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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즐거움과 재미를 동반하는 놀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본능이다. 니체, 칸트를 비롯해 가다머까지 많은 철학자들에게 중

요한 화두였던 놀이는 하위징아(Johan Huizinga)를 통해 호모루덴

스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는 놀이(play, spiel)는 놀이

는 본능적 단계와 의지 사이에 나타나며, 해석 가능한 하나의 의

미 기능으로 독립적인 문화의 상위 요소라고 주장한다. 놀이적 사

고의 호모 루덴스 인간은 패션의 담론에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놀이하기에 적합해진 현대인들은 패션

을 놀이도구로 채택해오고 있다. 단지 조형적인 유희성만 추구하

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좇는 행동 양상이 놀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유행을 따르며, 구입하고, 입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

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일종의 놀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가 오늘날 문화 현상을 기반 한다는 관점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놀이의 형태로서 패션의 속성이 공통점을 갖

는다고 생각하였다. 심리학, 철학, 미학, 사회학에서 폭넓게 논의된

놀이에 대해 고찰해보고, 한국의 놀이문화를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나타난 놀이정신을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의 하위징아와 로제 카

이와(Roger Cailois)가 제시한 놀이의 외적 특성을 자발성, 탈일상

성, 시공간의 독립성, 규칙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오늘

날 한국 사회 속 패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의 범위는 호모 루덴스적 인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나타나는 문헌자료와 기사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나타나는 현대 패션의 현상학적인 속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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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종합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은 놀이의 특성 중 하나인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놀이

는 어떠한 의무성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처럼 패션도 자율적인 현

상으로 나타난다. 축제적 분위기의 월드컵 거리문화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개성이 다양한 응원복의 변용을 통해 표출되었다.

둘째, 패션은 놀이의 특성인 탈일상성을 지니고 있다. 탈일상성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패션을 통해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 대표적인 사례로 허구의 캐릭터를 모방하며

놀이하는 코스프레 현상이 있으며, 탈일상적 이미지는 대중에게도

4차원 패션같은 엉뚱한 패션 코드로 유행했다.

셋째, 패션은 놀이의 특성인 공간의 독립성을 가진다. 놀이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아 일정한 놀이터 속에서 놀이되는데, 오늘날의

패션은 인터넷 공간을 무대 공간으로 연출한다. 인증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재 소셜 3.0의 시대 속에서 SNS 이용자들이나 블로거

들은 그들의 일상 패션을 일명 '착장샷', 혹은 자신의 모습을 찍은

셀카(셀피)를 올리면서 인터넷 공간을 그들의 놀이 장소로 만든다.

넷째, 패션에는 놀이의 특성인 규칙성이 존재한다. 규칙성은 놀이

참여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약속으로, 패션에도 이러한 규칙성은

문법처럼 작용한다. 이는 집단적 유행현상이나, 동조형 명품지향

현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안티패션으로 규

칙에 따르지 않는 놀이파괴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션 현상의 놀이적 특성은 한국의 놀이 문화를 담고 있

는데,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속 패션 현상이 가지고 있는 놀이의

내적 특성을 집단성, 제의성, 축제성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농촌중심적 놀이 문화에 기원하는 집단성이 나타난

다. 집단적이고 경쟁적인 유행과 소비 속에 나타나는 집단성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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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집단적 농촌 생활에서 기인하는 놀이정신에서 비롯된다. 또한

축제적 상황 속에 발휘되는 집단적인 패션의 형태는 그 속에서 일

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집단성을 의미한다.

둘째, 주술성에서 예술성으로 변모한 놀이의 제의성이 나타난다.

놀이의 의례적 기원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는 경쟁적 브

랜드 숭배 형태로 표출된다. 브랜드를 숭배함으로써 패션 상품에

대한 물신주의를 보이기도 하고, 이를 소유하는 자신에 대한 나르

시즘이 나타나 제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무질서 속의 질서가 나타나는 난장판 형태의 축제성이 나

타난다. 집단적인 통일적 유행 현상 속에서 개성을 표출하는 패션

의 끊임없는 변용으로 이러한 축제성이 발견된다. 또한 이는 사회

적인 목적을 지닌 과거와는 달리 패션 그 자체에서 몰입하고 쾌감

을 느끼는 절정이 나타난다.

패션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

한 패션을 놀이의 도구로 채택하면서, 패션을 놀이해왔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패션을 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물론 본 연구는 한정

된 범위 속 기사와 문헌 자료에 국한되었지만, 기존에 조형적인

유희성만 조명해오던 패션을 철학적인 유희성으로 분석한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는 심도 깊은 질적 연구에 기초

해 심층 면접으로 패션을 추구하는 놀이 정신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놀이적 관점에서 패션을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주요어 : 놀이, 호모루덴스, 자발성, 탈일상성, 공간의 독립성, 규칙성

학 번 : 201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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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놀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이며, 놀이의 본질인 유희는 인간

이 추구하는 기본 본성의 하나이다.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놀이(play, Spiel)는 문화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은 생각하

는 호모 사피엔스나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파베르이기 이전에, 놀이하는

호모 루덴스1)라는 것이다. 놀이는 본능적 단계와 의지 사이에 나타나며,

해석 가능한 하나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놀이는 놀

이로서 작용한다. 웃음, 어리석음, 익살 등 놀이의 개념 군에 속한 모든

용어들은 놀이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다른 용어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2) 이러한 놀이의 독립성을 통해서 순수한 놀이

가 문화를 이루는 선행 요소 중 하나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 하위징아는

이처럼 호모 루덴스의 기본 전제를 놀이를 통해 인간을 정의내리고 있

다. 쉴러(Friedrich von Schiller) 또한 놀이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

행위의 하나’라고 말한다. 사람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사람으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3) 그만큼 놀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의 놀이는 개인적 차원의 간단한 유희로 끝나지 않는다. 이

1)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1945)가 제창

한 개념으로,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1938)은 유희사상사

에서 한 시기를 구분지었다. 종래에는 유희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 쪽이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하위징아는 이러한 견해를 역전시켜

서, 문화는 원초부터 유희되는 것이며 유희 속에서 유희로서 발달한다는 획

기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2) Johan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1938.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이종인, 서울: 연암서가, 2010, p. 9.

3) 이정학,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놀이론」,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2,

2004, p. 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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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고에서 감성을 중시하는 탈 근대적 사고로의 이

행은 놀이를 일종의 문화 단위로 이끌어냈다. 놀이적 사고의 호모 루덴

스 인간은 패션의 담론에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

에서 놀이하기에 적합해진 현대인들은 패션을 놀이도구로 채택해오고 있

다. 특히나 과거의 한국의 놀이 문화에서 이어져온 놀이 정신에 기반 하

여 오늘날 놀이 현상 속에서 패션을 조명할 수 있다. 단지 조형적인 유

희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좇는 행동 양상이 놀이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유행을 따르며, 구입하고, 입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일종의 놀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놀이에 대한 연구는 과거 교육학이나 심리학, 민속학 등의 학문을 통해

서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4) 최근에 들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서 나타나는 유희적 담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

다. 김기정(2011)5)은 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김겸섭(2008)과 최고원(2011)6)은 호이징아와 카이와의 놀이 이

론을 비교분석했으며, 이정학(2004)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놀이론을 바

라보았다. 신성환(2009)7)은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호모 루덴스적 인

간상을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고찰하였다. 인문학적으로 놀이에 관한 접

근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패션과 놀이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

된 바는 거의 없다. 패션의 유희성에 대한 연구는 유머의 개념을 중심으

로 조형적 특성에 관하여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8)9)10)11), 놀이의

4) 김겸섭, 「‘놀이학’의 선구자, 호이징하와 까이와의 놀이담론 연구」, 『인문

연구』, Vol.5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 147.

5) 김기정, 「요한 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문연

구』, Vol.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 323-352.

6) 최고원, 「놀이이론과 문화분석: J. 호이징어와 R. 카이와의 놀이이론을 중심

으로」, 『존재론연구』, Vol.25, 하이데거학회, 2011, p. 25-52.

7) 신성환, 「디지털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삶과 문화적 혁신 : 기술과 놀이

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 및 소설적 형상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한국

언어문화학회, Vol.38, p. 189-220.

8) 하지수,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No.22, 한국복식학회,

1994, p. 71-83.

9) 이경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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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접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양아랑(2008)12)은 우리나라의 놀이 문

화가 대학생 패션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으나, 패션 스타일 분석에 중점

을 두었다. 호이징아가 서술한 제의로서의 놀이와 브랜드 지향 현상의

관계에 대해 연구에서 이황직(2012)13)은 오늘날의 브랜드 숭배 현상이

과거 숭배로 나타났던 놀이의 일종인 종교 의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다고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가 오늘날 문화 현상을 기반 한다는 관점을 확대하

여, 근본적인 놀이의 형태로서 패션의 속성이 공통점을 갖는다고 생각하

였다. 따라서 하위징아와 그의 이론을 재정립한 로제 카이와14)의 놀이의

분류와 특성을 통해 현대 패션의 현상학적인 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놀이

의 내적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가지고 한국 패션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

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조형적으로만 연구되어왔던 패션의 유희성을 철학적

으로 고찰하고, 이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

존에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하는 패션 현상을 놀이 단위로 분석함으

로써, 패션 또한 놀이의 일종에 속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사고는 오늘날 한국의 패션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 1997.

10) 김정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키덜트적 유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 안세라·강병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조형 특성 연구」, 『기초조

형학연구』, Vol.7 No.2,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p. 359-369.

12) 양아랑·이효진, 「우리나라 놀이 문화가 대학생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문화연구』, Vol.16 No.1, 복식문화학회, 2008, p. 70-87.

13) 이황직, 「신성한 놀이로서의 브랜드 숭배: 기술복제시대 패션 브랜드 소비

의 의미 분석」, 『사회이론』, Vol.41, 한국사회이론학회, 2012, p. 3-36.

14) 로제 카이와(Roger Cailois, 1913~1978)는 하위징아의 영향을 받아, 『놀이와

인간(Les jeux et les hommes)』(1958)에서 하위징아가 정립한 놀이의 기본

범주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경쟁’과 ‘모의’를 제시한 것에 ‘운’과 ‘현기증’

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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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놀이에 관한 담론들을 정리하고, 사적 고찰을 통해 놀이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의 놀이문화에 나타난 놀이 정신과 앞서 분석한 현상을 중심

으로 한국의 패션 현상에 나타난 놀이를 바라보는 틀을 도출한다.

셋째, 하위징아와 카이와의 놀이 개념을 통해 외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한국 패션현상의 내적 특성을 밝혀낸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 및 사회문화적 고찰을 패션에

나타난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놀이적 개념을 철학적 담론을 통해

선행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놀이 현상

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문헌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학자의 놀이 이론을 분석 고

찰하고, 한국 문화에 나타난 놀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놀이

패션현상이 나타나는 제 3장에서는 논문, 패션전문 잡지, 신문 기사, 인

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 패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두 학자 하위징아

와 카이와가 제시한 놀이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호모 루덴스적 인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로 정하고자 한다. 김겸섭(2008)15)은 서구의

경우 1960년 대 이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

터 노동을 중시하는 호모 파베르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인식의 전환이 나

타났다. 이는 노동과 생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와 놀이의 패러다임

으로 관심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접근상

2000년대 이후로 분석 대상을 정한다.

15) 김겸섭, 앞의 책,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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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놀이의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놀이 담화를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

다. 우선적으로 놀이에 대한 많은 담론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것

이다. 특히, 본 연구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호이징아와 카이와

의 놀이 이론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놀이 담론이 이어져 왔는지 사적으로

고찰한다.

제 1 절 놀이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놀이의 개념

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지칭한

다.16) 일정한 규칙 또는 방법에 따라 노는 일이나, ‘모방’, ‘장난’의 뜻으

로 풀이될 수 있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 있는 활동, 혹은 일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뜻하기도 한다.17) 즉, 놀이는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유희에 대해 포함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영어 표기로는 ‘play’로 번역하는데, 크게 9가지 개념으로 풀이된다.18)

그 중 대표적으로 놀이는 자유롭고 신속하고 가벼운 행동·동작·행위 따

위를 지칭한다. 라틴어 ‘plaga’에서 유래되었으며, 독일어의 ‘spiel’의 놀이

는 인간의 본능적이며 무조건 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행동이다. 놀이는

일의 무거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유로운 것에 속한다. 또한 흥미나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go.kr)

검색일: 2014. 07. 03.

17)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4. 07. 03.

18) The Merriam-Webster,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Messachusetts: Merriam-Webster Inc., 1993, p.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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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을 위해 열중하는 행동이나 장난, 농담, 혹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진

지하지 않은 성격을 지닌다. 이 범주는 도박, 싸움, 전쟁의 성격을 포함

하기도 하며, 성적인 행동이나 희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서 장

난이면서 놀이적인 행위들을 통해 삶의 진지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Turner)19)는 일은 수단을 목적에 합리적으

로 적용하는 영역이며 이는 객관성의 영역에 포함되며, 반대로 놀이는

외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결합들이 놀이 될 수 있는 주관성

에 분류한다. 즉, 놀이는 객관적인 영역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분리된 주관

적인 영역인 것이다. 놀이의 발전적인 심리학에 대해 연구한 장 피아제

(Jean Piaget)는 놀이를 ‘공간적 조건들이나 대상들의 의미에 적응하지

않고 행해지는, 일종의 자유로운 동화(同化)’라고 말한다.20)

놀이의 유사어로는 오락(娛樂), 놀음, 유흥(遊興), 위락, 장난, 놀음놀이

등이 있으며, 관련 단어로는 여가(leisure),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엔

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등이 있다. 여가 혹은 레저는 라틴어의

‘licere’에서 파생된 말로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to be free)’와 ‘허용됨

(to be permitted)’를 뜻한다. 여가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없어 남는 시

간21)으로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 군에 속한다. 레크리에이션은 활동적인

레저를 뜻한다. 라틴어 ‘recreate’에서 유래해, ‘새롭게하다(refresh)’와 ‘저

장하다(restore)의 의미를 가진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여가 중에 영위

되는 활동이며, 그 활동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동기가 주어지는 자유

롭고 즐거운 활동을 지칭한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즐겁게하다

(entertainment)’에서 한 차원 높은 뜻으로 재미(entertain)와 감동을 지속

19) Victor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 The Human Seriousness of

P lay. PAJ Publications, 1982 『제의에서 연극으로 – 인간이 지니는 놀이의

진지성』, 이기우·김익두 옮김, 1996, 서울: 현대미학사, p.57.
20) Jean Piaget, P lay, Dream, and Imitation, New York: Norton, 1962.를 이

기우, 앞의 책, p. 58.에서 재인용,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go.kr)

검색일: 2014.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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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레크리에이션의 종속 개념으로 재미

와 감동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재창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22) 이처럼 유희와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있으며, 상위 개념에는

항상 놀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놀이를 의미하는 관련 어휘.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23)

2. 놀이연구의 시각

놀이는 생리학부터 심리학, 철학과 미학, 그리고 사회학까지 다양한 분

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연구가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 대한 다

차원적 접근을 위해서 놀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온 심리학, 미학, 사

회학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심리학적 관점

22) 송용팔, 「학문으로서의 엔터테인먼트산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6 No.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0, p. 3.

23)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 검색일: 2014.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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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생물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놀이 이론은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특히나 아동교육심리학의 분야에서 놀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크게

놀이 이론들은 고전적 놀이 이론(classical play theory)과 현대 놀이 이

론(comtemporoary play theory)으로 구분된다. 고전적인 놀이 이론은 놀

이의 생물 발생적인 중요성에 기초하며, 놀이의 존재, 동기와 목적에 관

해 철학적 고찰을 해왔다. 하지만 고전적 놀이 이론들은 적용 범위가 제

한되어 있으며, 놀이 행동의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반면 현대 놀이 이론은 유아 발달에서 놀이의 역할에 집중이 되어

발전했다.

(1) 프로이드(Sigmund Freud)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놀이를 사고했다.

내재적인 욕구의 발산으로 놀이는 충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이는

충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쾌락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그는 영아기

의 구순적 만족을 위한 일종의 빨기 활동들도 쾌락 추구에 속하는 놀이

활동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놀이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아동

의 심리치료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놀이의 개념을 기쁨과 만

족감을 추구하는 쾌락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놀이의 치료적 가치를 강조

하였다.24)

놀이는 감정의 정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부정적인 경험을 지닌 유아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경험으로 나누어 놀이를 통해 반복하게

된다. 놀이의 반복으로 유아는 그 경험과 연관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

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놀이는 유아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본다. 프로이드는 그의 저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 이러한 점

들을 분명히 하였다.

24) 서현숙, 「놀이 개념의 분석과 교육적 가치」,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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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속에서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들에게 큰 인상을 끼쳤던 것은 무엇이

든 반복하며, 이러한 반복을 통해 그 인상의 강도를 소산시키고 자신들이

그 상황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의 모든 놀이는 그들

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욕망, 즉 어른이 되어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 어린아

이가 경험의 수동성에서 놀이의 능동성의 상태로 변화해 감에 따라 그는 불

유쾌한 경험을 그의 놀이 친구에게 전이시킨다. 25)

이와 같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켜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은 놀이가 인성 발달에 공헌한다고 이 이론을 체계

화 시켰다. 위니캇(Donald Winnicott)은 놀이는 쾌락을 지향하며 때로는

창조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6) 그에 따르면 아동에게 놀이

는 은유적이고 잠재적인 놀이를 통해서 중간 대상과 현상이 창조되고,

점차 문화, 예술, 종교 등의 세계를 향해 발전해 나아 갈 수 있는 문화의

경험이 되는 것이다.

(2) 피아제(Jean Piaget)

스위스의 아동심리학자 피아제는 아동 인지 발달에 관해 집중적인 연구

를 통해, 놀이를 사유(pensée)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 기존에 놀이가 단

순히 심리적 현실과 외적 상황 간의 다툼이라는 인식을 넘어 사회적인

자아로 실현시켜가는 일종의 행위로 파악했다.27) 아동의 인지발달의 각

단계에 맞도록 본성으로 놀이 행동이 형성된다고 제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현실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

에 의한 현실의 구성 과정은 적응(accomodation)과 동화(assimilation)로

25) Freud, S, Beyond the P leasure P rinciple. 1920 『쾌락 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역, 1997, 서울: 열린책들, p. 23-24.
26) Winnicott, D. W. P laying and Reality. New York: Basic Books. 1971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1997,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 86-88.

