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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대중음악시장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길러지는 아이돌

음악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로서, 상업적 성격이 매우 짙다. 대형 음악기

획사들은 주로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케이팝(K-Pop) 아티스트들을 홍보

하고 음원과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적인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소의 진정성을 결여시키는 일명 ‘무장소성 전략’을 펼쳐낸다.

최근 한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BTS 신드롬은 한국과 아시아를 넘

어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일으키는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

게 폭발적인 한류 문화의 열풍 속에서도, 한국이 음악적 다양성을 키워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외 언론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

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애초부터 장소에 배태되어 자라난 음악적 자원

들이 누적되어 온 ‘홍대 앞’ 공간에 주목한다. 이곳은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인디음악이 발생한 장소임과 동시에, 여전히 다양한 음악적 시도

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자본화되어가고 있

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욕구를 지닌 사람들

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홍대 앞’에는 다양한 장르를 함유한 문화

공간들과 예술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인디음악 생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홍대 앞’에서 발현된 인디음악과 공간의 관계성을 탐색한

다. 특정 장소에서 발현되는 예술은 감정을 형성해내고, 시공간적으로 축

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홍대 앞 장소에서 인디문화가 발현되었던 시기부

터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이곳에 밀집된 문화 공간들에 예

술적인 행위성을 축적시키는 수행적 진정성(Performative Authenticity)

을 보여 왔다. 현재 ‘홍대 앞’은 음악적 혁명성이 불타오르던 초창기와는

또 다른 형상을 띠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미디어의 포섭에 의해 자

본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이 이곳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들을 기점으

로 지탱하고 있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공간 실천은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론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일상생활에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의 구성원들이 공간 전술 수단인 ‘걷기 행위’를 통해 홍대 주변에서 벌이

는 수행성(Performativity)을 기록하고, 이들이 홍대 주변에 밀집되어 있

는 문화 공간들을 이용하는 행태를 추적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성

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인디음악 생태계의 주체들의 행위성으로부터

드 세르토의 또 다른 공간 전술 수단인 ‘가발 쓰기(la perruque)’ 기법을

찾고자 한다. 세르토가 제시하는 가발 쓰기 기술은 작업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표시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와의 연대성을 확인한 뒤, 감시받는

장소에서 창조적인 술수를 발견하며 즐거움을 교활하게 누리는 것이다.

즉, 가발 쓰기는 현재의 공간 속에 또 다른 시공간의 민중적인 전술을

재도입해서 전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존 전술은 자본화라는 전략적

인 지배에 교묘하게 대항하여 영리한 수법을 발휘해 살아남기 위한 것이

다. 전형적으로 홍대 주변에는 혼종적 성격의 버스킹 공연문화와 낮과

밤의 공간 활용도를 달리하는 카페들, 요리공간이나 연극공간을 대관하

여 음악공연을 하는 인디뮤지션들의 행위성들이 포착되고 있다. 주체들

은 이 공간에서 요구하는 지배적인 질서에 균열을 가해서 ‘마치 –인 듯’

가장하며 행동하는 가발 쓰기 전술을 행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게릴

라 전술과 O2O 플랫폼 전술 등의 미시적인 생존 전술의 공간성을 규명

하고자 한다. 홍대 인근에서는 인디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취하는 예술적

실천으로서, ‘잔다리 페스타’와 ‘라이브 클럽 데이’와 같은 게릴라 전술들

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씬디 티

켓라운지’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교차되

고 연결되는 O2O 플랫폼 전술을 행한다. 이를 통해 홍대 주변에 형성된

인디음악 생태계의 전반적인 공간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음악, 수행성, 미셸 드 세르토, 공간 전술, 걷기, 보행 발화,

가발 쓰기, 전유

학 번 : 2018-2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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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음악시장은 기업에서 길러지는 아이돌음악에 유달리 편향

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를 띠고 있다. BTS를 중심으로 소위 신드롬이라

일컫는 ‘한류’의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사실 케이팝

(K-Pop)은 철저하게 음악의 상품성을 우선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수요층이 추구하는 멜로디와 리듬을 담아내고 있다. 이에 한국 대

중문화 시스템이 음악적 다양성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1) BTS의 팬클럽 ‘아미(A.R.M.Y)’의 전 지구적 파

