다.오정훈은 합리성,지

성,문화,교양미,세련미 등 지 인 통제를 강하게 받는 소비를 ‘지성소

134)ibid.,pp.71-112.

135)지식경제부,2011년,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서울:지식경제부,2011,12.

136)신완선,품질과 타 하지 않는 ‘명품 한국’,매일경제,2012.4.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9154,자료검색일 2012.5.11.

137)남은 ,op.cit.,p.176.

138)김난도,op.cit.,pp.57-58.

139)ibid.,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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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 정의하 고 한국에도 이러한 지성소비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 다.주로 고학력자로 이루어진 지성 소비를 추구하는 집단은 낮은

가격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비 가격을 시한다는 것이다.140)

개인의 소비에서도 양극화 상이 일어나서 생활필수품은 가로,자신

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해서는 고가제품을 구입하는 상이 찰

되고 있다.141)

이와 같이, 재 한국 사회의 소비는 과거보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지 과시라는 단순한 척도를 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소비를 통한 지 과시의 방식 자체도 과거보다 매우 다양하고 미

묘해진 최근의 상은 한국 사회에서 지 표지로서의 문화자본의 역할

이 커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한국 사회에서의 소비와 경제자본,문화자본이 맺는 매우 복잡하고 미

묘한 양상은 패션취향의 지역 분화의 형태로도 나타난다.엘리트 거주

지로서의 확고한 상징 의미를 획득한 서울의 강남 지역은 공간 분화

에 내포되는 계 분화와,이에 따른 패션취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

장 첨 한 지 이 되고 있다.

최근 비강남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노스페이스 퍼라는 고가 의류의

소비를 통해 동조와 과시 행 를 하는 반면,강남 지역 거주 청소년은

이러한 이고 일반 인 기호를 피함으로써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들142)은 한국 사회의 계층 간의 모방과 구별짓

기의 양상이 소비와 취향의 공간 분화의 형태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구별짓기가 단순한 경제자본의 과시가 아니라 문화자본이 개

입되면서 더욱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계층과 소비의 계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산층에 집 되었

140)오정훈,소비자주권 시 가 열리고 있다,주간경제,11.17,LG 경제연구원,

1999.

141)한국소비자원,소비자동향,서울:한국소비자원,2007.

142)김희 ,노페,강남애들도 안입는걸 우리가 왜 입어?,스포츠서울,2012.2.20,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010503.htm 자료검색일 2012.5.31.

김성윤,여기는 청소년 노스페이스 공화국,한겨 21,854호,2012.4.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317.html자료검색일 2012.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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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층의 소비문화에 한 본격 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상층의 소비문화에 한 이해를 해 한국 산층 소

비문화에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지 의식은 한국 산층의 정체성과 생활양식 형성을 악하

는데 있어 요한 기 으로 사용되었다.Lett과 구해근 등의 연구를 포

함한 많은 한국의 산층 연구들143)은 한국의 산층이 지 추구를 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이는 특히 교육과 소비행태에서 두드

러진다고 주장하 다.

서수연은 1960년 이후 속한 산업화를 겪고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자본의 계는 산층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며,

이러한 아비투스는 소비라는 선택 행 로 가시화된다고 보았다. 자

는 한국 산층의 아비투스는 ‘서구화,산업화 지향의 미 취향’,‘권

주의 미 취향’,‘집단주의 미 취향’이라는 보편 취향으로 발

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특히 자본의 논리가 더욱 강화된 후기산업사회

의 한국 사회의 지배 아비투스는 ‘서구 추종 ’‘상승 지향 ’,‘과시 ’

소비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144)

함인희 외는 산층의 소비 문화에 한 실증 연구에서 산층 소비

의 이 이고 모순 인 양상을 지 하 다.이 연구는 상층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 스러움을 추구하는 품격지향 인 특성을 보이며,

하층은 필요의 논리에 따르는 실용지향 소비 취향을 가진다고 구분하

다.반면, 산층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소비취향은 품격지향성과 실

용지향성이 충된 성격으로 규정하 다. 자들은 산층의 고 스러움

추구 성향을 상층 계층을 모방하는 동시에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하층과

구별지으려는 계층에 기반한 정체성 확립의 욕구로 악하 다.145)

143)DenisePotrezebaLett,InPursuitofStatus:theMakingofSouthKorea's

New UrbanMiddleClass,Cambridge,Mass.:HarvardUniversity Press,

1998.

구해근,“한국 간계 연구의 이론 ,방법론 문제 ”,서울 학교 사회학연

구회(편),사회계층:이론과 실제,서울:다산출 사,1991.

144)서수연, 한국 산층의 미 취향 분석,연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08.

145)함인희,이동원,박선웅, 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서울:집문당,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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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의류는 비교 렴하고 가시 으로 드러나는 특성으로 인해

상징 기능의 역할이 강하며,한국의 산층은 옷차림에 한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고 분석하고 있다.상승지향 이면서도 경제 필

요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산층의 이 인 치는 할인이나,

모조품을 구매를 통한 방법을 통해 고 스러운 외 을 획득하는 방식으

로 드러난다고 보았다.146)

문숙재 외는 산층의 소비를 실용 ,합리 으로 규정하고 산층을

충동구매의 경향이 고,계획 이고 약 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 개인이 보유한 사회 ,경제 자원은 개인의 생활행동에 향을

미치는데,특히 고학력,고소득인 사람들이 가사나 직업에 게 몰입하고

스타일 지향 인 생활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147)

남은 은 산층 상 으로 고학력,고소득인 집단을 핵심 산

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품목에 아낌없이 투자하

는 가치소비성향을 보인다고 하 다. 한 충동소비와 합리 소비 성향

을 동시에 지니며,지 소비,스타일 시 성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자

는 지 소비성향을 산층 소비문화의 매우 특징 이며 보편 인 상으

로 정의하고 있는데, 산층 화이트칼라가 지 소비의식이 가장 강하

고, 문직, 리직으로 구성된 상계 은 지 소비성향과 합리 소비

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 다.특히 고소득,고학력인

경우 지 소비성향이 높은 동시에 합리 소비를 추구하는 양면 성향

을 보인다고 하 다.148)

한국 산층의 소비문화는 한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역사 으로

변화해왔다.한국 산층에 한 선행 연구는 산층 소비가 차 모순

이며 복합 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특히 산층에

게는 지 소비,합리성,가치소비,스타일 추구 등 상반되는 특성들이 동

시에 발견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 산층 고소득,고학력을

pp.223-224.

146)ibid.,pp.94-99.

147)문숙재,최혜경,정순희,한국 산층의 생활문화,서울:집문당,2000,pp.77,

115-116.

148)남은 ,op.cit.,pp.252-261.



-50-

소유한 집단에게서 립 인 특성들을 동시에 소유하는 양면 성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최근의 산층 연구에서 발견되는 흐

름이다. 한 고소득,고학력일수록 생활에 있어 스타일 지향성이 크다고

악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체 산층 집단 가운데 고소득,고학력

자가 집 된 상층의 소비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요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제 4 연구 가설

지 까지,한국 상층의 패션 취향의 분석에 필요한 이론 배경에

한 고찰을 하 다. 한 기 인터뷰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 취향의 분석에 있어 요하게 검토할 만한 문제

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이러한 이론 검토와 기 인터뷰 자료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후기근 사회에서도 한국 상층여성이 소유한 경제자본과 문

화자본은 패션취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후기근 사회에서는 패션취향의 형성에 있어 개인의 성찰성이

확 되었을 것이다.

가설 3:한국 상층여성이 소유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은 패션취향에

서의 성찰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사회 규범,외모에 한 문화 기 등의 사회,문화 조

건들은 개인의 패션취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특수성은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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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한국 상층여성 패션취향의 형성

본 장에서는 한국 상층여성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상층여

성의 패션취향의 형성에 해 분석할 것이다.1 에서는 연구 방법의 선

정과 진행 차에 해 논의하고 표본의 특성에 해 설명한다.2 에서

는 한국 상층여성이 소유한 경제자본,문화자본이 패션취향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패션취향과 련되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특성과 작용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3 에서는 한국 상층여성들이

치한 사회,문화 조건과 패션취향의 계를 살펴볼 것이다.이를 통해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의 형성에 있어 개인의 성찰성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1 연구 방법

1.질 연구 방법

패션은 경제,사회,문화 요소들이 복합 으로 상호작용하는 상이

며,단일한 보다는 총체 시각으로 근해야 할 주제다.Entwistle

에 의하면 패션은 여러 주체들(생산자, 매자, 간자(intermediaries)(

리스트,바이어),소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149)즉,패션

은 산업이자 문화인 동시에 개인들의 일상의 실천(everydaypractice)인

것이다.

기존 패션 련 연구 경향은 복합 ,다면 ,역동 인 성격을 가지는

패션에 한 총체 시각을 구성하는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기존의

패션 연구는 주로 유명 디자이 는 형 랜드가 주축을 이루는 주

류 패션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거나,미디어에 의해 재 되는 패션의

149)JoanneEntwistle,TheFashionedBody,Oxford,Malden:PolityPress,2000,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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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고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주류 인 패션 유행 는 패션 담론

의 형성 과정에 집 하 던 것이다

패션을 총체 으로 조망하기 해서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패션을 경험하는지에 한 연구가 필수 이다.그러나,패션 담론의 수용

자,소비자로 개념화되는 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패션을 수용,해석,생

산하는 양상에 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이러한 측면에 한 연구가

발표되기는 하 지만,최근까지도 주로 하 문화 패션의 특성을 연구하

거나,마 , 는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을 취하고 있는 연구가 부

분이었다.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한 인식의 증가로 특수한,

구체 상황에서의 패션에 한 연구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 범

한 상은 아니다.패션 연구의 역사를 돌아 볼 때,패션이 일상에서 어

떻게 경험되는가에 한 연구는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이 패션취향

의 형성과 련된 맥락을 인식하고,수용하며 조화시키는 방식에 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이를 하여 심층 인터뷰라는 질 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질 연구는 “사회 실체와 상이 어떻게 해석,이해되고 경험되거

나 생성되는가에 심을 두며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합성,세부사항,그

리고 맥락을 이해하는데 을 두는 방법”이다.150)

Locker는 의복의 사회학 연구에서의 질 ,양 근을 비교하면서,

의류학 분야 연구 시 질 요소가 없는 경우 맥락 이고 독특한 자료를

놓치고, 체 맥락을 놓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 다.151)

특히 다양한 맥락들이 교차하는 패션취향의 분석에는 질 연구가 필

요하다고 단된다.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술(oral)자료는 개인의 구체

경험세계를 드러내주며,개인의 주 사고의 다양하고 세 한 단면들

과 그 변화의 양상을 보여 수 있다.패션취향을 보다 입체 으로 이해

150)JenniferMason,김두섭 역,질 연구방법론,서울:나남,2010,p.21.

151)김 식,“의복과 문화 근:질 연구 방법의 요성”,복식,24(4),2000,

p.5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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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는 개인의 취향의 실천과 개인이 치한 사회,문화 맥락

이 연결되는 방식에 한 면 한 고찰이 필요하며 질 연구가 가장

합한 방법으로 단된다.

Holt는 개인은 취향을 통해 소비를 실천할 뿐 아니라 상징 경계를

작동시킨다고 하 다.152)Warde는 취향 연구에 있어서,사람들의 취향에

한 시각을 아는 것은 경계와 범주의 구성,범주화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핵심 인 사항이라고 하 다.그는 취향의 단

방식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질 방법의 용을 통해 이러

한 연구가 큰 진 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 다.153)

질 연구 방법의 상 이 은 본 연구의 주제인 패션취향과 계층의

계 분석에도 용된다.매우 복잡하게 분화되고 그 경계들이 모호해진

사회 구조들과 개인의 행 의 계의 양상이 더욱 미묘해지고 간

이 된 상황에서 취향을 통해 구성되는 상징 경계들과 변동 양상은 보

다 세 하면서도 총체 인 시각으로 포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연구의 차와 표본의 특성

아직까지 계층을 정의하는 객 기 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계층은 다양한 기 에 따라 범주화되어왔다.최근에는 통

으로 사용되었던,생산수단의 소유여부,직업 범주 등을 통해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것,즉 계 (class) 분류 방식은 계층이 함의하는 사

회문화 측면을 간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독일의 사회학자

Weber는 계 과 별도로 지 집단(statusgroup)을 설정하 는데,이는

생활양식과 명 (statushonor)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154) 한 계

층 귀속의식,문화 향유 여부 등도 계층 별 요인으로 사용하는 선행연

구도 있었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 이며 자의 기 이라는 의견들이

152)DouglasB.Holt,JournalofConsumerResearch,1997,op.cit.,p.343.

153)AlanWarde,2008,op.cit.,pp.330-333.

154)홍두승,op.cit.,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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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한국에서는 계 보다는 주로 계층(stratification)이라는 범주로 사회 집

단이 분류되고 있다.남은 은 계층은 주로 사람들이 서로 상하로 층화

되어 있는 상태를 기술하는 개념이며,계 은 층화되어 있는 상태보다

구획되어진 사회범주들 사이의 계와 상호작용,그 사이의 갈등과 립

에 심을 가진다고 하 다. 를 들어,한국에서의 산층이라는 용어는

체 으로 계 ,소득, 세,생활양식 등을 포 하면서 간 인 치

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5)

홍두승은 한국 산층 내부의 분화를 설명하면서 상 계 을 의의

신 간계 의 하 범주이지만 일상 인 신 간계 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으로 규정하 다. 자는 상 계 을 교육수 이 높고 경제 보상

이 크며,의사,엔지니어, 문, 문기술직 종사자, 리,행정직 종사자

등 정보화 사회에서 시되는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156)남은 은 상계 을 문직,고 리직( 기업 부장 이상),

공무원(4 이상), 소기업체 사장 등의 직업군이 포함된 집단으로 범주

화하 다.157)

외국의 상층 련 연구를 살펴보면 Lamont은 미국의 상 계

(upper-middleclass)에 한 연구에서 상층의 표본을 문직, 리직,

자 업(self-employed)에 종사하며, 학교 교육을 받은 소득 상 20%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158)

이와 같이 상층은 체 으로 학력이 높고, 문직, 리직, 는

문 지식을 활용하는 기업가로 구성되는 소득 수 이 높은 집단으로 범

주화되고 있다. 상층을 정의하는 소득의 기 은 연구자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Blackburn과 Bloom은 상층의 소득 기 을 1983

년 기 소득 상 14.2%인 29,840달러에서 12.8%인 41.456달러로 제시

하고 있다159).한편,Lamont의 연구에서 용된 상층의 소득 분포는

155)남은 ,op.cit.,p.45.

홍두승,op.cit.,p.17.

156)홍두승,op.cit.,p.58.

157)남은 ,op.cit.,p.86.

158)MichèleLamont,op.cit.,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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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기 상 20%인 연 49,000달러부터 200,000달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160)

본 연구는 상층을 학력이 높고, 문직,고 리직 는 문 지

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규정

하 다. 상층 조작 정의의 기 으로 직업 종류,학력,소득 수 을

사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30 에서 60 에 이르는 38명의 여성을 선

정하여 표본(sample)을 구성하 다.소득은 경제 자원의 소유 정도,학

력,직업 지 는 사회문화 지 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었다.응답자

(respondent)의 연령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30 이상을 상

수 이상의 직업 성취와 소득 수 의 도달이 가능하여,부모의 향

력에서 완 히 벗어나 독립 인 경제 활동과 소비 활동이 가능한 연령으

로 보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경제자본과 사회 지 등 두 측면에서 상층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되는 직업군을 심으로 선정하 다.상당한 수 의 문

기술, 리 경험과 경제자본의 소유가 제되기 때문에 사회 지

측면에서 상층 이상의 수 으로 통상 으로 인정된다고 단된 직업인

교수,의사,법률 문가, 융 애 리스트,엔지니어,디자이 등을 포

함하는 문직, 기업 부장 직 이상의 고 리직, 소기업 운 의

세 범주를 선정하여,이 세 집단에 소속되는 응답자들을 표집하 다.

직업은 본인 는 배우자의 직업을 선정 기 으로 하 다.응답자 본

인 는 배우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 의 직업을 기 으로 하

다. 한 응답자가 비슷한 종류의 직업군에 편 되지 않고 직업 종류가

최 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노력하 다.

학력의 기 은 고졸 이상으로 설정하 는데,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화 상이 매우 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에 따라 평균

학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한국 사회의

학진학률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 8.4%에서 1985년 35.1%.1995년

55.1%,2003년에는 90%로 증가하 다.161) 따라서, 상층 내에서도

159)ibid.,p.283에서 재인용

160)ibid.,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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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에 비해 50-60 가 상 으로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응답자들의 월 가구소득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포함되

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2/4분기 소득 상 20% 가구(2인 이상

가구)의 경계값은 약 516만원으로 모든 응답자들은 소득 상 20% 집단

에 소속되었다.162) 한 1500만원을 소득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소득 최

상 집단을 연구 상에서 배제하도록 하 다.163)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30 는 9명으로 체 인원의 약

23.7%,40 는 11명으로 약 28.9%,50 는 11명으로 약 28.9%,60 는 7

명으로 약 18.4%를 차지하 다. 체 응답자 약 92.1%(35명)가 기혼

이었으며,약 7.9%(3명)가 미혼이었다.

본인의 직업을 기 으로 직업 종류의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업주

부가 체의 약 52.6%(20명), 리,사무직 약 13.2%(5명), 문직 약

28.9%(11명), 소기업 운 이 약 5.3%(2명)를 차지하 다.연령 별로

직업 분포를 분석하면 30 의 경우 업주부가 약 22.1%(2명), 리,사

무직 약 11.1%(1명), 문직 약 55.6%(5명), 소기업 운 약 11.1%(1

명)의 분포를 보 다.40 의 경우, 업주부 약 36.4%(4명), 리,사무

직 약 9.1%(1명), 문직 약 45.5%(5명), 소기업 운 약 9.1%(1명)의

분포로 나타났다.50 의 경우, 업주부의 비 이 약 72.7%(8명), 리,

사무직 약 18.2%(2명), 문직 약 9.1%(1명)의 분포를 보 다.60 의 경

우, 업주부의 비 이 약 85.7%(6명), 리,사무직이 약 14.3%(1명)를

차지하 다.

응답자들의 직업 활동 여부를 분석한 결과,30-40 인 연령 의 경

우 직업 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의 비 이 약 70%로 고연령 의 직업 소

유자의 비 약 22%보다 월등히 높았으며,특히 문직의 비 이 약

50%로 높게 나타났다.50-60 응답자들 에도 과거 직업 활동을 하다

가 퇴직한 경우도 있었으나,사무직인 경우가 부분이었다.이에 반해

161)통계청,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 :통계청,2004,p.143.

162)통계청,2011년 2/4분기 국가구 가계수지

16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2/4분기 소득 10분 (상 10%)의 월 평균 소득

은 약 84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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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는 문직 종사자들의 비 이 높고, 문직의 경우 직업 활동의

기간이 사무, 리직종 보다 높은 을 감안한다면,한국 사회에서의 여

성의 사회 활동 참여,특히 문 직종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 종류의 분포(퇴직자의 경우 과거 직업을 고려)를 살펴

본 결과, 리,사무직이 약 45.7%(16명), 문직 약 34.3%(12명), 소기

업 운 약 20.0%(7명)로 나타났으며,퇴직자는 5명으로 약 14.3%이었으

며,모두 50-60 집단에 분포되었다.

응답자들의 가구 월소득 분포를 살펴보면,500만원-700만원 가구 월

소득이 약 15.8%(6명),700만원-100만원 가 약 52.6%(20명),1000만원

-1200만원 가 약 18.4%(7명),1200만원-1500만원 가 약 13.2%(5명)를

차지하 다.특히 30-40 응답자들은 가구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고

소득인 경우가 약 40.0%(8명)로 50-60 응답자 1000만원 이상의 고

소득 가구의 비 인 약 22.2%(4명)보다 상당히 높았다.그 이유는 50-60

의 고연령자 집단 퇴직자의 비 이 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응답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다.응답

자의 학력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체 38명의 응답자 문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35명으로 체의 약 92.1%를 차지하 다. 한 석

사학 이상 소유자가 11명으로 그 비 이 약 28.9% 다.

30-40 응답자들은 모두 문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으

며,50-60 응답자들 3명의 고졸 학력자를 제외한 약 83.3%(15명)가

문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다.특히,30-40 응답자들

석사학 이상 소지자의 비 은 약 50.0%(10명)로 50-60 의 약

5.6%(1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이는 본 연구의 표본모집 방법이 편의

추출법임에도 불구하고 반 고학력화라는 사회 추세를 반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 직업 종류,소득과 학력과의 상 계를 반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ourdieu가 문화자본의 형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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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아버지의 학력,직업 이외에도 어머니의 학력,직업도 측정하여 부

모의 학력,직업과 패션취향과의 계를 살펴보았다.20명의 30-40 응

답자의 부모의 학력은 1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어머니의 학

력이 모두 고졸이상이었다. 한 18명의 50-60 의 응답자 10명의 부

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 이상이었다.<표 l>은 각 응답자들의 연령,직업,

학력에 한 내용이며,<표 2>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정리

한 표이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는 연령,생활수 을 고려하여 선정한 8명의 여

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주제와 범 를 구체화하 고,이러한 기

연구 자료를 토 로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이라는 연구 주제와 상을

설정하 다.두 번째 단계에는 상층에 한 조작 정의를 통해 응답

자들을 표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다. 기 인터뷰 결과와 이론 문헌

을 검토함으로써 연구 문제들을 더욱 구체화하 고,이에 따라 인터뷰

질문들을 수정,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인터뷰 과정 반까지 지속 으로

수행하 다.

표집을 해서는 연구자의 지인들과 지인들의 소개를 심으로 한 편

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 다.인터뷰는 2011년 4월에서 2012년 4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응답자의 자택, 는 자택이나 직장 근처 커피 는 식당

에서 이루어졌다.인터뷰는 최소 1시간에서 최 2시간 30분 동안 진행

되었다.약 1시간 내외의 면 건수가 18건으로 체 인터뷰 건수의 약

47.4%,약 1시간 30분 내외의 면 이 12건으로 약 31.6%,2시간 이상의

면 이 8건으로 약 21.0%를 차지하 다.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필요한 경우에는 직 만남 는 화를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

행하 다.

인터뷰 에 반 구조 (semi-structured)질문지를 미리 비하 지만,

인터뷰 진행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심도 등을 유연하게 조 하

다.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작성하 다.

인터뷰 시에는 연령,교육수 ,소득 등의 인구통계학 사항과 의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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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활동에 한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구체 이고 정확한 자료

분석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 다.특히,설문지에 응답자들의 문화자

본을 측정하기 해,본인,배우자,부모의 학력,직업에 한 질문을 포

함하 다.이외에도 성장기의 문화 련 사교육 여부,성인기의 문화

련 교육 여부,해외 거주 경험,해외 여행 횟수에 한 질문을 포함하

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 체에 해 공통의 지표체계를 부여하는 횡단

지표화(cross-sectionalindexing)방식을 택하 다. 비 조사 이후 인터

뷰 기부터 녹취록 자료를 검토,분류,지표화하여 연구의 을 단계

으로 구체화하 다.연구자가 부여한 지표들의 로는 ‘경제자본’,‘문

화자본 축 방식’,‘의류 구매 장소’,‘선호 의류 랜드’,‘명품 소비’,‘의

류 선택 기 ’,‘해외 경험’,‘몸의 리 방식’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을 명확하고 독립 변수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

상의 복합성을 놓칠 수 있는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즉,분석하고자

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구조 맥락과 상호작용을 놓칠 수 있는 것이

다.164)따라서,자료가 치하는 복잡하고 섬세한 맥락을 포착하기 해

지표를 사용하여 자료들을 나 고 분류하는 과정 이후에도 자료들을 반

복 으로 검토하면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이러

한 과정을 통해 지표들 간의 계를 재설정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지속

으로 수행하 다. 한 설문지 조사의 결과와 지표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병행하 다.이를 통해 연구 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연결 계가

보다 명확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보다 큰 의미 범주를 설정하기

한 토 가 되었다.