27) 김효, 「놀이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Vol.46, 한국불

어불문학회,200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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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놀이는 두 인지과정, 적응과 동화 사이의 불균형으로부터 비

롯된다. 적응은 주체를 외적 대상에 적응시키는 것이며, 동화는 외적 세

계를 주체의 행위에 합체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놀이에 있어서

동화는 재미있고 즐거운 행동으로 나타나며, 적응은 일종의 모방 행위로

나타난다. 두 가지 인지과정은 서로 간의 상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28) 그는 인간의 인지적 행동은 동화와 조절간의 평형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아동의 놀이 경험이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피아제는 유아의 놀이는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의 인지발달이

론에 의하면 유아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연습놀이, 상징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0-2세의 인지적 단계

인 감각운동기에는 반복적인 신체 행동으로 연습놀이의 형태를 나타낸

다. 2-7세의 전조작기 단계에서는 놀이의 상징적 형식에 참여하는 상징

놀이를, 7-11세의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논리적 사고능력이 미리 결정된

규칙을 가진 게임을 하게 된다. 아동은 이와 같이 점차 논리적 발달에

맞춰서 현실의 지배적인 구조를 사고하게 된다.29)

또한 피아제는 놀이와 놀이가 아닌 활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를

정의 내리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놀이의 준거는 여섯 가지이다. 첫째,

자기 목적적인 정확성의 결여, 둘째, 자발성, 셋째, 쾌락을 위한 행동, 넷

째, 상대적으로 부족한 조직화, 다섯째,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여섯째, 과

도한 동기화 이다. 이와 같은 준거들은 진지한 행위들과는 반대되며 현

실과 자아 사이의 균형의 조건들에 따라 수정되고 구별될 수 있다.30)

(3)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비고츠키는 놀이를 정신세계를 표출하며, 정신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

28) 박영수, 「놀이와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21-23.

29) 서현숙, 앞의 책, p. 22.

30) 앞의 책,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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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적 도구라고 판단했다. 피아제보다 인지발달에 있어 놀이의 역할

을 더 강조했다. 그는 놀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쾌락, 진지함, 규

칙 준수 등으로 바라보았다. 일반적으로 놀이는 쾌락과 함께 결부되어지

지만, 이 가운데 비고츠키는 그렇지 않는 놀이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놀

이의 진지함은 특히 아동에게 실제하는 현실로부터 상상적 상황을 분리

하지 않고 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놀이를 하는 아동은 자유롭게 보

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가공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사실

상 사물의 의미에 종속되어져 그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

를 누리고 있다.31) 또한 놀이도 일처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놀

이의 규칙은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나 비고츠키는 아동의 놀이를 인지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겼다. 아동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놀이가 추상적

사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아동이 놀이에 참여할 때 스스로

자기통제, 타자와의 협력이나 기억 등을 통해 스스로 확장하고, 놀이 상

호작용을 조직하기 위해 혼잣말(private language)를 사용한다고 주장하

였다.32) 이처럼 비고츠키는 놀이를 정신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으며, 사회적 역할에 친숙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고 제시했다. 유아

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비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상상적 상황을 통제함

으로써 놀이를 자기조력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협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를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는 놀

이가 아동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학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했다.

2) 미학적 관점

놀이와 예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 문화의 원초적 단계에서

놀이와 예술은 주술이나 제례 속에서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었다. 이와

31) Vygotsky, L.S. M ind in Society: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 rocesses, 1978 『사회 속의 정신: 고등심리과정의 발달』, 조희숙 외 3 역,

1994, 서울: 성원사, p. 155.

32) 서현숙, 앞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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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이 놀이와 예술을 일체라고 보고, 그 공통점

의 본질을 밝히고자 해왔다.33)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니체를 비롯한, 칸트, 가다머 등의 놀이의 미학적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현대의 놀이에 대한 개념은 니체로부터 시작했다. 니체는 그의 초기 저

작에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를 언급하면서 놀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언

급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삶을 어린아이의 놀이에 비유했고, 니체는 그

것을 세계와 예술가로 전환시킨다. 그는 그리스의 비극은 꿈의 예술인

아폴론적인 것과 도취의 예술인 디오니소스적인 것인 놀이의 결과물이라

고 말한다.34)

그는 놀이를 어떠한 법칙에 한정되지 않는 무한한 진행 과정으로 이해

한다. 선악의 피안에 놓여있는 놀이는 놀이하는 아이로 설명될 수 있다.

놀이하는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금세 내팽겨쳐 버리고, 다시

놀이에 몰두한다. 이러한 아이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놀이 충동을 발견하게 된다. 놀이는 특수하며 개체적인 자유로

운 활동의 끊임없는 반복인 것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리오타르

(Jean François Lyotard)는 놀이를 적대 관계 일반(agonistique generale)

으로 말하며,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놀이란 현존의 파괴(disruption

of presence)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놀이는 보편적 법칙에서 벗어난

각각의 일탈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35)

미의 창조는 놀이의 형태로 나타난다. 니체가 말하는 힘에의 의지에 따

라 ‘힘의 상승’과 ‘힘의 충만’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니체의 말로 “영

33) 민주식, 「놀이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예술과 놀이의 비교를 중심으

로」,『인문연구』, Vol. 5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 3.

34) 정낙림, 「놀이에 대한 철학적 연구 –니체의 놀이개념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Vol. 14, 한국니체학회, 2008, p. 172-173.

35) 위의 책, p. 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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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는 디오니소스적 놀이”가 나타난다. ‘세계는

놀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통해 니체의 사유들이 모두 놀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니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놀이가 세계와 삶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

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놀이는 건강한 문화의 상징이며, 힘 상승의

표식이 되는 것이다. 36)

(2) 칸트 (Immanuel Kant)

칸트는 니체를 비롯한 현대의 해체주의자들과 공통적으로 놀이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나간다. 놀이가 보편적 법칙에 지배되지 않고, 그 자체로

자유로운 우연적인 활동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통점에도 불

구하고, 일탈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놀이가 자유

롭고 자발적, 우연적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목적과 법칙을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칸트 지성의 자유롭고 우연적인 일치를 ‘놀이(spiel)’이라고 부른다. 칸

트는 미적 판단의 본질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일부라고 보며, 이는 자신

을 구속하는 원리나 법칙을 거부하는 상상력과 지성 사이의 조화에서 이

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상상력과 순수한 미적 판단은 대상의 합

목적적인 형식에 의해 일어나는 인식능력의 놀이에 의한 반성적 쾌감에

의한 것이다37).

칸트에게 있어서 놀이란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는 활동이면서

그 안에서 법칙과 목적을 지니는 우연적인 활동이다. 칸트의 놀이는 자

유를 속성으로 가지는 상상력과 규칙을 속성으로 가지는 지성 사이에서

활동한다. 상상력과 지성 사이에 위치한 놀이는 미적 판단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놀이는 궁극적으로 미적 판단의 보편

화 가능성의 물음에 기여하는 주관의 장치가 되는 셈이다.

36) 위의 책, p. 184.

37) Kant, I. Kritik der Urteilskraft, 1900 『칸트 판단력 비판』, 공병혜, 1999,

울산대학교출판부,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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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미학에서 예술작품은 놀이 과정을 통해 산출될 수 있다. 한정적

인 개념에 국한되어있지 않기 자유로운 놀이와 동시에 합목적성 및 합규

칙성을 지닌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놀이이다. 이러한 일련의 놀이 상태

로 무관심의 상태에서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로운 창의성과 합목적성이

인식되는 동시에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38)

(3) 쉴러 (Friedrich von Schiller)

쉴러는 칸트가 제시한 인식 능력에 대한 놀이를 인간 행위의 놀이로 확

장시키며 주객이원론의 극복을 시도하였다.39) 쉴러는 놀이하는 미학적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있는 필연성을 현실화하고 외부

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필연성의 법칙에 종속시켜야 한다.40) 쉴러는 인

간의 전체성 회복을 통해 근대의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 예를 들어 분업

사회의 모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미적놀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상적 인간상으로 놀이하는 인

간을 제시하였다. 그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란, 자연과 자유, 이성과

감성, 본능과 도덕성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로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다.41)

쉴러는 이러한 인간성의 이념에 대한 해명을 인간성의 근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충동(Trieb)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절대적 현실화와 절

대적 형식화라는 두 가지 방향 속 두 충동이 나타난다. 하나는 불변의

자아에 속하는 형식충동(Formtrieb)으로 이성적 충동이라 할 수 있다.

38) 이웅규, 「놀이 개념의 의미에 관한 심층적 고찰-가다머에 의한 칸트 미학

의 비판을 중심으로-」, 『국제관광연구』, Vol. 5, No. 1, 국제관광학회, 2008,

p. 82-84.

39) 기정희, 「쉴러의 ‘인간의 미적교육’에 나타난 놀이의 의미」, 『인문

연구』, Vol. 5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 250.

40) 최인자, 「놀이의 존재론과 미적교육」,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98.

41) 기정희, 위의 책,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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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많은 변화 속 나타나는 질료충동(Stofftrieb)으로 감성적 충

동이다. 다시 말하자면, 감성충동은 삶의 생동과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구

하나, 형식충동은 생동하고 변화하는 삶의 원칙을 제시하려는 충동이다.

이 두 가지 충동은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서로 각 충동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이 대립되는 두 가지 충동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형식화해야하는

데,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놀이충동(Spieltrieb)이 필요 되어 진다. 인간

은 한쪽의 독점적인 지배를 극복하고, 두 힘 사이에서 평행을 유지할 때

인간성을 완전하게 직관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놀이충동이다.42)

쉴러는 계몽주의가 야기한 인간성 상실을 인간의 미적 성품의 형성을

통해 치유하고자 한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미적 교육론을 제

시한다. 놀이충동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상이 바로 예술이며, 놀이충

동은 감성적 충동이 만들어낸 물리적 필연성과 형식충동이 초래한 도덕

적, 이성적 필연성에서 자유로워진 심적 상태를 말한다. 이를 통해 미적

행위는 놀이 충동에 근거하며 미적행위를 통해 인간은 참된 인간성을 실

현하게 된다.43)

…간략하게 말하면 인간은 그 말의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인 한에서만 놀이하

며, 또한 놀이하는 한에서만 온전한 인간입니다.44)

(4) 가다머 (Hans—Georg Gadamer)

독일 해석학의 권위자 가다머는 기존의 칸트와 쉴러의 근대미학과는 다

른 개념의 놀이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근대 미학 이론에서는 놀이는 인

간 주체의 활동, 즉 주관적 의미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술이

42) 위의 책, p. 259.
43) 정낙림, 위의 책, p. 167.

44) Shiller, F. Briefe 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1795 『미학편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 이론』, 안인희,

서울: 휴먼아트, 2012,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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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세속적 삶을 벗어나 예술적 체험을 얻기 위한 쾌의 수단이었다. 하지

만 가다머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 중에서 인간의 주관성과 관련짓는 근

대성의 일반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가다머가 말하는 놀이는 인간 주체를

창조하고 즐겁게 하는 태도나 활동을 뜻하지 않는다. 놀이에 참여하는

인간 주체의 자유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놀

이’란 예술 자체의 존재 방식을 말한다. 가다머가 예술과 관련하여 놀이

의 개념을 논의하는 의도는 예술을 주체의 활동과 관련짓는 전통적인 경

향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45)

놀이는 결코 놀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주관성의 자유가 아니라, 예술작품 그 자

체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46)

가다머는 놀이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한다. 놀이자와 놀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놀이의 존재론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놀이의 존재

론적인 성격은 예술작품의 존재론적인 성격과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즉, 가다머는 우리가 놀이를 할 때에 놀이를 몰입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놀이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들추어냄으로써 우리가 예술 작품을 대할

때 관계하는 작품과 감상자의 만남을 설명하려고 한다.

놀이는 놀이자, 놀이규칙, 놀이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놀이는 그 속에

진지함(Ernst)를 지니고 있는데, 놀이 속에서 이러한 진지함을 지니지 않

는자는 곧 놀이를 망치는자(Spielverderber)가 된다. 놀이는 놀이자들의

의식과는 독립되어있는 그 자체의 역동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47) 놀이

는 주관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객관이 아니다. 그 이유는 놀이는 우리

가 그 속에 참여하는 존재의 자기 규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본래적인 주체는 놀이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아니라

바로 놀이 자체이다. 놀이는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드러나지만, 이렇게 해

45) 이웅규, 위의 책, p. 96.

46) Gadamer, H. G. Wahrheit un Methode 『진리와 방법 Ⅰ: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이길우, 파주: 문학동네, 2000, p. 189.

47) Gadamer. H. G., 위의 책,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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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주관성들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이다. 놀이는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

정리하자면, 놀이도 놀이자의 의식과 독립된 그 자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놀이는 주관성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라는 것이다. 주관-객관, 형

식-내용의 이분법의 파산을 통해, 동시에 자신의 해석학의 변증법적 존

재론적 성격을 정당화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놀이 개념을 통

해 나타냈다.

(5) 핑크 (Eugen Fink)

독일의 철학자 핑크는 놀이는 마술적으로 놀이 세계를 형성한다고 말한

다. 모든 놀이는 특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일상에서 격리되어 있다.

그러나 놀이 세계는 현실과 절대적인 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이

유는 놀이는 실제적인 행동 방식이고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 이미지

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놀이의 재미로 가득찬 세계는 현실 속에 나타나

는 억압과 갈등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놀이는 언제나 놀이 대상과 관

계를 맺지만 ‘호수 표면에 나타난 나무의 그림자가 호숫물의 잔물결을

감추지 않는 것처럼’ 실제 세상을 모호하게 하거나 감추지는 않는다. 이

를 유진 핑크는 놀이는 자신 안에 자유로운 자기 결정의 아폴로적인 계

기뿐 아니라 혼돈에 빠진 자포자기의 디오니소스적인 계기 또한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본능적, 공격적, 충동적, 비합리적인 요소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차있다.

놀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웃음, 성, 폭력, 몽상 눈물 같은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 끌어낼 수 있다. 놀이 태도는 놀이적 분위기에 의해 삶을 변형

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타협되지 않을 행위 규범에서 우리를 난처하

게 하는 것들과 화해하게 된다.48) 그리고 핑크는 놀이의 사회성을 강조

하면서, 놀이는 사회적 실존의 기본적 가능성이라고 말한다.49) 그는 놀

48)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서울: 동연, 2001, p. 25.

49) 민주식, 위의 책,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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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사막에서 우리의 행복이 추구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것 같

다고 말한다. 놀이는 우리를 ‘유괴’한다고 표현하는데, 놀이에 대한 인간

의 근본적인 가능한 이해는 인간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어놓고

있는 어떤 근원적 이해를 밝히는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3) 사회학적 관점

다른 학자와 다르게 하위징아와 카이와는 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의 속성에 집중하고 놀이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

했다. 그 중에서도 하위징아는 놀이의 문화적인 측면을 인류학적인 관점

에서 거시적으로 밝혀냈고, 카이와는 놀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분류

함으로써 보다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읽어내고 있다.50)

(1) 하위징아 (Johan Huizinga)

철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하위징아는 폭넓은 자료를 통해 놀이는 문화

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놀이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임을 밝히고

자 하였다.51) 그는 인간이 노동의 가치에 집착하는 호모 파베르로 축소

되면서 잃어버린 유희를 찾고자 했다. 즉, 인간은 호모 파베르이기도 하

지만 호모루덴스이기도 함을 놀이를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52)

그의 주장에 따르면, 놀이는 놀이로서 작용한다. 웃음, 어리석음, 익살

등 놀이의 개념 군에 속한 모든 용어들은 놀이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특

성을 지니며, 이는 다른 용어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53) 즉, 이는 놀

이하기의 ‘재미’는 논리적, 기계적 사고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러한 놀이의 독립성을 통해서 순수한 놀이가 문화를 이루는 선행 요소

50) 박영수, 위의 책, p. 26.

51) 김효, 위의 책, p. 171.

52) 노명우,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서울: 사계절, 2011, p.

31.

53) Johan Huizinga, 앞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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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54) 하위징아는 이처럼 호모루덴스의 기본

전제를 놀이를 통해 인간을 정의내리고 있다.

하위징아는 놀이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본능과 의도 사이에는 어떤 비(非)물질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심리학부

터 철학까지 기존의 놀이 연구들에서 나타난 일련에 공통점에는 일반적

으로 알려진 놀이 그 이상의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놀이가 지니고 있는 본능적이고 비논리적인 점을 지적한다. 이는

놀이 연구에 있어서 총체적인 시각과 놀이를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놀이는 논리적, 생물적, 미적인 어느 범주

로도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독립적이면서도 복합적인 개념이다.

① 자발성

모든 놀이는 자발적 행위이다. 본능에 가까운 속성으로 놀이를 즐기고

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놀이는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으며, 육체적

필요나 도덕적 의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55) 단지 사회적 기능과 결

부될 때 의무성이 부과된다. 이처럼 놀이는 자유로운 행위에 기반 한다.

본능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혹은 신체 기능이나 선택 기능을 개발하기 위

하여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능’이라는 말은 미지

의 수량을 도입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놀이의 효용성을 전제하는 것은 선결

문제 요구의 허위(petition principii)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56)

② 탈일상성

놀이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현실에서 벗어나 놀이

54) 홍민기, 「공포 영화에 나타나는 유희성 연구 : 로제 카이와의 놀이 이론으

로 본 2000년대 한국 공포 영화」,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11.

55) Johan Huizinga, 앞의 책, p. 42.

56) Johan Huizinga, 앞의 책, 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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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속으로 들어가 아이들처럼 “~인 체하기(only pretending)”같은 놀이

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놀이와 진지함 사이의 유동적인 관계에서 놀

이의 무사무욕(disintere-stedness)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 속해 있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는 필요와 욕구의 충

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가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삶

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놀이의 중요성 또한 커진다. 각 인

생을 장식하고 풍요롭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서 기능으로 작용한다.

물론 여기서 놀이는 의식주 따위의 삶에 있어서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해에서 벗어나 집단 속에서 문화를 향한 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③ 시공간의 독립성

놀이는 시간의 제약에 지배받게 되는데, 놀이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에

종료하게 된다. 놀이의 진행 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환의 형태로 나타나

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놀이는 문화 현상에서, 더 나아가 전통까

지 고정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57) 이러한 반복은 놀이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 놀이의 내, 외부적인 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놀이는 공간의 제약으로도 나타난다. 놀이에 있어서 물질적이든

정신적, 혹은 의도나 자연 발생적이든 약속된 공간이 필요로 되어진다.