급력에서 볼 수 있듯 뮤지션을 쫓아다니고 밤새워 공연장에 줄을 서는

팬덤 문화는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화된 도시현상이 되어가고 있지

만, 이는 가상공간 위주의 홍보 전략과 음원위주의 음악생산, 아이돌들의

상품성과 퍼포먼스 음악에 집중되어 있어 대중음악시장에서 애초부터 장

소의 진정성을 결여시킨 무장소성 전략을 펼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대중음악시장의 다양성을 지탱해 온 진원지는 바로 ‘홍대

앞’이라는 장소에 특화되었던 인디음악 생태계이며 이는 여러 음악적 장

르의 혼종을 발화시킨 역할을 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

로 봤을 때, 국내 음악시장의 다양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은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로서, 이곳은 장소에 배태되어 자라

난 음악적 자원들을 무수히 양산해내는 곳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게(Reggae)음악의 경우도 카리브 해 북부 자메이

카에서 1960년대 말에 발생한 음악으로서, 태생 자체가 글로컬한 특성을

지닌다. 19세기까지 지속되었던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

1) 연합뉴스, “한국문화 폭발적 인기...K팝 넘어 문화 다양성 모색해야”,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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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리브 해 연안에 강제로 이주되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고향인

아프리카 땅의 전통과 감수성을 그들만의 문화로 발전시켰고, 혼합과 변

형 과정을 통해 레게음악을 탄생시켰다.2)

미국 뉴욕의 할렘(Harlem) 가 역시 흑인음악의 원천지로서, 흑인문화

와 히스패닉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성의 문화가 이곳에서 탄생했고,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갔던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과 같은 스타들

이 탄생하고 전설이 되는 장소가 되었다.3) 루이 암스트롱, 듀크 엘링턴

등의 재즈 선구자들은 흑인들의 집단 주거 구역인 할렘 가를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나갔고, 할렘 가는 재즈의 산실이 되어, 흑인음악의 명

소로서 아폴로 극장과 커튼 클럽 이외에도 약 70여 군데의 재즈 클럽들

을 집중 유치하였다. ‘뉴욕 할렘 가’라는 사회 문화적 장소는 뮤지션들

및 다양한 청중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되었고, 음악발전에 있어 특

정지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이후 1970년대에 들

어와서 할렘가의 흑인클럽과 거리에서는 힙합(Hiphop) 음악이 생성되었

고 80년대에는 랩과 힙합이 음악적 인기를 얻게 되어, 그래피티, 브레이

크 댄스 등의 힙합의 요소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4) 이와 같이 할렘 가

에서 연주하던 소위 마이너 뮤지션들이 주류에 편입하면서 미국의 대표

적 음악이 되었고, 나아가 글로벌 음악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5)

로큰롤 음악 역시도 라이브음악으로 들썩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멤피스(Memphis)의 빌 스트리트(Beale Street)에서 탄생하였다. 미시시

피 강을 따라서 목화거래의 중심지로서 발달했던 멤피스는 2차 대전 이

후 많은 흑인들이 몰려온 곳이었다. 멤피스 북부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컨트리음악의 본향인 백인들의 도시 내슈빌(Nashville)이 있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흑인과 북쪽에서 내려온 백인이 자연스레 어울려 살았

던 곳이 멤피스 지역이며, 화려한 네온 사이로 많은 라이브 클럽들이 몰

2) 아주경제, “캐리비안 코리안의 글로컬리티, '노선택과 소울소스'의 선택”,

2017.8.22.
3) 프레시안, “뉴욕할렘, 게토인가, 문화해방구인가”, 2005.6.20.
4) 조선일보, “뉴욕 할렘 힙합”, 2001.4.1.
5) 서울시문화블로그, “재즈, 힙합 탄생지 ‘할렘’을 말하다”,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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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는 빌 스트리트는 그들 연주자들이 합치는 음악의 용광로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흑인 블루스와 백인 컨트리를 융합하여

로큰롤 음악을 만들어 낸 장소이다.6) 2차 세계대전 이후, 흑인들의 한

서린 노동요인 블루스가 일렉트로닉 기타에 보편화되면서 이곳 빌 스트

리트에서 꽃을 피우게 되고, 블루스의 대부 B. B. King도 이 장소에서

연주를 시작하게 된다.7)

영국 리버풀의 매튜 스트리트(Mathew Street) 또한 비틀스를 낳은 로

큰롤 용광로였다. 비틀스는 이 거리에 있는 캐번 클럽(The Cavern

Club)에서 1961년부터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 클럽에서는 매일 밤 재

즈, 포크, 블루스,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던 로큰롤 음악이 연주되었다.