한 연구 과정 반에 걸쳐 자료들과 본 연구가 기반하는 이론 맥

락들을 지속 으로 상호 교차시키면서 구체 주제와 논의들을 구축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164)JenniferMason,김두섭 역,op.cit.,pp.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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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연령

(세)

거주

지역
*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1 김민수 38 강남 소기업 운 미혼 문 졸

2 조성 33 서울 문직(공연기획) 문직( 융 련) 졸 졸

3 김율희 36 서울 문직(상담 련) 소기업 운 석사 졸

4 이수진 37 경기 문직(의사) 미혼 박사

5 송 재 37 강남 문직(학강사) 문직(엔지니어) 박사 문 졸

6 최승은 36 강남 기업 리직 기업 리직 석사 졸

7 이유진 39 강남 업주부 문직(항공 련) 졸 졸

8 오지 34 서울 문직(간호사) 문직(의사) 졸 석사

9 이주 31 경기 업주부 소기업 운 석사 졸

10 박수빈 43 강남 업주부 문직(법률 련) 석사 석사

11 진성 43 서울 문직(학강사) 문직(의사) 석사 박사

12 박진희 43 서울 문직(연구원) 기업 리직 박사 석사

13 한지은 42 강남 문직(특허 련) 문직(교수) 석사 박사

14 황희정 43 경기 업주부 기업 리직 졸 석사

15 하은재 47 서울 소기업 운 미혼 졸

16 강선 41 강남 기업 리직 문직( 융 련) 석사 석사

17 김 숙 41 경기 문직(화가) 문직(교육 련) 졸 석사

18 한혜진 44 강남 업주부 문직( 융 련) 졸 박사

19 윤민아 41 경기 업주부 기업 리직 졸 졸

20 구희주 43 경기 문직(디자이 ) 기업 리직 졸 졸

<표 1>응답자들의 연령,거주지와 본인,배우자의 직업,학력 사항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거주지역이 서 구,강남구,송 구인 경우는 강남으로 표시하 다.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호 안에 (퇴직)이라고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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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세)

거주

지역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21 허미숙 56 경기 업주부 문직(엔지니어) 졸 박사

22 박성희 52 서울 공무원(교사) 공무원(고등학교교장) 졸 졸

23 박진숙 56 강남 업주부 문직(의사) 졸 박사

24 이숙희 56 강남 업주부 문직 졸 졸

25 안 진 53 강남 업주부 기업 리직(퇴직) 졸 졸

26 임은희 56 강남 사무직 소기업 운 고졸 졸

27 오주 52 강남 업주부 리직(병원 리)(퇴직) 졸 박사

28 김옥주 52 강남 업주부 기업 리직 졸 졸

29 신 희 56 강남 업주부 소기업 운 졸 졸

30 장인옥 52 강남 문직(교수) 문직(연구원) 박사 졸

31 서지숙 54 강남 업주부 문직(교수) 졸 박사

32 조은숙 62 서울 업주부 소기업 운 (퇴직) 고졸 고졸

33 윤 옥 63 경기 업주부 기업 리직 졸 석사

34 정 경 62 경기 공무원(교사) 기업 리직(퇴직) 졸 졸

35 배은수 60 강남 업주부 문직(교수) 졸 박사

36 주경숙 60 경기 업주부 기업 리직 문 졸 졸

37 송 주 68 강남 업주부 소기업 운 (퇴직) 졸 졸

38 박연희 65 경기 업주부 소기업 운 고졸 졸

<표 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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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연령 분포

30 40 50 60 합계

빈도(%) 9명(23.7%) 11명(28.9%) 11명(28.9%) 7명(18.4%) 38명(100%)

거주지역 분포

30 40 50 60 합계 (%)

서울 강남 4명(44.4%) 4(36.4%) 9명(81.8%) 2(28.6%) 19(50.0%)

서울 비강남 3명(33.3%) 3(27.3%) 1(9.1%) 1(14.3%) 8(21.1%)

경기 2명(22.2%) 4명(36.4%) 1(9.1%) 4((57,1%) 11(28.9%)

응답자 직업 분포

30 40 50 60 합계

업주부 2명(22.2%) 4명(36.4%) 8(72.7%) 6(85.7%) 20명(52.6%)

리,사무직 1명(11.1%) 1명(9.1%) 2(18.2%) 1(14.3%) 5명(13.2%)

문직 5명(55.6%) 5명(45.5%) 1(9.1%) 0(0%) 11명(28.9%)

소기업운 1명(11.1%) 1명(9.1%) 0(0%) 0(0%) 2명(5.3%)

배우자 직업 분포

30 40 50 60 합계

리,사무직 1명(33.3%) 4명(45.5%) 4명(33.3%) 3명(42.8%) 16명(45.7%)

문직 4명(50.0%) 6명(54.5%) 5명(50.0%) 1명(14.3%) 12명(34.3%)

소기업운 2명(16.7%) 0명(0%) 2명(16.7%) 3명(42.8%) 7명(20.0%)

응답자 가구 월소득 분포

30 40 50 60 합계

500-700만원 0명(0%) 1명(9.1%) 3명(27.3%) 2명(28.6%) 6명(15.8%)

700-1000만원 6명(66.7%) 5명(45.4%) 5명(45.4%) 4명(57.1%) 20명(52.6%)

1000-1200만원 3명(33,3%) 2명(18.2%) 2명(18.2%) 0명(0%) 7명(18.4%)

1200-1500만원 0명(0%) 3명(27.3%) 1명(9.1) 1명(14.3%) 5명(13.2%)

응답자 학력 분포

30 40 50 60 합계

고졸이하 0명(0%) 0명(0%) 1명(9.1%) 2명(28.6%) 3명(7.9%)

문 졸 1명(11.1%) 0명(0%) 0명(0%) 1명(14.3%) 2명(5.3%)

졸 3명(33.3%) 6명(54.5%) 9명(81.8%) 4명(57.1%) 22명(57.9%)

석사학 이상 5명(55.6%) 5명(45.5%) 1명(9.1%) 0명(0%) 11명(28.9%)

배우자 학력 분포

30 40 50 60 합계

고졸이하 0명(0%) 0명(0%) 0명(0%) 1명(14.3%) 1명(2.8%)

문 졸 1명(14.3%) 0명(0%) 0명(0%) 0명(0%) 1명(2.8%)

졸 5명(71.4%) 2명(20.0%) 7명(63.6%) 4명(57.1%) 18명(52.8%)

석사학 이상 1명(14.3%) 8명(80.0%) 4명(36.4%) 2명(28.6%) 15명(41.6%)

<표 2>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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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패션취향의 아비투스

본 은 한국 상층의 패션취향의 분석에 Bourdieu의 경제자본과 문

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용할 것이다.그리고 Bourdieu의 이론을 용함

에 있어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과 패션이라는 역이라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 보다 다각 근을 시도할 것이다.

1.경제자본과 패션취향의 계

Bourdieu는 “아비투스는 두 가지 능력간의 계에 의해 정의되는데,

분류 가능한 작품과 실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이 실천과 생산물들

(취향)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165)이라고 주장하 다.Bourdieu

는 “의복과 가구나 음식의 구입방식에 투입되는 성향이나 지식만큼 어릴

의 체험 습득,특히 교육하려는 뚜렷한 의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

에 의존하는 것도 없다”고 하 다.166)패션취향에는 정통 교본이나 지

침이 존재하기 어렵고 경험을 통한 습득이 필수 이라는 의미이다.패션

취향 형성의 장기 이며 무의식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형화,규격화된 교본의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암묵 으로 인정되고

경험을 통해 체화되는 지식은 정확하게 표 하기 어렵고 보유한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이상 달이 어려워 모방이 어렵다.167)쉽고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근이 어려워 사회 배제

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 응답자들은 장시간에 걸친 심,구매경험

등이 패션취향 형성의 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단기간의 경

제자본의 소유만으로는 좋은 패션취향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

165)PierreBourdieu,최종철 역,op.cit.,p.311.

166)ibid.,p.155.

167)김인재,자본주의에서 학습이 리되는 방식에 한 고찰,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10,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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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다음의 응답자들은 좋은 패션취향의 조건으로 선천 으로 타고난

감각 외에도 패션에 한 지속 심과 축 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하루아침에 옷을 입어본다고 되는게 아니죠.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센스, 심이 있는 상태로 물론 출발하겠죠.어떤 사

람은 지 갑자기 비싼 옷을 입 놔도 옷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지....

왜 시골할머니 데려다가 우리가 막 비싼 옷을 입 나 요.우습잖아요.그것도

알게 모르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그런게”

(윤 옥,63세, 업주부)

“옷이란게 비싸건 싸건 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해.그니까 안해보고 잘 입기는 참 어려운거 같아.나는 스키니진도 입어보

고 배기 팬츠도 입어보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내고 어떤 옷의

바란스라는게 있잖아.하체를 풍성하게 입으면 상체를 어떻게 입고 그런 바란스

를 맞추는게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닫는거 같아. 가 가르쳐주는 거는

한 벌 이 게 한 번 이 게 입어야 잘 입겠지만 그게 감각으로 키워지는게 굉

장히 어려우니까 결국 나는 인터넷이든 뭐가 든 많이 사보고 입어본 사람들

이 옷을 잘 입는거 같애”

(박수빈,43세, 업주부)

이은 은 경험과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식별력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의 주체성과 자신감과 연결된다고 지 하 다.168)본 연구에서도 장기

간의 실천에 의해 체화된 지식은 규범을 따르는 형성을 벗어나

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 로 인식되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는 자

녀에게 일반 인 패션과 차별화되는 담한 패션을 체화시키는 아비투스

의 구축을 해 의도 인 노력을 시도하 다.

“옷을 입는데 좀 담하게 입는 사람이 있어요.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뚱뚱한

데도 자기 나름 로 개성을 살려서 막 미니스커트 입어도 안보기 싫거든요.어

168)이은 ,op.cit.,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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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람은 비싼 옷 입었는데도 왜 보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거 보면 감

각이 있는거 같아요. 자꾸 입어보면 그런게 생기지 않을까?우리 딸이 공부

하고 있는 딸이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키워주고 싶었어요 자꾸 해봐야 그런 안

목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걔도 내가 졸업식할 때 완 숙녀들이 입는 그런

옷처럼 그만한 비싼 코트를 사갔고 입히고 부츠 신켜 가지고 모자 워가지고

졸업식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쟤가 학생이야 등학생이냐 그러더라구....그게

자꾸 해 야 대담하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잖아요.어렸을 때부터 그런게 필요

하지 않나?”

(정 경.62세,교사)

패션취향은 다른 소비 분야에서의 취향과 차이를 보이며,상 으로

경제자본의 향력이 크다는 장미혜의 시각을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도

참조할 수 있다.패션은 체형,라이 스타일 등의 변화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 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에서 음악,미술

등의 분야와는 차이 을 가진다.특히,유행의 변화가 빨라지고,개인의

사회 역할의 다양화에 따라 패션취향이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패션취향의 실천을 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경제자본의 요

성은 매우 크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경제자본과 장기간의 구매경험이 결합된 조건에

서 생성된 아비투스에 의해 패션취향이 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근데 자주 옷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잘 고르드라구.oo엄마가 있잖아 그 엄마가

살기가 어려워서 백화 같은 데 잘 안갔는데 요즘은 보면은 되게 자주 가고

옷을 잘 사입고 그러니까 딴데 가도 옷을 잘 보더라구.천도 잘 보고 메이커 들

어가서 모양보고 이러는데 천도 잘 보고 잘 알고 자주 한 사람이 낫더라고.

아무래도 나처럼 한번씩 이 게 필요해서 사러간 사람은 많이 있어도 골르기

되게 힘들어.”

(조은숙,62세, 업주부)

부분의 응답자들은 성장기에 자신의 가족이 속했던 계층을 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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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의류

구입 액

월소득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50만원 50-70만원 70-100만원

100만원

이상

500-700만원 3(명) 2 1

700-1000만원 1 7 9 1 2

1000-1200만원 3 1 1 2

1200-1500만원 2 2 1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성장기에서 재에 이르기까지 응답자들의

계층 치에 격한 변동이 없었고 의류 구매를 한 경제자본을 지속

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경제자본의 패션취향에 한 향력을 좀 더 세 하게 분석하기 해

응답자들의 경제자본에 따른 패션취향의 차이에 해 분석하 다.응답

자들은 모두 체 인구 소득 상 집단에 소속되고 있으나 응답자들

의 경제자본 소유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소득의 차이에 따른 패션취향의 차이를 악하기는 어려웠

다.즉,소득의 차이를 특정한 패션 이미지- 를 들어 ‘쉬크’,‘클래식’,

‘우아한’‘화려한’등의 이미지 -의 선호 경향과 연결시키기는 어려웠다.

한 소득 수 과 캐주얼,세미 캐주얼,세미 정장,정장 등의 특정한 패

션 스타일의 선호 경향과의 연 성을 밝히기도 어려웠다.

<표 3>소득 집단 별 월 평균 의류 구입 액

의류 소비 액은 소득 수 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표 3>은

소득 집단별 월 평균 의류 구입 액을 정리한 표로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구입 액이 증가함을 보여 다.특히,월소득이 높을수록 명

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특히 소유하고 있는 체 가방과 의류

명품의 비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500만원-1000만원 사이의 월소

득 집단은 체 소유 가방 명품 가방의 비 이 50% 이상인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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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26명 11명으로 약 42%를 차지하 다.그러나 1000만원 이상

의 월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12명 8명인 약 67%가 소유한 체 가방

명품 가방의 비 이 50%를 넘고 있다.

부분의 응답자들이 명품 소비를 주로 가방,구두,소품의 역에 한

정시키고 있으나 소득이 높은 경우 명품의 소비가 의류로 확장되는 경향

을 보인다.500-1000만원 사이 월소득 집단의 약 38%가 체 소유 의류

10% 이상이 명품 의류라고 응답했으나 1000만원 이상 월소득 집단의

약 58%가 명품 의류 비 이 10%를 과하 다.

그러나 의류 소비 지출 액이 많고 고 의류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패션취향에 한 자신감이나 주체성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웠다.

소득이 높고 소비 액이 높은 응답자 에도 자신의 패션취향에 해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 으로 소득이 낮고 소비

액이 낮은 응답자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패션취향에 한 분명한 기

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는 소

득이 높고 의류소비 액이 높은 편이지만 자신의 패션취향에 한 자신

감이 높지 않고 의류 선택에 있어 타인의 의견에 한 민감도와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났다.

“ 는 코디를 잘 못해서 코디를 다 맞춰주는 걸로 사요.스커트를 샀다하면 그

거랑 코디할거를 맞춰달라 그래서 거기서 벌로 사요....부분 군가를 꼭 데려

가요. 가 아무리 쁘다고 해도 에서 정말 얼굴 커 보이고 다리 짧아 보이

고 이상해 그러며는 딱 보면 가셔요.내가 좋으면 그만이기도 한데 이 게 상대

방의 그런 보는 안목 저는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군가를 항상 같이 엄마나

언니나 친구나 같이 쇼핑을 하는 편이고....샵 매니져 같은거는 제가 딱 신뢰하

는 딱 한명 있어요.백화 마다 랜드가 있잖아요.가면은 늘 아시다시피 잘

어울린다 그 말은 아 안들어요.그 단에 개의치 않는데 한군데 매

장을 제가 단골로 가는데 거기는 매니 는 정말 내가 느끼기에 신뢰성있게 얘

기를 해줘요.꼭 비싼옷을 권하지도 않고 나한테 어울린다 안어울린다 자기가

봤을때 얘기를 해주니까 신뢰가 가더라구요.혼자 옷사러 갔을 때는 그 매니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는 편이 요.”

(김민수.38세, 소기업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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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는 패션취향 형성에 있어 경제자본 소유의 필요성을 보여

주지만 경제자본이 패션취향을 설명하는 유일한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

다.경제자본의 소유에 의한 고가 유명 랜드의 소비가 패션취향에 한

자신감과 주체성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사실은 패션취향에 있어 경제자본

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자본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문화자본과 패션취향의 계

본 연구는 패션취향을 문화자본과 연결시켜 분석하기 해 Bourdieu가

문화자본의 측정 기 으로 사용한 본인의 학력,직업,아버지의 학력,직

업이외에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도 추가하 다. 한 성장기와 성인기에

받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문화 련 교습 여부도 측정하 다.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 과정에서 문화자본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 것

으로 악되는 서구 문화에 한 지식과 경험의 향력을 확인하기 해

해외 체류 경험과 해외 여행 횟수에 한 질문도 포함하 다.<표 4>는

응답자들이 소유한 문화자본의 형태를 정리한 표이다.

자료의 분석 결과,Bourdieu가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로 제

시한 제도 문화자본인 공식 학력의 차이를 통해 패션취향을 구분하

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공식 학력이 높더라도 공 분야가

패션,미술,디자인 등의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패션 련 지식과 경험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 박사 학 를 소지하

고 임상 련 연구 업무에 맡고 있는 다음의 응답자에게 옷을 잘 입는다

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패션에 한 지식과 실천의 범 도 한정되어 있

다.석사학 를 소지하고 기업 리직에 종사하는 다른 응답자에게도

패션에 한 심과 자신감은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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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세)
직업 학력

해외여행

(회)

해외체류

경험

성장기

문화 련

교습

성인기

문화 련

교습

1 김민수 38
소기업

운
문 졸 10 없음 피아노

2 조성 33
문직

(공연기획)
졸 15

6개월

(미국)

무용,피아노,

미술
발

3 김율희 36
문직

(상담 련)
석사 15

6개월

(호주)
피아노

4 이수진 37
문직

(의사)
박사 15 없음 피아노 사진

5 송 재 37
문직

(학강사)
박사 15 없음 피아노

6 최승은 36
기업

리직
석사 20

7개월

(미국)

미술,피아노,

바이올린

7 이유진 39
업주부

(승무원)
졸 수백회

10년

(일본)
피아노,미술

8 오지 34
문직

(간호사)
졸 2 없음 피아노

9 이주 31

업주부

(패션

디자이 )

석사 20
6개월

(국)

미술,피아노,

룻

10박수빈 43 업주부 석사 15 없음 피아노,미술
메이크업,

패션워킹

11진성 43
문직

(학강사)
석사 30

1년

(미국)
미술

12박진희 43
문직

(연구원)
박사 20

16년

(미국)

미술,피아노,

룻
미술

13한지은 42
문직

(특허 련)
석사 20

4년6개월

(미국)
피아노

14황희정 43 업주부 졸 2 없음

15하은재 47
소기업

운
졸 10 없음 미술,음악 음악

16강선 41
기업

리직
석사 20 없음 피아노,미술

17김 숙 41
문직

(화가)
졸 8-9 없음 미술

18한혜진 44
업주부

(어강사)
졸 4 없음 도 ,서

도 ,

수채화

19윤민아 41 업주부 졸 30-40
11년

(두바이 등)
피아노,미술 룻

20고희주 43
그래픽

디자이
졸 15

1년 6개월

(이탈리아)
미술 미술

<표 4>응답자들의 문화자본의 형태

*모든 응답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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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세)
직업 학력

해외여행

(회)

해외체류

경험

성장기

문화 련

교습

성인기

문화 련

교습

21 허미숙 56 업주부 졸 20
3년

(미국)
무용

22 박성희 52
공무원

(교사)
졸 10 없음 사진

23 박진숙 56 업주부 졸 4 없음 한국무용

24 이숙희 56 업주부 졸 20 없음 서

25 안 진 53 업주부 졸 3 없음

26 임은희 56 사무직 고졸 20 없음 유화

27 오주 52
업주부

(간호사)
졸 15

1년

(미국)
스포츠 스

28 김옥주 52 업주부 졸 3 없음 피아노

29 신 희 56 업주부 졸 10 없음

30 장인옥 52
문직

(교수)
박사 15 없음 피아노,미술 유화

31 서지숙 54
업주부

(사무직)
졸 30 없음

32 조은숙 62 업주부 고졸 7-8 없음

33 윤 옥 63
업주부

(교사)
졸 40 없음 성악,피아노

34 정 경 62
공무원

(교사)
졸 10 없음 수채화

35 배은수 60 업주부 졸 20 없음

36 주경숙 60 업주부
문

졸
20 없음 미술 미술

37 송 주 68 업주부 졸 30 없음 미술 미술

38 박연희 65 업주부 고졸 30
2년

( 랑스)
음악

꽃꽂이,

음악

<표 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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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 받을 때가)있어요. 무나 후 근하게 하고 나온건 아닌가 그럴 때

가 있어요.모임같은데 가서 좀 더 신경쓰고 나왔어야 되는거 아닌가....자기한테

몸에 딱 맞는게 타입이 정해지면 그것만 주로 입고 다닐거 요.무난하면 자기

몸에 맞다고 생각되면 스타일이 맞다 하면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그거를 고수

를 하는 거죠.”

(이수진,37세,의사)

“그 게 뭐 스타일 좋고 원래 옷에 막 심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무난

하고 평범한 스타일 좋아하고요....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나거나 뭐 오랜만에 이

게 구 결혼식가서 여러 사람들 만난다거나 할 때 제일 고민을 되기는 하는

데 그 다고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강선 ,41세, 기업 리직)

이들은 자신의 패션취향을 설명할 때 ‘무난한’,‘평범한’,‘튀지 않는’이

라는 표 을 사용하며 타인과의 계의 맥락에서 취향을 정의하고 있다.

한 패션취향의 형성 과정과 표 에 있어서 수동 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이에 반해,상 으로 학력이 낮은 응답자들 에서도,타인과 구

별되는 자신의 패션취향에 해 확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

다.

“안 어울리는 암만 비싸게 주고 사고 나와도 친구들보면 한 이삼년 지나면 안

입고 나와요 그때는 비싸게 주고 샀다는데 나는 그런 거를 볼 때는 왜 래 속

으로 왜 그런 밝은색도 디자인을 상당히 멋스럽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귀엽게

해놓으면 그게....우리나라의 고유의 색깔가지고도 멋스럽게 디자인을 할 수 있

잖아요.한동안 마후라가 인견말고 실크 공단같이 그런게 나온게 있죠?그게 얼

마나 멋스러워요.그 마후라가 연두색도 나오고 보라색도 나오고 내가 구를

나이에 안맞는다고 줬는데 나같이 이런 옷을 입는데도 매치를 해서 코트에도

잘 어울리더라구요. 라운색의 코트에다가 벽돌색이라고 그러나 그런거 검정

코트에도 이거는 완 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섬유거든요.어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명 랜드를 만들을라면 오래도록 한 우물을 면 되지

않을까?”

(박연희,65세, 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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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 리직

에 종사하던 배우자와 함께 랑스에서 2년을 거주하 다.이러한 거주

경험은 그녀의 감성과 패션취향에 큰 향을 미쳤고,그녀가 자신의 패

션취향으로 정의한 ‘유럽풍’,‘고상한’,‘우아한’스타일을 확고하게 하고

지속 으로 고수하게 한 계기가 되고 있다.그러므로 해외거주 경험은

응답자의 요한 문화자본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직업과 패션취향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미한

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Bourdieu가 연구한 1960-70년 의 랑스와

재의 한국이라는 시간,장소,문화,역사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

어냈으리라 짐작된다. 한 패션이라는 분야의 특수성은 부모의 계층과

학력과 패션취향의 계에 작용하는 조건일 수 있다.

30-40 응답자의 경우,1명을 제외하고는 아버지,어머니의 학력이 모

두 고졸이상이었다.이는 부모의 학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힘든 한계 으

로 작용한다.50-60 응답자의 경우,8명의 응답자의 아버지 는 어머

니 학력이 고졸 이하 다.그러나,이들이 성장기 던 시기는 재와 비

교했을 때, 체 인구의 학력 수 이 반 으로 낮았다. 한 빈곤이

범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의류의 실용 측면이

요했으며,의류 제품의 다양성이 크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

한 부모의 문화자본과 패션취향의 계의 분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학력이라는 변수만으로 패션취향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을 시사한다.그리고 패션취향과 련 있는 문화

자본은 Bourdieu가 제시한 방식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

패션취향과 학력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는 패션취향은 모든 형태의

문화자본과 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특히 미술,디

자인 등의 시각 문화 분야에서의 제도 교육,직업 경험과 패션취향

과의 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이러한 분야에서의 제도 교육과

직업 경험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지속 심과 참여는 패션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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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표 3>을 보면 부분의 30-40 응답자가 성장기에 정규 교육 외에

음악,미술 등의 강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반면,50-60 의 경우,

성장기에 문화 련 교습을 받은 경우는 상 으로 많지 않다.이러한

사실은 30-40 응답자의 학력이 부모의 학력보다 높다는 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문화자본으로 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분의 30-40 응답자가 성장기에 문화 련 교육을 받은

을 고려하면 성장기의 문화 교육이 패션취향에 직 으로 향을 미

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보다는 지속 인 심과 참여가 요하게

나타났는데,특히 성장기에 교육을 받은 후 미술,디자인 분야의 제도

교육 는 성인기의 교육을 통해 심과 참여를 지속 으로 유지한 응답

자들의 패션에 한 자신감과 주 이 보다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 련 분야에서의 제도 교육이나 직업 경험이 없는 40 응답

자는,20 에 메이크업과 워킹 교습을 수강했으며,이후 지속 으로 패션

잡지를 구매하고,패션 련 TV 로그램을 지속 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미디어에 한 지속 노출이 패션에 한 정보 습득과 취향

형성에 향을 주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40 응답자도 패션 련 분야에서의 제도 교육,직업 경험

은 없으나 성장기에 정규교육 과정 외에 도 ,서 등의 교습을 받았으

며,성인이 된 후에도 수채화,도 교습을 받은 경험이 있다.그녀는 축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었다.

한 일반 취향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고,패션취향에 있어서의 개성

을 시하는 태도를 보 다.

“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런 랜드가 아니라 장인이 한

땀한땀 만든거 그런 거를 내가 찾아보고 그런 걸 구입할 거 같아요.제 생각은

옷 같은 것도 명품을 사는게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한테 가서 내가 이런 스타일

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그 게 는 랜드가 마음에 들거나 샵 같은게 스타일

에 맞으면 계속 그 집만 찾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오히려 그 게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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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매장이나 그런 쪽을 더 선호할 거 같아요....제가 취미가 도 요.도자기

를 하니까 그냥 도자기로 만든 장식품 같은거 벽걸이라든가 제가 만든 십자수

액자로 이 게 하고 제가 그린 그림 같은 걸로 표구해서 하고....약간 심 하면

서도 약간은 는 거의 백 로 핸드메이드.음식도 그 고 음식도 제가 유기농

으로 다 만들고 그 담에 집에 있는 장식품도 거의 백 로 제가 만들고 심지어

는 책갈피 이런 것도 다 부직포로 이런 걸로 퀼트해서 한다던가 제가 손때 묻

어서 만든 거에 한 애착이 많아요.가구같은 것도 제가 공방에서 짜서 내가

디자인해서 제작비 주고 그냥 그 게 해서 실용 이면서 근데 무 비싸더라구

요.공방에 맡겨도 크게 맘에 안들드라구요.안드는데 튼튼하고 그런 맛에 하는

편이 요.”