하위징아가 말하는 놀이에 있어서 놀이터는 놀이가 의례와 같은 형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신성한 장소’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놀

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간의 형태와 그 기능은 놀이터가 된다. 또한 이

를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일시적 세계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놀이에 집

중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놀이터의 공간 속에서 절대적인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놀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스스로 하나의 질서가 되면

서 미학의 일부분으로 흡수되기도 한다.

57) Johan Huizinga, 앞의 책,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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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칙성

모든 놀이 속에는 규칙이 존재한다. 놀이가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속에

서 일종의 약속이 통용된다. 이와 같은 게임 규칙은 놀이 참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의심이 허용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규칙으로 일종

에 놀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놀이의 비밀스럽고

특별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놀이의 비밀성은 가장

극에서 잘 나타난다.

이 극에서 놀이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특성(extra-ordinary’이 완벽에 도달했

다. 가장을 하거나 가면을 쓴 개인은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존재를 ‘놀이했

다.’ 그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 버렸다.’ 어린 시절의 공포, 가슴을 탁 열어놓

는 쾌활함, 신비한 환성, 성스러운 외경심 등이 가면과 위장의 기이한 놀이

속에 촘촘하게 스며들어가 있다.58)

(2) 카이와 (Roger Caillois)

프랑스의 사회문화학자 로제 카이와는 1938년 하위징아의 『호모 루덴

스』에 영향을 받아 1958년에 『놀이와 인간 – 가면과 현기증』로 놀이

이론을 구체화 시켰다. 카이와는 하위징아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영

역에서 놀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크다고 하지만, 놀이를 너무

포괄적인 영역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하위징아는 놀이에 있

어서 복권, 도박 같은 우연놀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놀이의 허

구성과 기분전환의 역할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또한 카이와는 하위징아

가 놀이보다 ‘문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놀이에 대한 어떤 분류도 제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59)

58) Johan Huizinga, 앞의 책, p. 51.
59) Roger Caillois, LES JEUX ET LES HOMMES: Le masque et le vertige,
『놀이와 인간 : 가면과 현기증』, 이상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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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이와의 놀이 정의60)

정의 설명

1. 자유로운 활동

놀이하는 자는 강요당하지 않으며, 강요당하

는 경우 놀이의 유쾌한 즐거움이라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2. 분리된 활동
처음부터 정해진 명확한 공간과 시간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다.

3.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게임의 전개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가

미리 주어져 있지도 않은 자유성을 가지고

있다.

4. 비생산적인 활동

놀이하는 자들 간의 소유권 이동을 제외하면,

어떤 새로운 물질적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다.

5. 규칙이 있는 활동

약속에 따르는 활동으로, 이 약속은 일상의

법규를 정지시키고, 일시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다.

6. 허구적인 활동
현실에 비해 이차적인 현실 또는 명백한 비

현실적인 특수한 의식을 수반한다.

카이와는 하위징아가 기존에 정립한 놀이의 개념에 대해서 우연놀이와

현기증이란 요소를 추가하면서 4가지 분류를 한다. 놀이에 있어서 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 우연, 모의(模擬), 현기증이라는 요소 중 어떤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따라 놀이를 네 가지로 나눈다. 이 놀이의

분류는 파이디아와 루두스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나뉜다. 이는 근본적인

자유를 향하는 즉흥과 희열의 원초적인 힘, 무질서하고 변덕스러운 성격

을 가지는 파이디아(paidia)와 반대로 어려움을 추구하려는 취향으로 파

이디아가 만들어낸 곤란을 해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성격의 루

두스(ludus)이다. 그 항목들은 각각 아곤(Agôn)[그리스어로 시합, 경기를

60) Roger Caillois, 위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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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함], 알레아(Alea)[라틴어로 우연을 뜻함], 미미크리(Mimicry)[영어로

흉내, 모방, 의태를 뜻함], 일링크스(Ilinx)[그리스어로 소용돌이를 뜻함]

로 명명하며, 이러한 명칭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4분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61) 표와 같이 4가지 놀이 요소들은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

로 그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다. 놀이의 분류를 밝힐 때 이 네 가지 요소

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가 그 구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

① 아곤(경쟁)

어떤 놀이는 경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쟁이란 경쟁자들이 서로 동

등한 조건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겨루는 놀이 요소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러한 경쟁적 놀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평등한 기

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나 게임 등에서

규칙이라는 틀로 평등적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회화 된 경쟁 놀이의 원동력에는 인정욕구가 있다. 자신의 우수성을 인

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놀이가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

실을 뜻한다.62)

② 알레아(우연)

알레아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을 원동력으로 하는 아

곤과는 반대로, 그 정반대의 힘에 의지하는 놀이 요소이다.63) 이러한 범

주에는 주사위 놀이를 비롯하여 동전의 앞뒤면 맞추기 놀이, 룰렛, 제비

뽑기 등이 있고 이는 우연 놀이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경쟁 놀이와는 반대 축에 있으며 일정한 법칙 없이 우연성에

맞추어 나타난다. 우연 놀이의 원동력은 자의성 그 자체이며, 누구나 공

61) Roger Caillois, 앞의 책, p. 37

62) Roger Caillois, 앞의 책, p. 40

63) 홍민기, 앞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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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미미크리(모방)

미미크리의 놀이는 일정한 약속에 의해 정해지고 허구적인 다른 세계에

서의 자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놀이하는 사람 자신이 가공의 인물이 되

어서 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놀이가 성립되는 것이다. 놀이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른 존재라고 믿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면

서 논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일시 개념으로, 가면 놀이가 대표적이다.

이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환상이 되고자 하는 욕구 속

에서 나온 모방 본능에서 비롯된다.

④ 일링크스(현기증)

일링크스는 현기증의 추구를 기초로 하는 놀이로 일컫어질 수 있다. 현

기증이란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기분 좋은 혼란 상태를 일

으키려는 시도로 이루어져 있다.64) 놀이에 있어서는 그네, 회전목마를

타면서 느끼는 일종의 쾌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적, 정신적 현기증을 통틀어서 카이와는 일링크스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이는 그리스어로 ‘물의 소용돌이’를 뜻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좀 더 포괄

적으로 정리하면 몰입으로 인한 일종의 환각상태로 일컫을 수 있다. 이

러한 패닉의 추구는 고대 놀이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으며 오늘날 롤러코

스터나 스키 등을 통해 현대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64) Roger Caillois, 앞의 책,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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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이와의 놀이 분류65)

아곤

(경쟁)

알레아

(운)

미미크리

(모의)

일링크스

(현기증)

파이디아

야란법석

소란

폭소

연날리기

솔리테르

카드로 점치기

크로스워드 퍼즐

루두스

규칙없는

(경주 격투기

등등)

육상경기

권투 당구

펜싱 체커

축구 체스

스포츠 경기

전반

술래결정을 위한

셈 노래

앞이냐 뒤냐 놀이

내기

룰렛

단식복권

복식복권

이월식복권

어린이의

흉내

공상놀이

인형,

장남감의

무구 가면

가장복

연극

공연예술

전반

어린이들의

「뱅뱅돌기」

회전목마

그네

왈츠

볼라도레스장

터에서

타고 노는

장치

스키

등산

공중곡예

○ 세로로 들어간 각 단의 놀이배열은, 위에서 아래로 파이디아 요소가 감소하고,

루두스 요소가 증가해가는 순서에 따르고 있다.

65) Roger Caillois, 위의 책,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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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학자별 놀이 개념과 내용

　 학자 개념 내용
관

점

프로이드

(Freud)

쾌락

-감정의 정화효과

위니캇

(Winnicott)

-창조적 경험

-문화의 경험

에릭슨

(Erikson)
-인성 발달

피아제

(Piaget)
사유

-인지발달

-사회적 자아로 발달

-적응과 동화 사이의 평형

비고츠키

(Vygotsky)
정신적 도구 -고등정신의 발달

니체

(Nietzsche)

디오니소스적

인 것의

결과물

-특수, 개체적인 자유로운 활동의 반복

-힘의 상승(니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의

기제

-건강한 문화의 상징

칸트

(Kant)

자유롭고

우연적 일치의

활동

-인식능력에 대한 놀이

-보편적 미적 판단의 본질

-반목적지향적이지만, 목적과 법칙이 존재

쉴러

(Schiller)

주관적 미적

측면(감성)

-인간 행위의 놀이

-감성적 충동과 형태충동을 조화하는

놀이충동

-참된 인간성 회복의 도구

가다머

(Gadamer)

객관적 미적

측면(방식)

-예술 자체의 존재 방식

-놀이의 존재론적 접근

핑크 (Fink)
실제적인 행동

방식

-삶의 변형 가능성 제시

-사회적 실존의 가능성

하위징아

(Huizinga)

문화의 상위

요소

-놀이의 독립성 강조

-자발성, 탈일상성, 시공간의 독립성,

규칙성

카이와

(Caillois)

문화의 창조적

활동

-무질서(파이디아)와 질서(루두스)의

놀이축 제시

-놀이의 분류: 아곤, 미미크리, 일링크스,

알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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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는 서구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감각적인 것(le sensible)으로

평가절하 되어왔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이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

나 심리학, 철학과 미학, 사회학까지 다양한 학문에서 놀이의 가치를 인

정하고 다각도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모루덴스적인 패

션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놀이 이론을 학문별로 정리하였다.

놀이는 일찍이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크게 고전적 놀이

이론과 현대의 놀이 이론으로 나뉜다. 고전적 놀이 이론은 놀이의 동기

와 목적에 관해 고찰했으며 현대의 놀이 이론은 놀이의 역할에 대해 주

로 논의 하였다. 프로이드부터 위니캇, 에릭슨은 놀이를 쾌락 추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관점을 지닌 반면, 피아제는 놀이를 사유 중심으로, 즉 인지

발달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비고츠키는 놀이의 형태를 고등정신의 발달

로 바라보았다.

미학과 철학에서도 놀이를 예술과 결부해서 많은 담론이 이어져 왔다.

놀이와 예술은 인간 문화의 기원에서 비롯된 주술이나 제례 과정에서 놀

이와 예술이 밀접하게 나타나 공통점을 가진다고 여겨져 왔다. 니체는

놀이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결과물로 힘의 상승의 기제라고 바라보았

다. 칸트는 놀이는 자유롭고 우연적인 일치로 미적 판단의 보편성을 확

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쉴러는 놀이를 감성의 객관적 미적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놀이가 인간성 회복에 대한 해답이라고 판단하였다. 가다머

는 놀이를 방식의 객관적인 측면으로 조명하면서, 놀이 그 자체를 인정

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였다. 핑크는 놀이는 현실과 연결되어있는

실제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정의내리며 이것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논의되어 온 놀이를 하위징아는 처음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규정했다. 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에 집중하고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

에서 거시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카이와는 놀이를 구

체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함으로써 놀이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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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한국 사회에 나타난 놀이문화에 대한 고찰

하위징아가 놀이를 문화 단위로 개념을 재정립했지만, 여기서 논의되는

놀이는 놀이의 보편성 속에서 통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패션현상을 놀이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분석해보

고자 함에 있다. 한국 사회라는 제한된 연구 범위에서 보편적인 놀이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 지역적 특수성이 담긴 놀이적

요소도 함께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 문화 놀이에 나타난 특수적

인 놀이 인자를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놀이 정신

을 알아보기 위해, 시기별로 나누어 놀이로 나타난 양태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놀이 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한국 놀이문화의 개념과 분류

한국 사회에서 놀이는 포괄적으로 인간의 생계수단과 연관된 행위와 일

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

에는 일을 포함하는 큰 범주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의 행

위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일상적 활동

으로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감력이 있는

큰 특징이다.

한국의 놀이문화는 모든 제한으로부터 일탈시켜 주는 자연스러움과 놀

이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있다. 민속 유희, 민속 오락, 민속

경기, 민속 예능 등 다양한 측면과 맞물려 있는데, 이는 민간 전승과정에

서 축적되어 다층적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민속사

회에 전승되어 온 놀이로서 강한 향토성을 띠는 동시에 대부분 민간 제

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66)

한국은 오랜 역사와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놀이문화가 발달해왔다. 때

66) 문만기, 「한국전통민속놀이: 놀이구조 연구 –로제 카이오와 놀이이론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Vol. 11, 영상예술학회, 2007,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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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놀이 유형에 따른 분류 69)

문에 한국의 놀이 형태는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특히나 오

늘날까지 전해져오는 놀이풍속을 보면 주로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행해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술적 의

식에 바탕을 두었거나, 종교나 무속에 바탕을 둔 제례의식과 놀이 등으

로 놀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윤창윤의 한국의 민속놀이를 분류에 따라 알

아보고자 한다.67)

유형별 형태에 따라 놀이를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민속놀이를 황패강

의 분류에 따르면, 세시민속놀이, 가면극, 고전무용, 굿놀이, 민화 등으로

도 나뉠 수 있다.68)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시풍속, 민간신앙, 통과의례, 민

속언어예술, 민속놀이, 민속극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속놀이는 개인놀이, 여럿이너 동아리를 지어

노는 상대놀이,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어울리는 집단놀이로 나뉘어 볼 수

있다.

67) 윤창윤, 「한국의 전통적 여가관과 놀이문화」, 여가문화연구회,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1997, p. 49-52.

68) 황패강, 『우리삶 우리놀이』,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8, p. 5-6.

69) 김광언, 『민속놀이』, 서울: 대원사, 200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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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놀이는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남녀차별이 심해서

남성과 여성놀이가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놀이는 상무정신

을 고취시키고 전쟁놀이적 성격이 강한 놀이들로 연날리기, 씨름, 활쏘

기, 고싸움, 차전놀이, 장치기, 석전, 횃불싸움, 목마타기, 거북놀이, 격구,

종정도놀이, 바둑, 장기, 마작, 골패, 고누 등이 있으며, 개방적이고 적극

적인 성향이 강했다. 여성의 경우 가능한 생활반경이 주로 집에 국한되

었기 때문에 널뛰기, 놋다리밟기, 그네뛰기, 강강술래, 공기놀이, 탑돌이

등 종류가 많지 않다.

놀이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놀이문

화의 기원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주로 위험에 대비하

기 위한 기원적이고 주술적인 목적이 강한 의식, 제사, 굿 등이 있고, 이

와 함께 흥을 돋우기 위한 춤과 놀이 같은 여흥이 수반된다. 또한 풍년

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집단 경기와 전쟁

놀이 등이 형태가 변화하여 축제와 놀이문화로 발전했다.

또한 나이에 따라 놀이 집단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로 연령이 어릴

수록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놀이 형태로 예를 들어 제기차기, 연날리기,

자치기, 팽이치기, 엿치기, 목마타기, 땅뺏기, 눈싸움 등으로 많이 나타나

며, 성인의 놀이는 각종 집단경기, 겨루기 형태의 놀이, 그네뛰기, 널뛰

기, 두레놀이, 농악놀이, 윷놀이, 장기, 바둑, 마작, 고누, 투전, 골패놀이

등 집단적으로 발달했다.

과거의 한국,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유교 사회 아래에서 뚜렷한

신분 구별이 나타나는 사회였다. 따라서 신분에 따른 여가의 방식과 놀

이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양반계급은 주로 조용한 실내나 야외에서

음악과 풍류를 즐겼으며, 서민층은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놀이를 즐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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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놀이문화의 시대적 변화

1) 과거 한국의 놀이문화

삼국시대 이전에는 ‘놀이공동체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구

성원들이 계층적 제한 없이 참여하여 즐기는 대동놀이가 중심을 이루었

다. 본격적인 농경생활을 중심으로 세시풍속이 형성되고 이와 관련하여

놀이도 생성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유입되면서 팔관회를 비롯한 연등회, 나례 등

이 국가 단위로 대동놀이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중 대회

는 약 1천년 동안 계속되었고 신분적 차별 없이 놀이마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민족적 유대와 동질성을 조성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척불숭유정책에 의해 연등회와 팔관회가 중단되

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나례와 산대잡극은 계승되었고 더욱 성행

하였다. 계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놀

이 구성이 달라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민속과 반속의 균형이 깨지

면서 관의 통제 하에 각종 민속놀이가 규제를 받기도 하였다.

2) 근대 한국의 놀이문화

일제 강점기에는 횃불싸움, 줄다리기, 지신밟기, 동채싸움 등 대규모 집

단 놀이들이 다중집회(多衆集會)라는 명목으로 금지되었다. 이때 많은

민속놀이들이 맥이 끊겨졌다. 광복 후에는 일제의 놀이에 대한 탄압이

끝났지만,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민속 문화에 대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

나가지 못했다. 개화라는 이후로 서구의 놀이문화와 정신이 한국 사회에

파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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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놀이문화의 특성

한국의 놀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공동체만의

특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놀

이의 특수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재복은 놀이에는 문화의 속성을 반영

하기 있기 때문에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에 따라서 놀이의 본질과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하위징

아는 놀이의 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하위징

아의 이론은 주로 보편성을 중심으로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의 구분에

대해 논의한다. 반면 놀이의 특수성은 문화 단위에 나타나는 미시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문화의 놀이는 신명(神明)과 긴

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70), 같은 맥락에서 이진희는 한국인의 사유의

본질을 민속놀이를 통해 인간중시사상, 자연경외사상 두 가지로 크게 나

뉘었다.71) 또한 이상일은 한국인의 놀이 문화에 대해 집단연희, 제의적

유래, 신성모방, 축제성으로 분류하고 그 가치를 고찰했다.72) 본 연구에

서는 한국 놀이 문화에 담겨진 특성을 이를 중심으로 집단연희는 집단성

으로, 제의적 유래와 신성모방은 제의성, 그리고 축제성 세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1) 집단성

원시적 농경사회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농경사회는 세시풍속의

생활 관습적 놀이 문화를 전승해왔다. 농사를 경작하는 데는 기후와 풍

토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농경 생활은 계절 감각이 절대

70) 이재복, 「놀이, 신명, 몸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언어문

화』, Vol. 47,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p. 6-9.

71) 최충환·이진희, 「한국 전통여가놀이와 그 사상적 특질」, 『한국여가레크리

에이션학회지』, Vol. 16 No.1,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1999, p. 258-263.