캐번 클럽에서 비틀스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총 292회라는 공연을

진행하였고,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라는 비틀스 매니저가 처음 이들의 공

연을 본 장소이기도 하다. 비틀스와 함께 약 400여 개 팀의 아마추어 밴

드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라이브 클럽이 밀집해있는 리버풀 중심가

매튜 스트리트로 몰려들었다. 또한,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캐번

클럽은 퀸, 롤링스톤즈, 엘튼존, 야드버즈, 더후 등 영국의 대표 뮤지션들

의 공연 장소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캐번 클럽에서는 매일 5-6개 팀의

라이브공연이 일어나며 대부분이 비틀스, 너바나, 밥 딜런 같은 뮤지션의

곡을 연주하는 밴드들이 존재하고 있다.8)

이처럼 음악과 장소성은 뗄 레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장소라는 것은 자신의 성격을 반영한 음악을 탄생시키고,

동시에 음악은 그것을 낳은 장소의 특징을 담아낸다.9) 헤겔의 음악미학

에서도 나타나듯, 음악이 형식, 내용, 효과까지 모든 것이 순전히 인간의

내면세계에 흐르는 감정과 깊이 관련되어 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6) Neo Music Communication IZM, “음악의 도시 멤피스”, 2002. 4.
7)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 “멤피스, 블루스와 엘비스”, 2017.7.14.
8) 조선일보, “문화 혁신의 기원을 가다…비틀스의 고향, 리버풀·런던”,

2015.7.31.
9) 노컷뉴스, “‘음악'으로 그린 서울 지도…CBS 라디오 특집”,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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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음악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뿌리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10) 이러한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음악은 공

간을 만들고, 시간을 조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소가 중요하고, 그곳

에 최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11) 무엇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 가

는 우리의 영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소라는 매개체는 사

람들의 정체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12) 이러한 측면에서 음악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Emotion)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는 사람들과 주변 환

경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직접 경험에서 비롯되는 인지적, 정서

적, 능동적인 연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

다.13)

음악은 전형적으로 장소맥락적인 성격을 담아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홍대 앞’이라는 장소에 자생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인디음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음악을 메이저음악과 인디음악으로 산업적 구분을 하게 되었을

때, 메이저음악은 기획-생산-유통 과정이 모두 상업적 잣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소위 상품화된 획일적인 음악으로서 치

부되기도 하여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장소의 진정성이 결여된 무장

소성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디음악은 라이브 공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성’이라는 독특함을 중심으로 장르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음악적 다양성과 실험성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역할을 하며,

메이저 음악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자주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수

행해내는 ‘DIY(Do It Yourself)’라는 자율적인 태도가 핵심이라는 점이

다. 온갖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서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주체적인 ‘수행성(Performativity)’을 필두로 하여 그들 나름

10) 경희대학교 대학원보, “[201호 책지성: 헤겔『헤겔의 음악 미학』] 비밀스러

운 인간 내면의 지도, 음악”, 2014.6.16.
11)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 “공간과 음악”, 2017.12.3.
12) 인디포스트, “음악을 완성하는 공간, 공간을 완성하는 음악”, 2018.5.11.
13) Nogué, J. ž de San Eugenio Vela, J. (2018), “Geographies of Affect: In

Search of the Emotional Dimension of Place Branding”, Communication

& Society, 31(4): 27–44.



- 5 -

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홍대 앞’ 공간은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인디음악이 발생된 곳으

로서,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

들게 되면서, 3차원적인 공간(Space)에 머물며 체험하고, 수행

(Performance)함에 따라 이미지화된 기억으로서 장소성(Sense of Place)

을 형성해 나갔다. 라이브 클럽, 레이블, 산업관계자들, 관객들 등의 다양

한 이해관계들이 어우러져 있는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는 2000년대 이

후로 이곳 역시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혁명성과 자본화가 모순적으로 공존하

고 있는 공간이다.

본 연구는 음악과 장소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모습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합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수반한다. 더불

어 자본화에 대한 저항 혹은 흡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홍대 인디음악

씬(Scene)14) 구성원들이 주체화된 방식으로 홍대 주변에 밀집된 문화 공

간들을 어떻게 실천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미

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공간 전술 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이 글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투쟁적인 저항 행위보다, 좀 더 미시적인

수행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인디 씬 주체들의 관계적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개개인들이 유희적이고도 창조적인 형태로 공간을 전용해내는

다양한 생존 전술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14) 씬(Scene) : 무대라는 뜻으로 쓰임. 의미가 확장되어, ‘업계’라는 어감으로