(한혜진,44세, 업주부)

한편,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에 한 선행 연구169)에서 지 되었듯이

서구 문화에 한 지식과 경험과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의 한 계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특히 해외 거주와 해외 여행 등의 경험은 개

인의 패션취향에 한 인식,실천 방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 경험을 패션취향 형성에 작용하

는 정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특히 근 화 과정에서 서구

문화의 향을 크게 받은 한국의 특수성은 상층여성의 문화자본에서

서구 문화에 한 지식과 경험이 차지하는 비 과 역할을 설명하는 맥락

이 된다.한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이지만 서구의 문

화는 아직도 좋은 취향의 모범으로서 취향을 개선하기 한 참조 상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해외 거주나 여행을 통해 느낀 한국과 외국의 패션

소비 방식이나 취향의 차이에 한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응답자들

이 미국,유럽 등의 서구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유행 그 자체 메인 유행이 있어서 이게 딱 바람이

불면 요즘에는 정말 남녀노소하고 바람을 타는 분 긴거 같아요.뭐 하나가 유

169)조은,2001,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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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은 정말 일률적으로 그 패션이 유행하는 다들 그 게 입고 다닐려고 하

는 그리고 그런 유행이 할 때 매장 백화 이나 이런델 가면 보면 랜드마다

마다 딱 스타일이 있어요.유행하는 스타일이 안나오면 장사도 안되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로워서 그런 딱히....음 어떤 트 치 코트가 유행한다라

고 하면 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 트 치 코트를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는데 정말 유럽같은데 가면 무 무 다들 멋있다 쁘고 멋있다는 생각이 많

이 들죠.한 여름에도 정말 어그를 신고 다닌다고 해도 그게 이상해보이지 않을

만큼의 자기만의 패션에 대한 감각?메이지 않는 패션을 추구하는거 같아요.”

(이유진,39세, 업주부)

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해외에서의 문화 경험은 특히 패션취향에

서의 개인성과 주체성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해외에서의

경험은 무의식 으로 익숙해졌던 한국의 문화 분 기를 다른 문화권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인의 패션취

향의 특성에 해 매우 동조 이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다

는 비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상 으로 개인의 개성을 시

하는 서구의 패션 문화는 정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의 60 응답자는 국 여행을 통해 패션의 실천에 있어 타인의

시선보다 개인의 즐거움을 시하는 문화를 정 으로 인식하게 되었

다.해외 여행 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최근에 랑스 여행을 한 30 응

답자의 경우 랑스 여행은 패션에 있어서의 개성의 표 과 자신감의

요성에 해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에 갔었어요 무 웃기는게 내가 보니까 비싼 옷은 아니 요 우리가 보면

비싼 옷은 아니 요 그 나름 로 자기가 쁘게 하고 나왔어요.나는 천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천이 보니까 이 게 합성섬유 있잖아요 그런건데도 그

여자는 우리는 주얼리도 꼭 비싼거를 해야되잖아요 진짜를 해야되잖아요 걔네

는 진짜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그냥 비주있잖아요.빨간거 하고 까만 체크 계

통의 마이를 입었어요. 에 까만 스커트를 입었는데 거기다가 목걸이도 솔직히

말해서 남 문에 산거 같은 옷하고 맞춰서 입고 그런 식으로 확실히 그런게 좀

다른건 같아요.근데 우리는 아 여자 얼마짜리야 이게 다른 것 같아요.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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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은 그래도 우리도 많이 변화되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그 남편도

우리를 캐어해주는 분이 요 무료 사자들이래요 그런데 남자도 노인넨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태리 식당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아닌데 그

남자가 확실히 걔네들은 피부도 희고 그러니까 멋있드라구요.골덴 잠반데 팥죽

색 계열 팔 도 끼고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노인네가 우리 나이 요 그러

고서 나왔더라구요 참 즐기는 스타일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스타일 걔네는 즐

기는 스타일이 요.”

(배은수,60세, 업주부)

“작년에 리를 한번 갔었는데 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리 사람들이 패

션이 되게 요한거 같더라구요 생활에....는 여기서 입던 로 편하게 입고 갔

는데 거기 가니까 되게 민망한 옷들이 많더라구요.운동화도 우리는 이 게 상

표 표시된 거 많이 신고다니잖아요.거기는 아무도 그런거 안신는거 요 그것도

못신고 다니고....좀 거기 사람들은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게 중요하게 생각

하는데 상표 보여지고 가방도 보이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리는 오

히려 상표가 안보이게 정말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 자신감 그런 것들을 요하

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오지 ,34세,간호사)

다음의 응답자는 패션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 로 근무하 고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태리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그녀에게는 이태리에서의 거

주 경험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스타일의 정립에 한 생각을

확고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남편이랑 이태리에서 살 때 그때는 이태리 사람들 옷 입는 취향이 은 애들

은 신세 들은 좀 다양하게 입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알잖아 기본 으로 입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 로 된 아무리 가까운 마트를 나가더라도 제 로 된 셔

츠에 제 로 된 거를 갖춰 입잖아 쉐타하나라도 낡아도 고 스럽게 그런 쉐타

를 입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아보이더라구.나도 나이가 들어도 게 입겠다라

는 생각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나이든 사람들이 어보이는거에 무

안이 되있어가지고 그 나이 에 맞춰서 옷을 못입고 사십 도 다 이십 같이

입고 오십 도 이십 같이 입고 그 게 된 거 같더라구....옷에 한 취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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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거 그

사람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그 게 옷을 입는게 맞다고 생각이 돼.

다른 사람들 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따지다보니까 무 우리나라에서는 유

행이 많잖아.그것도 그때 뿐인거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타일이 생

기겠지.”

(고희주,43세,디자이 )

앞서 설명한 방식을 통해 패션 련 문화자본을 축 한 응답자들은 공

통 특성을 소유하고 있었다.그들은 Bourdieu가 문화자본이 높은 엘리

트의 특성으로 묘사한 생활에 순수 미학의 원리를 용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었는데,후기근 사회에서도 문화자본은 일상생활의 미학화의 형태

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eatherstone은 고 문화, 문화의 경계가 약화되는 후기산업사회에

서 상징재화와 경험의 창출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매개자(cultural

intermediaries)의 수와 역할의 증 를 지 하고 문화매개자들이 ‘정서

탐구,심미 경험,생활의 미학화’에 좀 더 개방 인 기질과 감수성을

지닌다고 묘사하 다.170)

본 연구에서도 패션 련 문화자본을 축 한 응답자들에게는 생활의

미학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었고,패션,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생활 반

에서 미학 원리를 용시키고 있었다.선호하는 미학 스타일은 개인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통일 인 조형 원리를 일상 반에 용하

며 특히 조형 요소의 체 조화를 요시하는 공통 을 보 다.

“모든 옷들이 다 튀는거 있잖아 어떤거 하나 죽은거 없는 옷들 그 게 옷을 입

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옷을 잘 입는다는 생각이 안들지....나는 그 다고 아주

컨트리풍 그거야 말로 오랜시간 동안 쌓여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되는데 일

부러 컨트리틱하게 모아가지고 억지로 만든건 싫고 그 다고 무 모던한 것도

싫고 굳이 말하자면 그냥 깔끔하면서도 약간 뉴욕의 클래식한 뉴욕 스타일이야

어수선하면서도 정리된 느낌 이런거는 나는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내추럴하

170)MikeFeatherstone,정숙경 역,op.cit.,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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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막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붙여놓고 이 게 하면서도 그게 질서를 갖고 있고

요즘 외국 작가들 집 같은거 그 게 보이드라구 막 역사들이 뭉쳐있잖아 여러

가지 컬 션을 많이 갖고 온 거를 모아놓고 보기는 좋은데 나는 그 게 할 자

신이 없는거야 난 기본 으로 심 하게 정리는 돼있되 간에 군데 군데 포인

트가 있으면서 그 다고 해서 무 깔끔하게 그런거 아니고 자연스럽고 내추럴

한 느낌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

(고희주,43세,디자이 )

“유난하게 살지는 않는데 집을 내가 인테리어할 때 느끼는데 컨셉같은거 잡고

들어갈 때 패션이나 같은 거 같아요 결국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컨셉이 있고

그 안에서 맞추고 내가 조 그런게 조 기 들이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벽지를 고르거나 체 으로 이런 것들이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체 인거 보고 이런 거는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 색깔 그릇

이런 것도 제가 맘에 드는 것 쓰거든요 같애요.”

(장인옥,52세, 학교수)

이러한 특성은 패션의 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문화자본이 높

은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에서는 차이를 보 지만 조형 요

소들의 체 조화를 시하는 특성을 공유하 다.문화자본이 높은 응

답자들은 패션취향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묘사할 때 ‘세련된’,‘고 스러

운’,‘조화가 맞는’이라는 표 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여기서 세련됨은

특히 체를 악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세부 부분들을 조화시키는 능

력을 가리킨다.다음의 응답자는 옷차림을 체 인 맥락에서 악하면

서 강약을 조 하는 것을 요시하고 있다.

“ 는 강약을 많이 보는거 같아요. 를 들어 옷이 화려하면 같은 메이크업도

화장을 좀 진하게 입술 진하게 하고 싶으면 아이라인을 안그리던가.”

(진성 ,43세, 학강사)

Crane은 패션 유행을 기계 으로 따르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취합하

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능력이 의 패션 소비에 있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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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질임을 지 하고 있다.171)본 연구에서도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

들은 세련됨과 고 스러움을 성취함에 있어,다양한 요소를 조합하는 과

정에서 상투 인 공식을 자연스럽게 반할 수 있는 능력을 요시하고

있었다.고 스러움과 세련됨의 기 이 단순히 고가의 유명 랜드 제품

의 소유나 이미 제시된 형 착장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각각의 조

형 요소들을 통제하면서 형 규범과 경계를 넘는 창의 인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이러한 미학 인 능력은 으로 통

용되는 방식을 수동 으로 따르지 않는 자신감과 주체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Featherstone와 Skeggs등이 후기근 사회의 특성

으로 규정한 일상 생활에서의 미학 실험과 개성 자아의 확립에 한

욕구의 확 가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근데 그 언니 스타일을 보면은 뭐 옷을 좋은 옷만 입는다거나 명품만 한다거

나 그런거는 아닌데 믹스매치를 잘하는거 같아요.색깔도 색깔이지만 아이템들

도 되게 믹스를 잘하는거 같아요.”

(이주 ,31세, 업주부)

“그게 자기 패션에 한 자신감이 있고 자기 리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 남

자들 같은 경우에도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 입 주는 옷들이 아니

라 자기가 좋아서 옷을 선택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 유희열 걔 잘 입

지 않니?자기의 색깔이 있고 자기 감각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좋아보이더라

구 가 입 주는 것처럼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고희주,43세,디자이 )

패션 련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자신의 취향을 묘사할 때 타인

과의 계,집단에의 소속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무난한’‘튀지 않는’이

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모던’,‘시크’,‘트래디셔 ’,‘독특

한’,‘담한’‘ 치 시크’등의 분명한 이미지를 달하는 어휘들을 사

171)DianaCrane,서미석 역,op.cit.,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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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향이 있었다.Savage외가 문화자본과 정체성의 정의와 표

능력 간의 상 계를 지 했듯이,172)문화자본은 타인과의 차이를 구분

하고 자신만의 미학 성향을 명확히 정의하고 표 하는 능력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자신이 용하는 미학 원리를 명확하게

인지,정의,묘사하 지만,타인의 패션 스타일에 해 평가할 때는 조심

스러운 태도를 보 고 타인의 패션취향의 미학 차원에 한 가치 단

을 외부 으로 표 하는 것에 해 신 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타인

의 취향에 한 편 한,완고한,고지식한 태도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고

자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옷은 그냥 자기 진짜 말 그 로 자기 취향이자 자기 선택인거 같아.옷에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하는거고 나는 아니다하면 아닌거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하고 그건 각자의 개성이라고 생각해....를 들면 아까 스키니 를 들

었는데 되게 하체가 안 쁜 앤데 스키니 유행하니까 입고 다닌다 보기 안좋다

하지만 가서 충고하고 싶지는 않아.자기가 그냥 유행이고 입고 싶어서 입은거

고 아니면 걔가 경제 으로 이 바지 밖에 입을 상황이 안되서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이건 난 아닌거 같아.”

(송 재,37세, 학강사)

“말도 안되게 옷 입는거죠.그냥 딱 말하면 스럽다는 건데 굉장히 본인은 멋

을 부려요.풀세 을 하는데 딱 보면 무 별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감각

이 없는거 같아요.그 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취향과 연결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잖아요.이건 무 주관적인 

시각이어서....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거 같아요.제가 그 사람 봤을 땐 되게

스러운데 딴 사람이 봤을 땐 어 괜찮다 할 수 있잖아요.그치만 제 생각에는 감

각이 있고 그런 걸 안다는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제 생각에는”

(이주 ,31세, 업주부)

이는 후기근 사회에서 문화자본의 개념 자체가 개방 ,유동 ,상호

172)MikeSavage,GaynorBagnall,& BrianLonghurst,op.cit.,p.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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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인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형 취향에 한 고수보다는 다양한

취향에 한 개방성과 용성이 오히려 높은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는

사회 추세를 반 한다.173)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타인의 취향에 해서는 용 태도를

보이지만 의도와 컨셉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옷차림에 해서는 비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다.그들은 의도하는 이미지와 컨셉을 명확히

인식,통제, 달할 수 있는 능력을 특히 요시하 다.즉,미학 성향

에 한 가치 단은 피하고 있지만 미학 성향을 달하는 능력의 결

핍에 해서는 비 시각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었다.

“작가들 구라고 말은 안하는데 보면 바깥에 나갈 때 월남치마처럼 긴치마를

입고 다녀요.분명 살이 고 불편하고 치마 입다가 바지 입으면 엄청 불편하잖

아요 그러니까 치마에다가 그 세타같은 종류로 해서 그냥 이 게 입고 다니더

라구요.나는 게는 못입고 다니겠다 시 때나 뭐 아무 때나....그래도

아무리 신경 안 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게....약간 컨 리풍 이 게 뭘

맞추면....아니면 어떤 친구는 자기가 바지도 만들어요.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입

어.칼라도 톡톡 튀기도 하고 나름 뻐요.자기가 만든 바느질한게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그게 이상해보이지 않는 이유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도 이 게 조화

가 있으니까 자기 컨셉하고 맞으니까 좋아보이는데 컨셉이 없이 치마는 월남치

마 같은 거 에는 가죽 자켓에다가 하여튼 뭔가 무 성의없게 막 입는 듯

한?”

(김 숙,41세,화가)

“성의없이 보이는 느낌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옷 잘입는거 같애.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런 의도로 옷을 입었구나를 느끼게 하는 경우 노홍철 같은 경우는 이상하잖아

노홍철의 의도는 알거든 그 기 때문에 노홍철 따라하고 싶지는 않지만 쟤가

나름 게 입었구나 그게 아니고 그리고 늘 변명처럼 아 마가 그런 걸 어떻

게 입어 이런 사람 그런게 잘 못입는 거 같아.”

(박수빈,43세, 업주부)

173)AlanWard,DavidRight,& ModestoGayo-Cal,op.cit.,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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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화자본의 높은 응답자들이 개성의 확립과 표 을 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패션 디자인 강사인 다음의 응답자는 명품 트 드를 맹

목 으로 따르는 추세를 비 으로 보고 유행을 악하고 자신에게 맞

는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요시하 다.

“ 무 보여주는 거에 치 한 나머지 명품족이 되는거 그게 자기의 경쟁력이라

고 생각하는거 외모가 요시되면서 그게 성향이 더 커지는거 같애요.그게 좀

안타깝고 는 트 디한건 좋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 내에서

한번 순화를 해서 정리가 돼서 다시 나오는거 그런 개념으로 스타일링을 하거

나 패션 소비를 하면 훨씬 더 명한 소비라고 생각해요.한 로 이 친구는 취

향이 캐주얼인거 요.이 친구는 무 편한 걸 좋아해 그러면 캐주얼을 기 으

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옷을 재구성을 하는거죠.”

(진성 ,43세, 학강사)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주 이며 개성 인 미학 원리를 요

시하지만 이것이 경제 효용의 측면의 간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문화자

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패션의 실천에 필요한 자원을 하게 리,배

분하여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요시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자본을 효율 으로 사용하여 한 옷차림을 구성할 수 있

는 기술을 요한 문화자본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일부 응답자들은 이

를 상징 구별짓기의 기 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아래의 응답자는 자신

이 거주하는 수도권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강남에 사는 지인들의 식

별 능력과 합리 소비 능력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 사람들은 자식들 아 트도 다 사두었고 재테크를 잘해서 돈도 많고 외제차

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그 사람들은 백화 에서 세일이 아닌 때에 귤러

라이스를 주고 옷을 사요.골 웨어를 많이 입는데 아주 고 도 아니고 아주

가도 아닌 가 랜드를 사지만 별 생각없이 많이 사기 때문에 액 자체가 크

죠.근데 강남에 사는 제 친구들은 골 웨어를 살 때도 보그 같은 비싼 제품을

사도,은마 상가에서 만원짜리 싸구려 제품을 구입해서 같이 입더라구요.”

(허미숙,56세, 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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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화자본을 소유한 응답자 부분이 가격 비 가치,효율성,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직 사용하거나 간 인 표 을 사용하여 합리

소비의 요성을 강조하 다.그들이 소유한 지식과 식별능력은 의류 제

품의 합리성,효율성을 단하게 하는 자원이 되며,이러한 특성은 의류

구매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이러한 경향은 30-40 의 응답자들에게

두드러졌다.

“내가 만일에 몇십만원짜리 니트를 하나 샀어.샀는데 그 가격대비를 얻지를 못

하면 화가나.이거는 싸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를 들어 오만원짜리 옷을 샀어

오만원이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오만원어치를 하면 괜찮아 오

만원어치를 못하잖아 그러면은 좀 짜증나.”

(송 재,37세, 학강사)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이 가격 비 가치를 평가하는 기 은 개인마

다 다르게 나타났다.명품을 사는 것은 가격 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있는 반면,명품은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가격

비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명품의 소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응답자도 있었

다.

“(명품가방이)굉장히 맘에 들어요 근데 잡으면 천만원이 넘으니까 근데 이 잖

아요 서티원 아이스크림이 맛있긴 하지만 오 로 더 맛있는데 가격은 두배 이

게 되잖아요 그런거 같아요.모든게 고가로 올라갈수록 리티가 조 나아지

는데 가격이 두 개 세배 뛰잖아요.가방은 제가 그 게 구나 다 드는 이런 가

방은 잘 안 드는거 같아요.”

(장인옥,52세, 학교수)

“틀린건 소재라든지 그런 디테일한거 바느질이라던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 같구요.확실히 차이는 있는거 같구요.들었을 때 제 자신도 느낌이 더 좋은

거 같기는 해요.그리고 약간 사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막 살 수 있는게 아니

잖아요.어렵게 마음먹고 돈도 모아서 사야되는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그 게

어렵게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좋은거 같아요.디자인면에서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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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틀린거 같고”

(조성연,33세,공연기획 문가)

문화자본은 고가와 가 제품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

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가와 가의 의류 제품을 동시에 구

입하는 응답자 패션 련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의 비 이 70%를

넘었다.

“내가 아주 비싼 걸 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볼 수 있

는 눈은 있으니까 기본 으로 소재가 기본은 된달지 내가 생각하는 기본 벨

정도가 된다면 그 랜드 품질정도는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달지 를 들면

근데 그것도 아주 비싼것도 아니야.유니클로도 거기 그 품질이 좋으면 그것도

기 에 들어가는거고 버버리도 같은거야.유니클로나 버버리나 물론 이제 그

랜드의 인지도의 차이는 있지만 품질이 그냥 그 가격 허락하면 난 이스

할 수 있는 상이 유니클로에서 버버리까지 될 수 있는거지.”

(송 재,37세, 학강사)

특히 문화자본이 높고 연령이 낮은 응답자들에게 백화 에서 가의류

시장을 넘나드는 유연한 소비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50-60

이상의 응답자 백화 을 주로 이용하는 비 이 높은 경향과 비된

다.

상층여성의 의류 소비의 특징은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백

화 할인 기간이나,명품 아울렛,면세 을 주로 이용하는 이다.이는

상층이 명품 의류의 주요 소비층이기는 하지만 상류층과는 달리 경제

제약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명품을 할인을 통해 주

로 구입한다는 주장174)을 실증 으로 확인하는 결과이다.명품 등의 고

제품을 소비하기는 하지만 실용 이고 합리 인 선택을 하기 해 노

력하는 이 상층의 특징인 것이다.다음의 응답자는 인터넷 보세의류

를 자주 구입하지만 해외에서는 가 SPA 랜드를 이용하고 명품은 면

174)이은 ,op.cit.,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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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에서 구입하는 등 다양한 소비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옷을)사더라도 인터넷으로 많이 삽니다....보세옷인거 같은데요 아니면 자체제

작하는 랜드들도 있드라구요.근데 스타일은 외국 랜드라도 아주 비싼 랜

드는 안보니까 그냥 갭이라든지 보면 꾸 하게 옷이 이 게 스타일이 많이 변

해서 나오는거 같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랜드쪽 옷이 맞는거 같드라구요 맘

에 드는 옷들도 있고.....(명품 랜드 의류에) 심은 있죠.손쉽게 구매를 할 수

가 없으니까 그냥 맘 먹고 일년에 한 벌 정도 그 게 구입을 하는 편이 요.정

가에 구입은 안하구요....면세 에서 큰 맘 먹고 사는 것들이 있고 외국나가서는

비싼 거는 안사고 그냥 기본 티셔츠라든지 간단한 바지나 구두....그 게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박진희,43세,연구원)

본 의 논의를 통해 개인이 소유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은 유기 으

로 결합되면서 패션취향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특정 분

야에 심을 가지려면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요할 것이다.그러나 그

러한 심이 실제 인 선택과 지속 인 참여로 이어지기 해서는 경제

자본의 소유가 필요하다.제도 교육,사 인 교습,해외 거주,해외 여

행 등에 한 근의 기회는 사회 으로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패션은 음악,미술 등 다른 소비 분야와 달리 지속 인 구매가

필요하다는 에서,패션취향 형성에 작용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한 계를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상층여성이 소유한 문화자본은 패션취향의 인식과 실천에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후기근 사회의 특성과 하게 련되고

있었다.문화자본의 소유가 특정한 패션 이미지나 스타일에 한 선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은 엘리트와 하 계 을 구분하는 취향의 기 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Bourdieu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유행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취향의 범주가 다양화된 후기근 의 상황에

서는 명시 , 형 형태의 미학 규범을 수하는 것의 요성이 약

화된 것이다.그보다는 변화에 응해가면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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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계를 넘으면서 이질 요소들을 융합하는 성찰 능력이 문화자본

의 표지로서 요해진 것이다. 형 규범과 범주들을 융합하는 성찰

능력은 타인과 차별화된 개성 취향의 구축과 표 과도 결부되고 있다.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이 문화자본이 낮은 응답자들보다 패션취향의

형성과 표 에 있어 일반 인 규범을 수동 으로 따르지 않는 주체 이

며 능동 인 태도를 시한다는 은 이를 뒷받침한다.후기근 사회에

서 일상 생활의 미학화 경향은 확 되지만, 형 규범의 실천보다는

미학 실험과 개성 자아의 구축에 보다 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다.

문화자본은 한 패션 소비에 있어 합리성의 추구와 유연한 선택 행

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과거에 비해 변화가 일상화되고 범주들 간

의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에서 하고 합리 인 단과 선택을 하는 능

력이 상 으로 요해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기근 사회에서 패션취향은 미학 차원을 넘어 자원의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차원을 포 하는 복합 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Skeggs의 사물만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실

천의 방식도 교환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주장은 후기근 사회의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도 용되고 있었다.175)

독창 이고 유연한 선택과 조합에 한 추구는 문화자본이 높은 상

층여성의 특성이라는 은 문화자본과 성찰 능력의 연 성을 보여

다.이는 성찰성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

층이 소유하는 자본에 의해 체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후기근 사회에서 성찰성은 사회구조 조건과 하게 련되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175)BeverleySkeggs,op.cit.,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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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패션취향과 사회․문화 조건

본 은 개인의 성찰성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근 사회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패션취향과 사회,문화 조건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패션취향과 련이 있다고 악되는 조건들인 사회 규범,라이 스타

일,몸에 한 문화 기 과 패션취향의 계를 검토하여 변화와 유동

성이 증가된 후기근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 선택의 가능성이 증가하

는지를 실증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사회 규범과 패션취향의 계

통 사회에서 근 사회로의 환이 속히 이루어진 한국에서 여

성들이 소유하게 되는 사회 계와 이에 따르는 규범의 계는 매우

역동 으로 변화하 고 이러한 역사 특수성은 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산업화 이 시기에는 통

규범이 여성의 역할과 행 에 강력한 향력을 행사했으며,여성들의

생활과 패션에 있어 많은 제약을 부과하 다.

산업화와 더불어 교육,취업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이 확 됨에 따라

여성들이 공 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 자아의 구

성과 표 으로서의 의복의 역할이 과거보다 보다 요해졌다.동시에 소

비 자본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개인 취향의 표 과 실천의 요성 역시

증가하 다.패션은 사회 자아와 독립 자아의 구축이라는 한국

여성의 이 인 요구의 실 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집단과 개인의 행 의 강력한 거가 되었던 통 질서가 약화되면

서 개인의 일상에 부과되는 규범들의 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반 인

사회 ,도덕 규범의 완화가 패션에서도 반 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

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결혼식,장례식 등 공 인 상황에서의 옷

차림의 변화는 사회 규범의 변화를 반 한다.연령 가 높은 응답자들

은 1970-80년 의 결혼식 참여 복장에는 재킷,치마로 구성된 정장 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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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구두 등 형 조합이 지배 이었다고 말하 다.그들은 재의

에서 과거 결혼식 옷차림을 딱딱하고 경직되었다고 묘사하 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재의 결혼식 복장으로 바지의 착용도 매우 일반

이며, 형 인 정장이 아닌 세미 캐주얼 스타일의 옷도 허용되는 분

기라고 느끼고 있었다.장례식 복장의 허용 범 도 넓어져 어두운 색

상의 세미 캐주얼 스타일의 바지 정장의 착용도 일반 으로 용인되고 있

다고 하 다.