72) 이상일, 「한국인의 놀이문화-대동놀이와 난장판 이론」, 여가문화연구회

『한국인의 놀이의식과 여가문화』, 서울: 집문당, 1997, p. 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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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요하였다. 한반도에서 나타난 농경사회에서는 일년 중 농사의

노동시기와 휴식시기가 지역의 풍토에 맞게 생활주기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파생된 세시풍속의 놀이문화는 전국적인 보편성을 보이기도 하

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보인다.73)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줄다리기 분포는 벼 재배 지역과 일치한다. 줄다

리기에는 농사일을 근간으로 쌀을 생명처럼 여겨 온 농업 문화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는 대표적인 대동놀이로 편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쟁적 대동

놀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74) 이처럼 세시풍속을 통해 민족적이고 집단

적인 놀이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놀이 약 200종

을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나누어보면, 노래와 춤, 화려한 의복과 소품

그리고 농악이 곁들여진 경우 집단적 놀이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집단

연희를 대동놀이라 부르는데, 대동놀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협동과 단결

을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놀이 형태는 한

국의 계절 중심의 농경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풍요제의의 신화적 모의(模

擬)극 따위에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75)

두레놀이, 시선 뱃놀이, 거북놀이, 소멕이놀이, 띄뱃놀이, 거리제, 고싸움, 나무

쇠싸움, 쌍용(雙龍) 놀이, 영등 굿놀이, 은산별신제, 좌수영 어방놀이, 지신밟기,

동채싸움, 농기세배, 강강술래, 놋다리밟기, 용호놀이, 문호장굿, 탑돌이, 한 장

군놀이, 줄다리기, 놋다리밟기, 관동놀이, 입춘굿, 사자놀이, 강릉단오굿, 다리

굿, 세경놀이, 영감놀이, 대감놀이76)

김광언이 분류한 31종의 대동놀이에는 놀이의 한국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혼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놀이 시기도 원단(元旦),

단오 등 계절의 분류, 시차, 음악적, 혹은 공동체 중심적 등 다양한 기준

73) 최충환·이진희, 위의 책, p. 263.

74) 유승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우리 놀이의 문화사』, 서울: 월간미술,

2009, p. 62.

75) 이상일, 위의 책, 1997, p. 69-70.

76) 김광언, 「민속놀이 개관」, 『민속예술사전』, 서울: 문예진흥원, 1979,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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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이러한 놀이의 형태 가운데 춤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나

라의 춤에는 대동무(大同舞)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혼자서 자신의

기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만들어 내는 춤인 것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서緯書」 ‘동이전’에 묘사되는 춤은 “춤을 출 때

는 수십명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서로 뒤를 따르면서 땅을 밟고 높이 뛴

다. 이 춤추는 모습이 탁무(鐸舞)와 같았다.”라고 묘사한다.77) 이처럼 집

단무가 우리 놀이 문화에서 전승되어 왔던 것은, 이러한 대동무를 통하

여 일체감과 동질감을 향상시켜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은 타 공동체와 경쟁으로 이

어지는데 이는 놋다리밟기가 놋다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놀이 문화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동놀이는 집단성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대동놀이는 계절제의와 농경행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어, 놀이가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생산과 일, 노

동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의식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의성

놀이와 신성한 의례는 분명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위징아는 신

성유희가 원초적 신성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와 관련을 가진다

고 말한다. 놀이하는 원시 사회의 사람은 사물의 신성한 질서 속에 포함

된다는 느낌 속에서 놀이하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의례적 형태가 놀이와

결합하면서 오늘의 놀이로 변모했다.78) 이처럼 놀이의 제의적 형태는 놀

이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놀이 문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나, 한국의 놀이 풍습에 대해 연구한 스튜어트 컬린은 한

77) 유승훈, 위의 책, 1997, p. 198.

78) Johan Huizinga, 위의 책,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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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놀이가 주술성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79)

처음에 주술적(呪術的)이고 제의적이던 의미가 강했던 놀이의 절차들은

시대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본래의 뜻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제의에 참

가했던 구성원들의 오락적 기질로 절차가 형식만 가지고 놀이적 성격으

로 간주되었다. 굿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데, 굿의 제의는 일의 연

장으로, 또한 굿은 놀이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 문화에 나타난

일과 놀이의 경계는 서로 상통시킨다.80)

과거의 농경사회는 한반도 문화의 중심으로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컸

다. 이는 신성의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주술을 통해서 제사와 풍악으로

풍년을 기원하였다. 특히나 재배 과정이 복잡한 논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러한 주술적 성격은 더 강해졌는데, 이것이 농경의례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농경생활을 통해 한반도에서는 노동시기와 휴식시기가

지역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에 맞물려 연중행사로 이루어지는 주술적 의

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원시농경시대부터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거

나, 수확물의 정령을 위로함으로 농경신(農耕神)에 감사하는 농경의례가

행해졌다. 81) 농경의례는 크게 정월의 기풍의례, 오월 단오와 칠월 백중

사이의 성장의례, 팔월의 수확의례로 나누어진다. 기풍의례는 한 해의 농

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제사이며, 성장 의례는 농작물이 잘 자라길 바라

는 것, 수확의례는 풍년에 감사하는 동시에 이듬해의 풍년을 비는 의례

이다.82)

정월의 설, 2월의 연등, 5월의 단옷날, 6월의 유두, 7월의 백중, 8월의 가위, 9

월의 중양절(重陽節) 그리고 입춘, 한식, 칠석, 동지, 제석행사 등의 월령체(月

令體) 또는 달거리체83)

79) Stewart Cultin. Korean games -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s of china and japa 『한국의 놀이: 유사한 중국·일본의 놀이와 비교하

여』, 윤광봉, 서울: 열화당, 2003, p. 15.

80) 이상일, 위의 책, 1997, p. 74.

81) 최충환·이진희, 위의 책, p. 263.

82) 김광언, 위의 책, p. 35-36.

83) 이상일, 위의 책, 1997,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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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승된 민속연희나 세시행사는 제의에서 기원했다. 이는 집

단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이 또한 대동놀이에 속했다. 겨루기 놀이의 형

식으로 제의적 경축 혹은 대동놀이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놀이

형식을 빌린 제의에는 신성쟁투가 벌어지고 이것이 모의극(模擬劇)과 경

축희(競逐戱)로 나타난다. 줄다리기, 불놀이 등을 통해 어린이부터 투석

꾼, 양반, 관원까지 흉내내기와 겨루기가 이루어진다. 84) 벼농사 지역에

서 볼 수 있는 달집태우기는 정월 대보름에 짚단에 불을 놓아 풍년을 기

원하는 기풍의례가 있다. 이는 불의 힘을 통해서 액을 쫓는 액막이 의식

이다.85) 또한 씨름 또한 인간의 경쟁적 놀이 형태로 신을 기쁘게 해 주

는 대동적 제의라고 일컫는다.86) 같은 맥락에서 탈춤은 주술성에서 예술

성으로 변모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굿이 신들과 인간의 몸의 교접하

여 신명을 불러일으키고, 탈춤은 신이 깃든 탈을 쓰고 마당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호응하며 노는 행위이다. 마을 굿의 신명풀이가 탈춤으

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주술성에서 예술성으로의 변모라

고 볼 수 있다. 87) 따라서 의례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몸짓과 춤, 대

화, 노래를 통해서 농경사회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세시행사나 연희 등은 모든 제의적 행위에는 신이나 영웅, 조상

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들을 모방하고 믿음을 통한 주문, 의례 등 일련

의 행위들을 통해 그 모델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술적 신앙에서 비롯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의적 측면은 오락적 성격이 강해져 마치 난장판

의 의식과 같아진다. 종교적 신성성이 약화되어 대동놀이로 변화, 놀이적

측면이 체계를 갖추어 세시 풍속이라는 전통으로 된 것이다. 신성성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정형화된 제의 행사 속에서 집단 무의식을 통해 종교

성이 유지되고 있다.88)

84) 위의 책, p. 77.

85) 유승훈, 위의 책, p. 58.

86) 위의 책, p. 149.

87) 이제복, 위의 책 p. 14.

88) 김태경, 『한국의 축제 다시보기』, 한국학술정보, 200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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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제성

한국의 놀이 문화의 형태는 제의에서 시작되어, 오락적 성격이 강한 무

질서의 모습에서 축제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나타나는 축제의 형태들도 이러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 중에서 특히

나 한국의 놀이문화에 나타난 축제성은 ‘난장판’으로 압축해서 해석할 수

있다. 제의에서 시작된 놀이는 마당놀이 공간 속에서 참여자 사이의 넘

나듦이 절정으로 이르러 난장판으로 바뀌게 된다. 난장판은 신명풀이의

절정으로 소멸과 생성의 경계에 놓여있는 상태이다.89) 이와 같은 절정의

모습은 카이와가 분류한 네 가지 놀이의 형식 중에서 일링크스에 해당한

다. 극도의 몰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현기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작은 공동체 집단인 마을에서 벌어지는 동제(洞祭)의 대부분은 무속적

인데, 동시에 이러한 마을 굿은 잔치, 향연의 뜻을 동시에 포괄하는 축제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속의 제의 절차는 크게 부정거리, 영신, 가무

오신, 예언 부분의 공수, 송신거리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무

속적 제의 구조는 하나의 단락으로 소단위 혹은 합쳐져 대단위로 구성된

다. 일반적으로 대단위 무속 제의 절차는 열두거리로, 지역에 따라 축소

되거나 20여 과정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굿거리들이 첨가되면서

굿놀이의 축제적, 놀이적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그 중 가무오신과 송신

의 뒷전거리(거리굿) 그리고 여흥으로 사이에 도입되는 무감은 축제의

흥과 신명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90)

한국의 놀이 문화에서 축제의 행렬적 형식이 나타난다. 이런 형태는 강

릉 단오굿, 은산 별신굿 등 지역공동체적 향토 신앙이 짙은 곳에 남아있

다. 일반적으로 지신밟기 형식으로 민속연희가 이어져오는 곳에서 행렬

의 축제성이 강조된다.91) 행렬의 축제화에서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분리되며 나타난다. 마을 굿을 통해 묵은 살(煞)을 풀어내고 새로운 복을

89) 이제복, 위의 책, p. 16.

90) 이상일, 「한국 축제의 구조와 본질 –그 제의적 기원과 난장에 대하여-」,

유럽문화정보센터,『축제와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p. 101-103.

91) 이상일, 위의 책, 1997,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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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형식 속에서 신성이 세속적 세계를 차단한다. 혹은 신성과 세속이

등가적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별신제의 경우 무당을 통해

신성을 이 땅이 실현하게 된다. 만신이 땅에 내려오면서 세속적이며 인

간적인 모습들로 나타난다.92)

이러한 제의적 연희는 놀이적 축제의 세속적 흥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세속적 유흥은 단순 가무와 겨루기, 광대놀이 등 난장판의 핵심

으로 이르게 한다. 따라서 제의적 앞놀이 형식과 재차 속의 가무오신 장

면 같은 난장벌림, 겨루기의 경축희가 기원이 사라지고 세시행사로 남았

을 때 축제적 행렬화와 연결이 된다.

은산별신굿을 예로 이러한 축제적 행렬을 확인할 수 있다.

은산별신굿은 13일에 걸쳐 첫날과 사흗날에 진대 베기와 꽃받기 행렬을 동

원하고 이틀, 나흗날은 쉬었다가 제 5일째에 상당(별신 올림) 별신 제사 그

다음 이어 상당 굿 그리고 6일 ~9일에 걸쳐 행군과 축원이 있고 열흘 째 하

당굿(별신 내림), 열이튿날에 독산제 그리고 마지막날에 장성제를 올린다. 이

축제는 사이사이에 쉬는 날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1930년대만 해도

별신제 기간중에 줄타기, 땅재주 넘기, 사발돌리기 등 남사당패가 운집하고

갖가지 잡희와 잡기가 은산 바닥에서 벌어져 본격적인 난장벌림이 벌어졌

다93)

또한 예부터 관노들이 행했다고 하는 무언극 가면놀이에는 제의의 연희

로, 가면극에 나타나는 신분제도의 풍자는 사회의 질서를 혼합시키는 축

제의 장이며, 성과 속의 융합으로 축제적 정신을 나타낸다. 난장은 놀이

적 무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는 근원 회귀의 징표, 즉 무질서한 난장의 모

습에서 인간은 심신의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94) 이런 놀이의 축

제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호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난장 속에서 기본

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놀이를 넘어선다.

92) 위의 책, p. 93.

93) 위의 책, p. 95.

94) 표정옥, 『놀이와 축제의 신화성』,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p. 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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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패션 놀이 현상의 분석의 틀 개발

본 장에서는 한국의 패션 현상을 놀이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놀

이의 일반적 특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

로 하는 패션의 정의를 한정짓는다. 그리고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놀이

의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본 사회학의 하위징아와 카이와의 담론을 중심

으로 분석할 틀을 도출한다.

1. 패션의 개념적 구별

라틴어 ‘fatio’에서 유래되어, ‘유행’또는 ‘유행하다’를 뜻하기도 하며 ‘창

조하다’를 의미한다. 옷은 인간의 몸을 세계와 관련시키는 형태의 기호이

다. 언어가 소통하는 고안물인 것처럼, 옷은 모든 사회와 문화, 사고, 가

치, 태도, 정서를 투사하는 시뮬레이션이다.95)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경제학, 문화인류학, 인문과학, 심리학부터 사회학까지 각 영역

에서 패션을 바라보았다. 패션은 신체 장식과 의복의 역사, 비합리적 게

임의 언어와 형식, 섹슈얼리티의 표현,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 등 여러 가

지 방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패션은 전세계적으로 전

개되는 패션 산업을 움직이는 요인이기도 하다.96)

패션의 정의는 <표 4>에서처럼 많은 학자들에게 논의가 되었고, 이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97) 패션을 특정한 스타일의 제품

또는 상품, 대상(對象: object)로 보기도 하고, 특정한 스타일이 사회 구

성원들에게 확산됨으로써 유행으로 보여지는 과정(過程: process)으로 나

눌 수 있다.

95)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2』, 파주: 교문사, 2008, p. 93.

96) Finkelstein, Janne. After a Fashion, 1996, 『패션의 유혹』, 김대웅 김여

경, 파주: 청년사, 2005, p. 19-20.

97) 이은영, 『패션 마케팅』, 파주: 교문사, 200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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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패션에 대한 정의98)99)100)

정의 연도 학자 분야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지

배적 스타일
1928 Nystrom 경제학

현재 무엇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개념 1951 Daniels 경영학

새로움을 위한 새로운 것의 추구 1958 Robinson 경제학

초보적 형태의 집합행동이며, 패션의 강제력은 무

명대중의 판단에 근거한다
1961 Lang&Lang 사회학

새로운 상품이 생산자나 디자이너에 의해 사회에

소개된 후 소비자에게 채택될 때 까지의 사회적

전파과정

1964 King 경영학

사회 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채택한 의

복스타일 잠재적 유행대상이 창조되어 소개된 후,

상당수의 대중에게 채택되고, 폐용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메커니즘

1979 Sproles 의류학

집합행동의 표현이며, 특정한 시기에 흔히 받아들

여지는 지배적 스타일
1981 Horn 의류학

어느 순간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든 스타일로, 복

식사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
1993 Hollander 의류학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구조체 1996 Finkelstein 사회학

패션은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니다. 의복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

경들이 모든 기호의 총체가 된다. 패션을 단순히 신체의 보호, 장식적 본

98) 위의 책, p. 15.
99) Hollander, Ann. Seeing Through Clothes를 Finkelstein, 위의 책, p. 41.에

서 재인용

100) 위의 책,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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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계급의 표시 같은 문화 체계로 이야기하기에는 근대 사회 이후 이러

한 담론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버렸다. 패션은 근대 이후 개인의 가치가

공적인 공간에서 처음으로 발현했다는 최초의 시대라는 점에서 패션은

단순한 옷 입기의 방식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실존적 발현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101) 실제로 ‘패션’이라는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패션은 집단 속 한 개인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미학적 전시로 중요한

소통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 언어 중 하나가 되

었다.102) 본 연구는 패션을 산물(product)를 채택하는 인간 행위의 과정

으로 바라본다.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의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에서 도출한 놀이의 특성으

로 패션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놀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2. 패션에 나타나는 놀이현상 분석의 틀

하위징아와 카이와는 이러한 패션의 속성조차 놀이에 포함한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카이와는 과거의 가면극은 파티 장에서 서로를 유희하는

모습이 놀이이며, ‘현기증사회’의 가면을 문명화된 사회에서 제복(制服)이

대신한다고 말한다. 물론 제복은 반대의 성격을 지니지만 변장과 같은

맥락에서 현대에서 재용출된다.103) 이 주장을 확대하여 패션 현상에 나

타나는 일련의 행위들 속에 담겨있는 놀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패션이 놀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놀이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놀이 담론 속에서 그 특징을 규

정하고 있지만, 사회학적 관점이 심리학이나 미학적인 측면을 모두 통합

하는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위징아와 카이와가 정리한 놀

이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발성, 탈일상성, 시공

101) 도승연, 「안티-패션의 다양한 변주와 정치적 가능성에 대하여」, 『사회

와 철학』, Vol. 25,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3, p. 236.

102) 도승연, 위의 책, p. 236.

103) Caillois, 위의 책, p. 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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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독립성, 규칙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놀이의 일반적 조건으

로 놀이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놀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패션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특성을 기준

으로 분명한 놀이 정신을 담고 있는 패션 현상들을 기사로 분석한 뒤 앞

서 한국의 놀이문화에서 분석한 특성을 바탕으로 놀이의 내적 특성을 도

출하고자 한다.

<그림 2> 패션에 나타난 놀이 문화에 대한 사례분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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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패션의 놀이 현상 사례 분석

제 1절 놀이의 특성

앞의 논의 속에서 놀이 담론이 이루어지는 사회학을 주된 관점으로 놀

이의 특성을 자발성, 탈일상성, 시공간의 독립성, 규칙성으로 도출했다.

여기서 패션의 특성을 반영해 시공간의 독립성은 공간의 독립성으로 한

정짓는다. 이 특성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난 패션의 현상들을

기사를 대상으로 추출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패션이 놀이적 속성을 어떻

게 가지고 있는가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놀이의 내적 특성을 알아본

다.