자주 쓰이며, ‘생태계’를 지칭함. (출처: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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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홍대 앞’을 기본적으로 상정 하고 있다. 본래 ‘홍대

앞’ 범위는 홍익대학교 앞을 지나는 와우산로와 양화로, 홍대입구역과 홍

익대학교 정문을 연결하는 홍익로, 그리고 이와 나란히 연결된 잔다리로,

옛 당인리선 폐선 부지에 개설된 어울마당로 일원의 통칭으로 행정구역상

상수동과 서교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이 일대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자 이 지역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 성산동 일대까지 범위

가 확장되고 있다.15)

[그림 1] ‘홍대 앞’ 공간적 범위의 확장16)

15) 한국일보, “‘쫓아내고 쫓겨나고’ 그 이분법을 넘어서”, 2016.8.5.
16) 차우진 (2014), “도시계획과 홍대 앞 인디씬”,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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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홍대 앞 인디음악생태계를 구성하는 관계자들로

서, 대표적으로는 인디뮤지션, 인디 레이블, 공연장 관계자, A&R, 영상, 의

상, 프로듀싱, 녹음실, 합주실, 마케팅 관계자, 유통사 및 각종 거래처, 팬,

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기존의 ‘홍대 앞’ 공간에서 확장하여 존

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고려하여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가 함께

진행되었다.

5ž6월호(통권45호), 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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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음악과 장소성의 관계

제 1 절 음악의 본질과 공간성

음악의 본질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간으로 하여

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억의 저편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그로 인해

감동을 주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장소 안에서의 ‘사건(Event)’은 그

곳에 시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인간의 감성과 장소가 결합해

서 형성된 사건들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간성에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공간 속에서 움직임(Movement)을 만들어내지만,

시간이 음악을 통해 공간과 만날 때에는 정적인 모습 속에서도 공간에

깊이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

는 관계이다. 이에 음악이 공간 속에서 늘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단적인

존재보다는 어울림으로의 관계를 보여주게 되고, 시공간이라는 3차원에

[그림 2] 음악의 본질과 장소성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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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Movement)이 더해진 4차원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

현재, 상상력을 넘나들며 기억의 조각들을 재조합하여 기존의 정해진 질

감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내게 된다. 또, 과거를 현재에 담아

낸 장소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화를 통해 감성의 공간을 만들어내

게 되는데, 이곳이 무대가 되었던 공연이나 공연 뒤풀이 장소가 그 소리

와 더불어서 기획된 공간과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연출된 여러 음악들이

깊이를 더해 공간에 투영되어왔다.17) 이러한 음악과 장소성의 연결은 그

속의 ‘사건(Event)’, ‘공간의 깊이’, ‘감성의 공간’으로서 이어지며, 이는 음

악의 본질과 맥이 닿아있다.

제 2 절 장소 특정적 예술과 음악

‘장소 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은 미술 이론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으로, 미술과 장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장소와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미술을

의미하는데, 지정된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바

로 그 장소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작품이 설치되는 미술관, 전

시 공간과 같은 곳과 더불어, 미술계를 구성하는 미술 시장, 미술 비평

등의 시스템과 구조적인 요소, 지역공동체, 제도적 틀, 사회적인 대의 모

두를 포괄하고 있다. 장소 특정성은 미술의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개념

적으로도 확장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를 가지며 ‘장소에 결합하는

예술’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장소 특정

성’이 더욱 더 명확히 나타나, 시각적인 요소에 기반한 미술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청각적 요소가 가득한 음악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는

17) Club BALCONY, “음악이 있는 공간이야기”, http://www.clubbalco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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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8) 특히 라이브 음악공연은 반드시 ‘장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장소 특정적 음악’에는 시간적 지속성과 환경적 요소, 공

간의 확장성, 지역의 정체성 등의 음악 외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된다. 이

러한 음악은 장소의 한 부분이 되거나, 장소 자체를 작품이 되게 만들며,

그 장소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은 관객이 되어 구성된 장소를 새롭게 지

각하며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

고 있으며, 장소는 일상생활 속 거리에 작품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작

품의 일부가 되어지는데, 장소 특정적 공연의 작품은 그 장소가 아닌, 다

른 곳에서 이루어질 때, 작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방승애, 2010) 그

러므로, 음악과 장소성의 연결 지점은 장소가 가진 고유한 의미를 통해

서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내며 공간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수행성

(Performativity)’이라는 동시대 예술이 가진 실천성을 담아낼 때 이루어

진다.19)

제 3 절 수행적 진정성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지고 있는 인상의 총합으로서 이미지(Image)