“결혼식 복장이 보다는 편안해졌어요. 에는 에는 자켓을 입어야 되는

데 요즘에는 를 들어 스커트에 에만 블라우스라든지....옛날에는 스타킹 신

고 스커트 딱 입고 에 자켓 입고....요즘은 안 그래요.”

(이숙희,56세, 업주부)

“옛날에는 상가집 갈 때 바지 입는 거가 이게 굉장히 실례로 결례로 돼있었는

데 그게 어느날 부턴가 그냥....요즘은 옛날에 상가집 가면 꼭 까만 거 입었잖아

요.그런데 요즘은 지 은 튀지않는 색이면 괜찮은 걸로 그 게 된 것 같아요.”

(배은수,60세, 업주부)

그러나 패션에 한 규범 완화가 옷차림에 한 암묵 기 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패션의 역

할을 자신을 표 하는 도구라고 정의하 다.여기서 자신(self)은 남과

구별되는 자신이지만 사회 집단의 소속원으로서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

이기도 하다.

모든 응답자들에게 사회 규범은 패션취향의 형성과 실천에 향을

미치는 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문화자본이 높고 패션에서 개

성과 주체성을 시하는 응답자들에게도 사회 규범은 옷차림의 구성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한 기 이 되고 있었다.패션의 내재 특성으

로 악되고 있는 동조와 차별화의 욕구 간의 긴장 계는 후기근 사회

에도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본 연구에서도 패션에 있어서의

동조성에 한 선행 연구들에서 지 된 바와 같이 동조성의 정도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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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따라서 응답자들이 패션에

용되는 사회 규범에 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과감한 디자인을 입을 기회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를 들면 남편

하고 모임같은거 이런거 갈 때면 조 과감하고 튀는걸 입죠.그 담에 학교에

강의 할 때는 잖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타 도 좀 보구요.강의

할 때는 완 정장은 좀 아니고 색깔로 좀 튀든지 한가지로 튀는거죠 여러 가

지 에서 그런 식으로 타 보는거 같아요.색깔로 어떤 날은 가면 어떤 날은

디자인으로 소재로 따로 따로 그 모든걸 지키면 사실 무 정신없잖아요?”

(장인옥,52세,교수)

“ 는 좀 캐주얼하게 정장 세미 캐주얼같은 거 많이 입어요 일단 자켓같은 거

를 들어 강의하거나 비즈니스로 굴 만날 때 항상 정장을 입어요.코트도 항

상 테일러칼라 정장을 입고 그 외에 지인들 만날 때는 그냥 편하게 그 때의 트

드에 맞게 입어요.스키니진이 유행이다 하면 하의를 스키니로 입고 겉에는

풍성하게 입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를 만날 때 행사나 비즈니스나 강의 가

거나 이럴 때는 포멀 정장을 입죠. 부분 강의할 때나 비즈니스 할 때는 바지

정장을 입고 그 담에 무슨 행사 이벤트나 이런 거 받을 때는 스커트 정장”

(진성 ,43세, 학강사)

Wouters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사회 계의 비공식화

(informalization)가 매 의 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견고하고 분명한 에티켓 규칙이 없어진 상황에서 행 에 있어서 더욱 신

한 계산과 자기 통제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176)이러한 상은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에도 반 되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에게는 옷차림의

선택은 특정한 상황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 매우 신 한 선택의 문제

가 되고 있었다.

“결혼식을 할 때 그 가정이 드러나잖아요.결혼식 하객도 많고 하객들 에 신

사가 많고 숙녀가 많고 그러면 집은 그런 사람들이 많네 괜찮게 살았네 사

176)AlanWarde,2008,op.cit.,p.3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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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건 그 게 아무 게나 안살았나보네 이런 평가의 기 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 되면 안되지 내가 챙겨서 가줘야 의가 아닐까?이것 때문에

많이 챙기는거 같애요. 상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집 상났는데

아무 게나 하고 얼룩덜룩하게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지 그런 것이

상대편에 대한 배려라고 그럴까?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애요.”

(정 경,62세,교사)

과거보다 형 규범이 약화된 상황에서 사회 규범과 패션의 계

는 명확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과거보다 다양화된 상황

과 맥락의 세 한 차이를 악하고 개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더

욱 요해진다.Bennett외의 연구는 높은 문화자본을 소유한 집단이 상

황의 차이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섬세한 차이를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성

향을 가진다고 분석하 다.177)차이의 식별 능력은 한국 상층여성에게

도 좋은 패션취향을 구성하는 요한 문화자본으로 간주되고 있었다.다

음의 응답자가 추구하는 재 소에 맞는 옷차림은 착용자의 유연하고

한 상황 처 능력을 표 하고 사회 지 와 자본을 상징하는 도구

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지 은 그냥 내 편한 로 그냥 입었기 때문에 상 가 볼 때는 안 맞았어

요.그런 상황이나 치나 이런 거에 정말 안 맞게 입었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 

시간 이런 거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싶어요.비싼걸 입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가격은 있어지겠지만 가격으로 그 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

졌을 때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뭐를 할 때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옷을 입는 

사람이어서 일하는 것처럼 옷 입고 이러는 것도 이제 그 정도 방향을 자기 스

스로 잡아서 자기가 제어를 한다고 보여지면 좋겠는 거에요.지 은 oo한테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이것 좀 버려.옷 좀 잘 입어.매치 안되거든 이런 얘기 많

이 듣는데 감각처럼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아까처럼 세트로 사서 입겠지

만 그 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이제는 겉으로 봤을 때 제가 일하고 돈 버는

것처럼 옷도 당한 선에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하은재,47세, 소기업운 )

177)TonyBennettetal.,op.cit.,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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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패션취향의 단에 있어서도 사회 규범의 수 여부는 매우

요한 평가 기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부분의 응답자들은 나이,체

형,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에 해 비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다

양한 사회 상황들의 성격을 악하고 하게 응하는 능력은 취향

단의 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Erickson이 문화 다양성(cultural

variety)과 함께 의 문화 자원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로 정의한

함의 규칙(therulesofrelevance)을 이해하는 능력178)은 한국 상

층여성에게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는 상황의 차이

를 식별하고,그에 따라 유연하게 옷차림을 바꿔주는 능력을 좋은 취향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옷이 상황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잘 바꿔입는게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고 생

각해요.왜냐면 를 들어 무 편한 자린데 불편한 정장입고 그러는건 상황과

때에 안맞는거잖아요.그건 되게 요한거 같아요. 를 들어 아까 제가 말한

시 이도 요한 장소나 요한 외출이다 그럴 때는 정말 옷을 무 멋들어지

게 입는데 집에 올 때는 한없이 편한 깅스나 트 이닝복 이런걸 입고 오거든

요 그런 것도 무 잘 어울려요. 를 들어 콘서트를 가면 정말 더 자켓 볼드

한 팔 목걸이하고 그런거 보면 바 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주 ,31세, 업주부)

사회 계의 비공식화 경향과 형 규범의 약화라는 변화에도 불

구하고,암묵 으로 존재하는 사회 ,문화 규범은 개인의 행 의 기

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게 하며,개인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Clarke와 Miller가 지 한 일상에서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의 패션을 한 미학 실천에서 발생하는 불안감(anxiety)179)은 여성

들의 옷차림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수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치한 한국이라는 문화 환경이 취향의

자유로운 표 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상당수의 응답자가

178)BonnieH.Erickson,op.cit.,p.219.

179)AlisonClarke,DanielMiller,op.cit.,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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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패션취향을 ‘튀지 않는’,‘무난한’이라고 묘사했다는 사실은 소속

집단에서 공유되는 암묵 규범이 개인의 패션취향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한국 여성들의 옷차림이 외국

여성들에 비하여 동질 이며 타인의 시선에 많이 얽매여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이들은 외국에서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옷을

입었지만,한국에 돌아와서는 외부에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보다 신

경을 쓰게 되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개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지배 인 규범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외국에서 루이비통 짝퉁 슬리퍼를 루이비통인지도 모르고 닳을 때까지 끌고

다녔어요....한국와서는 주말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좋

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루이비통 백을 들고 가게 되더라구요.남편 회사에 모임

이 있었는데 혼자만 백이 다르더라 하면서 남편이 사주는거 요.”

(윤민아,41세, 업주부)

다음의 60 응답자가 만들어내는 해외에서와 한국에서의 옷차림의 극

명한 차이도 개인의 패션에 반 되는 사회,문화 규범의 상 성과 특

수성을 말해주며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이 지배 인 규범으로부터의 느끼

는 심리 ,행 인 제약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밖에 나가면요 티도 이 게 진 것도 입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 게 입으니

까 아무 지도 안해요.그런데 나가면 도 진 것도 입고 짧은 바지도 입고

그 게 다니다가 일단 국내 딱 들어오면 안하거든요.가면은 그런데 가서 입는

거는 아주 부끄럽지가 않아요.내가 막 어색해보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국내에서

는 어쩐지 어색해요.제가 좀 누가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싶을까 하고 좀 그

런게 많이 의식이 되더라구요.”

(주경숙,60세, 업주부)

이는 한 사회 으로 부과되는 암묵 기 에 한 동조 성향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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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특성을 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동조

와 차별화 욕구의 상존은 응답자들의 패션의 실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

다.응답자들은 사회 규범과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개성 간의

상을 통해 옷차림을 구성하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들은 평소에는 같은

연령 의 여성보다 과감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지만 공 인 자리에서

는 타인의 기 와 시선에 맞추는 옷차림을 선택하고 있었다. 한 화가

인 다른 응답자는 특정한 상황과 자신의 개성을 조화시키면서 자신의 공

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결혼식을 가게 되면 거의 정장 백 로 정장을 입지.그리고 그때는 되게 좀 기

본형에 가깝게 입어 얌 하게....내 스타일이 나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남편, 

아이, 우리 엄마의 얼굴을 누구를 내가 보여줄 수 있잖아.그럴 때는 성격상 좀

소심하지.”

(박수빈,43세, 업주부)

“이사님 사모님은 왜 래?뭐 그런 얘기 듣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나가면 그

런 얘기 안들을 거 같아서.근데 친구들 만나면 특이하게 이만한 핀도 꽂고 가

고 하는데 그런 데는 남편 얼굴에 그럴까봐 얌전하게.”

(한혜진,44세, 업주부)

“ 시할 때는 거의 심 하게 입죠....무 겉으로 화려한건 싫고 그림하고 맞춰야

되니까 화려한 거는 빼고 심 하기는 한데 약간 그래도 무 개성 없이 보이

는....작가 아닌 개성없는 작가처럼 보이는 것도 좀 안 좋은 거 같고 해서 보통

무채색으로 입는데 신발만 쁜거 신거나 신발 가방 아니면 옷은 심 한데 걔

네들이 약간 리티가 좀 있는거 그 신 남의 시 갈 때는 쁜 옷 입고 싶

으면 입고 그러죠.”

(김 숙,41세,화가)

다음의 50 응답자는 타인과 차별화되는 개성을 미세한 차이를 통해

표 하고 있었다.모임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로 잖고 튀지 않는 디

자인과 색상의 옷을 선택하지만 보석의 착용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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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60 응답자들 에는 스카 ,보석,악세사리 등의 부분 인 요

소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옷 입을 때 칼라 요하게 생각하고 스카 맞추고 보석 맞추고 가방 맞추고

다 맞춰요.칼라는 무채색으로 하고 튀지 않게 하려고 해요....나는 포인트는 보

석으로 주는 것 같아요. 로치 아니면 반지 보석 아니면 가방 신발로 포인트

줘요.”

(임은희,56세,사무직)

여행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향을 자유롭게 표 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개인이 가지는 사회 계와 일상으로부터의 탈피,자

유,휴식이라는 성격이 강한 여행은 패션에서의 제약을 약화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었다.특히 해외여행은 익명성을 강화시키며 억제해왔던 개성

표 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었다.

“ 는 좀 그런거 표 하는데 있어서 어렸을 때도 많이 소극 이었던거 같아요

크게 유행에 심이 있는 게 아닌 편이기도 했었지만 학교 다닐 때 특히 직장

생활하기 까지는 그냥 그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고 그 게 그 게 입었었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 고삼짜리 이번에 학교 들어간 조카만 도 굉장히 자유롭게

체형이나 이런 거에 상 없이 입는 모습들이 쁘고 나도 그 게 한번 입어봤

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때가 많죠....( 은 사람들처럼 입으면)욕먹어요.정

말 그 게 입거나 굉장히 짧은 청바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여행가서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옷들은 주로 여행가서 입고 자유롭게 즐기는 편이죠.”

(이유진,39세, 업주부)

사회 규범의 유동성과 비공식 성격이 증가하면서 사회 규범이

작용하는 구체 양상은 과거와는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사회에서

패션에서의 사회 규범의 향력은 형 이고 명시 인 규범의 부과로

나타나기보다는 다양하고 유동 인 상황에 한 유연한 처 능력을 표

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상황과 맥락에 한 식별력과 한 처 능력은 개인이 소유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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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자

신을 통제하고 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한국 상층여성에게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패션 상품의 범 가 확 되고 개인의 역할 체

계가 과거보다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사회 규범에 응하는 방식은 과

거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사회 상황에 한 단과 자기 통

제의 참조 기 이 과거보다 개인의 선택의 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션취향을 구축하는 행 를 단순히 개인의 자율

인 선택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 를 제한하는 특

정 사회의 사회 ,문화 맥락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한국 상층여성

은 자신들의 패션취향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게 하는 사회 규범의 힘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그러나 동시에 개성의 자유로운 표출이라는 욕구

를 소유하고 있었다.이 두 가지 요구를 충시키는 것은 한국 상층여

성들이 옷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데 있어 요한 고려의 상이 되고 있

었다. 충의 방식은 모든 응답자들에게 일률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며 옷차림의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표 하거나 상황의 차이에 따라 옷

차림에 변화를 크게 주는 등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식에는 개인

마다 차이가 있었다.패션취향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 의 자율성이 확

되었지만,개인은 자신이 치하는 사회 ,문화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후기근 사회의 미묘하고 복잡한 맥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라이 스타일과 패션취향의 계

라이 스타일은 소비자의 의식,활동,태도 등을 포함하는 생활의 틀을

의미한다.개인의 라이 스타일은 “개인이 일과를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보내는가에 한 총체 묘사”로,“생활의 질과 양을 포함

하는 다차원 개념”이다.180)개인의 삶의 조건의 변화는 취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따라서 한 개인이 패션취향은 고정 인 것이 아니라 지

180)이은 ,op.cit.,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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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변화하게 된다.

라이 스타일과 패션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라이 스타일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라이 스타일의 차이에 따른 패션취향의 차이를 고찰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를 들어,김미 은 라이 스타일을 ‘성취추구

형’,‘여가활동형’,‘물질추구형’,‘보수 약형’,‘소극침체형’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이 선호하는 복종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 다. 한 신분상징성,

유행성,실용성 등 추구하는 이 에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 다.181)

본 연구는 제한된 범 의 표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의식,활동,

태도 등을 통해 라이 스타일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었다. 신,사회 네트워크,직업,생애 주기(life-cycle), 의 확산이

라는 라이 스타일에 향을 주는 요인들과 패션취향과의 계를 검토하

는데 을 두고자 한다.

Miller는 사회에서 소비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다양한 개성들,사

회 역할,공동체의 생성이라는 상과 하게 연결된다고 주장하

다.182)본 연구는 패션 소비에서도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분화라는

사회의 상이 반 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한다.다양한 사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옷차림에 있어서 다양성과 가변성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다음의 응답자는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옷차림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교회에서도 주일날 갈 때는 정장입고 내가 올라가서 사회 보거나 기도해야 될

때는 정장입고 그게 없으면 안되잖아요.그니까 그 옷도 필요하고 뭐 평

일날 사하러 갈 때 옷도 틀리고 요즘같은 경우는 운동 가야되잖아요.등산도

가고 골 도 가고..그니까 그 옷이 틀려요.옷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사시사철 두께가 틀리니까 안살수도 없고 그래서 구입하게 되요....동네 엄마

때는 동네 모임일 때는 날마다 보기 때문에 나를 잘 아니까 서로 편안한 옷을

181)김미 ,생활양식 유형과 의복평가기 에 한 연구,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p.97.

182)DanielMiller,“ConsumptionStudiesinAnthropology”,DanielMiller(eds.),

Acknowledging consumption,A Review ofNew Studies,London& New

York:Routledge,1996,pp.28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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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가지만 교회 모임이라든가 내가 배우러 다니는 모임일 때는 그날 맞는

모임에 따라 틀리게....그날 만약 요리 배우러간다 요리 모임이다 그러면 그 사

람들 성향에 좀 맞춰서 입어요.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그래서 뭐

막 편안하게 아무 게나 갈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신경쓰고 가게 되죠.교회는

교회 로 무 막 환하거나 그런 거는 잘 못입죠 그래서 활동하는 거에 따

라 옷이 좀 틀려져요.”

(임진숙,56세, 업주부)

상담 공의 학교수이며,개인 상담소를 운 하며,스포츠 스 동아

리에 소속되어 있는 다음의 응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사회

역할에 따라 패션 스타일을 가변 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상담소 올 때는 청바지 많이 입고 원래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학교를 가니

까 이 게 가기는 좀 그런데 청바지 덮어주는 거를 가끔씩은 입어요.입는데 주

로 그래도 기지바지에 치마 세미정장쪽으로 강의할 때는 그러고 상담소 올 때

는 편하게....그러니까 옷장이 터질라 그러는거예요. 너무 여러 개의 생활을 하니

까....그 모임(스포츠 스 동아리)갈 때는 그걸 다 발휘하고 가는거 요. 티도

가끔 하거든요.다 드 스 요. 티장에 갈 때 까지도 호텔 티같은데 진짜 화

려하게 입고가요.그럴 때는 일년에 몇 번 그 게 입어도 되고 티는 정식 티

거든요.드 스 코드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가 막 입고 싶은 로 다

입고가는 거 요.어떻게 보면 그런데서 하고 요럴 때 오면 좀 두르고 다니고.”

(장인옥,52세,교수)

직업의 유무와 종류에 따른 패션취향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화

가,디자이 등 개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

업을 가진 여성들에게 직업의 종류와 회사의 분 기는 옷차림의 구성에

향을 주는 요인이었다.이들은 업주부에 비해 체 일과에서 정장을

입는 시간의 비 이 높았으며,공 인 역과 사 인 역에 따라 옷차

림에 구분을 두고 있었다.

특히 인 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옷차림에 있어서 리된 이

미지를 달하는 것을 요시하 다.외모는 사회 생활에서의 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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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며,개인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하는 여성들한테 외모는 아주 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면 고객들 만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외모가 많이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이쁘고 안 쁘고의 문제가 아니구요.그 사람이 긴장감을 갖고 그

담에 뭐 여하튼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옷을 갖춰입는 것이 요하다

고 생각해요. 는 회사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고객과 만나는 일이 많아요.고

객 제안도 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는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서도 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거 같아요.”

(최승은,36세, 기업 리직)

그러나 한정된 범 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외모에 한 심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종합병원에 근무하다

가 재는 제약회사에서 연구 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인 다음의 응답자에

게 업무 환경의 변화는 옷차림의 변화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

“동료들이 다들 애 키우고 그러다보니까 바빠가지고 여선생님들이 다 그런 사

람들이라서 다들 패션에 별로 심이 없어요....병원 다닐 때는 조 옷도 많이

사러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시간도 나고 에 지가 있어서....요새 무 정말

심이 없어서 그 담에 별로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여기 회사 사람들도 그 고”

(이수진,37세,의사)

그러나 직업의 유무가 한 개인의 패션취향을 다양화시키는 필수 조

건은 아니며 개인의 가지는 사회 네트워크와 역할의 종류에 따라 패션

취향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활동

의 범 가 좁은 응답자들은 옷차림에 있어서 변화의 폭이 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의 응답자는 간호사로서 직장에서는 유니폼을 착용하며,업무 이

외의 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가사에 할애하고 있었다.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생활의 범 가 더욱 축소되면서 패션에 한 심이 감소하고 옷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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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과거보다 단순해졌다.50 의 교사인 다른 응답자는 친 한 사람들

과의 모임을 제외하고는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거의 없으며,이는

옷차림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옷을 입는게 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옷을 어떻게 잘 입느냐가 이미지

를 결정을 하니까 무 막 입고 다니려고 하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별로 활동하

는 공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공간은 거의 에 한 이미지가 정해져 있잖

아요.그래서 신경을 안쓰는것 같고 에는 결혼하기 에는 약간 내

가 보여주는게 아직은 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신경을 썼던거 같은데요

그때도 그 게 막 옷 입는거 신경쓰느라고 다른걸 못한다 이런건....제가 생각하

는 우선순 를 따지자면 옷 입는게 우선순 로 들어가는게 아닌데 지 도 남들

이 뭐라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은 다른거 하고 내 일

도 있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애를 야하니까”

(오지 ,34세,간호사)

“결혼식 그런거 빼고는 모임에 갈 때는 같지.성격이 안 편한 모임은 안 만들

지 그찮아?서로가 편해야지.여자들 에서 남편에 소속된 모임 그런 모임에

갈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드라구.”

(박성희,52세,교사)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 변화 역시 패션취향에 향

을 미치고 있었다.아래의 응답자는 결혼 에는 디자인이 독특하고 장

식이 많은 옷을 선호했으나 결혼 후에는 가사에 부담을 게 주는 실용

인 의상을 주로 선택하게 되는 격한 변화를 경험하 다.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육아와 가사라는 생활의 제약은 패션취향에 변화를 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는 약간 실용적인 걸 좋아하죠.근데 그것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나는 결

혼하기 에는 되게 소녀적인 취향이 있어가지고 커텐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커텐도 핑크 꽃무늬 우리 남편이 첨에 우리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무슨 공주의

방같다 이랬거든....정장을 입어도 약간 스카 가 달려서 막 돌고 그리고 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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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가 러 이 달리고 독특한 정장을 입었었거든요.그러니까 치마가 이 게 있

으면 마가 유행하면은 마라도 엑스자로 이 게 되고 여기가 이스가 막 있어

야 되고 치마가 약간 그런 독특한 스타일....근데 내가 안 빨 때에는 그게 좋았

어요.내가 빨래를 하지 않을 때는 좋았는데 우리 엄마가 죽을 맛이었겠지.근

데 딱 살림을 살면서 옷들도 그런 옷들은 내가 안빨고 엄마가 다 빨아주고 다

리를 해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걸 내가 직 빨

래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하니까 아들 둘 키우다보니까 그게 다 무의미해지

더라구.지 은 정말 실용 인거 실용 으로 돼가지고 정말 이 게 뭐든지 요샌

좀 비우자 뭘 버릴게 없나하고 돌아다니는 스타일”

(황희정,43세, 업주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은 여성들의 생애 단계에 따른 라이 스타일

과 패션 소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한국 사회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련 소비의 부담183)은 여성들의 패션 소비를 축시키는 요인이

다.자녀를 둔 30-40 응답자들의 부분은 가구 체의 소비 가장

비 이 높은 분야를 교육이라고 응답하 다.자녀에 한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는 삶의 단계에 치한 일부 응답자들은 가족 체를 한 것이

아닌 자신을 한 소비인 패션 소비에 한 심리 부담감을 느끼고 소

비를 이는 경향을 보 다.이는 상 으로 고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

제약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층의 상황을 반 한다.

“자녀있지 남편있지 내거있지 챙기다보면....아가씨 때는 내거 맘대로 샀지 그때는 나

도 내거 샀고 엄마도 해주고 아무 구애없이 살았어.애들 키우면서 생활이....난 거의

애들 키울 때는 가끔 옷을 사지만 그때는 백화 을 이용했지만 많이 사지는 않았어.

한철에 하나씩만....그러다보니 더 랜드 옷을 잘 안사게 돼 어쩌다 한번 요즘에

는 주로 뭐라 그러나 로스나오는 집 그런거 사러다니고 터미 지하같은 데서 사고”

(안 진,53세, 업주부)

183)김효섭,한국 공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학부모 등골 휜다,서울신문,2011.9.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14010006자료검색일 2012.6.9.

정환보,무서운 사교육비,20년 새 11배 늘었다,경향신문,2011.1.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42005595&code=940401,

자료검색일 2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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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연령 인 50-60 응답자들은

자신만을 한 소비,패션에 한 심과 투자를 확 시키는 경향을 보

다.다음의 50 응답자는 자녀들의 성장기에는 캐주얼 주의 옷을

입었으나 자녀들이 학에 입학한 후에는 과거보다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패션취향도 보다 다양해지는 변화를 경험하 다.자녀

의 교육에 한 부담을 벗게 되면서 개인을 한 소비가 늘어나고,여유

시간이 증가하는 년 여성들의 라이 스타일 특성을 반 하는 사례인

것이다.

“일상복으로 입었어요.거기에 비해서는 조 갖춰 입는 편이 요 요즘은 사십

보다 오십 로 넘어가면서 나이도 있고 이래가 무 캐주얼하게 티 바지 이

런 식으로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하드라구요.그래서 요새는 체로

갖춰입게되고 가을 자켓도 걸쳐입게 되고....주부라서 멀리는 안다니고 집에

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종교활동을 많이 나가는 시간이 많아서 두세

번 이상 나가야되니까 좀 나가다보니까 갖추게 되더라구요....비용도 늘었어요.

제 생각은 이때까지는 애들이 학갈 때까지는 교육비에다가 치 하고 우리 버

는 수입이 일정하잖아요.신랑이 회사원이라서 일정하니까 거기에 치 을 했었

는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되겠다. 요새 한 몇 년간 그 생각을

했어요.그래서 신발도 한두컬 갖고 신었는데 요새는 몇컬 사놓고 거기

에 맞는 색깔 맞춰가 옷을 입게 되더라구요.”