1. 자발성

모든 놀이는 자발적 행위이다. 놀이에는 어떠한 의무나 강제성이 존재

하지 않으며, 언제나 본인 의지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기능과 결부될 때 의무성이 더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놀이는 자유로운

행위에 기반 한다. 놀이는 어떠한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직 놀이 본능에 기초한다.

패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옷 입기의 행위 혹은 표현에는 어떠

한 의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리포베츠키(Gilles Lipovetsky) 는 패션

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유희에만 반응하는 ‘자율적인’ 현상의 질서가 나타

난다고 말한다. 일부 의복에는 과거의 집단적인 강요가 부여되거나, 사치

금제령, 혹은 복식금제령 등 법적으로 제한되었지만 근대에 나타난 패션

의 개념은 개인들이 외양에 연관된 모든 것을 그 스스로 바꾸어낼 수 있

었다는 것에서 변화한다. 물론 시대에 따른 의복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들에 의해 한계를 가지게 되지만, 오늘의 패션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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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붉은 물결, 응원도 진화했다. 4년 전엔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비 더 레즈(Be the Reds)’ 티셔츠 한 장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

으로는 허전하다. 2006년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군단은 꼭짓점 댄스로 흥을

돋우고, 티셔츠 한 장에도 감각을 싣는다.......패션 아이콘 이효리가 직접 제안

한 월드컵 패션. 빨간색 티셔츠의 한쪽 소매를 잘라 과감하게 어깨를 드러내

고,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해 허리선을 강조한다. 거리로 나온 20대 여성들은

벌써부터 ‘효리표 패션’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세네갈전이 열린 23일

서울 시청광장. 거리 응원을 나온 김윤정(23)씨는 붉은 홀터 넥(목 뒤에서 끈

을 묶는 스타일)에 청미니스커트 차림이었다. “나만의 튀는 응원복을 선보이

고 싶어서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똑같은 붉은 티셔츠인데도 느낌은 확

달라졌다. 대세는 ‘최대한 섹시하게’. 길이는 더 짧아졌고, 몸에는 더 착 붙는

다. 인터넷 여성의류쇼핑몰 ‘키니샵’을 운영하는 서유진(27)씨는 “이번 월드컵

패션은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묻어나는 게 특징”이라며 “붉은 탱크톱

이나 짧은 원피스 등 보디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타일이 유행할 것”이라

고 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현택수 교수는 “젊은 사람들은 4년 전의 경험

을 살려 응원 자체를 ‘학습’, ‘개발’해 가고 있다”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

고 자발적으로 개성을 표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림-a)>105)

패션의 자발성은 월드컵의 축제적 분위기 속 거리문화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 속 거리문화의 시발점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패션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대중은 집단적인

응원을 표출하기 위해 그들의 놀이 도구로 의복을 채택했다. 거리에 나

온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입은 빨간색의 티셔츠를 찢거나 묶어가면서 각

자의 개성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의 패

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했다. 이와 같이 개성을 나타내고

자 다양한 능동적 의상의 변용은 놀이본능에 기초한 자발적인 현상이었

다.

104) Lipovetsky, Gilles. L’ empire de l’ éphémère, 1987 『패션의 제국』, 이

상율, 1999, 서울: 문예출판사, p. 39-40.

105) 조선일보, 2006.05.31., “섹시하게…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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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관점에서 패션은 주기적인 모방과 혁신, 교체되는 획일과 변

화로 그 특징을 이루지만 그 어느 것도 효용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다.106) 단지 패션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만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사람

에 따라 그 재미는 모방으로 인한 자아의 일치감일 수도 있으며, 외면적

인 인정욕구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놀이 본능에 기초해 현

재 패션에 대한 권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달라지고 싶은 욕망, 모

방 등으로 패션을 놀이한다.

신 한류의 핵심인 케이팝(Kpop)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현상 '커버

(Cover)문화' 얘기다. 홍콩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악전문

채널이 최신 케이팝을 틀어놓고 누가 가장 비슷하게 따라하는지 콘테스트를

열 정도로 커버 문화가 한류열풍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8월

소녀시대의 일본 쇼케이스 무대가 열린 아리아케 콜로세움 앞에는 소녀시대

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 입은 일본의 소녀시대 커버그룹들이 진을 치고 진짜

소녀시대를 맞이했다. 올 4월 열린 상하이 콘서트나 10월 타이페이 콘서트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류가 휩쓰는 동남아 대부분 지역에서

는 이들 K팝 '커버그룹'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망의 대상인 한류그룹

을 직접 따라하며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종의 놀이문화인 셈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SNS) 사이트에서 이 같은 '커버 현상'은 보다 광범위

하다.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에 자신의 음성만 따로 입힌 유럽소녀의 영상은

물론이고, 패션을 집중적으로 따라하거나 댄스를 모방한 커버그룹들이 홍수

를 이루고 있다.......대중음악 평론가 현현 씨는 이에 대해 “......단순히 음악을

벗어나 패션과 메이크업 심지어 정서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바뀐 것이

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b)><(그림-c)>107)

경제학자 윌터 바조트는 ‘눈 앞에 있는 것을 모방하려는 것은 인성의

본능이며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말한다.108) 대중은 이 본능에 충실

106) Elizabeth, B. Hurlock. The Psychology of Dress, 1929 『복식의 심리학:

패션과 그 동기에 대한 분석』, 박길순·정현숙, 1990, 서울: 경춘사, p. 2.

107) 동아일보, 2010.11.04., “소녀시대 커버팀, 커버그룹…, 커버(cover)현상?”

108) 김호석, 『스타 시스템』, 서울: 삼인, 1998, p. 22.를 고윤희 곽태기, 「셀

러브리티(celebrity) 패션스타일에 의한 워너비(wannabe) 현상 연구」, 『한국패

션디자인학회지』, Vol. 11 No. 1,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1, p. 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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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닮고자 하는 자아의 이미지를 흉내낸다. 혹자는 이러한 그룹을

‘워너비족’이라고 일컫기도 한다.109)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

은 아이돌이나 스타 등을 닮고 싶어 하는 대중의 모방 현상을 이끌어냈

다. 특히나 k-pop 문화를 접하기 쉬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은 유행하는

아이돌의 노래나 의상을 따라하면서 이러한 모방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 기저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효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놀이 본능에 의해서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시중에서는 이미 ‘천송이 립스틱’ ‘천송이 가방’ ‘천송이 잠옷’ ‘천송이 코트’

등 천송이가 사용한 패션브랜드 제품은 없어서 못 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

다. 롯데백화점 조환섭 여성패션팀장은 “천송이가 입었던 스타일의 트렌치코

트나 재킷은 완판돼 주문을 더 넣은 상태”라며 “겨울 시즌 동안 다소 부진했

던 여성복 업계가 천송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12일 방송(13

회)된 와이어액션 장면에서 천송이가 입고 나온 국내 브랜드 ‘쉬즈미스’ 트렌

치코트는 방송 직후 1차 생산분인 2500벌이 모두 팔렸다. 천송이가 방송 촬

영에 복귀(13, 14회)하면서 사용했던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컬러 핏 립스

틱’ 23호 바이올렛 핑크의 하루 판매량은 4배 정도의 상승세를 탔다. 아모레

퍼시픽 이희복 상무는 “‘천송이OOO’라고 소문난 일부 제품은 제품이 동나

추가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림-d)>110)

워너비 현상 뒤에는 과열적이고 집단적인 모방의 형태가 따른다. 실제

로 지난 2014년 초까지 방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큰 인기

몰이를 하면서 중국과 아시아 전체로 한류 열풍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인공 ‘천송이’의 패션이 유행이 되면서 그녀가 입는 모든 것

이 완판이 되는 일명 ‘완판녀’로 불리우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전

반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보다 파급 효

과가 크다는 의미로 '천송이노믹스(천송이+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불

리운다.

109) 고윤희 곽태기, 위의 책, p. 19.

110) 중앙일보, 2014.03.04., "천송이 김연아 이상화… 스타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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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일상성

탈일상성은 일상에서 벗어나 허구의 공간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을 뜻한

다. 놀이 영역 속에서 아이들처럼 현실에서 벗어나 허구적인 것을 따라

“~인체하기”같은 놀이를 보여준다. 일상이 아닌,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 허구의 공간 속에서는 오직 재미만을 추구한다. 무사무욕의 가상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패션의 형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스프레란 옷을 의미하는 '코스튬(costume)' 과 놀이라는 뜻의 '플레이

(play)' 의 합성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의

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코스프레' 라는 일본식 조어에서 알 수 있듯

일본에서는 캐릭터 사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코스프레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

국내에서는 PC통신.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유행했다. 이제 각종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는 물론, 10~20대들을 타깃으로 한 홍보성 이벤트

에 코스프레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다. N세대의 스타 모방 심리다,

팬터지의 세계를 등에 업은 자기현시욕의 표출이다, DIY(Do it yourself:재료

를 구입,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것)의 결정체다… 코스프레를 둘러싼 구구한

해석이다. 어쨌든 코스프레는 현재 한국의 매니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준비해온 안무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이 주 내용이

지만, 무대 앞에 몰려든 10대들이 들이대는 카메라 앞에서 적절한 포즈를 취

해주는 것도 플레이어로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서툴지만 무언가를 창

조한다는 기쁨이 가장 커요. 내가 만든 옷으로 내가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

이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신나거든요."111)

패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다. 대

표적으로 하위문화로 자리잡은 코스프레 혹은 코스튬플레이가 있다. 게

임이나 만화 등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복장과 분장으로 캐릭터를 모방하

는 놀이로 일종의 퍼포먼스에 속한다. 코스프레 현상은 동경하는 캐릭터

에 자아를 일치시킴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 재미와 몰입을 느낄 수 있다

111) 중앙일보, 2002.01.30., “‘코스프레’ 매니어 한국 문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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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탈일상적이다. 여기서 의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이를 하기에

중요한 놀이도구로서 작용한다.

패션관계자들도 따라 하기 힘든 4차원 패션. 그 인기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독특한 인물이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만 국한됐

던 4차원 문화가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성을 얻으며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

한다. 여기에는 엉뚱하고 황당무계한 것을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다. 이를 증폭시키는 곳은 인터넷으로 ‘4차원’을 전면에 내세

운 패션몰을 비롯해 ‘건달’ 옷만 전문적으로 판다는 ‘건달 숍’까지 나타났다.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는 ‘4차원’, ‘엽기’ 등의 카테고리가

생기기도 했다. 패션 광고 역시 4차원적인 엉뚱함을 삽입하는 것이 대박의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다. 제일모직의 새 캐주얼브랜드 ‘컨플릭티드텐던시’ 광

고는 모델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생뚱맞게 서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4

차원 패션의 핵심은 즐거움이다. 패션컨설팅회사 ‘인터패션플래닝’의 한선희

부장은 “디자이너는 매너리즘을 벗어나기 위해 생뚱맞은 패션을 만들고 대중

은 이를 ‘시도’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차원 패션이

얼마나 지속적일지는 의문이다. 문화평론가 김헌식 씨는 “유행이 되는 순간

4차원 패션이 아닌 것이 되기에 사람들은 늘 엉뚱한 것에 목말라할 것”이라

고 말했다.<(그림-e)>112)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코스프레의 독특한 탈일상적 이미지는 오늘날 상

업적인 부분에도 반영된다. 특정한 단체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현실에서

벗어나 놀이를 즐기기 위해 패션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엔터테인

먼트 분야에서 제공되었던 엉뚱하고 독특한 코드는 패션에서도 적용되어

참여자들이 코스프레처럼 탈일상적인 의상을 선택함으로써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무료한 현실에서 벗어나 놀이하고 싶어 한다. 패션은

비록 무사무욕적인 허구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마치 무도회 가면을 쓴 듯

현실도피적이고 위안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모처럼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맞은 젊은이들이 붉은 의상을 차려입고 또

다시 거리를 점령했다. 나는 토고전이 있던 날 밤 홍대 앞에서 붉은 티셔츠

112) 동아일보, 2008.03.21., “충격-엉뚱-엽기… 4차원 패션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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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고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귀여운 붉은 악마 뿔을 머리에 쓴 젊은이들

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봤다. 몇몇은 평소엔 축구에 관심도 없던 여자애들

이 브래지어만 간신히 가린 노출 패션으로 이 축제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게 굉장히 눈꼴 시린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노동이나 국가의 가치보다는(스

포츠도 누군가에게는 결국 노동이고 그 밖의 사람들에겐 흥미로운 구경거리

일 뿐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편이다. 오프사이드라

는 말을 모르면 어떤가? 중요한 건 축구가 아니라 축제다. 축제란 일상의 일

시적인 정지 상태이고, 평소와 달리 요란하게 차려입고 그 분위기를 한껏 즐

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다. 패션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가 된다. 옷이나 액세서리에 의해 현실 속의 자기와 다

른 사람이 되는 거다. 보다 유복하고, 보다 열정적이고, 보다 자유분방하고,

보다 고귀하고, 더욱 젊고, 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다

른 성이 될 수도 있다.......113)

월드컵은 한국인에게 거리로 나와 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이러한 축제의 공간에서 대중은 더욱 일탈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들은 의

복을 축제의 도구로 선택한다. 거리에는 태극기를 몸에 휘감고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고 파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로 가득찬 모습을

김진동은 일상적 영역으로의 이탈 이외에 ‘전도’라고 규정짓는다.114) 일

상에서 규제하던 현실에서 벗어나 적절하지 않거나 용인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탈출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경기도 의정부고등학교의 ‘졸사’(졸업사

진)처럼 이색적인 졸업사진을 남기는 게 새로운 졸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

다. 졸업사진은 평생 남기 때문에 엄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처럼 ‘남과 다른 독특함’을 드러내는 식으로 사진을 찍는 추세다. 졸업생들의

추억 만들기가 알몸에 밀가루와 계란을 투척하는 요란한 졸업식에서 이색

‘졸사’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다. 21일 의정부고에 따르면 올해에도 각 반에

서 3~4명씩을 뺀 졸업생 500여명이 개성 넘치는 ‘졸사’를 남겼다. 학교 측은

“약 5년 전부터 전체 졸업생 500명 중 10~15명 정도가 이런 사진을 찍기 시

113) 중앙일보, 2006.06.21., “서울을 축제의 도시로”

114) 김진동,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축제적 의미」, 『관광연구논총』, Vol.

15,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3, 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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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는데 점점 과감한 콘셉트까지 시도하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평생 소장

할 추억거리인 만큼 학교에서는 딱히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교회장 이모(18·3학년)군은 “선배들의 졸업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해 보

이고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일부 야

하거나 엽기적인 사진도 있지만 남학생들이 성적 호기심이나 스트레스를 건

전한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대구 경북

고의 임모(60) 교사는 “올해 전체 졸업생 575명 중 37명이 이색 졸업사진 촬

영을 시도했다”며 “보디빌딩을 하는 학생은 웃통을 벗고 찍었고 요리사가 꿈

인 한 학생은 요리사 콘셉트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해외 매체로 다른 문화를 접한 청소년들이 그동안

억눌린 스트레스를 졸업이라는 기회를 통해 해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림-f)>115)

이러한 축제적 현상의 탈일상적 모습은 학생들의 졸업 문화에서도 나타

난다. 의복에서 일탈이란 의복 규범에 의해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과도하게 개성을 나타내는 것을 일

탈로 여겨진다.116) 억압과 규제로 일컫어지는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

유를 의미하는 졸업은 학생들에게 일탈과 자유에 대한 표출의 장이 되었

다. 특히나 학교 생활을 기념하는 졸업 사진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

를 부여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독특한 의복

코드나 분장으로, 최근에는 한복입기까지 더해져 일탈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졸업이라는 주어진 특별한 상황에서 학생들

은 코스프레와 비슷한 의복 연출로 탈일상적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

다.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제재 대상=지난달 졸업식을 마친 중학생들

이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뒤풀이’ 사건이 발생했다. 놀란 주민들

의 신고로 경찰의 제재를 받은 참가자들의 태도는 “재미있잖아요. 몇 년 전

115) 서울신문, 2014.02.24., “앙다문 졸사 앙~돼요”

116) Ikuo, Daibo Susumu, Koyama.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사람은 왜 꾸미는 것일까』, 조기여 유태순, 서울: 동서교류,

2005.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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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른 학교도 다 하고 있는데…”라는 반응이었다. 졸업식 뒤풀이는 규제

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행사로 이전부터 교복 찟기, 밀가루 뿌

리기 등의 행태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나체 시위란 극단적

일탈 행위가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유한익 교수는 “몸은 어른으로 훌쩍 자라버린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방감을 맛보려는 행태”라며 ......유 교수는 “학교와 학생 간에 서

로를 존중하는 인간적인 관계보다 힘의 역학에 의해 움직이는 수직적 관계

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면 제재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탈도 허용된

다는 오해를 하기 쉽다”......117)

하지만 이러한 일탈적 행위가 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

다. 2008년도 전후에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알몸 졸업식’은 학생들이 졸

업을 자축하는 뒤풀이에서 발생했다.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교복 찢

기, 밀가루와 계란 던지기 등 일탈의 모습이 나체까지 극단적으로 보여

지기도 했다.<(그림-g)>118) 이와 같은 모습 또한 어떠한 면에서 몸을

규정짓는 의복의 과도한 변형 혹은 제거로 집단에서 극단적 재미를 느끼

고자 하는 놀이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체육대회가 다가오면 반마다 단체복을 정하느라 수선스럽다.

‘튀면서도 예쁜 반티’를 고르기 위한 각 반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요즘 학

생들에게 반티는 반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개성을 드러

내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체육대회 반티는 유관순옷 농부옷

유치원복 환자복 죄수복 등 아주 다양하다. 슈퍼맨 티셔츠와 빨간 망토, 일

명 몸빼 바지와 밀짚모자, 찜질복과 수건 등을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

다. 티셔츠만 구입하는 경우는 디자인과 문구로 개성을 드러낸다. 우승을 기

원하는 내용의 문구들도 재치가 넘친다. ‘우리 반 앞에서 객기 부리면 혼난

다’ ‘우린 또 1등이야, 이젠 지겹다’ ‘어디 우리반을 이기려 들어’ ‘공부 빼곤

다 잘함 진짜루~’ ‘우승 참~ 쉽죠 잉~’ ‘천하무적 우리반’ ‘누나왔다 길터라’

‘밟아줄까’ ‘옷값은 해야지’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문구들도 유행이다.