를 정의할 때, 지리적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 인상, 가치를 기반으

로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장소에 대한 이미지라고 해석

할 수 있다.(Crompton, 1979; Kotler ž Haider ž  Rein, 1993)

차례로 브랜드(Brand)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네트워크화 되면서, 실제로 장소의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 사

이 중간 어디쯤에 위치되어져 있는 다차원 형태이다. 이로써, 브랜드 이

미지는 주관적이고도 지각적인 성격의 현상으로 나타나지며, 소비자는

이 브랜드를 이성적 및 감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18) WEIV, “[웨이브 야간테잎] 장소 특정성, 그리고 음악”, 2016.6.30.
19) 경향신문, “장소 특정적 미술 - 미술은 왜 바깥으로 나왔을까”, 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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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장소 정체성, 장소 이미지, 장소 안에서의 소비자들의 경험이라

는 틀에 근거하여 장소브랜딩의 실천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Govers ž 

Go, 2009), 사람들이 소비하는 기호와 상징들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 따

라 진정성(Authenticity)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Wang, 1999;

Nogué, J. ž de San Eugenio Vela, J., 2018)

장소브랜딩 분야에서는 공간에 위치된 감정(Emotion)이 브랜드 사용

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간적 정체성을 투영시키는 자산으로서 수용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채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

어진다.(Kavaratzis ž Hatch, 2013) 장소브랜딩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한 감정과 애정을 일깨우는 스토리텔링의 창조

성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Ahmed, 2004)로서, 장소의 감정을 포착하려 한다. 감정(Emotion)은 사

람과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장소와 관련된 즐거움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장소를 나타내는 재화

와 서비스의 소비에서 비롯되고, 결국에는 그 장소가 소비자의 경험적인

공간으로 전환되게 된다.(Aronoff, 2006; Colm-Hogan, 2010) 이러한 맥

락에서 장소를 수행하는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성을 명확히 드러내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감정(Emotion)에 주목한다.(Davidson, 2004) 감정은 장소를 구성하고 특

수화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해되며, 사람과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이 변

수로서 고려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속 구성원들은 장소에 내재된

재화와 서비스를 신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소비하고 있다.(Thrift,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에 대한 감정이란, 모두 감각적인 몸을 통해서 만

들어지는 것이며(Knudsen ž Waade, 2010), 장소와 감정의 교차지점을

진정성(Authenticity)의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Nogué, J., ž de San

Eugenio Vela, J.,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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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행성 진정성(Performative Authenticity)의 형성과정

수행성(Performativity)은 그 장소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서 그 공간 안의 감정이 변화함을 의미한다.(Nogué, J. ž de San

Eugenio Vela, J., 2018) 이에 따라, 수행적 진정성(Performative

Authenticity)은 행함(Action)과 행동(Behavior)에 의해 장소를 수행한다

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지는 정서적이고 감

각적인 관계성을 통해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Knudsen ž Waade,

2010) 수행성은 행위(Doing)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수

행함으로써, 프레임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즉,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있느냐는 것이며, 구조, 계급, 본질이라

는 재현의 대상이 사라지고, 오로지 장소에 존재하는 행위(Doing)를 중

시한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 얻는 체험성, 감정성, 감성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행위들을 모으면, 실체가 드러난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 장소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애착(Place Affection)

이 형성되며,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면, 장소 브랜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사람과 음악 공간의 밀착성 관점에서 이

러한 수행성(Performativity)이 발현되는 지점을 홍대 앞 인디음악 공간

의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이러한 행

위들을 홍대 앞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간의 감성과 정체

성을 형성해내고 있다. 이들의 수행성을 기반으로 홍대 앞 장소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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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양성과 특수성들을 가시적으로 발현시켜 왔으며, 현 시점까지 인디

음악 산업을 점유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위성이 누적되어 오면서, 밀

집된 문화 공간들과 긴밀하게 얽혀진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제 4 절 원산지 효과

재화와 서비스가 서로 불가분하게 지리적 연결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

은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원산지인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장소는 재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결합되어 재화가 만

들어지는 과정에 개입되게 되며, 원산지 국가(Country of Origin)와

‘Made in__’ 효과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차별화된 역량과

역사적 명성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기인하는 데 근거를

제시한다. 이 지점에서 홍대 인디음악이라는 원산지 효과는 개인의 자유

와 번영을 상징하고, 인디음악 씬을 연상케 하는 것과 신뢰성을 함께 한

다는 것이다.20)

재화와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Geographical Origination)는 역사적으

로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특색이다. 출처(Provenance)는 재화가 탄생한

장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출처는 특정 상품의 특성과 시장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재화의 진위성,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표식으로서 이용되

기도 한다. 즉,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실제 재화와 서비스가 어디에서 왔

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출처는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이자 자본이다. 재화

와 서비스의 지리적 연합(Geographical Association) 사이의 상호적 관계

20) Pike, Andy (2009), "Geographies of Brands and Branding", P rogress in

Human Geography, 33(5): 619-645.