(김옥주,52세, 업주부)

운동,여행 등 활동의 확산과 다양화 역시 개인의 패션취향의 변

화를 야기하고 있었다.본 연구에서 운동,여행 등의 져는 모든 연령의

응답자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히 50-60 여성이 활동에 한 심과 참여가 크다

는 것을 실증 으로 밝히고 있다. 년층의 활동 참가 증가는 여유

시간과 경제 자원의 소유라는 맥락184)에서 악되고 있다.본 연구에

184)주목해야할 Blusumer7,삼성디자인넷,2008.8.8,

http://www.samsungdesign.net/Report/Report/content.asp?an/528conn_seq=004,

자료검색일 2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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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높은 경제자본을 보유한 상층여성의 생활에서 여가 활동의 비

이 높게 나타나며,50-60 응답자 상당수가 골 ,해외 여행 등의

경제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에서 여가 활동의 비 의 높은 50 와 60 사이에도 라이

스타일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패션취향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60 는 50 에 비해 사회 네크워크와 활동이 감소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운동, 의 비 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의 60 응답자는 퇴직 교사로 사회 활동이 감소하면서 패션 소비의

패턴이 크게 변하 다.

“한창 즐겨입을 때는 우리 딸들이 놀리는데 옷의 값을 따지지 않았어요.맘에

들면 그 디자인이 나한테 맘에 들고 내 체형에 맞다 싶으면....이제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고가의 옷은 잘 안사게 되요.그래서 사회적인 활동도 안하니까. 지

은 값도 좀 당하면서도 젤 좋은건 편안하고 모양도 세련된 거”

(윤 옥,63세, 업주부)

60 여성의 경우,정장 등의 구입이 감소하며 활동이 편한 캐주얼한

옷을 주로 구매하는 하는 경향이 있었다.아래의 60 응답자는 골

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며,이는 의류의 구매에도 향을 미치

고 있었다. 한 공 인 사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일상의 부분의 시

간 동안 캐주얼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옷차림의 구분이 약

화된 상태이다.

“난 요새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애.골 연습 한번씩 나가면은 나가면

요즘 나가는 이 재 어....요즘 옷 사입는게 다 그런거 같애 그냥 운동할 때 

입는 옷....그리고 요즘 옷이 옛날에는 거의 나가면 정장이었잖아.동네 댕기는

옷하고 좀 나가는 옷하고 틀리잖아 그 에는.지 은 거의 같다고 야 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 옷이 그 옷이고”

(조은숙,62세, 업주부)

라이 스타일과 사회 역할 체계의 변화는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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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과거보다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와 사

회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개인의 패션취향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

었다.그리고 결혼,가사부담,자녀교육 등 삶의 단계에 따른 여성의 역

할의 변화는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이러한 조건들은

개인의 패션취향의 형성과 변화와 한 계를 맺고 있었다.본 연구

는 한 한국 사회의 문화 ,사회 특수성은 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계는 패션취향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즉,패션취향은 개인이 치하는

구체 삶의 조건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3.몸에 한 문화 기 과 패션취향의 계

후기근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체성과 행동의 강력한 거

(reference)가 되었던 종교 권 나 통 가치가 약화되는 후기근 사

회에서는 자아 정체성의 토 로서의 몸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고 본

다.185)한국 사회에서도 몸의 요성에 한 인식과 심은 속히 증가

하고 있다. 통 유교 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가부

장 제도들(institutions)안에서,가족,사회,국가 등의 집단의 도덕성

의 가시 지표로서,은폐되거나 통제되는 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고도의 소비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몸은 개인의 정

체성의 강력한 거이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capital)으로서,

극 으로 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후기근 사회에서 몸

은 개인이 리하는 상이 되었지만,개인이 처한 문화 맥락과 분리

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특정 사회에서 인정되는 이상 이며 아름다운 몸의 형태는 문화 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몸에 한 이상미는 역사 으로 변해왔다.김민자는 몸

에 한 이상미란 독자 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문화 맥락 내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186) 재 한국 사회에서 날씬한 몸은 이상

185)ChrisShilling,임인숙 역,몸의 사회학,서울:나남,2003,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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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기 으로 설정되어 있고,다이어트,운동의 일상화 등 인의 일

상 실천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187)

Bourdieu는 랑스 지배계 의 여성들이 신체의 아름다움을 속함뿐

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와 안일한 태도와 립시키고 있다고 하

다.188)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몸에 한 시각은 Bourdieu가 몸에

결부시킨 도덕 윤리 차원을 내포하고 있었다.체형은 요한 미학

기 으로 인식되지만 한 자신에 한 리, 제 등을 표시하는

사회에 필요한 도덕 ,심리 자질을 단하는 기 으로도 사용되고 있

었다.타고난 체형이 지배 기 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외모 리를 통

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사회 으로 인정되는 정상 인 규범으로 작동함

을 알 수 있었다.

“(외모를 리하는 것은)거의 필수 이라고 요. 런게 포함이 되면 더 성공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결국 덧붙여서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은 좀

뭐라고 할까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한지은,42세,변리사)

몸에 부여되는 상징 인 의미들의 증가는 몸이 개인의 심리 축감

의 요한 원인이 되게 한다.다음의 40 응답자는 격히 체 이 증가

하여 자존감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 다.

“일년 사이에 십키로가 불었어요.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거 요.내가 무 내 리를 못했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럴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자신감이 없는거예요.내 자

신에 한 리를 못했다는게 무 미련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게 진짜 속상하

186)김민자,복식미학 강의 2,op.cit.,p.14.

187)장일호,10 들,“허리 26인치,나는 돼지다”,시사inLive,2011.8.2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1,자료검색일 2012.6.3.

권한울,2030남녀 직장인 86% '다이어트 필요해',매일경제,2011.5.3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45030,자료검색일 2012.

6.3.

188)PierreBourdieu,최종철 역,op.cit.,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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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 자신한테 분노가 일어나는거 요.”

(한혜진,44세, 업주부)

체형은 상층여성들의 패션취향의 형성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

었고, 부분의 응답자들에게 체형은 옷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

인 기 이 되고 있었다.

“ 는 제가 약간 체형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하체가 좀 통통하거든요.그래서

약간 콤 스가 조 있고 해서 치마를 잘 안입어요.다리 굵다는 얘기 무

많이 듣고 해서 상의같은 경우는 힙을 가릴 수 있고 상체는 좀 말랐거든요.입

었을 때 상체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 약간 아래로 갈수록 퍼지거든요.그런거에

맞는 옷을 사는 편이어서 쉽게 고르질 못해요.입어보고 어울린다고 하면 사고

내가 입었을 때 상하체가 비율이 좀 다르니까 편한 그런 기 으로”

(오지 ,34세,간호사)

“우리 같은 경우는 배가 나왔을 때 배를 아주 편안하게 배쪽을 편안하게 해주

면서 하여튼 라인 나온게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보면 어깨도 벌어지고 살들이

튕겨나오는데 하게 그런 불편한거를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거 같아요.하여튼 나는 군살 잘 안보이게 해주면서 고

급스러우니까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

(서지숙,54세, 업주부)

몸은 타인의 패션취향 단에 있어서도 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분의 응답자들은 체형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바람직하지 않은 취향

으로 규정하 다. 무 마르거나 무 뚱뚱한 체형은 옷을 통해 표 ,

정상 체형과 유사하도록 교정되어야 한다는 당 성은 부분의 응답자

들에게 별다른 비 이나 의심 없이 수용되고 있었다.응답자들이 타인의

패션취향에 해서 개방 , 용 태도를 보이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체형에 해 용하는 기 은 상 으로 엄격함을 알 수 있다.다음의

응답자는 타인의 취향에 한 가치 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만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을 취향 단의 요한 기 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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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제가 굳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거는 없는거 같은데 각자 취향이니까....자기

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는 사람들 를 들어 크신 분이 작은 옷을 입는다거나

하면 보기 좀 안좋죠.”

(박진희,43세,연구원)

“옷을 참 못 입는다는 거는 자기 체형을 생각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뚱뚱한

사람이 짧은 거를 입고 그런 것들 그 정도”

(신 희,56세, 업주부)

몸에 한 문화 인 기 은 한국 상층여성의 일상 삶에 많은 향

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분의 응답자들이 몸매 리를 해 다이어트

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다.패션취향의 다양성에 한 수용 태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날씬한 몸이라는 문화 이상은 강력한 미의 규범으로

서,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의 형성에 있어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사회,문화 조건에 의해

크게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 다.특히,몸은 패션취향에 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문화 규범으로서 개인의 패션취향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한 사회 규범과 라이 스타일과 패션취향이 가지는 연 성

은 패션취향이 매우 복합 인 조건과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양한 사회 상황과 맥락에서 한 옷차림을 구성하고 몸에 한

문화 기 을 수하는 것이 한국 상층여성 여성에게는 매우 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는 상층여성만을 상으로 했기 때문

에 다른 계층과의 차이를 밝 낼 수 없는 한계 이 있었다.따라서 다른

계층과의 세 한 차이를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

다.

과거보다 개인의 삶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하고 가변 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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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성찰 행 의 확 는 피할 수 없는

상이다.패션취향을 구성하고 표 하는 방식에 용되는 형 이고

지배 인 규칙이 약화된 상황은 패션취향에서의 성찰성의 증가를 뒷받침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그러나,개인이 치하는 구체 인 조건,즉,사

회,문화,경제 상황 등과 패션취향이 가지는 한 연 성은 개인의

패션취향을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

다.Giddens가 상정한 자율 이고 략 으로 자신의 라이 스타일을 선

택하는 성찰 자아라는 개념을 실 으로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는 것이다.결국,패션취향은 사회 차원,개인 차원이 복합 으로 작

용하며 형성되는 것이며,단순한 변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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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한국 상층여성 패션취향의 특성

본 장에서는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에서는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나타나는 일반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첫째,패션 제품의 다양화와 유행 변화의 가속화라는 맥락에

서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의 양상에 해 분석할 것이다.둘째,한

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서 지 과시라는 사회 가치와 개인 가

치,합리성 추구와 쾌락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

타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2 에서는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서

드러나는 특수한 성격에 해 검토할 것이다.첫째,한국 상층여성에게

공통 으로 나타나는 고 스러움의 추구가 연령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의미와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둘째,서울의 강남

지역과 다른 지역의 패션취향을 비교하여 패션취향의 공간 분화에 개

입되는 사회문화 의미에 한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제 1 .한국 상층여성 패션취향의 일반 특성

후기근 사회의 지속 인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한국 상층여

성의 패션취향은 단순한 범주와 정의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본 에서는 패션 제품의 다양화와 유행 변화의 가속화라는 환경

에서 개인의 패션취향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한

지 표 욕구,합리성,쾌락 가치 등 패션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들이

후기근 사회의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

를 맺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1.다양한 취향과 동조 실천

한국에서는 근 산업 사회의 특성인 량 생산과 소비 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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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 사회의 심화와 함께 나타나는 후기산업사회 인 특성은 매우 짧

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 다.이러한 양상은 한국 패션 산업의 역

사에도 반 되었다.아직 의류산업의 본격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던

1970년 반까지도 맞춤복이 여성들의 의류 구입의 주요한 방법이었으

나 1970년 후반 이후 량 생산 기성복이 도입되었다.그러나 랜드

고유의 컨셉과 타겟 소비자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1980년 에는 패션 소비에서의 개성 는 자아 정체성,취향에 한

요구가 확산되기 시작하 으며,189)1990년 이후에는 특정한 유행 스타

일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며 의류의 선택의

범 가 더욱 확장되었고, 로벌 패션 랜드의 향력이 증가하게 되었

다.이러한 한국 패션 산업의 변화의 양상은 응답자들의 개인의 패션 변

천사에도 드러나고 있었다.

“내가 학교 들어갔을 때 란 청치만데 요즘 말하면 라다천 비슷한거 구겨

지지도 않고 그때 시 에는 진짜 입는 사람이 없었어요.근데 내가 백화 에를

갔는데 그 치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학교 때니까 얼마나 날씬했겠어요?허리

22에 그랬으니까.. 란 청치마가 자끄를 뒤로 딱 달은 거 요.그때 아무도 자

끄 뒤로 달은 자끄 없었어요. 부 이거지 근데 그 치마가 무나 특이하고

쁜거 요.내가 입어보니까 그러고 하얀 쫄티를 딱 입고 그 로 요거를 딱 입

었는데 무 이쁜거야.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부다 다 쳐다봤어.요즘은 보면

옷도 하나하나가 보면 다 이쁘고 나름 로 다 이쁘잖아.옛날에는 이쁜거 없었

어.진짜 특이한거 없고 근데 패턴이 시 가 바 면 사람들 도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니까 입는 패턴도 그 고 자신감도 옷에 해서 정말 용감하게 입는 사

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들이 다 다양

하게 소화한다는 거 아냐?옛날에는 하나에서 벗어나면 큰일나는 알고 고정

관념을 못 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정 경,62세,교사)

189)“옷입는 습 이 까다로와졌다:한국인 라이 스타일 변화”,섬유 ,1987년 7

월,pp.135-137.

이호정,패션마 & 패션트 드 분석 1955∼1995년,서울:교학연구사,

1996,p.111.

기숙 외, 패션 100년,서울:교문사,2002,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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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는 그런 은 엄마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

참 우리는 바보같은 생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참 옷을

쁘게 입는게 참 좋아보여요 그리고 개성이 있드만요.우리는 그런 거는 없었

고 우리는 이제 우리 때는 돈 많이 주면은 좋은 옷으로 그래 인식이 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돈을 많이 안줘도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어서 잘 입으

면 그런 패션에 만족하더라구요.”

(주경숙,60세, 업주부)

본 연구는 패션에서의 고정된 거 기 의 약화와 더불어 다양한 패션

취향에 한 수용성의 증가를 확인하 다.다음의 응답자들은 과거보다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에 한 용 인 시각을 가지게 된 변화를 경험하

다.

“주변에 그냥 어 쟤는 옷을 게 입지?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은 있는거 같

은데 특별히 싫은 스타일을 없는데요.조 자기 체형이 맞지 않게 그 게 고려

하지 않고 입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기에도....요즘 하의 실종 하는데 요새는

임산부도 압구정동 갔더니 난리도 아니던데 자기 멋이긴 한데 그래도 만큼

조 들해지긴 했어요 자기가 좋으니까 게 입는데 어떻게 하냐.”

(김민수,38세, 소기업운 )

“옛날엔 트 드를 못 쫓아가거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하면 옷을 못 입

는다고 생각했는데 지 은 틀려졌어.요즘은 옷 입을 때 자기 컨셉만 분명하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해.”

(박수빈,43세, 업주부)

타인의 패션취향에 한 용 태도는 연령 응답자들에게서 많

이 나타나지만 일부 50-60 응답자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다음의 60

응답자는 은 세 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자신이 속한 세 의

사회 규범을 반하는 경우,처음에는 비 시각을 가졌지만 차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수용하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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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심할 때 많죠.팬티 다 보이고 하는거 입으면 그리고 옷같지 않은 내복스타

일을 입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어머 게 뭐냐 게 옷이냐 했는데 그게 한참

유행을 하게 되면 거는 본인의....은 아이들은 게 입으면 괜찮구나 그래

다 조화시키는구나 생각하게 되죠.그 게 생각이 바뀌더라구요.조 늦어지죠

우리는 아무래도”

(송 주,68세, 업주부)

패션취향의 다양화는 응답자들이 공통 으로 선호하는 랜드를 발견

하기 어려웠고 의류를 선택할 때 랜드 자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 의

류와 고가 의류를 동시에 선호하는 응답자들도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는

개인의 취향이 매우 복합 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단순한 범주로서

정의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그리고 과거에 소수의 패션 랜드나

디자이 에게 집 되었던 지배력과 권 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표 5>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패션 랜드와 자주 입는 스타

일과 색상,자신의 패션취향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형용사를 정리한 표이

다.

다수의 응답자가 캐주얼 는 세미캐주얼을 선호 스타일로 밝혔고,

응답자들 상당수는 자신들의 패션취향을 묘사할 때 ‘편안한’이란 단어

를 사용하 다.이는 앞서 언 된 사회 규범의 완화,캐주얼화라는 추

세를 반 하는 결과이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패션 랜드에서는 분명한 공통 을 발견하기 어

려운 반면,상당수 응답자들이 자신의 패션취향을 묘사하면서 ‘심 한’,

‘단순한’이라는 단어와 ‘무난한’,‘튀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공통 이 발견되었다. 한 응답자들이 자주 입는 색상으로는 ‘무채색’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짙고 어두운 색상 톤을 자주 입는다고 답변한 응

답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그리고 일부 응답자들은 ‘튀지 않는 색’이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패션취향의 인식과 실천에 나타나는 모순 이고 복합 인

성격을 가리킨다.의류 제품의 다양성이 확 되면서 개인이 선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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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선호 랜드
자주 입는

스타일

자주입는

색상

패션취향 설명에

사용한 형용사

1 김민수 38 미샤,타임,마인 정장
칼라풀한 색,

튀는 색

여성스러운,성숙해

보이는,화려한

2 조성연 33
자라,질 샌더,이자벨

마랑,보세의류
정장 무채색,베이지색 심 한, 치 시크

3 김율희 36
띠어리(theory),

버버리,막스마라

캐주얼,

세미 정장

라운,그 이,

콜렛,남색

심 한,편안한,

여성스러운,화려한

4 이수진 37 아이잗바바 정장 우 충한 색
단순한,무난한, 잖은,

튀지 않는,

5 송 재 37 랜드 구애받지 않음
세미 캐주얼

세미 정장
보라색,검정색

기본형에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

고 스러운

6 최승은 36
타임,엘리 타하리,

디 이앤와이
정장 무채색

심 한,단정한,

떨어지는

7 이유진 39 자라 캐주얼 흰색,검정 깔끔한,딱 떨어지는

8 오지 34 랜드 구애받지 않음
캐주얼,

세미캐주얼
간색

무난한,튀지 않는,

심 한

9 이주 31
자뎅 드 슈에뜨,

셀린느,보세의류

캐주얼,

세미캐주얼
무채색 모던,시크

10박수빈 43
랜드 구애받지 않음,

편집매장
캐주얼 무채색

보이쉬,무심한,

기본형을 약간 벗어난,

트 디한

11진성 43 랜드 구애받지 않음
세미정장,

정장

모던한 칼라,

간톤

개성있는,세련된,

강약이 있는

12박진희 43
랜드 구애받지 않음,

보세 의류

캐주얼,

세미정장
무채색

편안한,단아한,얌 한,

기본 인,품 있는

13한지은 42
지컷(gcut),유니클로,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세미캐주얼,

세미정장
밝아 보이는 색

편안한,밝아 보이는,

어 보이는

14황희정 43 아이잗바바 캐주얼 검정색 무난한,편안한

15하은재 47 랜드 구애받지 않음
세미 캐주얼

세미 정장
무채색 편안한

16강선 41
보티첼리,쉬스미스,

유니클로,자라

정장,

캐주얼
무채색 편안한,무난한

17김 숙 41 데코,주크 캐주얼
흰색,검정색,보라

색,울트라블루
모던,심

18한혜진 44 크 송,보세의류 캐주얼

블랙,회색,

베이지, 라운,

튀지 않는 색

독특한,편안한

19윤민아 41
캐롤리나 헤 나,

보세의류
캐주얼

밝은 색,원색,

빨간색
편안한

20고희주 43 랜드 구애받지 않음
캐주얼,

세미캐주얼
네이비,그 이 트래디셔

<표 5>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패션 랜드,

자주 입는 패션 스타일과 색상,패션취향 설명에 사용한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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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선호 랜드
자주 입는

스타일

자주 입는

색상

패션취향 설명에

사용한 형용사

21 허미숙 56
랜드 구애받지 않음,

보세의류
캐주얼 네이비,블랙 색다른,특이한

22 박성희 52
랜드 구애받지 않음,

꼼빠냐

캐주얼,

세미캐주얼
검정,칙칙한 색

활동 .편안한,

어 보이는

23 임진숙 56
랜드 구애받지 않음,

보세의류

세미캐주얼,

세미정장,

정장

밝은 색
복잡하지 않은,

편안한

24 이숙희 56 신장경,루비나 세미캐주얼 흰색,검정색
얌 한, 잖은,

세미클래식

25 안 진 53 보 ,보세의류
세미캐주얼

세미정장

무채색,갈색,

베이지

편안한,심 한,

잖은

26 임은희 56 보티첼리,구호,진태옥
캐주얼,

세미캐주얼
무채색

튀지 않는,조용한,

편안한

27 오주 52 랜드 구애받지 않음 세미캐주얼
밤색,보라색,

튀지 않는 색
무난한,편안한

28 김옥주 52 피에르가르뎅,손석화
세미정장

정장

검정색,

짙고 어두운 색상
잖은

29 신 희 56 랜드 구애받지 않음
캐주얼,

세미캐주얼
검정색

편안한,깔끔한,

드 시한

30 장인옥 52
랜드 구애받지 않음,

보세의류
세미 캐주얼

편안한 색,

어울리는 색,

보색 비

선이 담한,독특한

31 서지숙 54 르베이지,손정완 세미캐주얼 무채색 고 스러운

32 조은숙 62 울시,슈페리어,모라도 캐주얼 튀지 않는 색 편안한,무난한

33 윤 옥 63 랜드 구애받지 않음
캐주얼,

세미정장

아이보리,핑크,

그린,오 지
편안한,세련된

34 정 경 62 센존,맞춤복
정장

세미정장

밝은 색

후한 색

편안한, 담한,

특이한

35 배은수 60 갭,자라,유니클로
캐주얼,

세미캐주얼

은 라운,회색

계열,묻 가는 색
고풍스러운,편안한

36 주경숙 60 아쿠아스큐텀
캐주얼,

세미캐주얼
그린색,밤색 편안한

37 송 주 68 로로 피아나
캐주얼,

세미캐주얼
어두운 색 편안한

38 박연희 65
이따리아나,막스마라,

보티첼리쿠틔르
세미 정장

라운,카키,

검정,원색

유럽풍, 잖은,

고상한,우아한

<표 5>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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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패션취향의 다양성은 증가했으나,패션취향에서 공통 인 특성이 나

타나는 은 다양성과 동조성의 공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스타일과 무채색 계열의 색상에 한 선호가 독립 인 미학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사회 합성과 체형을 고려한 선택인 경우도

많았다. 한 상황,체형,개인 합성에 한 고려 때문에 선호하는

색상을 실제로는 잘 입지 못한다는 응답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그리고

원색은 집단 내에서 튀는 색이기 때문에 어둡고 짙게 가라앉힌 색상을

착용함으로써 타인들과의 동조를 이루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의 응답자들은 타인의 패션취향에 해서는 용성을 보이고 패션

취향에서의 주체성을 시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패션 제품을 구입하

는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었다.그러나 그들의 삶에 부과되는 사회

규범은 패션의 실천에 있어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제가 회사를 옮긴지 한달이 다고 했잖아요.정말 무 깜짝 놀란게 업무의

특징상 여자친구들이 많아요.여자들이 많은데 희 부서만 열다섯명인데 제

에 친구들는 다 이십 요.이십 반 약간 후반 정도인데 정말 다 짧은 치

마를 입는 거 요.미니스커트를 허벅지가 훤히 드러날 정도의 길이로 깜짝 놀

랬어요.좋은거 같아요.워낙 요즘은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으니까 정도로 워낙

에 야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불투명한 까만색 스타킹을 신더라구요.발랄해보

이고 경쾌해보이고 무 그 게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이면....그것도 좀 있는거

같기는 해요,아무래도 문화쪽 술쪽이다보니 약간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

을것 같기고 하고 근데 왜 저는 자유로운 사고가 아닐까요? 연령에 따라 틀린

것도 있겠지만”

(조성연,33세,공연기획 문가)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이나 어떤 핏 그거를 맞춰서 입는게 가장 그 사람이

뻐보이는 거라고 는 생각을 하거든요.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것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아무리 쁜 옷도 어떤 사람이 입으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나름

제 기 을 용하는 거죠.....무 강한 색은 별로 안좋아하구요.시간이 많이 지나니

까 검정색을 많이 검정을 되게 많이 입기는 하는데 그래도 포인트 같은 거는 색깔을

많이 넣을려고 하구요.요즘에는 빨간색 이런거 입으면 남편이 그거 입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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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뜻대로 마음껏 입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진,39세, 업주부)

의 사례들은 타인의 패션취향에 한 용 인 태도가 확산되고,제

품의 구입 방식에 유연성이 확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패션이

사회 계와 문화 기 의 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

켜주고 있다.패션취향의 구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증가하여도 사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다.후기근 사회에서도 개인의 패션취향은 사회 ,문화 맥락과

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유행의 선택 수용과 패션취향의 재구성

과거보다 매우 빨라진 유행의 변화 속도는 패션취향의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응답자들이 패션취향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유행과 개인의

패션취향의 계는 일방 이거나 립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잡지 안 요 잡지 안보는데 보통 티비나 이런데는 무 많잖아요.그러니까

충은 유행 안 따라도 그 당시 갔을 때 새로운 게 그게 뻐보여.그러면은 그게

처음인 경우가 많구요.그게 내년 계속 이삼년간은 그 아이템으로 계속 있는 경

우들이 있드라구요....제 취향이 있어요 왜냐면 체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행한

다고 그걸 입고 싶어서 입기보다는 약간 유행에 맞지만 그 에서도 한테 맞

는거”

(김 숙,41세,화가)

다음의 50 응답자가 묘사하는 70년 패션 유행의 양상과 재의 상

황과의 차이는 개인이 유행을 수용하는 방식이 역사 으로 변화하 음을

알 수 있다.유행에 한 동조성은 사회,문화 조건에 의해 향을 받

으며, 한 역사 변화의 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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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때는 유행을 무 타가지고 그래서 유행이 바 니까 옷을 맞췄던거

같아요.근데 요즘은 서로가 막 특별한 유행이 없는데 우리 때는 갑자기 온 사

람들이 온통 미니를 입거나 70년 가 그리고 갑자기 맥시가 유행하고 그랬었

어요....최근에는 오히려 남들 뭐 입었을 때 아주 개성이 다른 경우도 많고 아

마들 같은 경우 꼭 누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정립이 되는데 그

때만 해도 유행을 하면 약간 조 더 먼 갈려는 게 있었던 거 같아”

(허미숙,56세, 업주부)

인터뷰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직업,신체 변화 등에 따라 개인의 패

션취향이 변화하지만 유행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패션취향의 격하고

극단 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본 연

구가 상이 30 에서 60 에 이르는 여성이라는 사실과도 련이 있을

수 있다. 부분의 응답자들은 은 시 에는 상 으로 유행에 민감하

게 향을 받았으나 차 자신의 취향을 악하고 정립하게 되었다는 경

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어릴 때는 좀 그냥 뭐라고하죠?짧은 유행이 되는 것이 예뻐보이다가 요

새는 그런건 많이 안따라가는데....그 차이가 뭘까요?그냥 경험 아닐까요? 런거 해

봤자 방 안입어 이런걸 다 같이 입는데 옛날에는 지 은 경험에서 터득한 거.”