‘품절남’ ‘품절녀’ ‘곧미남(곧 미남이 될거다)’ ‘곧미녀(곧 미녀가 될 거다)’ ‘겁

117) 중앙일보, 2008.03.18., “알몸 졸업식? … 너희들 어느 별에서 왔니”

118) 동아일보, 2012.01.18., “밀가루 뿌리고… 알몸 얼차려… 이런 졸업식, 이젠

졸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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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쉬운 남자’ ‘겁나 비싼 여자’ ‘멋진 오빠 번호 좀’ ‘이뿐 누나 번호 좀’ 패

러디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빅뱅을 패러디한 ‘BIGBAN’, 노스페이스 제품을

패러디한 ‘The GANZI FACE’, 허경영 동작을 패러디한 디자인도 있다. 무려

500가지도 넘는 반티 시안을 보유한 사이트도 있다.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

서 제작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더하면 반티 종류는 무궁무진하다......이렇게

톡톡 튀는 반티를 입으려는 이유에 대해 김다연(반석고1)양은 “교복만 입고

다녀야 되니까 이럴 때라도 튀는 옷으로 개성도 표현하고 스트레스도 날려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119)

각급 학교의 운동회 시즌을 맞아 중고등학교에서 ‘반티’ 열풍이 불고 있다.

반티란 ‘반(班) 티셔츠’의 줄임말로 같은 반 학생들끼리 맞춰 입는 단체복이

다. 디자인도 야구복, 환자복, 유행어 ‘고뤠∼?’가 적혀 있는 티셔츠 등 다양

해지고 있다.......일부에서는 반티가 청소년들의 불안심리를 내비치는 것이라

는 분석도 내놓았다.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학생들은 학원

에 매여 개성을 추구할 여유가 없는 승자독식 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

다”며 “반티는 그런 가운데 소속감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림-h)>120)

졸업식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체육대회같은 축제의 공간에서 독특한 코

드의 패션을 통해서 탈일상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집단성이 부

여되어 나타나는 단체티나 반티에는 독특한 문구나 그림이 더해져 개성

과 재미를 나타낼 수 있다.<(그림-i)>121) 성적위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은

소속감과 개성을 추구하고자 독특한 코드의 ‘반티’를 갖고자 했다. 과거

에 하위문화에 머물렀던 코스프레 현상이 좀 더 대중화 되면서 청소년들

이 접할 수 있는 축제 공간에서 엉뚱하고 재미있는 코드로 표현되었다.

3. 공간의 독립성

119) 내일신문, 2011.05.20., “튀는 옷 입으면 스트레스 풀려요”

120) 동아일보, 2012.05.21., “중고교 ‘반티’열풍에 동대문시장 ‘즐거운 비명’”

121) 국제신문, 2013.06.17., “한 번 입을 건데 너무 비싼 ‘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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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일정한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특징

을 갖는다. 의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약속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독립

성을 지니며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이면서도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허구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지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놀이적 특성은 패션에서도 나타난다.

누구나 유행하는 의상을 입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나타나는 복식은 패

션과 다른 범주의 옷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정보사회의 발전은 누구나

다양한 미의식을 갖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기준,

혹은 주류의 기준을 통해서 패션을 좇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패

션은 일종의 놀이터 속에서 가능해진다. 분명 일상 생활에 나타나는 것

보다, 특별한 놀이 규칙에 의해서 패션이 형성된다. 물론, 실제 놀이처럼

정형화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기 보다는 패션은 일상에 좀 더 가

까이 존재한다. 의복은 항상 우리와 동반하기 때문에122) 정확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성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패션

은 분명한 장소성을 지닌다. 일종의 무대공간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쉬워야 한다. 과거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나 무대적

장치가 있는 패션쇼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

로 개인의 표현이 쉬워졌다. SNS와 블로그는 인터넷 공간을 무대로 할

수 있기에 가능했다. 서성은은 패션블로그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뉴미디어 시대 속의 퍼스널 패션 블로그는 인터넷의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응시와 주체의 대상으로서 블로거의 자아를

나타낸다.123) 이처럼 SNS와 더불어 블로그는 가상공간에서 개인이 각자

의 패션을 관음하기도 하고, 표출할 수도 있는 표현의 장이 되면서 패션

의 가시적인 놀이터가 되었다.

Social Network Service는 SNS로 불리며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인

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들 간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다.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공간

122) Elizabeth, B. Hurlock. 위의 책, p. 52.

123) 서성은, 「퍼스널 패션블로그에 나타난 자아이미지 유형과 스타일」,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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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

해내고 있다.124)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세대인 밀레니엄 세

대는 소셜 미디어가 그들의 영역에서 크게 작용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트위터, 핀터레스트 같은 소셜 미디어 보다는 블로그를 통해서 패션

의 영감을 받으며, 높은 패션 블로그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오늘

날 SNS 이용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인터넷 상에 알리면서 일명

‘미포머’(Meformer)가 되고 있다. 영어 ‘Me’와 ‘Informer’을 합성한 이 용

어는 트위터리안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5)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개인의 패션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인터넷이라는 공간 상에서 주

변에게 보일 수 있게 하였다.

패션과 사진을 사랑하는 스콧 슈만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토리얼리스트

(www.thesartorialist.com)는 그가 길거리에서 맘에 드는 사람들의 패션을 찍

어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2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파

워 블로그로 성장, 많은 사람이 그의 블로그에서 본 ‘쿨한 스타일’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내일 뭘 입을까’란 고민을 해결한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의

일상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유포되면 이 패션이

바로 다음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다. 이런 경향을 패션업체도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 ...... 인기 패션 블로거는 ‘착장샷’이라고 해서 매일 자신

이 입은 패션을 찍은 사진을 소개하고, 방문자들과 댓글로 패션에 대한 아이

디어를 나눈다. 최근 인기 트위터리안으로 부상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도 트위터에 ‘댄디룩’ 착장샷을 올리며 패션에 대한 생각을 네티즌들과 교환

하고 있다.126)

스콧 슈만의 블로그 사토리얼리스트가 대중들에게 널리 수용되면서 패

션미디어로서 블로그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지되기 시작되었다. 비단

외국의 사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개인

이 패션을 표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SNS는 인증의 시대

124) 오미현, 「SNS 특성에 의한 패션제품 소비자태도가 구매의도 및 온라인구

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 2.

125) 한국일보, 2011.11.16., “SNS·블로그는 허영의 시작”

126) 서울신문, 2010.05.01., “내일 뭘 입지? 패션 블로그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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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고 있다. 인증샷은 스마트폰에서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간에서

일종의 전리품처럼 올려지고, 공유되고 화제가 된다. 특히나 오늘 무엇을

입었는지 알리기 위한 인증샷, 일명 ‘착장샷’, 혹은 ‘착샷’은 개인이 하루

입은 패션 스타일을 네티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사진이다. 이러한 놀이적 생산물을 통해서 보는 이나 보이는 이 모두 참

여자로 일련의 놀이를 하게 된다.

...... “매일 선택한 옷 SNS 올려 팔로어들과 패션 공유”, “내가 포스팅을 멈추면

팔로어들이 속상해하거나 짜증을 낼 거예요.” 한국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하고 있

는 호주인 코트니 러브그루브(22)는 자신이 그날 선택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와 자신의 패션 블로그에 거의 매일 올린다. 전신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

에 삼각대를 자주 이용한다. 그는 페이스북에는 656명, 인스타그램에는 522명,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5120명, 아이스타일에는 1371명의 팔로어를 각각 보유

하고 있다. 러브그루브의 팔로어들은 그가 사진을 올리면 댓글 등을 통해 패션

과 코디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그는 “팔로어들과의 대화가 셀피를 계속 찍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말했다. 러브그루브는 셀피를 찍으면서 얻은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셀피를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나를 응원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카메라 각도가

자신의 얼굴과 몸에 가장 어울리는지 알게 됐고 사진 편집과 보정 기술도 얻게

됐다. 그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주는 데서 오는 자신감도 있다”면

서 “SNS에 올린 셀피로 외모와 이름이 알려져 패션 업체의 일을 받기도 했다”

고 덧붙였다.127)

2013년도 연말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셀피(selfie)'를

선정했다. 셀피는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의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직

접 찍은 사진으로 정의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셀프 카메라' 혹은 줄여서

'셀카'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셀카 현상은 SNS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 무대 속에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다. 여

기에는 패션 속 자신의 모습을 관중에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와 함께 그

들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참여자들은 SNS를 이용하면서 재미, 즐거움과

127) 서울신문, 2014.05.17., “나는, 이래서 셀피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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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스스로 지각하면서 타인의 개입없이 스스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자유감, 독창성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된다.<(그림-j)>128)

근사하게 옷을 차려 입고 집 밖을 나선다. 찰칵. 환한 미소와 함께 수줍지만 당

당한 포즈가 렌즈 안에 들어온다. 찰칵찰칵.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올리면 댓

글이 수백 개 달리는 사람. 해외 유명 패션 잡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국

계 파워 블로거 아미 송(27)이다.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송씨

는 6년째 ‘송의 스타일’(http://www.songofstyle.com)이라는 블로그에 그날그날

의 옷차림을 찍어 올리고 있다. 송씨 사진을 공유하려는 사람이 전 세계에 120

만 명에 이를 정도. 송씨는 전형적인 동양인 외모지만 168㎝라는 큰 키로 시선

을 끌어당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거주하는 그를 e메일로 인터뷰했

다...... “멋쟁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했다. 패션 블로그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패션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진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는 게 즐겁다.”　송씨 블로그에는 똑같

은 구두와 가방·치마·재킷 등이 여러 번 등장한다. 함께 걸치고 나오는 아이템

이 다를 뿐더러 색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댓글엔 찬사 일색이다. 무엇을 입을

지보다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송씨 패션의 특징.<(그림-k)>129)

스콧 슈만 같은 파워 패션 블로거들은 블로그라는 공간 속에서 권력을

지니게 된다. 독특한 인터넷 공간은 관중들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

한 재생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지는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된

다. 이처럼 독특한 패션의 놀이 공간은 참여자들 간의 끊임 없는 커뮤니

케이션 속에서 유동적으로 생성된다. SNS와 블로그의 공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패션을 통해서 그들의 유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집단적

쾌락주의가 발현되는 장소이며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도 한다.130)

128) 오미현, 위의 글, p. 26.

129) 중앙일보, 2014.01.21., “뭘 좀 아는 멋쟁이들, 패션 파워 블로거 그녀에 꽂

히다”

130) 김태연, 「포스트모던 소비문화 관점에 따른 패션 명품 소비의 유희 추구

현상분석 –20~30대 초반의 명품 마니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Vol.



- 57 -

과거 패션의 무대가 일부 연예인이나 스타에게만 적용되었거나, 혹은

일상 속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패

션의 무대적 존재는 대중에게 인지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소셜 3.0 시대

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SNS, 블로그의 이용으로 '1인

미디어'가 되었다. 이는 인터넷 가상 공간 속에서 일종의 무대 공간으로

삼아 참여하는 이들의 패션과 삶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독립

된 놀이적 공간 속에서 미포머나 파워 블로거들은 각자의 패션을 공유하

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관중과 공유함으로써, 패션을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었다.

4. 규칙성

모든 놀이 속에는 규칙성이 존재한다. 규칙성은 참여자 사이에 지켜야

하는 약속이며 놀이 속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

를 통해서 참가자들 사이에 비밀스럽고 특별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이는 놀이 공동체까지 이어질 수 있게 작용한다.

앨리슨 루리는 의복을 언어의 표면적인 특징과 비교를 하며 패션을 설

명한다.131) 옷과 단어는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문법과 같

은 규칙이 형성된다. 에드먼드 리치 또한 의복과 같은 비언어적 차원들

은 언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문법처럼 옷 입기를 통제하는 규

칙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132)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 기

호는 놀이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하위문화 속

에서 참여자들은 드레스를 만들고 서로에게 규칙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유대성을 경험한다.

특정한 옷 입기의 방식은 착용자가 속한 집단의 규칙을 반영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적인

24 No. 1, 한국소비문화협회, 2013, p. 170.

131) Alison Lurie, 위의 책, p. 35.

132) Rouse Elizabeth, Understanding Fashion, 1989 『코르셋에서 펑크까지』,

이재한, 2003, 서울: 시지락,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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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다. 도승연은 패션에 대해 집단에서

공유하는, 상식적인 미의식 안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개성 표현의 놀이라

고 말한다. 이러한 이중적 놀이는 개인과 사회, 신체와 문화, 자유와 의

존의 접합점, 혹은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하는 점에서 긴장이 존

재한다고 말한다.133) 이러한 동조와 개성 표출의 이중적인 코드 안에서

우리는 놀이적 규칙성을 고찰할 수 있다.

요 몇년 사이 중고생들에게 ‘노스페이스’와 같은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가

‘또래 문화’로 자리잡았다. 일부 학교에선 한 반 학생의 절반가량이 ‘노스’(노스

페이스 점퍼의 줄임말)를 입고 등교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노스

는 그냥 교복으로 불린다”며 “보온 기능 때문에 입는다고 보기엔 수가 너무 많

고, 입는 계절도 불문”이라고 말했다......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 노스를 찾기도

한다. 서울의 ㄷ고 1학년 이아무개(16)군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노스를 입고 왔다”며 “그 친구는 ‘나도 노스를 입고 주류

집단에 속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희준 동아대 교수(사회체육학)는

“1980~90년대 ‘나이키’나 ‘조다쉬’ 청바지 열풍이 막연히 ‘외제’에 대한 동경과 과

시욕에 따른 소비였다면, 최근의 노스 유행은 낙오되지 않거나 따돌림당하지 않

기 위한 절박한 소비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그림-l)>134)

이런 규칙성은 집단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또래문화로 뚜

렷하게 나타난다. 유행의 형태로 참여자들은 규칙에 따르고자 한다. 2010

년도 후반부터 시작된 청소년들 사이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바람막이나 점퍼가 유행하는 현상은 또래 사이에 입어야하는 일종의 규

칙이 되었다. 경쟁과 모방이 뒤섞여서 나타난 이와 같은 집단적 유행현

상은 단지 청소년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

들을 동반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서울의 한 고등

학교 한 학급에 노스페이스 다운재킷을 입지 않은 학생이 5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명 '노페'는 제 2의 교복으로 불리운다. 특히나 중고생들

은 하나에 47만원이나 하는 '노스페이스 윈드스토퍼 700'을 입지 않으면

133) 도승연, 위의 책, p. 238.

134) 한겨레, 2011.11.20., “10대들 사이 확산되는 ‘노스페이스’ 유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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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를 장만하기 위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전

념하기도 한다.135) 놀이 집단이 추구하는 규칙을 따르기 위해 청소년들

은 갈취, 도난 등의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특정

브랜드의 유행은 비단 최근의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부모를 졸라 사 입는 노스페이스가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뜻

에서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자, 학생들 사이에 ‘부끄럽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 반에 절반가량이 노스페이스를 입던 학급에서도 요즘은

5~6명 정도만 입고 오는 경우도 생겼다. 서울 한 중학교 황아무개(16)군은

“38만원이나 주고 노스페이스 점퍼를 샀지만 왠지 부끄러워서 입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 친구들이 노스페이스를 입자 덩달아 사서 입었

지만, 이제는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학생도 늘었다. 조아무개(17)양은 “같은

반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폼으로 입고 다녔지만 지금은 유행이 지난 것 같

다”고 말했다.<(그림-m)>136)

문화의 가장 큰 기능은 ‘구분 짓고’, ‘무리 짓는’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구

분 짓는 것과 무리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같다. 우

리는 무리 짓기 위해서 구분 짓고, 구분 짓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다. 무리를

짓는 순간 다른 무리와 나를 구분하며, 구분되는 순간 나와 동일한 집단과

같이 무리를 짓게 된다. ‘노페’(청소년들 사이의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

페이스’ 열풍)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분하고 무리 짓기’이다. 이를 통해 그

안에서 서열을 둘러싼 ‘치열한’ 위세 경쟁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 자체는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경험한 것

처럼, 특정한 상표나 물건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위세 경쟁이 일어나고 서열

이 만들어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 교복자율화와 함께 시작된 전두환 시

절에는 나이키와 프로스펙스, 그리고 아디다스와 아식스가 그런 물건이었다.

좀더 지나서는 ‘오리털 파카’로 위세 경쟁이 펼쳐졌다. 처음 한국에 소개된

오리털 파카는 당시 돈으로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면 요새 대장급 취급을 받는 노페보다 오히려 더 비쌌다. 그후 교복이 다

시 등장하면서는 어떤 브랜드의 교복인가를 놓고 또 위세 경쟁이 펼쳐졌다.

한때는 청바지도 있었다. 수입 청바지가 대유행하면서 너도나도 가져야 하는

135) 연희원, 위의 책, p. 148.

136) 한겨레, 2012.02.15., “중고생들, ‘노스페이스 이젠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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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이 되었다. 한 벌에 20만원이 넘는 것이었다. 가격을 따져보면 부모 등

골을 빼먹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고 봐야 한다.137)

놀이로서 패션에 나타나는 규칙성의 특징은 트렌드 혹은 사회문화에 따

라 구성원이 지켜야하는 이러한 규칙이 바뀌어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뚜

렷한 현상으로 인지되었던 ‘노스페이스’ 열풍은 오늘에만 보여지는 특별

한 현상은 아니다. 과거에도 청소년 사이에 특정 브랜드의 유행으로 많

은 이들이 규칙에 따르고자 했다. 1983년도부터 시작된 교복자율화와 함

께 시작된 학생들의 패션 추구는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아식스

등 유명 신발 브랜드를 너도나도 신으면서 등장했다. 규칙에 따른 경쟁

은 브랜드 과시로 이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했으며,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만큼의 고가의 상품 이라는 뜻의 ‘등

골 브레이커’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올해는 신(新) 등골 브레이커가 등장했습니다. ‘캐몽(캐나다구스+몽클레어)’이

라고 불리는 100만원을 훌쩍 넘는 패딩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백화

점에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니 ‘캐몽’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

다....... 사람들이 몇 백만원짜리 패딩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자기과시 현상의

하나입니다.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인 셈이죠. 문

제는 청소년까지 이런 걸 따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 노스페이

스에 만족하던 학생들이 이제 ‘캐몽’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입는 건

싫다”는 이유인데요.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라가 소속감을 가지려는 시도와

함께 과시소비를 통해 튀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표출하는 거죠.138)

이러한 집단적 패션추구의 유행현상이 청소년들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

타나는 이유는 엄격한 학교 문화에 이유가 있다. 교복이라는 형식 하에

학생들의 개성 표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복과 더불어

입는 신발이나 점퍼를 통해 집단이 추구하는 패션에 규칙에 따르고자 했

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규칙에 따르는 동조로도 나타나기도 했지만,

패션선도자는 고가의 패딩 브랜드를 경쟁적으로 추구함으로서 ‘캐나다구

137) 한겨레, 2012.01.14., “강남 아이들이 노스페이스를 잘 안입는 이유”

138) 중앙일보, 2013.12.11., “신 등골 브레이커 ‘캐몽’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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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몽클레어’같은 또 다른 브랜드 추종의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하였

다.