(한지은,42세,변리사)

패션취향에 형성에 향을 미치는 체형,라이 스타일,사회 규범 등

은 개인의 취향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유행의 변화 속

에서 개인의 패션취향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한다.

다양한 상황과 네트워크에 따라 한 개인의 패션취향이 다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옷차림을 변화시키는 가변 경향을 보이는 응답자들이 있

지만 이러한 다양성과 가변성도 어떠한 규칙도 없이 무질서하게 구 되

는 것이 아니라,변화와 이동을 만들어내는 체계와 규칙이 존재한다.

“교회 갈 때는 좀 정장입고 조 더 깨끗하게 하고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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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연구실에 있을 때는 편하게 입고 강의 있을 때는 정장을 입고 차려입

는다고 해야 되나?근무할 때도 청바지를 입고”

(박진희,43세,연구원)

“변화가 는 많지는 않아요.많지는 않은데 그냥 주로 친구들 만나면 집에서

입다가 그냥 쟈켓만 하나 걸치고 코트만 하나 걸쳐 입고 그러고 막 나와서 그

런 편인데 교회 갈 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때라던가 교수님이나 어른들 만

나뵐 때 그럴 때는 좀 무 편안한 옷 말고 정장....나머지는 지 은 일을 안 하

니까 그 게 격식 차려서 갈 때가 별로 없어요 회사 사람들 만날 때는 약간

무 차이나지 않게 무 편안하기 않게 그 게 가는거고....색상같은 경우에는 제

가 옷이 거의 그냥 막 튀는 옷이 없어요.색상자체는 지 티도 이 게 입고 있

는 약간 그런 식이여서 그냥 깔끔하게 장소를 가려야 되는 곳이면 가 이면

깔끔하게 입고 가고 로치같은 것도 요란하지 않게 심 한거 악세사리같은 것

도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만한 거 이런 것을 하나씩 해도 그래도 그런

데 갈 때는 잖게 그런 정도고”

(한혜진,44세, 업주부)

자신만의 분명한 취향을 구축하 다고 생각하거나 유행의 변화에 별로

심이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유행의 향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는 옷을 선택할 때 유행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무의식 으로 유행을 따르게 되는 경험을 이

야기하 다.

“요즘 아까 말했듯이 바지 폭이 좁아지다보니까 그런거 사게 잖아요. 엉덩

이 가릴라구 자꾸 긴 옷을 입게 되더라구요.그러구 그거를 안입고 정장으로 정

장 바지를 입으면 짧은거 입으면 에 보 던게 있어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더

라구요.그래서 요즘은 조 우에가 긴옷을 입게되요.그리고 원피스도 되게 여

름에는 편하거든요.시원해서 그런데 원피스자체도 입어보면 요즘 조 어색하

더라구요.2-3년 에 입었던건데도 요즘 유행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색해보여요.

그래서 조 꺼리게되고 요즘 스타일을 입게 되니까 먼 옷이 그냥 그 로 있

게 되더라구요.”

(임진숙,56세, 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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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유행의 변화에 따라 취향을 체 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

니라,취향의 체 틀,즉 실루엣,색상,문양,소재 등 조형 요소들

로 구성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선택 으로 반 시키고

있었다.의류 선택의 가장 큰 기 이 유행이라고 한 응답자들도 실루엣,

색상,문양,착장 방식에 있어 선호하는 형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었

다.다음의 응답자의 경우,트 드를 반 하는 SPA 랜드를 선호한다

고 하 지만,자신만의 취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다소 상충되는 설명

을 하고 있으며,스타일에 주로 반 하는 유행의 요소는 색상이라고 밝

히고 있었다.

“비싸고 싸고 이런걸 떠나서 트 디하게 입는 나이에 맞지 않게 그 게 입는

편이 요....개인 으로 많이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옷들을 좀 많이 선호해서 입는 편이 요....색깔 요즘 같은 경우는 오 지

색 록색 이런 것들이 에 많이 들어오구요.”

(이유진,39세, 업주부)

한 의류 구매 시에 유행을 우선 으로 고려한다는 40 응답자도 유

행과 자신의 취향과의 타 을 통하여 의류를 구입하고 있었다.

“내가 선택할 때는 유행을 찾지만 유행하는 것 에 내 몸에 잘 맞고 편한 걸

입는데....내가 문양있는 옷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 문양 있는 옷 별로 안 좋아

하는 편이니까 거의 체크도 안 좋아하니까....색깔도 거의 결정돼 있는거 같아....

디테일에서 포인트가 있는 옷을 좋아하지.살짝 특이한거 사야해.나는 뭔지 모

르지만 살짝 특이한 거 사야돼....색상으로는 포인트 줘 본 은 없는 거 같아.”

(박수빈,43세, 업주부)

이와 같이,개인들은 유행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지속 으로 자신의 취

향을 재구성해하고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패션취향은 변화

의 과정을 겪게 된다.패션디자이 출신의 30 응답자는 유행의 생산

과 확산에 종사했던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유행과 패션취향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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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랜드에 있어서 트 드는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트 드를 다

같이 쫓지 않는다는거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시 해서 자기 취향대로 입는

다는 거 분명히 그 트 드는 있어요.왜냐면은 늘 트 드 분석도 하고 그들도

처음 시즌 시작할 때 엄청나게 컨셉을 잡아서 트 드들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로 수용하지는 않는거 같아요 처럼. 에는 만해도 정말 같이 많이

입고 정장바지에 딱 뭐에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소화해

서 나름 입는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패션이 나오는거 같아요....도 유행을

같이 쫓고 싶지는 않은거죠. 무 방향이 딴 데로 가지는 않게 가되 약간 다

양하게 옷 잘입는 사람들 보면 다 그 게 하는거 같아요.”

(이주 ,31세, 업주부)

후기근 사회에서 패션 유행의 생산자들에 의해 제시된 유행은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선택과 변형의 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결국,개인의 패션취향이 유행에 향에서 완 히 자유로

울 수는 없지만,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에 의해 향을 받으며 형성

되고 있기 때문에 유행에 의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 상층여성들은 패션 유행이라는 지속 인 변화에 반응

하면서 자신들의 취향을 수정시키고 있었다.이러한 지속 인 자기 수정

은 맹목 인 수용 는 주체 인 선택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복합

행 이다.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에서 개인의 주체 선택의 가능성은 확 되

었으나,개인의 삶은 Giddens가 설명한 방식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화 맥락 안에 치하고 있다.한국 상층여성이 패션의 변화에

응하는 방식은 이러한 상황을 반 하고 있었다.

3.개인 가치와 사회 가치의 공존

본 연구는 개인의 패션취향은 개인이 치한 구체 삶의 조건과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개인 맥락과 사회 맥락이 복합 으로 얽 있

는 상임을 확인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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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서 개인의 사회 치의 확인과 표시라

는 가치는 아직도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인터뷰 결과는

해외 고가 명품 랜드 제품의 지 표시의 역할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

음을 확인하 다.특히 명품 가방은 지 의 기호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

고 있었다. 부분의 응답자들이 명품 가방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명품 가방을 착용한다고 하

다.

인터뷰 시 병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인 19명이 소유하고 있

는 가방 명품 랜드의 비 이 50% 이상이라고 하 다.반면,6명의

응답자만이 명품 랜드 의류 비 이 50% 이상이라고 하 다.다음의

응답자는 옷은 주로 국산 랜드의 옷을 할인매장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

며 고가의 외국 랜드 의류를 선호하지 않지만 명품 가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 그런 격식은 있잖아 사돈을 만나야 되겠지?만나야 되잖아 주변

사람.우리 그런 건 좀 있잖아....나도 만약에 를 들어서 결혼할 아들이 있

어서 나갔다 그랬을 때 좀 따지지 않나?샤넬같은 건 안 바래도 우리나라 랜

드 닥스같은거 들고갈 수 없잖아.그러니까 년 여성이라면 구나 루이비통

하나는 희망을 해.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도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야.아 그러

면서 빨리 계해서 루이비통 하나 사야 된다고.”

(박성희,52세,교사)

한국 사회에서의 명품을 통한 지 과시의 추구는 열풍이라고 묘사될

만큼 범 한 상으로 악되고 있다.그러나 상층여성 명품 소비의

이면에는 지 소비의 방식과 명품을 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

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명품 가방에 해 복합 이며 이 인 태도를 보이고 있

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명품의 지 표시 기능에 해 인정하면서도

타인이나 은 세 들의 명품 소비 태도에 해서는 비합리 ,비이성 ,

몰개성 이라는 비 시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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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거에는 경제자본의 소유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랜드의 로

고가 최 한 감추어진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해외 명품에 한 취향과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특히,명품

의 사용 경험이 많은 응답자들은 명품에 해 지 상징의 목 외에도

실용 인 차원으로 근하고 있었다.명품 도입 기에는 로고가 분명하

게 드러나고 외부 으로 쉽게 식별 가능한 명품 제품을 선호하 으나

재는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응

답자들이 있었다.특히 개인 으로 명품을 사용한 역사가 길었던 응답자

들에게 명품에 한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 제가 고 이랬을 때는 이제 수입이 그럴 때는 좀 많았으니까 그럴

때는 많았으니까 명품을 하나 몇백을 주고 사도 아깝고 그 지가 안았는데 아

주 만족스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싼 걸 못사겠어요.이제는 비싼거 다 해봤기

때문에 들어 야 그게 그거고 가방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가방은 하나씩 다 있

으니까 이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최근에는 제가 산 게 없고 최근에는

딱 하나 가방을 이태리 여행하면서 하나 샀는데 그거는 요새 아나콘다 뱀가죽

있죠?그거 사고 싶어서 샀는데 메이커가 뭐더라?그거 하나 구입하고 사고 와

서 집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 필요도 없는데 괜히 샀다 그런 생각을 해요.그니

까 요새는 옛날은 옷에 맞춰서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

고 그 지가 않아요.편하면 많이 들어가고 편하면 좋아요.그 게 바 더라구

요.”

(주경숙,60세, 업주부)

이는 Vigneron외가 지 했던 명품 소비에 있어서 지 과시,동조 소

비 등의 사회 가치 이외에도 감정 ,품질 시의 개인 가치의 용

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190) 한 Kaferer와 Bastien

이 주장했던 서구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명품 소비 패턴의 차이,즉

과시 인 차원에서 경험 ,실용 차원으로의 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190) Franck Vigneron,Lester W.Johnson,“A Review and a Conceptual

Framework of Prestige-Seeking Consumer Behavior”, Academy of

MarketingScienceReview,1999(1),1999,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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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이다.

문화자본은 명품의 소비 방식과 연 성을 가지고 있었다.특히 문화자

본이 높은 30 연령의 여성들에게 로고가 외부로 표시되는 것을 의도

으로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Berger와 Ward의 문화

자본이 높은 소비자들이 로고가 잘 드러나지 않는 패션 제품을 선호한다

는 연구 결과191)와 유사한 양상이다.

“명품도 그 흐름이 있는 거 같아요 단계가.흔한 명품 랜드들을 많이 쓰고 나

면 그 담에 덜 흔한 것 나 에는 정말 로고도 없고 이게 명품인지 모르는 가방

들을 들고 갖고 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주 비싼거를....아 이게 단계

가 있구나.”

(김율희,36세,상담 문가)

“제가 이제 비행기를 오랫동안 탔었거든요.근데 다니면서 무 많은 명품을 보

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에 무 많이 익어서 소유하고 싶다기보다는 

질리더라구요.하도 보고 다니다보니까 제 거인 듯한 느낌 별로 사고 싶다는 느

낌이 들어본 이 없었어요.그리고 무 많은 분들이 들고다니시잖아요.보면

오히려 같은거 들고 다니는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통 인 변하

지 않는 디자인 이런거는 하나씩 구입을 해도”

(이유진,39세, 업주부)

상층여성의 명품에 한 태도 변화를 명품의 지 과시의 측면의 약

화로 단정할 수는 없다.그보다는 명품을 통한 차별화의 방식이 더욱 미

묘해지고 간 이 되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한국에서도 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피하고 소수의 섬세한 식별력을 가진 사람

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이 지 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쉽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차이보다는 섬세한

차이를 악할 수 있는 지식,식별력이 오히려 취향 단의 거로서 작

동하고 있는 것이다.개인의 명품 사용 경험의 축 과 명품의 화

191) Jonah Berger, Morgan Ward, “Subtle Signals of Inconspicuous

Consumption”,JournalofConsumerResearch,37(4),2010,pp.55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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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함께 나타나는 명품에 한 태도 변화는 지 표시 방식의 새로운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192)

사회에서는 경제자본보다는 문화자본이 지 를 결정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193)이러한 주장을 일반

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 와 취향 단에 있어서 문화자본의 요

성이 커지고 있는 경향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악할 수 있었다.

패션을 통해 지 를 표시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상당수 응답자들은 지 과시의 의도가 노골 으로 드

러나는 것에 한 거부감을 표 하고,과시의 의도를 제하고 감추면서,

고 스러움의 미묘한 뉘앙스를 달하는 것을 선호하 다.

다음의 응답자는 과도한 과시욕구 때문에 부분 요소들을 효과 으

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세련되지 못한 취향으로 평가하고,부분 요

소들을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체 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시

하 다.

“백화 에 가서 앉아 있어보면 돈은 들 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명품이

요.보면 하나 하나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게

매치가 잘돼가지고 아 진짜 멋있다.옷 입은게 는 조 캐주얼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돈보다는 이렇게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멋있다고 생각이 돼요.”

(배은수,60세, 업주부)

명품에 한 태도 변화는 지 표 의 방식의 변화 뿐 아니라 명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다음의 응답자는 평소

의류 소비에 큰 심이 없고 가 의류를 주로 구입하지만,제공되는 분

기와 서비스가 불러일으킨 감성 체험 때문에 특정 고가 랜드 의류

를 구입한다.

192)JeanNoelKaferer,VincentBastien,손주연 역,럭셔리 비즈니스 략,서

울:미래의 창,2010.

193)Joseph Heath,Andrew Potter,Nation ofRebels:Why Counterculture

BecameConsumerCulture,New York:HarperBusiness,2004.

BeverleySkeggs,op.cit.,p.138.



-124-

“남편하고 갔을 때 쇼핑하는 즐거움이 아마 그쪽에서 좋은 느낌이 있었는지 아

니면 그 집에 들어가면 향 를 켜놓고 샵에서 분 기가 화려하거나 그 지는

않은데 마음이 되게 포근하면서도 기분 좋게 만드는 분위기 요.그래서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 도 그것밖에 없더라구요.디자인이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요....굳이 캐롤리나 헤 나를 를 들어 말 드리면 디자인도 싫증 안나고 아까

말 드렸듯이 희 만족인데 랜드를 잘 만든다 리티가 떨어지면 안되겠죠

특별히 그런 거는 없어요.어마어마한 그런거는 아니구요.그냥 희 가족의 취

향이라고 느껴져요.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직원들이 일단 요즘에 어디나 딱 가

면 한두번가면 알아보고 두세번 째에는 미스터 구하면서 한사람 한사람씩 친

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닌거 요.내가

손을 다쳤는데 이런 사소한 화까지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가면 편안한 분 기

요.”

(윤민아,41세, 업주부)

다음의 응답자는 명품 의류에 한 심과 욕구가 별로 없으며,보세

의류가 국내 랜드 의류보다 가격 비 품질이 높다고 생각하지만,디

자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고가 랜드 의류를 가끔 구입한다.그녀가

고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 은 지 의 과시가 아니라 디자인의 가치에 기

하는 것이다.그녀는 의류 소비에 있어 합리성을 매우 요시하는데,

그녀의 합리성의 단 과정에는 가격만이 아니라 디자인에 한 평가가

요한 역할을 한다.

“ 랜드도 돈이 아주 고 이 되면 일단 질이 좋죠.그거는 인정을 하겟는데 디

자인은 훨씬 후진거 같아요.제가 볼 때 디자인까지 세련된 거는 단 가 무

뛰어버려요.디자인과 퀄리티가 같이 살아버리면 거의 외제쪽으로 가야되는거

같더라구요.제가 그냥 한벌씩 나가서 마음에 드는 것은 공을 한 개 빼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이쁘기는 해요.근데 질도 좋아요.거의 옷이 백만원단 가

넘어버리니까 그 게되면.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안가죠.그 신 겨울 모직코트

같은거나 그런거 싼 거도 있지만 가끔 정말 맘에 들면 돈 액수 구애안하고 살 때가

있어요.”

(장인옥,52세, 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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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들은 소비자가 명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양화되었음을 의미

한다.명품은 지 의 기호라는 사회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실용 가치,감성 가치,미 가치 등을 포함한 개인 가치를 만족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한 개인의 패션 소비는 단순히 하나의 범주

로 정의될 수 없는 복합 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지 과시의 욕구,실

용성의 추구,감성 체험 추구,높은 미 가치의 추구 등의 다양하고

상반된 양상들이 한 개인에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립 인 가치들이 공존하는 상은 고정 이며 견고하다고 간주되었

던 경계들이 지속 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유동 인

상황에서 일반 인 규범과 상징 가치에 지배되지 않고 개인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의 이면에는 상층이 치한 사회경제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다른 산층 구성원들보다 명품에 한 높은 근성과 장기간의

사용 경험의 축 의 기반이 되는 상층의 경제,문화자본은 명품 소비

의 복합 양상과 결부되고 있는 것이다.

4.합리 선택과 쾌락 가치의 공존

앞에서 논의되었듯이,패션취향은 미학 조의 상만이 아니라 다

양한 맥락과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복합 인 상이다.의류의 미학

차원뿐만 아니라 자원의 합리 활용도 응답자들이 패션취향의 실천에서

매우 요하게 고려하는 측면이었다.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가격

을 고려하지 않고 옷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의류 소비 경향이 충동 이라

고 평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부분의 응답자들이 합리성,실용성을 패션

제품의 선택과 소비에서의 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

는 가격 비 실용성을 패션 제품의 선택의 기 으로 요시하고 있었

다.

“가끔 사람들이 루이비통 이런 구 나 이런 큰 가방 매고 다니잖아요.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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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게 명품이라서 좋은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는 왜 그러냐면 수납공간이나 가방구조가 진짜 좋더라구요.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들고 다니면 제가 인정하는게 아 명품이라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

그 수납 좋다.코치가 그런 수납공간이 좋아요.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미국가

면 뭐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나 잊어버려도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굳이

선호하는 가방 랜드라 하면 코치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가격대비 

그 수납공간이 좋은거 같아요.”

(진성 ,43세, 학강사)

의류 소비에서 합리 기 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

르게 나타난다.패션 디자이 출신의 30 응답자의 경우,국내 랜드

의류는 가격과 디자인 측면에서 가 제품과 외국 고가 랜드에 비해

장 이 없으므로 합리 인 선택이 아니라고 단하고 있었다.그녀는

가와 고가의 옷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합리 소비를 실천하고 있었다.

“보면은 친구들 에 시장옷 안 입는 애들 있고 는 그 두 개를 잘 해요

비싼거는 비싼 것대로 장점이 있고 싼 옷들은 싼 옷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좋은게 아니라 둘 다 되게 다 좋아해요.왜냐면은 시장 옷은 싸다라

는 무 큰 장 이 있기 때문에 무 싸게 잘입고 근데 비싼 옷들은 비싼 옷

로의 만족감이 있고 리티가 무 좋고 그래서 는 두 개 다....국내 랜드는

안사게 되요.자뎅만 빼고.내가 일을 할 때도 그 랜드 옷은 안입었어요.안싸

고 카피한 디자인이라”

(이주 ,31세, 업주부)

반면 외국 랜드를 선호하지만 유행의 변화에 민감한 다음의 응답자

는 고가 외국 랜드보다는 외국 SPA 랜드에서 옷을 구입하고 있었

다.

“한번 외국 나갈 때 면세 에 들러서 정말 맘에 드는 경우 아니면 여행가서 정

말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이 나와 있다 하면 사입되 의류쪽은 제가 그다지 막

그 게 좋은거는 사지 않구요.오히려 구두나 백 그래도 아깝지 않게 사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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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좀 아까운거 같아요....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짜피 수선을 하거나 유행에

맞춰서 입어줘야 되는데 그 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 같아서 는 그다지 선

호하지는 않아요.”

(이유진,39세, 업주부)

모든 응답자에게 일률 으로 용되는 합리성의 기 은 존재하지 않았

다.그러나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악하고,그에 맞는 선택을 하

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본 연구에 참여한 부분의 응답자들은 합리성

추구 성향을 보 으며 소득 수 의 차이에 따른 성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상 으로 고소득인 응답자들도 의류 선택에 있어 합리

결정을 시하는 경향을 보 다.합리성과 효율성을 시한다고 한 응답

자들의 공통 은 개인이 정한 패션 소비 액의 한 기 을 쉽게

반하지 않는 행 에 한 통제력를 시한다는 이다.

“충동 으로 사는 건 없고 다만 외국에 나갔을 때는 얼마까지는 사자는 거는

안하는 거 같아 근데 기본 으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 있기 때

문에 나갔을 때 얼마를 정해놓고 뭘 사야지 이런거 없이 그냥 사고 싶으

면 사는데 그래도 하나 하나 살 때 합리 인 구매를 해.옷을 사고 실패할 확률

은 보세옷 니트같은거 잘못사고 말고는 없는거 같애.인터넷 구매같은 것도 사

는 아이템은 진짜 쫄바지.옷으로 사는 거는 깅스말고 인터넷 구매로 옷을 사

는 거는 진짜 세손가락 다섯손가락 안에 이제까지 꼽는거 같아.”

(송 재,37세, 학강사)

“ 는 솔직히 충동구매는 많이 안해요.다들 그냥 봤을 때는 충동구매 할거같고

막 그 지는 않아요.상 일텐데 돈을 많이 쓰거나 그 진 않거든요.그게 가

끔 무 진다는거 해외에 갔을 때 가끔 그 다고 해서 큰 액에서 그러진 않아

요.제가 충동구매를 하는건 정말 몇십불내에서 하는거지 큰 액에서 충동구매

한 은 거의 없어요.”

(한지은,42세,변리사)

의류 소비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은 패션과 련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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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에 두드러졌다.패션에 한 지식과 경험은 패션취

향을 실 하기 한 자원의 효율 리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 된 문화자본은 합리 소비를 실천하기 해 필요한 식별력의 기

가 되고 있었다.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다양한 구입 경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성의 실천에는 지식과 식별력의 소유가 필수 이 된다.

특히 연령이 낮고 패션 련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이 연령이 높거

나 패션 련 문화자본이 낮은 응답자들보다 다양한 의류 제품과 소비

경로에 해 언 하는 경향을 보 다.이와 같이 다양한 의류 제품과 구

입 경로에 한 정보는 후기근 사회에서의 패션취향의 실천에서 요한

문화자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류 품질의 균질화,의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된 상황에서 디자이

는 랜드의 권 와 백화 등의 유명 유통 랜드의 권 는 약화되거

나 분산되고 있다.패션취향을 단하는 거 기 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패션 소비자의 선택의 능력이 요해진다.

인터뷰 결과에서 과거보다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을 조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특히 과거에는 하나의 랜드에서 미

리 조합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면 최근에는 각각 다른

랜드에서 단품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해지고

있었다.특히 의류를 능동 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인 20-30 에

1970-80년 를 경험했던 50,60 응답자들이 들려주는 과거와 재의

의류 구매 방식의 차이는 개인의 패션 스타일 구성 방식의 변화를 잘 보

여 다.

“그때 과거에는 단품을 매치해서 입는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그때 그 시 에

는 투피스도 딱 거기에 맞는 라우스까지 해서 사야 어.그 지 않으면 옷을

못 입다고 생각했어.70년 에는 맞춰 입다가 이제 80년도 한 80년도에서 거의

90년 반까지도 루치아노 최 이런데 가서 투피스 한벌을 딱 사서 입었다니

까요.원피스도 따로 입고 그러다가 한 2000년도부터 단품을 매치시켜서 편안하

게 입고 그랬던 거 같아요.”

(윤 옥,63세, 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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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단품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서 고가와 가의 옷을 조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가와 가 의류의 경계를 넘는 행 는 매우 복

잡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Holt는 의 문화자본은 일반 으로 무시

되는 량 소비 상품에 미묘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해석하여 자

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통해 구축된다고 하 다.194)본 연

구에서도 디자이 의 엄격한 심미 기 ,유명 랜드의 품질 리를

통과한 제품이 아닌 량 생산된 가품에 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가 복제품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 인 문화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를 악할 수 있었다.

“근데 요새 집에 일하러 오는 도우미 아 마도 옷 다 잘 입고 와요.센스만 있

으면 요새는 시장옷도 되게 시장 옷도 되게 괜찮은 옷들이 많아요. 은 아이들

은 오히려 랜드 입는거 보다 시장 옷을 잘 지가 센스입게 입으면 오히려 멋

쟁이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송 주,68세, 업주부)

본 연구의 체 응답자 38명 16명이 고가와 가의 옷을 조합해서

입는다고 답변하 다.특히 체 30-40 응답자 19명 11명이 가와

고가를 넘나드는 양면 소비 경향을 보 다.이들이 구매하는 가의

옷은 흔히 보세의류라 불리는 비유명 랜드 제품이나 갭,유니클로 등

의 SPA 랜드 가 제품을 의미한다.

소수의 특정 랜드만을 주로 이용하고 세트 구매를 주로 하는 여성들

도 자신의 패션 지식이나 감각의 부족을 그러한 소비 방식의 이유로 설명

하고 있었다.그들은 패션에 한 지식이나 경험이 축 되면 좀 더 다양

한 랜드 선택과 유연하고 과감한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주변에서 옷 잘 입는 애들을 보면은 꼭 비싼걸 입어야 잘 입어 보이지 않더라

구요.얼마든지 저가 보세옷으로도 자기 스타일로 멋을 잘 내는 친구들은 잘 내

드라구요.그게 옷 잘 입는 애들의 특징인거 같아요.나는 반면에 옷 잘 입는

194)DouglasB.Holt,Poetics,1997,op.cit.,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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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아닌거지 사실....어디선가 맞춰진거. 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 잘 못

사면 제가 입으면 정말 빈티나 보이고 불 해 보이고 스럽고 막 그래요 스타

일이 그런게 있는데 옷 잘 입는 친구는 그런 특징이 있는거 같아요.꼭 정말 비

싼 옷을 입어야 옷을 잘 입지 않더라구요.”

(김민수,38세, 소기업운 )

선택의 능력은 문화자본의 소유와 계가 있다. 형 공식을 반할

수 있으려면 형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에 한 지식이 제되어야

하며 형성을 벗어나는 범 의 지식도 소유해야 한다.즉,Peterson이

제안한 다양한 문화 범주들을 향유하는 문화 옴니보어(cultural

omnivore)의 특성이 드러나는데,여기서 문화 옴니보어는 단순히 소비

의 양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옴니보어에는 패션의 권 를

수동 으로 따르지 않고 능동 으로 악,해석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195) 형 규범을 반하는 주체 소비에는 지식과 식

별 능력이 결부되는 것이다.

한국 상층여성들이 고가 의류를 소비할 경제 자원을 충분히 소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 의류 구매를 하는 것은 합리 선택 행 인 동

시에 미학 모험이자 즐거움이 될 수 있다.경계를 넘나드는 양면 소

비 상을 새롭고 다양한 체험과 가치를 추구하는 쾌락 행 196)로 읽

을 수 있는 것이다.상투 이고 형 인 방식을 반하는 체험은 일상

에서 다양한 미학 실험을 추구하는 상층의 욕구의 반 이기도 하다.

후기근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일상 생활의 미학화는 형 범주를

넘는 유연한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조합 행 에서 느끼는 쾌락은 미학 성취에서 느끼

는 즐거움이자 행 의 합리성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복합

감정이다.응답자들은 고가와 가,유명 랜드와 비유명 랜드 등을

넘나들며 조합의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패션의 지배 권 에 맹목

으로 종속되지 않는 주체성,합리성의 원칙을 구 하고 있었다.다음의

195)노승효,Realvs.Fake,BazaarKorea,2012,1월,p.70.

196)최순화 외,소비시장의 양면성,서울:삼성경제연구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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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가 상품의 구매를 통해 미학 쾌감과 자신의 지식,식별 능

력을 확인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게 뭐 비싼거 그런게 아니라 싼건데도 진짜 센스있게....

우리 아랫집 엄마같은 경우도 터미 을 항상 들려요 그래갔구 오천원 만원짜리

라 그러는데도 잘 어울리더라구요.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

고 좀 게 잘 매치해서 입는 것도 좋은 일이다.요즘 조 따라할려구 그 사

람 따라가서 그래서 터미 패션을 조 사봤어요.근데 싼거를 사서 그런지 몰

라도 기분은 좋더라구요.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고 맘에 안들면 뭐 없애도 구

줘도 되니까 근데도 잘 어울린다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구요.”

(임진숙,56세, 업주부)

미학 모험은 문화자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본의

소유를 필요로 한다.경제자본이라는 물질 기반 뿐 아니라 경제자본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심리 여유,자신감 등이 경계를 넘는 창의 시도

의 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미학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문화자본을

충분히 소유한 경우에도 Bourdieu가 낮은 계 치와 연결시킨 필요

(necessity)에 의한 강제가 심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신 선택에서

느끼는 심리 효과는 감소한다.

가품을 구매하는 행 가 심미 이며 합리 선택을 확인하는 행 라

면 즐거움을 느끼지만,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에는 쾌락 행 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인터뷰 당시 남편이 일시 으로 실직을 하여 경제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응답자의 심리 상황은 이를 잘 보여 다.

“내가 비싼 것도 훨씬 감각 으로 잘 살 수가 있지..재 내 수 이 요정도면

조 더 높은 수 을 원해도 그 수 이 다 그래도 다 잘 구입을 잘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그거는 훨씬 잘 할 수 잇을 거 같더라구 재 그게 안따라 주니

까....내가 그 짓(비싼거랑 싼거를 섞는 것)을 잘해요 잘 하는데 그 게 해서 내

가 당히 만족을 했는데 그것도 다 싫어졌어요.나이가 딱 드니까 남편 딱 그

러고 이게 다야?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싫어졌어요.”

(허미숙,56세, 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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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패션 행 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은 유기

으로 결합하여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일정한

수 의 경제자본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가품을 소비하면서 유희의 감정

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경제,사회,문화 변동성이 강화된 환

경과 사회 신에 한 심이 높은 한국 사회라는 맥락은 이러한 측

면을 더욱 강화시켰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한국 상층여성의 양면 소비는 경제 ,사회 ,문화 조건들이 결

부되어 있는 복합 행 이다. 상층이라는 계층 조건을 통해 동원되

는 자본은 지속되는 변화에 응하면서 범주와 경계를 넘나들며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 합리성과 쾌락을 동시에 추

구하는 양면성은 경제자본의 제약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도

일상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가치를 추구하는 후기근 사회의 한국 상층

의 특성이 체화된 결과이기도 하다.후기근 사회에서 성찰성과 계층이

연결되는 구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제 2 한국 상층여성 패션취향의 특수성

사회에서의 사회 분화의 심화는 일상 생활의 경험의 균열을 증

시킨다. 사회의 사회 분화는 기존의 국가,계 에 의한 사회 분

화의 틀에서 확장되어 더욱 복합 인 층 에서 진행된다.본 에서는

연령과 지역이라는 범주를 통해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을 구체 이

고 복합 인 경험으로서 악하고 이에 한 보다 세 한 근을 시도한

다.

1.품 추구의 다양한 맥락

품 추구는 고소득 집단의 패션 소비의 요한 특성으로 규정되어 왔

다.197)본 연구를 통해서도 상층 응답자의 패션취향에서 품 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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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움에 한 욕구를 읽을 수 있었다.그러나 상층여성의 품 추구

에는 신체 ,심리 ,사회 차원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연령

에 따라 품 추구의 구체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노년층 여성의 패션에 한 선행연구는 활동성과 품 성을 년여

성의 패션 이미지의 요한 차원으로 악하고 이를 노화에 따른 부정

외모 이미지의 증가와 연결시키고 있다.198)본 연구에서도 노화에 따른

외모에 한 자신감 상실과 패션에서의 고 스러움의 추구의 연 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체 변화와 이에 따른 심리 변화는 ,노년 응답자의 패션취향

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연령이 높은 응답자들은 외모에 한 자신감

상실로 인해 심리 축을 느끼고 있었고,고가 의류,보석류 등의 착용

은 이러한 심리 향에 처하는 방식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30

의 응답자들에게도 고 스러움의 추구는 나타나지만,이를 신체 인 자

신감 상실과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반면 40 이후의 응답자

들은 자신의 은 시 의 외모와 비교하며 상 축감을 표시하 다.

“집에서 바쁜 계로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아무 게나 입고 나가면 내가

축이 돼요.그거는 옛날 을 때하고 차이가 었을 때는 내가 안입고 나가

도 그 게 막 축되거나 그 진 않았거든요.나이가 들면서 그런거는 있더라구

요.내가 옷을 좀 안차려 입고 나가면 좀 위축되는 거 그런건 있어요.”

(주경숙,60세, 업주부)

이러한 심리 향은 고가 의류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일부

응답자들은 은 세 들이 가의 옷을 잘 조합시켜서 입는 것은 보기가

좋으나 나이든 사람이 가를 잘 조합해서 멋있는 옷차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97)이은정,이은 ,op.cit.,p.67.
198)최경아,고미경,정성지,“ 년층 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35(4),2011,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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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십 들은 청바지에 면티 하나 입어도 진짜 말 그 로 간지가 좔좔 흐

르면서 그 음으로 카바를 하는 것 같아.우리가 었을 때 나이드신 분들 막

목걸이 이런거 이만한거 하는거 무 흉하다 왜 러고 다닐까 그랬는데 요새

우리가 나이들고 보니까 악세사리 하나 하나가 그런 것들과 왜 가방을 비싼 걸

들어야하는지 뭔가 이런 악세사리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옷도 왜 비싸고 좋

은걸 사야되는지 그런게 느껴지더라구요. 싼거 사니까 추레해보여”

(황희정,43세, 업주부)

“상 으로 그만큼 의상에 투자하지 않으면 뭐 그 게 코디해서 입는다 그래

도 말같이 그 게 쉬운건 아닌거 같아요.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 그

게 뭐 그 게 알뜰하게 해서 아무데서 가서 사서 입어서 잘 입고 그거는 이십

에는 능할지는 몰라도 사십 넘어가고 그 로 가면 저렴하게 해가지고 옷

이 잘 입어지기는 어렵더라구요.”

(오주 ,52세, 업주부)

이러한 심리 축감과 더불어 사회 지 에 한 욕구는 패션 소비

에 있어 고 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년 여성이

가지는 인생의 성취로서 사회 치를 확인하고 표 하고자 하는 욕구

는 상징 가치가 있는 의류 제품의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Furby가 40-50 의 특성으로 정의한 개인의 소유물을 사회 권력과 힘

의 상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199)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서도 발

견할 수 있었다.

연령 특성은 한국의 문화 특수성과 결합되어 상층 년여성의

지 소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아래의 응답자는 이제까지 패션에 거

의 심을 가지지 않았으나,물질 소유를 통해 타인을 평가하는 환경

안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 고 패션을 통한 지 표 의 흐름에 무의식

으로 동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내 스스로 만족도가 굉장히 커요.남들 보여주는 거 평가받는 거의

199)RussellW.Belk,“PossessionsandtheExtendedSelf”,JournalofConsumer

Research,15(2),1988,p.1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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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족도 화장을 하는 것도 나를 해서 상 가 보여지는 거 주객이 같이

스트 스 받으면서 움직이는거 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패션도 그 드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게 빨아입고 잘 손질해서 입고 싼 것도 이런거는 말이고

사실은 그 지는 않아요....겉으로 보여지는 패션 소품 보석으로 이런거에도 가

드라구요.그래요. 에는 피부가 어쩌구 쩌구 이런거 신경 안썼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속물 으로 되더라구요.그 게 되더라구요.나이드니까 주근

깨 검버섯 내지는 피부가 착색되는 거에 스트 스 생기는거 요.스스로 그러니

까 가서 일주일에 두시간 세시간 매일 갈 수는 없어서 토요일날 경락을 세시간

씩 받는데도 달라질 것도 특별히 없는데도 그 게 해야지 스스로 확인되지 않

은 안도감 같은 것이 생기는 거야.가서 세시간 정도 어있다 보면 뭐는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찾아다니게 돼요.심각해지더라구요.”

(하은재,47세, 소기업 운 )

30 에 비해 40 이상의 응답자들은 사회 이미지,지 의 표 에

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들은 사회 지

의 기호로서의 외모 리의 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내 신분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상 방이 나의 어떤 거를 모르는데 악하는데

도구?오십 이정도 되니까 그런거 같아요.그 사람이 학력이나 사는거나 모든

게 굉장히 요한거 같아요.그니까 나이 먹을수록 가꿔야 될 거 같아요.나는

그 게 느 는데 다수의 여자들이 그 게 생각하더라구요.얘기하다 보면”

(임은희,56세, 업주부)

“ 었을 때 학벌 요했잖아 그런게 이제 별로 요하지 않은거야,우리 나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제일 요한 거야.그래서 다들 경제력 보여주는 명품 백을

사는거 같아.”

(박성희,52세,교사)

패션을 통한 지 표 욕구에 한 직 언 을 하지 않거나 이에

해 비 인 시각을 보인 응답자들도 정 인 외 이미지를 구축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고 스러운 패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동조

,타인지향 소비 경향이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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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실천 방식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처음에 학기 에 학부모들 모임 그럴 때는 서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거잖아.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걸로 충 평가가 되니까 좋

은 인상을 줘야 되고 그럼으로 우리 아이한테 향을 줘야된다 생각하니까 신

경을 쓰게되더라구 아무래도 동창같은 경우 어쩌다 한번 있는 동창 모임에는

신경이 쓰 는데 늘 친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끼리는 그런건 이제 없어.

물론 차려입고 가긴 하지만 막 이거 세일할 때 싸게 샀어라든가 이건 짝퉁이야

쉽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낯선 모임인 경우에는 신경을 쓰게 되지.”

(고희주,43세,디자이 )

“나는 요새 엄마들 무 으로 명품을 좋아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명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빠뜨리는 이 세태가 안들면 안 될거 같고 학교갈 때

들고가야 된다고 안살거냐고 이러는데 그게 싫은거야.엄마들이 엄마모임이나

아니면 총회같은거 있거든요.학교 애들 그러면은 그거를 막 명품가방 안들면

휩쓸린다고 그거 된다고 일부러 막 사요.일부러 명품을 모임 때문에 학교 모임

때문에 그래서 안들면 진짜 이상하고 우리 여기 신세계만 해도 쇼핑하러 가면

명품가방 안든 사람이 없드라구 아 없드라구.”

(황희정,43세, 업주부)

패션을 통한 지 표 의 기능은 다른 연령 에서도 요하게 인식되

지만 연령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60 여성들에서

패션을 통한 지 표 방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60 응답자들

상당수가 물건에 한 소유의 욕구가 감소하는 경험을 이야기하 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물건의 소유에 한 시 경향은 어든다는 선행 연

구200)와 유사한 결과이다.

“솔직히 가방같은 거는 보이는 거라 그런 쪽이 많은거 같아요.서로가 서로한테

그런거 같은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그때 한 사오십 가 제일 심했

죠 사오십 반까지 많이 샀던 거 같아요.제가 올해 육십이거든요 이제는 한

200)ibid.,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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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팔세 이래부터는 심이 없어지더라고 별로 하고 싶은 거 없고 가끔 옷이

나 이래 있으면 옷이나 깔끔하게 입고 드는 거 들고 그래 살고 싶지 옛날에는

남보다 더 이쁘게 입고 싶고 그랬거든요.그 마음은 없어졌어요.내 편한 위주

로 실용주의로 입고”

(주경숙,60세, 업주부)

“재미가 없어졌어요.그런게 옛날에는 막 쇼핑하고 쁜 옷 사입고 그런게 심

이 많았는데 지 은 그건 별로....그러고 내가 작년 재작년에 암수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건강에 한 운동하고 그런 거에 치 을 하지 막 옷 해입고 그

런 바깥에 나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모임도 다

어.모임을 다 끊어버렸어.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사실 서울 한번

나갔다오면 녁때면 피곤해 나 이번에 못나간다 하고 이 게하고 끊으니까 우

선은 내가 살겠더라고 서울 한번 갔다오면 그날 운동 못해요.그러다보니까는

서울도 안가게 되고 옷에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편하게 돼버렸어요.”

(정 경,62세,교사)

60 여성들은 40-50 여성보다 상 으로 사회 활동의 감소와 체

력의 하의 경험하 다.사회 활동이나 물질 소유 신 운동,여행,

등 체험,경험의 욕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상층 노년

여성소비자의 라이 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한 신혜 외와 채진미

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201)이러한 신체 ,사회 계의

변화는 활동이 편한 캐주얼 의류와 여행,운동을 한 의류 주의 구매

로의 취향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다.다음의 60 응답자는 과거에는 고

가의 의류를 자주 구입하 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 네크워크가 축

소된 재에는 의류에 한 소비 욕구가 감소하고 신 여행에 한 욕

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정해놓고 많이 입었는데....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은 고가의 옷이라든가

201)신혜 ,이 룡,임숙자,op.cit.,p.8.

채진미,50-60 여성들의 라이 스타일의 다양성과 의복구매행동,서울 학

교 학원 박사학 논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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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불편한 거 이런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별로 그러다보니까 그런거

구매할 일도 없고 아무래도 옷을 사는 가격이라든가 횟수가 어들

지....나는 그 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가방을 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난 보석을 별로 비싸게 주고 내 개인 입장은 를 들어서 친구들은 칠백만원

짜리 진주반지를 산다 그럼 나는 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일단 여

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친구들 에는 고가의 악세사리,백 그런거 선호

해요 많이 샤넬백같은 거”

(윤 옥,63세, 업주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생활의 변화는 의류의 실용 측면 즉,편안한 착

용감에 한 요구를 확 시키고 고가의 캐주얼 의류나 고가의 아웃도어

웨어의 착용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었다.

“과거에는 캐주얼 입어도 옛날 그때 생각은 캐주얼은 야외갈 때 입는다든지 그

랬는데 지 은 캐주얼이 막 운동 주로 나오는게 아니고 그래도 외출할 수 있

는 걸로 나오더라구요 는 고런 쪽으로 입어요.”

(주경숙,60세, 업주부)

편안한 옷차림의 추구가 고 스러움에 한 욕구가 완 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60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는 편하면서 고

스러운 이미지라는 복합 인 요구가 반 되고 있었다. 의 60 응답

자도 체력의 하와 사회활동의 감소로 캐주얼한 옷을 자주 입게 되었지

만 편안함과 고 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이나 체력이 좋은 옷을 입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당히 편안하고 당히 그니까 새 옷 왜 우

리 고에 그런 고 있었잖아요.무슨 패션에서 십년을 입었어도 일년된 것 같

은 옷,일년을 입었어도 십년 된 것 같이 편안한 옷 그런 고문구가 있어요.

이제는 옷이 편안하면서도 보기에도 그 편안함이....그 다고 편안하기만해서는 

안되지”

(윤 옥,63세, 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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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러움은 한국 상층여성들이 공통 으로 추구하는 이미지 지

만,이러한 이미지에 연결되는 사회 ,신체 ,심리 맥락이 연령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연령이라는

변수에 의해 복잡한 양상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2.패션취향의 공간 분화

1970년 이후 서울의 강남지역,특히,서 구,강남구,송 구는 고소

득,고학력을 소유한 엘리트 계층의 주거 비 이 높아졌다.주거,교통,

교육 측면에서의 강남 지역의 상 인 우 는 강남 지역과 다른 지역과

의 공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경제자본이 집

으로 유입되면서 강남 지역은 투자, 융 산업 등의 심지로서 부상

하 다. 한 미술 ,박물 ,공연장 등의 문화 시설과,고 백화 등

의 쇼핑 시설이 집 되면서 강남은 문화와 소비의 심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강남지역이 엘리트 계층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축 과 재생산이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강남’이라는 단어는 계

구별짓기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패션취향을 검토함

에 있어 강남과 다른 지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의 계 과 취향의 계를 밝히는 작업에 있어 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시

사 을 제공할 것이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 결과,응답자들의 거주지 차이에 따른 패션취향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응답자들의 소

득,지 의 수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단된다.

한 직업 지 와 인 네트워크에 따라 빈번한 교류와 이동이 일어나

는 상황은 명백한 취향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를 들어,강남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

우 는 본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나 가족들은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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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응답자들에게 강남은 부유층의 거주지로서 강력한 상징 의미

를 획득하고 있었다.그러므로 그들의 주 인식에서 설정된 강남 지

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상징 경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계층과 패션취향의 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고 단된다.

응답자들에게 강남 지역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집합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는 공간 환경의 차이가 패션취향의 차이

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강남 지역을 좋은 패션취향의 아비투스를

생성하는 지리 기반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부지런하게 많이 보고 그니까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거 같아요.그

리고 어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지트 그런 곳이 따로 있는거 같아

요.그런 곳에 있을 때..제 친구 같은 경우는 oo출신인데 같이 서울 왔는데 미

국의 oo라는 회사에 다니거든요 강남에서 계속 생활을 했는데 무 달라졌어요

사람이.그 친구를 보면 어디 있느냐가 요한 거 같아요.막 비싼거를 사고 그

런 것이 아니라 되게 어떤 명품 그런 것들에 해서 많이 보니까 고를 수 있는

거 같아요.그 게 많이 다니고 보고 하는 사람이 옷을 잘 입는거 같고 돈도 필

요한 거 같구요.”

(김율희,36세,상담 문가)

강남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다음의 응답자에게,강남과 경기도 소

도시의 패션취향의 차이는 매우 명확하다.그녀에게는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련됨,편안함,고 스러움 등 좋은 취향을 체화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한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패션취향의 차이는 매되는

옷의 디자인과 색감의 차이로 나타난다.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압구정 백화 이나 삼성 백화 에 갔을 때 거

기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하고 oo에 있는 백화 옷차림하고는 천지차

이야....그쪽 사람들은 상당히 옷입는 것이 세련되고 멋있어요.내가 보기에 뭐라

그래야 되나?디자인도 괜찮고 옷도 값이 있어 보이고 입었을 때 옷도 맵시있

어 보이고 그리고 이 게 매치가 잘됐고 편안해보이고 그걸 한마디로 그냥 나

는 이 게 다 모아서 있어 보인다 멋있고 편안해 보인다.그런데 이제 요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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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시골사람들이 왜 장날 옷 같은 그런 것 처럼 그런 차림 그리고 시된 옷

도 다르고 옷 자체도 달라 색감도 달라”

(윤 옥,63세, 업주부)

이와 같이,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은 지역 차이 뿐만 아니라,패션

취향의 차이로도 구분되고 있었다.강남 지역의 패션은 주로 세련되었다

고 묘사되고 있었다.다음의 응답자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주하 고,두 지역 간의 패션취향의 차이를 각각 화려함과 제됨으로

정의하고 있었다.그녀는 시선을 끌기 한 노력이 드러나는 패션보다는

기본형의 고 의류를 튀지 않는 방식으로 입는 것이 보다 세련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쪽이 더 화려한게 많아요.옷을 더 화려하게 입어요.좀 더 뭐라 하나 이쪽

사람들은 조 명품옷들이 왜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은 기본 인

옷을 많이 입는거 같아요 깔끔하게 딱 보면 천도 괜찮다 고런 쪽으로 입고 어

째보면 이쁘게 멋을 더 부리는 쪽은 그쪽인 거 같아요.그쪽이 신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확실히 화려해요....근데 확실히 오래 살아

서 그런지 그쪽 옷이 약간 뭐라 그러나 알겠죠? 무 이 게 막 멋을 부리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면서 제가 그게 그 게 이뻐보이지 않더라구요.바지같은데

세련된게 덜한거 같아.이쪽의 사람들은 막 아주 멋쟁이 이거보다는 부다 사

람들이 뭐라 막 패션쪽으로 이 게 입는 스타일은 아니고,그쪽이 패션쪽으로

입는다고 해야될 거 같죠?바지같은 것도 거기는 무늬같은 들어간거 있잖아요.

까만 바지에 은박 같은 거 된 그런거에 사람들이 튄다 그 게 입더라구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 게 튀게 입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신세계백화 가도 그쪽

사람들처럼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 덜하더라구요.”

(신 희,56세, 업주부)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지 않는 특성을 강남 지역에 부여하는 경향은 다

음 응답자의 명품 가방의 랜드와 디자인의 차이에 한 비유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그녀는 강남 지역에 거주하나 직장이 강북 지역에 있어 두

지역 사이의 패션취향을 찰하고 단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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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으로 보면요 강북은 아직도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많이 들고 강남은 별로

없잖아요.트 드가 좀 로고가 그 게 많이 박힌 가방을 제 생각은 강남사람들

은 많이 안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구두로 치면은 뭐지?엠 씨 이 게

크게 써있는 거 강북은 그런거 크게 박힌거 이런거 많이 신었어요.돈을 옷에

많이 쓰더라도 그 게 아주 많이 안 쓰면서 랜드를 선호하는거 같아요.브랜

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게 아닐까요?물론 도 막 그 게 세련되고 그

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걸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요. 랜드를 드러내는 걸

사람들이 로고 많이 힌 가방을 들거나 남자들도 넥타이에 로고 많이 박힌 것

이런거 되게 싫어하는거 같아요.”

(최승은,36세, 기업 리직)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제품과 차별화하

기 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명백한 과시의 의도가 드

러나는 것에 한 거부감을 읽을 수 있다.부유한 주거 지역이자 패션의

선도 지역으로서의 상징 역할을 해왔던 강남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은 태도’로 규정하는 경향은 한국에서의 지 과시 방식에 변화가 일

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압축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 소유를 통한 지 과시의 욕구가 소비 역 특히,고가품 시장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응답자들의 ‘드

러내지 않으려는 태도’에 한 언 은 이러한 소비 방식의 변화를 의미

한다.경제자본과 더불어 문화자본이 축 되면서 지 의 과시가 보다

제되고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강남 지역의 패션을 편안함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기도의 신도시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응답자는 강남 지역

의 패션을 편안함으로 정의하 다.