“하의실종, H라인 30cm 짧치 삽니다.” “짧치에 주름까지 넣어 예쁘게 수선한

회색 교복치마 팔아요.” 14일 인터넷 교복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짧게 줄인 교

복을 사고파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짧은 치마, 줄인

교복’을 강조하며 중고교복을 사고팔았고 ‘짧치(짧은 치마)’, ‘똥치(짧치보다 더

짧은 치마)’, ‘빽치(몸에 딱 달라붙는 치마로 빽바지에서 유래)’라는 은어까지 만

들어내며 불량 치마 구매에 열을 올렸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 교복시장에서도 일명 ‘불량 치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학

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복장 자율화가 가능해질 것을 예상한 학생들이 일부 학생

사이에 유행하던 교복 멋내기에 동참한 것이다.

문화일보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 교복나라 등 교복 중고거래

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짧은 치마와 줄인 교복 등을 사고파는 글들을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

년 ‘줄인 교복, 짧은 치마’로 검색되는 게시글은 171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에

는 725개로 4.4배 늘어났다. 2011년 초 게시글 개수(484개)와 비교해도 1.6배나

늘어난 수치다. 일반적인 교복 치마의 길이는 59cm정도이나 학생들이 입는 치

마의 길이는 점차 짧아져 최근에는 34cm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139)

청소년들은 교복 문화에 브랜드 경쟁 유행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복을 유행에 따라 변형하기도 한다. 최근 하의 실종 트렌드에 맞춰 학

생들은 교복까지 이 유행현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길이가

30cm까지 극단적으로 짧아진 교복치마는 ‘짧치’라는 줄임말로 인터넷 중

고시장에서 사고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복의 극단적 수선은 학칙

에서 벗어나지만,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무리를 감행하고도 그들 또래문화

의 패션 규칙에 따르고자 한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은 다 줄여요. 유행이기도 하지만 안 줄이면 찌질하게 보

는 시선 때문이죠.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바지통이 넓거나 치마가 길면 왠

지 ‘왕따’로 보여요.(이아무개양)”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길이가 지나치게 짧

139) 문화일보, 2012.02.14., “30cm 하의실종 H라인 짧치교복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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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무릎 위 20~30㎝까지 올라가는 건 기본이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

서는 치마 길이를 늘이려는 교사들과 줄이려는 여학생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1학년 김아무개양은 “치마는 기본적으로 무릎 위 20㎝는 올라

가야 예쁘다. 공동구매로 교복 치마를 3만원대에 샀는데 바지랑 앞에 덧댄

천까지 줄여야 해서 2만원 가까이 더 들었다”며 “중학교 때는 엄마가 치마가

그게 뭐냐고, 똥꼬 다 보이겠다고 한소리 하셨지만 이제는 포기했다”고 웃었

다. 임아무개양도 “사복 입을 때도 치마가 길면 촌스럽고 이상하지 않나? 무

조건 길다고 단정한 것도 아닌데…”라며 “이젠 너도나도 다 줄여 입으니 선

생님들이 교문지도나 벌점제 시행도 거의 안 한다”고 덧붙였다.......여학생들

이 교복 치마를 줄여 입는 건 청소년 특유의 ‘또래의식’ 탓이기도 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줄여 입는데 나만 안 그러면 왠지 ‘찐따’(찌질이+왕따)가 된 듯

하기 때문이다. 2~3년 전 노스페이스 점퍼가 유행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최

아무개양은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교복을 안 줄이면 왕따 취급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행이니까”, “예뻐 보여서”, “잘 나가게 보이려고”가 여학

생들이 말하는 교복 치마 길이를 확 줄이는 이유다.<(그림-n)>140)

놀이 규칙에 따르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선비를 지불하면서, 학칙에 벗

어나면서까지 짧은 치마를 추구한다. 여기서 규칙이란 청소년들이 따르

고자 하는 미의식이며, 또래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외형적 자격을 의미

한다. 위의 기사 속 인터뷰에서 언급하듯이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못하

면, 즉 교복을 줄이거나 혹은 브랜드 점퍼를 입지 못하면 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일명 왕따가 되고 만다. 따라서 단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청소

년들에서는 이러한 집단적 유행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명품 열풍’이라는 단어는 준거집단이 제시하는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조형 사치에서 비롯된다.141) 그리고 청소년

집단 뿐만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중장년층의 아웃도어 명품지향 현상도 이러한 동조형 사치에 속

한다. 142)

140) 한겨레, 2013.07.01., “갈수록 짧아지는 ‘하의실종’ 교복”

141) 김난도,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 서울: 미래의창, 2007, p. 128.

142) 동아일보, 2012.12.12., “‘어른 노페’…캐나다 구스-몽클레르 등 수백만원대

패딩 품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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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지극한 편이다. 매슬로의 욕구이론이나 베블렌

효과로 이해되는 차원을 넘어선다. 거리에서 5분이나 3분, 심지어 3초에 하나

꼴로 볼 수 있는 명품 가방을 5분 백(bag)이니, 3분 백, 3초 백이라 부른다.

새로운 명품에 열광하는 ‘신상녀’도 등장했다. 명품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5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 가량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자료에 따

르면 지난 2005년 8670억원이던 5대 백화점의 명품 부문 매출이 지난해 2조

원을 웃돌았다. 연평균 성장률은 22.4%에 달한 셈이다. 한국의 명품시장이

‘과시’를 넘어 ‘동조’ 또는 ‘일상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돈

이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 명품을 사들이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주변에서 인

기있는 명품이라면 나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동조문화가 뿌리내

렸다는 것이다.<(그림-o)>143)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0년도에 ‘명품 소비국으로 부상 중인 한국(South

Korea becomes fertile spot for luxury)’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명품 소비

에 관한 기사를 다뤘다. 심지어 루이비통은 3초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의 명품 열풍은 분명 동조성이 강하게 들어난다. 여기에는 청소년

집단이 브랜드 점퍼를 미의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명품

소비를 규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규칙에 따르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 혹은 사치가 수반되는데 모든 소득계층이 이러한 소비가

가능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가짜 명품인 ‘짝퉁’ 현상이

나타나면서 규칙을 지키기 위한 아노미가 나타나고 있다.

'열두폭 병풍 레코드'를 운영하며 음반 작업·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이아립

(여·36)은 어릴 적부터 특이한 옷을 입었다. "병풍 만들던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까지 모든 옷을 만들어 입혔다. 할머니는 감색 꽃무늬 원피스를 만들면 머

리띠·벨트·가방·양말·속옷까지 전부 세트로 만들어줬다. 어디서도 찾을 수 없

는 미니멀한 디자인이 좋았다". 1980년대 말 여중생들 사이에서 닭볏 같은

앞머리가 유행했다. 이아립은 혼자 티셔츠 두 장을 겹쳐 입고 다녔다. 1999

년 그룹 '스웨터' 보컬로 나섰을 땐 대부분의 옷을 동대문시장에서 원단을

떼와 만들었다. "그때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파는 데가 없었다. 이제는 우리

143) 문화일보, 2011.07.20., “명품의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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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옷을 팔기 때문에 만들 필요까진 없다." 이아립

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산 얼룩덜룩한 배기 바지에 엉덩이를 덮는 카디건, 민

소매 셔츠, 스카프 3개, 검정 재킷을 마구 겹쳐 입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거

적 같은 윗도리, 배기 바지, 점프 수트 등 봉제선이 특이한 옷들을 애용했다.

"요즘은 이런 형식의 옷을 많이 입더라. 나는 남이 뭘 입든 신경 쓰지 않는

다. 다만 로고가 큼직하게 박혀 있거나 브랜드가 드러나는 옷은 싫어한다.

나보다 값어치 나가는 옷으로 날 꾸미는 건 싫다." ....... 그에게 안티패션을

물었다. "패션계에서 또 다른 화젯거리로 만들어 낸 것 같은데…. 요즘 말하

는 '안티패션'이 내 생각과 비슷하다면 신기하다. 하지만 나 말고도 많은 사

람들이 이런 아이디어쯤은 갖고 있지 않을까?"144)

하지만 그렇다고 패션에는 이러한 동조성, 추종성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안티패션은 반패션으로도 불리우며, 획일화된 유행현상 속에서 자

유화된 개성을 지향하는 패션을 일컫는다. 패션의 발현지라 할 수 있는

오뜨 꾸띄르의 권위와 형식의 저항에서 비롯된 안티 패션은 청년 하위문

화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45) 패션에서 문법을 파

괴하는 이러한 모습은 놀이에 나타나는 놀이파괴자가 같은 맥락을 지닌

다. 물론 이러한 놀이파괴자는 놀이의 진지성을 무너트리기 때문에 부정

적이게 묘사된다. 하지만 놀이파괴자들도 그들 나름의 규칙 아래에서 새

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146) 패션의 담론에서도 안티패션은 기존의

미의식에서 벗어나는 탈규칙적인 패션을 보이지만, 이는 또다시 하위문

화를 형성하며 또다른 규칙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3년, 올해 거리를 강타하고 있는 페이크 패션은 단순한 눈속임에 그치지

않고 재미(펀, fun)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덧붙여 재치 넘치는 유희를 시작했

다. 장기 불황 속에서 심리적 여유를 찾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패션에 나

타난 ‘페이크 펀 디자인’은 눈을 의심하게 하는 시각적 부조화에 즐거움과

재미까지 더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기법들은 이

제 다양한 소재와 질감을 대체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재현 문화’

144) 조선일보, 2010.05.15., "안티 패션"

145) 도승연, 위의 책, p. 243.

146) Huizinga, 위의 책, 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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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서 페이크 펀 패션에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것은 명품을 패러디

하거나 팝아트적인 감성을 살려 현대 예술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런 아이템들은 단순히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명품 디자이너를 존경

(오마주)하면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대신 위장과 반전의 흥미로

움도 함께 북돋운다. 글로벌 브랜드인 값비싼 명품을 못 사는 계층이 아니라

명품을 적극 소비할 만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패피’(패션 피플)들

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다.<(그림

-p)>147)

‘호미스(Homies)’ ‘채널(Channel)’ ‘쿠치(Cucci)’. 누가 봐도 어떤 브랜드를 따

라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명품 브랜드를 비틀었다. 명품

브랜드 패러디는 해외 뮤지션들이 먼저 시작했다. 패션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할렘가 출신 래퍼 에이셉 로키가 명품 브랜드인 ‘콤 데 가르송’을 속어로 바

꿔 ‘콤 데 퍽다운’으로 패러디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이

자 가수인 마일리 사이러스는 ‘에르메스’를 ‘호미스’로 변형한 티셔츠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국내 연예인들도 페이크 브랜드를 입은 모습이 자

주 목격되고 있다. 일부 아이돌이 콤 데 퍽다운의 스냅백(뒤에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는 모자)을 착용하면서 이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힙합 뮤지션 등 일부 스타가 사회 비판과 풍자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페이크 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크 패션

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원본 또는 원제품)을 모방한 패션을 일컫는다. 의도

된 모방이라는 점에서 명품을 단순히 흉내 내 카피한 ‘짝퉁’과는 구별된

다.......페이크 패션은 소비자들이 점차 가치소비에 눈을 뜨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 무리하게 명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그림-q)>148)

‘페이크 백', ’페이크 패션', 혹은 ‘진저백' 등의 용어로 일컫는 새로운 사

회 현상은 유명 명품 제품이나 로고를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패러디한 제

품들을 뜻한다. <그림>처럼 고급 제품의 이미지에 재미를 더해 새롭게

재해석했다. 그 이전의 주류 사회가 놀이적 명품 열풍에 집착하였더라면

147) 한겨레, 2013.04.24., “‘샤넬’보다 ‘채널’이 더 땡기는 이유는?”

148) 동아일보, 2013.09.26., “호미스… 채널… 쿠치… 명품 패러디한 ‘페이크 패

션’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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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놀이파괴자들은 명품을 비트는 제품을 추구함으로써 또다른 놀이

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풍자나 안티 패션의 정신이 담겨있

기도 하다.

짐멜은 초기 그의 논문에서 패션은 타인과 구별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

로 타인과의 일체감을 바라고자 하는 획일화에 대한 욕망 사이의 해소할

수 없는 긴장 관계라고 말한다.149) 패션이라는 범주 안에서 동조자들은

규칙에 따르기도 하고, 이 가운데 과열적 양상이 보이기도 하다. 또한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새로운 규칙을 창조해냄으로써 놀이를 바꾸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9) Simmerl, The Schiology of Gerog Simmel; On In dividuality and Social

Forms를 Finkelstein, 위의 책, p. 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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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놀이의 특성에 따른 개념과 사례

특성 개념 사례

자발성

- 놀이본능에 기초

- 자발적 행위

- 비효용적

- 거리문화 속 자발적인 개성표출

- 한류 문화 속 아이돌 커버

(cover)현상

- 스타 ‘워너미족’, 천송이 노믹스

탈일상성

- 허구의 공간에서 놀이하

기

- 무사무욕 가상 속 재미

- 일탈적 상황의 의복코드

- 현실도피적 기능

- 코스프레 현상

- 탈일상적 엉뚱한 패션 코드

- 월드컵 축제 속 태극기 패션

- 이색적인 졸업사진 문화

- ‘알몸 졸업식’

- 중 고 학생의 ‘반티 문화’

공간의

독립성

- 패션의 놀이공간, 놀이터

- SNS와 블로그의 무대화

- SNS 속 인증샷, 착장샷

- 셀카 혹은 셀피(selfie)

규칙성

- 동조: 놀이 참여자들 속

통용되는 규칙

- 유대성 형성

- 집단적 유행현상

- 집단적 유행 현상. 노스페이스,

캐몽 현상

- 교복의 수선 문화, ‘짧치’ 유행

- 동조형 명품지향 현상, 루이비통

3초백

- 개성 표출: 놀이파괴자의

모습

- 동시에 하위문화 형성

- 안티패션, 페이크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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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b>

소녀시대 커버 현상, 2010.11.04.

<그림 3-a>

월드컵 패션, 2006.05.31.

<그림 3-c>

소녀시대 커버 현상, 2010.11.04.

<그림 3-d>

천송이 노믹스,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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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e>

충격-엉뚱-엽기 패션, 2008.03.21.

<그림 3-f>

독특한 졸업사진 열풍, 2014.02.24.

<그림 3-g>

알몸 졸업식, 2012.01.08.

<그림 3-h>

반티 열풍,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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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

반티 열풍, 2013.06.17.

<그림 3-j>

셀카 열풍, 2014.05.17.

<그림 3-k>

패션 블로그, 2014.01.21.

<그림 3-l>

노스페이스 현상, 2011.11.20.

<그림 3-m>

노스페이스 현상,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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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n>

하의실종 유행, 2012.02.14.

<그림 3-o>

명품지향 현상, 2011.07.20.

<그림 3-p>

페이크 패션, 2013.04.24.

<그림 3-q>

페이크 패션,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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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종합적 논의

자발성은 놀이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패션을 추구하는 정신과 일

치한다. 놀이를 어떠한 효용의 가치가 아닌 재미를 위해 놀이하는 것처

럼 패션에서도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사례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발성을 담고 있다. 규칙성을 통해서

패션에서 통용되는 ‘쿨’함으로 여겨지는 일종의 룰을 살펴볼 수 있었

다.150) 청소년들은 미묘한 유행에 편승하면서 놀이에서 요구되는 진지하

고 복잡한 규칙을 가진다. 물론 패션에 있어서 이 규칙성은 규칙파괴자

들이 만들어내는 탈규칙, 즉 유행에 반대로 안티패션을 만들어내는 놀이

참여자들의 타인과의 구별짓기에 다른 개성추구가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패션만이 가지는 놀이의 독특한 특성이라 규

정지을 수 있다. 탈일상성은 현실에서 벗어나 허구의 공간에서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놀이의 속성이다.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

인의 ‘퍼놀로지(funology)’적 감성은 패션을 통해서 놀이를 추구하게 한

다. 이러한 규칙성과 탈일상성은 자발성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나타난

패션 현상에서 복합적인 양상으로 보여졌다. 공간의 독립성 또한 놀이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패션 속에서도 일종의 놀이터로 나타난다. 특히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커

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SNS와 블로그를 대중이 패션을 이용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유동성은 패션의 트렌

드를 빠르게 바꾸어냄으로써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허물어내는 놀이

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션 현상의 놀이적 특성은 한국의 놀이 문화를 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성

150) 이황직, 앞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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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집단의 생활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집단성은 어디에나 존재하

는 문화의 일반적 특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성은 한국 사회에서, 특

히나 패션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적 집단성의 기원을 역사

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나 놀이 정신에서 비롯된 집단성은 오

늘날에도 나타나는 패션 속 놀이적 내적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놀이문화는 농촌중심적 사회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동

체적 특성이 강한 세시놀이와 민속놀이가 발달되어 왔다. 거의 모든 의

례나 놀이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151) 이처럼 놀

이적 형태가 가족 집단과 지역 공동체에 속해있어 나타나는 집단성은 과

거에는 놀이적 틀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냈다. 물론 온전한 놀이

정신 속 집단성은 그 맥이 사실상 끊겨졌기 때문에 그 경향이 약해져왔

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 정신은 오늘날 패션에 있어서 나타나는 집단주

의적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패션 현상 속에

서 집단적 유행 혹은 동조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타인에게 전혀 다른 의복

을 입은 타인 보다 호의적이기 쉽다. 이는 대인 행동의 여러 측면에 영

향을 미친다.152) 이런 동조성은 한국 사회에서 집단적이고 경쟁적인 유

행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나 청소년들 사이에 고급 브랜드 아웃도어나

스포츠 브랜드로 경쟁적 모방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른

집단적 ‘노스페이스’ 현상 이 나타났으며, 또한 교복에 있어서 ‘줄여입

기’ 같은 수선을 통해서 하의실종 형태를 통해 집단적 동조성을 보이기

도 했다. 또한 명품 소비에 있어서도 루이비통 3초백 같은 단어를 만들

어낼 정도로 집단적인 모방 소비가 나타났다.