“네 아무래도 다들 여기는 센스 있으신 분이 많으신것 같아요.연령 비 많이

어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다고 해도 다들 그냥 그 게 누

추해보이지 않고 편하게 입고 왔다는데도 그래도 약간 뭐랄까 그 속에서 어떤

나름의 패션을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분 기 그리고 친구 만나러가서 가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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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면 그래도 이쪽이 많이 편안하게 입고”

(이유진,39세, 업주부)

편안함은 의도 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의미를

함축한다.Bourdieu는 신체 운용의 편안함을 권력 계의 체화라는 맥락

과 연결시켰다.편안함에는 타인의 시선을 화시킬 수 있는 권력의 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자본의 소유에 기인하는 자신감이 편안함

의 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202)한국의 엘리트 거주 지역인 강남 지역

의 패션취향에 결부되는 편안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함은 리와 제라는 상반된 특성과 결합되어 있다.다음

의 응답자들은 강남 지역의 패션을 편안하지만 리된 느낌으로 설명하

고 있다.

“교회를 oo동 교회를 다녀요.화장을 많이 했거나 그 지는 않은데 딱 거기 사

람들은 뭔가 관리된 느낌....그래서 확실히 다른가?이런 생각을 해요.좀 더 여

유가 있으니까 화장을 많이 한 건 아닌데 피부 리도 된 거 같고 옷도 어느

정도 깔끔한 약간 평균 으로 봤을 때 그런건....근데 그게 변두리로 가면 차이

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있는거 같애요.”

(한지은,42세,변리사)

“아무래도 보면은 안꾸민거 같아도 다들 보면 머리 퍼머도 그 고 머리에서부

터 시작해서 화장도 그 고 은근히 보면은 안하는것 같아도 생각한거 보다 꽤

많이 하드라구요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서 보면은 안한 듯 해도 가만히 보면 그

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주 ,52세. 업주부)

강남 지역의 패션과 연결되는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 편안함에는 역설

으로 몸에 한 리라는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인터뷰 결과,강

남 거주 응답자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 피부 리,운동

202)PierreBourdieu,최종철 역,op.cit.,pp.3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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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몸에 한 리에 한 심과 참여가 높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비강

남 지역 응답자들보다 많았다. 한 주기 으로 피부 리를 받는 강남

거주 응답자의 비율이 비강남 지역 거주 응답자들보다 높았다.

“ 무 바빠서 결혼할 때 마사지도 못 받아보고 마사지가 뭔지 이러고 지내다가

한 이년 에 이 되게 많았는데 뺐더니 얼굴이 깨끗해 보이는거 요.그러더

니 희 엄마를 닮아서 주근깨같은게 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거 요.받아야 되

겠다는 생각이 나이 마흔돼서 들었어요.약간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많이 늦은

편인데....피부과 지난달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바빠서 가야되는데 못가고 있구요.

꾸 히 이제는 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무 무 많이 하죠 그

럼요 그니까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나세요.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정말 

요즘에는 정말 피부미인이라고 피부 예쁜 사람이 예뻐보이긴 하더라구요. 리

를 받아야되겠다 생각을 하죠.”

(이유진,39세, 업주부)

“나 피부에 언제부턴가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딸 결혼식을 3년 에 치

는데 그때 삼개월 부터 리를 하잖아요.엄마들이 하고 보니까 좋으니까 계

속 하고 있어.앞으로는 뷰티다 앞으로는 모든 것은 뷰티에 다 집 될 것이다

하니까 이거를 받고 나니까 옛날보다는 더 탱탱해진거 같으니까 외출할 때 시

간이 빨라요 두두득하고.옛날에는 기미 가릴려고 한번 더 바르고 좀 더 신경을

쓰고 두껍게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피부 관리를 받으니까 편안해요.”

(서지숙,56세, 업주부)

몸에 한 리는 인 인 노력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세련됨을 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그 요성을 더해가고 있다.외모에 있어서 자

연스러움에 한 추구는 성형수술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도 향을 미치

고 있었다.

“ 놓고 안하죠. 이 쳐져서 땡긴다거나 이건 하고는 한달 정도 쉬어.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새는 무 깜쪽같애...한달만 하면 괜찮아

이런게 있더라구요....표나게 하면 진짜 패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 요.오년만



-145-

어 보이고 삼년만 게 보이게 하는 거 그런게 우리 트 드 요.티나게 한 사

람은 벌써 촌스러운 거야....보다 보면 형님은 했나?했나?그래요.어딘가 달

라졌는데”

(임은희,56세,사무직)

강남 지역의 패션취향으로 인식되는 편안함은 패션을 통한 지 의 표

방식이 보다 미묘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외모 리에 한

심과 실천이 모든 사회 계층에게로 확산되는 상황203)에서 외모 리를

해 투입한 인 노력을 은폐하는 양상은 일종의 구별짓기의 방식으

로 이해할 수 있다.Bourdieu가 묘사한 몸을 인 노력으로 구 된 것

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재하는 특성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상류 계 의

태도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문화 심지로서 상징

공간을 차지해왔던 강남 지역의 패션취향을 바라보는 응답자들의 시

각은 한국 사회에서의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 방식의 변화 양상을 보여

다.쉽게 드러나는 표지를 이용한 지 표 방식에서 축 된 지식과 경

험을 통해 제된 방식으로 문화 세련됨을 드러내려는 방식으로의

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소비재에 한

근이 보다 범 한 계층으로 확 되었고,물질 소비에 한 장기간의

경험 축 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역사 변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3)김난도,최인수,윤덕환,2011 한민국 소비지도: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서울:한국경제신문,2010,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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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상층의 패션취향을 후기근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고찰하 다.한국 사회의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문 지

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층은 후기근 사회의

맥락과 하게 연계되어 있다.한국의 상층은 다른 산층 구성원들

과의 소득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고학력자의 비 이 높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 최근 요한 소비 주체로 부상하여 그들의 추구가치와 행

방식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속한 근 화 과정을 거치고 후기근 사회의 양상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상층여성이 치한 사회,경제,문화 맥락과

패션취향의 계를 분석하 다.더불어 한국이라는 문화 ,역사 특수

성과 패션취향이 가지는 계를 밝히고자 하 다.

패션취향을 보다 입체 으로 분석하기 해 심층 인터뷰를 연구 방법

으로 선택하 고,직업,소득 학력을 상층의 조작 정의의 기 으로

사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30 에서 60 사이의 여성 38명을 응답자

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론 배경으로 취향과 계 의 계를 분석하는 틀로서 범 한

향력을 가진 Bourdieu의 아비투스와 자본의 개념을 고찰하 다.그러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강화된 후기근 사회라는 맥락과 한국이라는 특

수성을 고려하여 Bourdieu의 이론의 비 재검토를 시도하 다. 한

Giddens등의 이론을 통하여 통 인 거 기 이 약화되고 변화가 일

상화된 후기근 사회에서 자아의 성찰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검토하

다.그리고 두 이론의 비 으로 결합시키면서 성찰성(reflexivity)을 일

종의 아비투스로 보는 시각 역시 도입하여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과

계층의 계를 악하는 이론 틀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개인이 소유한 경제자본,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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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의해 향을 받고 있었다.경제자본이 높을수록 의류 소비,특히 명

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높은 경제자본과 의류 소

비 지출 액을 패션취향에서의 자신감과 능동성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

는 결과를 통해 경제자본만으로 패션취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을 알

수 있었다.

패션취향과 문화자본의 계를 분석한 결과,Bourdieu가 제시한 학력

자본과 취향과의 상 성은 모든 소비 역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패션 역에서는 단순히 모든 분

야의 제도 학력이 패션취향에 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미술,디자인

등의 특정 분야에서의 제도 학력과 패션취향과의 련성을 악할 수

있었다.해외 거주나 여행 경험 등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문화자본이

축 될 수 있으며,이러한 문화자본이 패션취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패션은 자신만의 특수한 작동 원리를 가지는 사회 장

(socialfield)임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문화자본의 향력은 증가하 으나 패션에 있어서 취향의

구축과 유지를 해서는 지속 구매가 필요하다는 에서 경제자본은

패션취향의 형성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그리고 경제자본은

문화자본의 축 과 체화의 기본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자본과 유기

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한국 상층여성들은 세련되고 고 스러운 패션을 선호하고 추

구하고 있었다.과거보다 취향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세련되고 고 스러

운 패션취향의 정의는 고가의 제품만을 사용한 특정한 패션 이미지나 스

타일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특

히 창의 이고 개성 인 조합 방식을 요시하 는데,고가와 가 의류

등과 같은 상이한 요소들을 선택하여,평범하지 않은 독창 이며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좋은 취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패션취향에 있어서 문화자본은 자신감과 주체 인 태도로도 연결되고

있었다.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은 특히 타인과의 계를 통해 패션취

향을 정의하기 보다는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을 요시하고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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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취향을 구축함에 있어 합리 이며 효율 인 소비를 시하 고,이

를 해 다양한 제품과 구입 경로를 넘나드는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학 차원 뿐 아니라 소비 방식에 있어서도 형 인 경계를 넘는

유연함이 문화자본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가와 가 제

품,유명 랜드와 비유명 랜드 제품의 경계를 반하고,다양한 구입

경로를 넘나들면서 유연한 선택을 하면서 창의 조합을 할 수 있는 성

찰 성향이 한국 상층의 패션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이러한 성

향의 체화에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필요하다는 에서 성찰성이 후기

근 사회 한국 상층여성이 처한 사회,경제 조건과 하게 연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층의 패션취향은 사회 규범,라이 스타일,몸에 한 문

화 기 이라는 조건에 의해 복합 으로 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있

었다.과거보다 비공식 이고 암묵 인 성격을 띠게 된 사회 규범을

식별하고 이에 따라 한 옷차림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 상층여성에

게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 체형이 옷을 선택하는 가장

요한 기 이 된다는 사실은 몸에 한 용되는 문화 기 의 요성

을 확인시켜주었다.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상층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다른 계층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세 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패션취향을 구성하고 표 하는 방식에는 형 이고 지배 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개인의 주체 선택의 가능성은 증가하 다.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표 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다양해졌으나 개인의

선택의 범 와 자유의 증가를 개인의 삶의 로젝트이며 정체성 구성의

핵심으로 보는 Giddens의 성찰성의 개념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회 상의 유동성과 가변성이 증가하는 후기근

사회에서도 개인은 자신이 치하는 구체 삶의 조건,즉 사회,문화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패션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의 선택의 범 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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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패션 랜드의 지배력과 권 가 분산됨에 따라 패션 제품의

구입 경로는 과거보다 다양해졌으며 고 과 제품 사이의 경계를 넘

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과 동시에 패션취향에서

동조 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은 후기근 사회에서도 패션취향에

해 사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

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이 치한 구체 이면서 복합 인 맥락에서 형성

된 패션취향은 유행의 변화에 의해 속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개

인은 자신의 취향의 틀 안에서 유행을 해석하며 선택 으로 수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후기근 사회의 패션에 있어서 개인은 지속 인 유

행의 변화와 자신의 삶의 구체 맥락을 조화시키면서 취향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섯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는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 개인에게 과거에는 서로 립 이라고 간주되었던 지 소비,개인

가치,합리성 추구,쾌락 가치 추구 등의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가와 고가 의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는 소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

다.이러한 경향은 특히 패션 련 문화자본이 높은 응답자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립되는 범주들을 융합시키는 성찰 태도에는 다양

한 범주에 한 지식과 경험의 소유라는 자본의 소유 계가 개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층은 다른 산층 구성원보다 높은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소유하

지만 상류층과는 달리 경제 제약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합리 선택을 시하 다.이와 동시에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

는 상층의 구체 상황은 이성과 감성,쾌락과 제라는 상반된 가치

를 동시에 추구하며,고정된 범주를 넘는 유연한 행 에 투 되고 있었

다.

여섯째,한국의 역사 ,문화 특수성은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속한 근 화 과정을 거쳤으나 아직도 강하게 유

지되고 있는 집단 으로 공유되는 규범의 향력은 상층여성의 패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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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상층 패션 소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지

소비의 경향도 타인지향 이며 동조 인 성격이 강한 한국의 소비 문

화가 반 된 결과이다.

한편,후발산업국가로서 서구의 향을 크게 받으며 성장한 한국 사회

의 역사 맥락은 서구 문화에 한 복합 인 태도와 연 성을 가진다.

한국 상층여성들은 서구 문화에 한 정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패션취향의 요한 참조 자료로 인식하고 있었다.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문화 계가 패션취향의 인식과 실천에 반 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문화에 한 경험은 한국 사회의 동조 인 성향

에 비 인식을 강화시키고 패션취향에 있어 개성과 주체성을 시하

는 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곱째,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양한

분화의 양상을 보인다.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거주지역이라는 조건은

상층 패션취향을 세분화시키고 있었다.연령은 개인의 신체 ,심리

조건,라이 스타일 등에 향을 미치면서,패션취향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었다.그리고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지리 분화는 계 분화라는 상

징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며,패션취향에서의 구별짓기의 양상이 드러

나는 지 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은 단순한 기 는 개념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매우

모순 이며 복합 인 측면을 가진 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

다.패션은 매우 개인 행 이지만 사회 인 차원을 가지며,일상의 행

와 경험에 기 를 둔 실천(practice)이지만 동시에 문화 기호로서 작

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후기근 사회에서 실험 자아,개성 자아의 요성의 확

를 확인할 수 있었다.더불어 패션취향이 단순히 미학 차원에 한

단만이 아닌 취향을 실천하는 방식에 한 평가를 포함하는 포 개

념임을 밝히고 있다.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은 자원의 효율 활용,

다양한 사회 상황에 한 식별과 한 응 능력 등 다양한 차원에

한 평가를 반 하고 있었다.이는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은 매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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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고 다양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다양성과 변동

성의 확 라는 후기근 사회의 특성에서 고정된 거에 기반한 지식과

경험보다는 효율 인 선택과 자원 활용의 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

하는 결과인 것이다.

패션은 한국 상층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확 되고 있는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계들을 이해하고 처해나가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한국 상층여성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 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처해나가고 있었다.그러나 이를 Giddens가 제시한 후기근 사회에서

의 자아의 일 된 서사체계의 략 인 구축이라는 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후기근 사회에서도 패션취향을 개인의 자율 인 선택으로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증가하고 인 거가 부재하게 되면서 개인

의 패션취향의 구성과 실천에 있어서 성찰성은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성찰성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패션취향 간의 고정 인 경계가

약화되고,개인의 선택의 범 가 확 된 후기근 사회에서도,개인이

치하고 있는 구체 역사,사회,경제,문화 맥락은 개인의 행 에 제

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개인화되고 편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패션취향의 이면에는 경제자

본과 문화자본이 유기 으로 연결되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후기근

사회의 패션취향이 계층이라는 사회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상임을

확인시켜 다.

한국 상층여성의 패션취향이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 ,타인지

향 소비 경향에 의해 강하게 향을 받고 있는 한 개인의 패션취

향과 사회,문화 맥락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지 이다.한국 상층여

성의 문화자본과 패션취향에 있어서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서구지향

성향 역시 개인의 패션취향과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역사 특수성과의

한 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 역할,라이 스타일 등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



-152-

해지면서 개인의 성찰 태도의 강화는 패션취향의 차이를 생성하는 조

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상은 사회의 패션취

향의 편화와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이는 사회의 패션취향이

사회 맥락에 의해 일방 으로 결정되거나,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

제로 귀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후기근 사회의 시

특성과 개인의 선택과 행 는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패션

취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지속 으로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층여성만을 연구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사회에

서 계층과 패션취향의 계에 개입되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 해 구체

이고 세 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상층과 경제자본,문화

자본에 있어 차이를 갖는 집단들에 한 연구를 통해 후기근 사회의 패

션취향에 한 다각 이고 심층 이해를 가능하게 할 후속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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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안에 기입해주십시오.)(퇴직한 경우,퇴직 호 안에 과거 직업명을 기

입해주십시오.)

(1) 문직( ) (2)공무원 (3) 리,사무직 (4)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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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안에 기입해주십시오.)( 재 업주부이지만 과거 직업을 가졌던 경우는

업주부 호 안에 직업명을 기입해주십시오.)

(1) 업주부( )(2) 문직( ) (3)공무원 (4) 리,사무

직 (5)서비스직 (6) 소기업 운 (7)자 업 (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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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층 (2) 하층 (3) 간층 (4) 상층 (5)상층

11) 재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되는 사회 계층을 선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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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 시간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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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FashionTastesof

theUpper-MiddleClassWomen

inKorea

Hye-YoungShin

Dept.ofClothing& Textil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 wasdesignedtoreview thetastein fashion ofthe

upper middle-class women in Korea within the contextoflate

modern society. With Korea’s entry into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society,therapidlygrowinguppermiddle-class,basedon

expertiseandexperience,hasbeencloselylinkedwiththecontextof

latemodernsociety.Theuppermiddle-classinKoreanow featuresa

highproportionofthehighlyeducatedandawideningincomegap

withothermiddle-classmembers.Inaddition,itiscurrentlyemerging

asanimportantsubjectofconsumption,andinterestinthewaysof

conductandvaluespursuedbytheuppermiddle-classisontherise.

Inthisregard,thisstudyanalyzedtherelationshipbetweenfashion

tastesandsocial,economic,andculturalcontextswheretheupper

middle-class women are situated in Korean society,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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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ed by the intensified aspects of late modern society

throughtherapidprocessofmodernization.Furthermore,itattempted

to investigatea correlation between tastein fashion and Korea’s

culturalandhistoricalparticularity.

Asa research method,an in-depth interview wasemployed to

analyzefashion tastesin particular.Thisstudy defined theupper

middle-class as a group with higherscholasticachievementsand

incomes in professions thatrequire expertise and experience,and

selected38womenintheir30sto60swhoarelivinginmetropolitan

areas as interviewees,based on the measurement standards of

occupation,educationlevel,andmonthlyincome.

Fortheoreticalbackground,theconceptofcapitalandhabitusof

Bourdieuwasreviewedasatooltoanalyzetherelationshipbetween

tastes and classes, and the concept of reconfiguration of

self-reflectionandpersonalchoicewasexaminedinthecontextof

latemodernsocietycharacterizedbyweakenedtraditionalcriteriaand

routinizedchanges,accordingtothetheoryofGiddens.Inaddition,a

theoreticalframework was deduc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es and fashion tastes of late modern society by

introducing the perspective thatviews reflexivity as a kind of

habitus,whilecouplingthetwotheoriesinacriticalway.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thefashiontastesoftheuppermiddle-classwomeninKorea

havebeenaffectedbyprivately-ownedeconomiccapitalandcultural

capital.Itturned outthatas the economic capitalrises,apparel

consumption tends to increase,especially in spending on luxury

clothing,butfashiontastescannotbeexplainedonlybytheeconomic

capital,sinceresearchresultsalsoshowedthathigheconomiccapital

and the amountofclothing expenditure cannotbe conne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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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fidenceandactivenessinfashiontastes.

From the results of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capitaland fashion tastes,itwasfound thatinstitutional

education in allareas does not rule over fashion tastes,but

institutionaleducation in specific areas ofartand design has a

correlation with fashion tastes.In addition,itturned outthatthe

culturalcapitalrelatedtofashiontastescanbeaccumulatedthrough

otherroutes,suchasresidenceabroadoroverseastravelexperience.

Second,itwasidentifiedthatthedefinition ofsophisticatedand

luxuriousfashiontastesdoesnotmeanconfigurationofaparticular

styleorfashionimage,onlyusingexpensiveproductsinsituations

where fashion tastes are more diversified than ever before.

Respondentswithhighculturalcapitalpreferredcreativeandunique

combination approaches,and regarded distinctcharacteristic traits

veryhighly.Moreover,theytendedtothinkhighlyofrationaland

efficientconsumptionandpracticeflexiblespendingonavarietyof

products through various purchase paths,which shows thatthe

flexibility clarified in aesthetic aspects and consumption patterns

becomesamarkerofculturalcapital.

Third,the fashion tastes ofthe uppermiddle-class have been

affectedbyvariousconditionsofsocialnorms,lifestyle,andcultural

standardsonthebodyinmultipleways,andthisfindingissupported

bytheresultthatcompositionoftheappropriateattireinaccordance

with socialnorms with informaland implicit characteristics is

significant,andtheculturalstandsonthebodyhasahugeeffecton

the way uppermiddle-class women selectclothes.However,we

should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trends are

characteristicsfoundonly in uppermiddle-classwomen,and itis

necessarytoconductamoredetailedanalysisthroughcompa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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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withotherclasses.

Fourth,thediversityoffashionproductsledtotheexpansionofthe

scopeofpersonalchoice.With distributed powerand authority of

fashionbrands,thepurchasepathsforfashionproductshavebeen

morediversified,andtheboundariesoflow andhigh-endproducts

haveweakened,butaspectsinsympathywithfashiontasteswere

alsofound.Inaddition,itwasconfirmedthatindividualfashiontastes

arenotrapidlyalteredbychangesinfashion,andtheyareinterpreted

andselectivelyacceptedwithintheframeworkofpersonaltaste.In

late modern society,individuals turned outto reorganize fashion

tastes through a combination ofongoing changes in fashion and

concretecontextoftheirlives.

Fifth,itwasfoundthatthereexisttwosidestofashiontastesof

theuppermiddle-classwomeninKorea,andtheambivalenceofthe

uppermiddle-class women in fashion appears in the trends that

statusconsumption,personalvalues,pursuitofrationality,andpursuit

ofpleasures coexist,and patterns ofconsumption in which the

boundariesoflow-costandhigh-costclothingweaken.

Sixth,thehistoricalandsocialcontextsofKoreahavehadaneffect

onthefashiontastesoftheuppermiddle-classwomen.Despitethe

rapidprocessofmodernization,thecollectively sharednormshave

restrictedthefashiontastesoftheuppermiddle-classwomen.The

trend in status consumption mainly appeared in the fashion

consumptionoftheuppermiddle-class,whichisconsideredtobethe

resultofreflectingKorea’sconsumerculturewithcharacteristicsof

sympathywithothers.Thefashiontastesoftheuppermiddleclass

women in Korea were also affected by the culturalcontexts of

Koreansociety,whichwasundertheinfluenceofWesternculture.

TheuppermiddleclasswomeninKoreahaverecognizedthe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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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asimportantreferencematerialsoffashion tastes,andthe

experience ofthe Western culture thathas a strong sense of

individualism have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criticalawareness

againstthesympathetictrendsoffashiontrendsandhadaneffecton

theattitudesoftheuppermiddleclasswomen who attach great

importancetoindividualityandsubjectivityintermsoffashiontastes.

Seventh,thefashiontastesoftheuppermiddle-classwomen in

Koreashowedvariousaspectsofdifferentiationbymultiplefactors.

Ageandresidentialareacontributedtosegmentationoffashiontastes

oftheuppermiddle-class.Agecauseddifferencesinfashiontastes,

whileaffectingphysical,psychologicalconditionsandthelifestylesof

individuals,and the geographic differentiation of Gangnam and

non-Gangnam residentswhoacquiredthesymbolicmeaningofclass

differentiation through displaying aspects ofdistinction in fashion

tastes.

This study revealed thatfashion tastes serve notonly as a

standardforjudgmentonaestheticaspects,butalsoacomprehensive

conceptthatincludes evaluation ofindividualtastes.The fashion

tastes ofthe uppermiddle-class women in Korea turned outto

reflecttheevaluationonthevariousaspectsofefficientutilizationof

resources,identificationofvarioussocialsituations,andanabilityto

respondappropriately,whichindicatesthattheimportanceofefficient

selectionandresourceutilizationcametobemorehighlyrecognized

thanthatofknowledgeandexperiencebasedonthefixedframework

ofreferencein thecharacteristics oflatemodern society thatis

representedbyexpansionofdiversityandvariability.

Thepossibilityofpersonalchoiceincreasedinwhichatypicaland

dominantruledoesnotexistinthewayoforganizingandexpressing

fashiontastes.Withmorecomplexanddiversifiedlifestylesand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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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individuals, the strengthening of individuals’ reflective

attitudes has created differences in fashion tastes.The ways of

persons’expressing their individuality became more varied than

before,evenwithintheconstraintsofsocialandculturalconditionsin

latemodernsociety,butitwasidentifiedthatitisdifficulttoapply

theconceptof‘reflection,’asintroducedbyGiddens,thatseesthe

increase in freedom and range ofpersonalchoice as individual

autonomyandstrategicprojectsoflife.

It turned out that,in the background of fashion tastes in

personalizedandfragmentedaspects,economicandculturalcapitalare

organicallyconnected,becausethefashiontastesofindividualscannot

befreefrom thespecificconditionsoflifeinwhicheachindividualis

located,orin culturaland socialcontexts.Accordingly,itcan be

safelyconcludedthatthefashiontastesinmodernsocietycannotbe

determinedunilaterallybytheexternalcontext,orconcludedasan

issueoffreechoiceofindividual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only targeting the upper

middle-classwomen,soitposesitslimitationthatamorespecific

anddetailedanalysisonthewidervarietyofcontextsinvolvedin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tastes and classes cannot be

implemented.Accordingly,itisrequiredtoconductfurtherresearch

on groupsdifferentfrom theuppermiddle-classin economicand

culturalcapitaltofacilitatemultifacetedandin-depthunderstandingof

fashiontastesoflatemodernsociety.

keywords:Fashiontastes,theuppermiddle-classwomeninKorea,

latemodernsociety,reflexivity,culturalcapital,economic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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