우리들 대부분은 가족 집단과 지역 공동체에 속해있다. 과거의 한국 사

회는 놀이를 하면서 이러한 사회의 속성을 나타냈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한국의 놀이 정신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축소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축제와 같은 놀이적 상황 속에 놓이면서 그 근원의 정신이 다시

151) 정태연,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 문화적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24 No. 3, 한국심리학회, 2010, p. 68-70.

152) Ikuo, Daibo Susumu, Koyama. 위의 책, p. 152.



- 74 -

표출되기도 한다. 일탈적인 패션의 코드는 축제적 상황에 놓이면서 집단

적으로 나타난다. 응원복은 집단적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놀이에 있어

서 집단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에 있어서

도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집합

적으로 감정들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지니게 된다.153)

2. 제의성

제의성은 과거의 주술성에서 예술성으로 정착되어 놀이로 나타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의복의 발전 형태와 유사하다. 많은 놀이 문화들이 제의

에서 시작되었으며 주술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복의 발달과정과 놀이의 발달과정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놀이가

제의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많은 놀이 형태에 상징적이고 주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의복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장식이 그 당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병으로의 보호나 사냥, 전쟁에서의 실패에 대한 보

호로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다. 이러한 전통과 신념은

점차 사회조직과 함께 복잡하게 발달했으며, 여전히 여기에는 변용된 상

징성이 내포되어 있다.154)

주술적 장식물로 시작된 의복에서 오늘의 패션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는

데, 특히나 이러한 의례적 기원은 욕망의 형태로 명품 숭배나 수집 등으

로 표출되기도 한다. 오늘날의 브랜드 숭배는 과거 특정 계급에만 한정

되었던 과시적 브랜드 소비가 그들이 소비하는 브랜드에 대한 숭배와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 브랜드 자체를 숭배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시와

숭배가 결합된 놀이적 행위로 나타난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의 브랜드

숭배자들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즉각

153) 이미아 이은영 김난도, 「패션상품의 문화적 의미와 소비의례 연구 –나이

키 마니아 소비자의 면접을 통한 분석-」, 『소비문화연구』, Vol. 11 No.2, 한

국소비문화협회, 2008, p. 150.

154) Elizabeth, B. Hurlock. 위의 책,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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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으로서 아름다움과 황홀감의 행복을 추구한다.155)

...... 명품 브랜드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그러나 매우 세련되게 코디를 하

고 다녔던 그녀는 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

끔 해외 패션쇼에 출장을 가게 되면 어찌나 좋아하던지, “사이트에서만 보던

컬렉션을 직접 볼 수 있다니”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죠.......그래서인지 그 홍보

녀는 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들은 ‘된장녀라고 손가락질할

지도 모르지만 저한테 이 회사는 ‘제일 좋아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만지고 갖게 해주며 월급까지 주는 고마운 곳’이에요.......156)

소비의 차원을 넘어서 명품을 숭배하는 이런 의례적 차원은 대상을 성

스러운 존재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물신주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품

을 통해 자신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나르시시즘으로 개인화된 제의성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브랜드 숭배의 참가자들은 숙련된 소비 행위를 통

해서 자신 자체를 다른 차원의 성스러운 존재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종

교적인 체험의 성격을 띈다.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을 나르시시즘적인 개

인화된 의례를 보여주고 있다.157) 이러한 과정이 놀이로 나타나고 있는

데, 숭배자들은 제품으로 치장하면서 참여자인 동시에 오브제가 된다.158)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브랜드에 집착하는 마니아 신드롬이나, 명품족을

양산하는 럭셔리 신드롬, 심지어 왜곡된 형태의 물신주의인 ‘짝퉁’ 현상

까지 이런 패션의 의례적 소비행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축제성

한국의 놀이문화는 집단적이고 제의적으로 시작되어 오락적 성격이 강

한 무질서의 모습으로 남는다. 무질서 속의 질서를 뜻하는 '난장판'이 더

해지는 이러한 축제적 상황에는 절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155) 이황직, 위의 책, p. 9-12.

156) 민지혜, 『짝퉁사는 여자, 명품주는 남자』, 2013, 서울: 다해, p. 28-30.

157) 이황직, 위의 책, p. 7.

158) 위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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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성은 근대에 사라진 놀이정신에는 담겨있지 않았다. 관료제 사회는

직관이나 감정을 이성으로 눌러버렸고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을 극단적으

로 분리시켜버렸다. 이는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를 초래했다. 콕스(H.

Cox)는 이에 대해 “축제와 환상이 없는 인간의 길은 이미 지구 상에서

사라진 공룡의 길”이라고 말한다.159)

하지만 오늘날 놀이정신이 부활하면서 축제성은 패션을 놀이하는 사람

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월드컵과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거리 문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패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응원복의 다양한 변용을 통해 축제성의 무질서 속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성 속의 다양성은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붉

은색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성과 태극기의 권위적 상징성을 깨뜨리는 사회

적 효과를 가져왔다. ‘빨갱이’, ‘적화통일’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적 붉은

색은 월드컵의 축제 속에서 승리를 열망하는 색으로 바뀌었다. 국가주의

의 절대적 표상이자 권위의 상징이던 태극기 또한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적 코드에서 사적 코드로 변환될 수 있었다.160) 통일된 응원복을 골라

입으면서 행렬적 놀이를 행하지만, 동시에 난장판을 경험하기 위해 일링

크스 속에서 다양한 응원복의 변용을 나타낸다. 집단적 참여자들과 섞여

서 패션을 가지고 흥과 절정을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몰입을 느끼고자 하는 모든 패션 추구 현상들에는 축제성

이 나타난다. 집단적인 스타 모방현상이나 유행현상 등의 일체적인 통일

감 속에서 끊임없이 변용이 일어난다. 이 가운데서 패션에 몰입하는 오

늘의 놀이 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표현의 나르시시즘을 권장하는

새로운 개인주의 시대의 놀이 참여자들은 패션을 사회적 목적 달성 대신

에 미적이고 감각적인 감성을 느끼고자 하며, 과거처럼 부를 과시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쾌감의 순간 자체에 주목한다.161)

159) 진교훈, 「놀이하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 『기독교사상』, Vol. 32

No. 8, 대한기독교서회, 1988, p. 22.

160) 이윤희,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축제 공동체적 특성」, 『사회와

이론』, Nol. - No. 3, 한국이론사회학회, 2003, p. 141-142.

161) 이황직, 위의 책,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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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의 패션현상에 나타난 놀이의 내적 특성

특성 의미 사례

집단성

- 집단적이고 경쟁적인 유행 혹은

소비 형태로 나타남

- 일체감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

구분

- 브랜드 중심적 동

조 현상

- 집단적 유행 현상

제의성

- 주술성에서 예술성으로 나타나

는 놀이

- 놀이의 의례적 기원은 상징적

의미 내포

- 경쟁적 브랜드 숭배 형태로 표

출: 물신주의와 나르시즘

- 명품 숭배나 수집

현상

- 명절이나 축제에

나타나는 한복

축제성

- 무질서 속의 질서의 '난장판'

- 통일성 안에 나타나는 끊임없는

변용

- 축제적 상황 속 집단성 형성

- 쾌감에 몰입하기 위한 목적

- 일종의 축제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이고 탈일상적 의

복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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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놀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이며, 놀이의 본질인 유희는 인간

이 추구하는 기본 본성의 하나이다. 이는 니체, 칸트를 비롯해 가다머까

지 많은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화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는 오랜

기간 동안 서구의 이성주의적인 편견 하에 문화와 놀이의 이분법적인 대

립구도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하위징아는 놀이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속

성에 집중하면서 놀이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놀

이는 문화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놀이는 본능적 단계와 의

지 사이에 나타나며, 해석 가능한 하나의 의미 기능으로 독립적인 요소

이다. 오늘날 하나의 놀이는 개인적 차원의 간단한 유희로 끝나지 않는

다.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고에서 감성을 중시하는 탈근대적 사고로의

이행은 놀이를 일종의 문화 단위로 이끌어냈다. 놀이적 사고의 호모 루

덴스 인간은 패션의 담론에서도 이야기 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

경에서 놀이하기에 적합해진 현대인들은 패션을 놀이도구로 채택해오고

있다. 단지 조형적인 유희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좇는 행동

양상이 놀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유행을 따르며, 구입하고, 입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일종의 놀이라고 인

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가 오늘날 문화 현상을 기반한다는 관

점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놀이의 형태로서 패션의 속성이 공통점을 갖는

다고 생각하였다. 즉, 패션은 놀이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하는 패션 현상을 놀이 단위로 분

석함으로써, 패션 또한 놀이의 일종에 속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호모루덴스적 시대 속 표현의 장으로서 패션의 놀이

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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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신을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의 틀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리학

적, 미학적, 사회학적 관점의 놀이 담론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헌연

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 속 패션 현상을 살펴보

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두 학자 하위징아와 카이와가 제시한 놀

이의 외적 특성을 자발성, 탈일상성, 공간의 독립성, 규칙성으로 도출하

였다. 그리고 이 틀에 맞는 기사 27개를 선정하여 각 특성에 맞는 기사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은 놀이의 특성 중 하나인 놀이본능에 기초한 자발성을 가지

고 있다. 놀이는 어떠한 의무성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처럼 패션도 자율

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축제적 분위기의 월드컵 거리문화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개성이 다양한 응원복의 변용을 통해 표출되었다. 특히나 이러

한 자발성은 패션의 비효용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단지 패션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만이 그 목적이며 모방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류

문화 속 팬들은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상까지 따

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하위문화, 커버(cover)현상을 나타냈다. 이러

한 스타 ‘워너비족'은 각종 매체에 나타나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

라하면서 모방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유명 드라마로 인기몰

이한 ‘천송이' 신드롬은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상당해서 천송이 노믹스

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다.

둘째, 패션은 놀이의 특성인 탈일상성을 지니고 있다. 놀이는 일상에서

벗어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 속에서 재미를 추구한다.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

위문화로 자리잡은 만화나 영화 속 캐릭터를 모방하며 놀이하는 코스프

레 현상이 있다. 이와 같은 탈일상적 이미지는 대중에게도 4차원 패션같

은 엉뚱한 패션 코드로 유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탈적 상황의 의복 코

드는 월드컵 축제 속 태극기를 두르고 나오는 대중에게서 탈일상성을 느

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졸업식, 체육대회 같은 축제의 상황

에서는 코스프레와 같은 이색적인 졸업사진 문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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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의 ‘반티'문화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탈성이 극

단적으로 나타나 한 때 ’알몸 졸업식' 현상이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셋째, 패션은 놀이의 특성인 공간의 독립성을 가진다. 놀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일정한 놀이터 속에서 놀이된다. 오늘날의 패션은 인터넷

공간을 무대 공간으로 연출한다. 인증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재 소셜

3.0의 시대에는 SNS 문화에는 다양한 '인증샷'이 올라온다. SNS 이용자

들이나 블로거들은 그들의 일상 패션을 일명 '착장샷', 혹은 자신의 모습

을 찍은 셀카(셀피)를 올리면서 관중과 댓글로 소통한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놀이 장소가 되면서 무대화가 되고 있다.

넷째, 패션에는 놀이의 특성인 규칙성이 존재한다. 규칙성은 놀이참여자

들 사이에 통용되는 약속이며 구속력을 지니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 간

유대성을 형성할 수 있다. 패션에도 이러한 규칙성은 문법처럼 작용한다.

이는 집단적 유행현상, 예를 들어 청소년들 간 '노스페이스'나 '캐몽' 현

상인 동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중고 학생들은 하의실종인 '

짧치(짧은치마)'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교복을 수선하기도 한다. 일반 대

중에게는 '루이비통 3초백'같은 용어를 만들어내며, 동조형 명품지향 현

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놀이에는 놀이파괴자의 모습, 즉 규칙에

따르지 않는 안티패션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탈규칙

적 형태는 새로운 놀이, 즉 패션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또다른 규칙을

형성한다. 즉 하위문화가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예로 페이크 패션

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놀이가 가지는 특징 네 가지가 패션에도 접목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패션의 특성상 놀이가 일정한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시간의 독립성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오늘날 디지털 속

퍼놀로지(funology)의 시대에서 패션이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되고, 소비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놀이의 일반적인 규칙성 외에도 패션은 끊

임없이 동조와 개성 표출 사이에 변화하기 때문에 규칙성을 위반하는 탈

규칙성도 나타남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나타난 패션의 놀이 현상

들을 통해 놀이가 가지는 내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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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농촌중심적 놀이 문화에 기원하는 집단성이 나타난다. 집

단적이고 경쟁적인 유행과 소비 속에 나타나는 집단성은 과거 집단적 농

촌 생활에서 기인하는 놀이정신에서 비롯된다. 또한 축제적 상황 속에

발휘되는 집단적인 패션의 형태는 그 속에서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집

단성을 의미한다.

둘째, 주술성에서 예술성으로 변모한 놀이의 제의성이 나타난다. 놀이의

의례적 기원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는 경쟁적 브랜드 숭배 형

태로 표출된다. 브랜드를 숭배함으로써 패션 상품에 대한 물신주의를 보

이기도 하고, 이를 소유하는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이 나타나 제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무질서 속의 질서가 나타나는 난장판 형태의 축제성이 나타난다.

집단적인 통일적 유행 현상 속에서 개성을 표출하는 패션의 끊임없는 변

용으로 이러한 축제성이 발견된다. 또한 이는 사회적인 목적을 지닌 과

거와는 달리 패션 그 자체에서 몰입하고 쾌감을 느끼는 절정이 나타난

다.

패션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패션

을 놀이의 도구로 채택하면서, 패션을 놀이해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패션을 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물론 본 연구는 한정된 범위 속 기사와

문헌 자료에 국한된 분석에 그쳐 개인의 놀이 정신을 알아보기에는 다소

연구가 부족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연구에는 심도 깊은 질적 연

구에 기초해 심층 면접으로 패션을 추구하는 놀이 정신을 알아보고자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놀이적 관점에서 패션을 접근하는 새

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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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Play Culture

of Korean Fashion

Sunhyung Cho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lay is one of the basic instincts human beings pursue. It was an

important topic for many philosophers including Nietzsche, Kant and

Gadamer, and Johan Huizinga presented a new concept to the play

research, concentrating on attributes of the play itself. Play is an

independent element as an interpretable semantic function, revealing

itself between the instinctual and volitional phases. Homo Ludens

with playful thinking may be mentioned in the fashion discourse.

These days, in the digital environment, modern people fitting for

playing have been adopting fashion as a playing instrument. Rather

than pursuing only formative playfulness, their behavioral aspects

chasing the fashion may be similar to those of playing. In a series of

process following the fashion, purchasing and wearing it, we may

recognize it as a kind of playing we enjoy.

This study expands a perspective that play is based on today's

cultural phenomena, regarding that attributes of fashio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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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to do with the play, as a basic form of playing. Examining

a range of discussions on fashion in the physiology, psychology,

philosophy, aesthetics and sociology, it inspects a play spirit in the

Korean society through researching the Korean play culture. External

aesthetics of play, Huizinga and Cailois from preceding research have

proposed, deducted four characteristics: spontaneity, non-dailiness,

independence of space, regularity.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for analyzing today's fashion phenomena in

korean society. As for a research range, this study contained

literature and articles since 2000 that show an image of Homo

Ludens visually and analyzes phenomenological attributes of

contemporary fashion in Korea.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ashion shows a spontaneity, one of the characteristic of

play. As play does not have any obligation, fashion could appear as

an autonomous phenomena. With the festival atmosphere, voluntary

personalities were expressed by transforming diverse red cheering

uniform in cultural streets during the World Cup Games.

Secondly, fashion has a non-dailiness of playing characteristics. A

non-dailiness, pursuing fun in fictional and disinterested place, has

people escape from routine through fashioning; for example, some

people have done costume play by imitating feigned characters, and

non-daily image has been in the vogue with a vagarious fashion

code.

Thirdly, fashion has a independence of space of playing

characteristics. As people play a game in a fixed playground by

limiting space, fashion is displayed at stage space of the Internet. In

the era of social 3.0 named as a confirmation of the age, some SNS

site users and bloggers make the Internet space their playgrou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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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ing their daily fashion style photos or selfies.

Fourthly, in fashion phenomena, a regularity exists as one of

characteristics of play. It is a promise passed current between

participations, and can be applied as a grammar of fashion. It is come

out as a pursuit of the most collective fashion or similar luxury

goods; whereas some play destroyers who does not allow the rules

appears to have personality

These playful characteristics of fashion phenomena showing cultural

play of korea concluded three inner aesthetics of play: collectivity,

rituality, carnivality.

Firstly, the fashion phenomena contain a collecivity origined from

korean agriculture-centered play culture. A play spirit, attributed in

the collectivelly agricultural life causes people to have combined and

competing have consumption pattern. Also, a form of collective fashon

tends to heighten the sense of unity between the participants.

Secondly, there is a rituality shifting from magical meaning to

artistic value in the examples. The ritual origin of play connoting

symbolic meaning expresses as a feature worshiping some brands

competitively. By idolizing brands or their products, people show

commodity fetishism, and fall into narcissism toward themselves

owning the products.

Thirdly, a carnivality is able to be found in the phenomena. It

includes disorder-in-order as a form of chaos. In the unified

prevalence of style or wearing manner, this carnivality can be

discovered by shifting constantly people’s own personalities. In

addition, there is a pleasure absorbed in the fashion itself not having

certain purposes in the society,

Fashion is one of norms judging others. We have played fashion by

adopting playing tools. To verify this, this study covered fashio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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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Despite the limited sources, our investigation of this topic

contributes to the field which have been studied only from a

formative point of view. Future research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play spirit pursuing fashion b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s such, this study presents a new paradigm that

fashion belongs to the play by analyzing the fashion phenomena that

had been interpreted under socio-cultural backgrounds as a play unit.

keywords : play, homo ludens, spontaneity, non-dailiness,

independence of space, reg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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