- 14 -

에 대해서는 Harvey Molotch(2002: 665, 686)에 따르면 그것들이 탄생한

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소는 그 요소가 결합되어져 관리되는 방식으

로 상품 속에 들어가고 또한 표시되게 된다. Soren Askegaard(2006: 95)

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에도 그들의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화적

참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는 다양한 잠재적 공간 요소들과 함

께 각 소비자들의 삶 속에 공존할 것이라 말한다.21)

Graham(2002)와 같은 학자들(Brown, 2006; Tucker, 2008)은 장소의

문화자본(Capital of Culture)적인 지위에 주목하며, 문화산업이 장소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Jakobsson ž Lundmark, 2006)

문화적 산물이 ‘문화적 외교수단(Cultural Diplomacy)’으로서 기능할 때

(Cull 2008; Fisher ž Brockerhoff, 2008), 장소의 문화와 유산은 국가 전

체에 대한 인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Fisher ž Brockerhoff, 2008;

Wang, 2006)

Kavaratzis는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행동이 원산지 국가 효과

(Country of Origin Effects)가 장소에 대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보

았다. 홍대 주변의 공간들은 소비자들이 인디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

한 소비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일

명 ‘원산지 효과’를 내비치고 있는 인디음악 씬의 장소로서 인식된다.22)

2019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이

러한 지리적 원산지 효과에 기반한 홍대 앞 장소를 주목하고 있다. 3가

지 비전들 중, ‘음악인이 성장하는 도시’라는 주제에서는 인디음악의 브

랜드화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홍대 앞 장소에 다양한 소규모

21) Pike, Andy (2015), Origination: The Geographies of Brands and

Branding, Wiley-Blackwell: Chichester.
22) Heather Skinner (2008),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Place

Marketing’s Confused Identity”,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24(9/10): 9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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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음악 공연들을 지원 및 확장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인디음악 콘

텐츠 ‘서울 라이브(Seoul Live)’라는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통해, 홍대 지

역의 디자인으로 특성화하여 공항, 서울역, 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

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인디음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

여 제작, 유통, 마케팅, 저작권 전문가로 센터 지원 인력을 구성하고, 컨

설팅 및 뮤지션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매달 홍익대 인

근에서 개최되는 ‘라이브 클럽 데이’를 홍보 지원하여 국내외 음악관광객

을 유치할 계획이다.

[표 1]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3대 비전23)

‘세계와 교류하는 음악도시’ 비전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서울에 외국인

들에게 인기 있고, 숨겨진 음악 관련한 ‘뮤직 스팟 50’(Must See Seoul

23) 서울정보소통광장,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

http://opengov.seoul.go.kr, 2019.10.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3대 비전

음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 시민 음악 체험 및 교육 확대

- 일상 공간 음악공연 활성화

-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음악인(산업)이 성장하는 도시

- 음악 산업 체계적 지원

- 공연 인프라 확충

- 음악장르 균형성장 지원

(인디음악, 국악, 클래식)

음악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도시

- 음악명소 발굴 및 음악관광

활성화

- 국제음악행사 유치 및 협의체

구축

- 음악도시 글로벌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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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pot 50)(안)을 선정하여 음악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즐기도

록 할 계획이다. 공연장, 음악축제, 음반가게, 라이브 음악 공간 등 음악

관련한 장소들을 지정한다. 홍대 앞 장소에서는 인디뮤지션 코스를 관광

코스로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이다.24)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홍대 앞‘ 장소가 인디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적 원산

지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장소 브랜

드화 시킴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의 유입을 도모하고, 음악 도시로서 국

가적인 이미지,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24) 서울정보소통광장,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

http://opengov.seoul.go.kr,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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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

제 1 절 공간 전술론

프랑스 사회이론가 미셸 드 세르토(1925-86)가 주창한 공간 전술 이론

의 발단에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이 존재한다. 후기 자

본주의 사회는 상품 메커니즘이 외부와 타자의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

면서 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권력의 시각 아래에서 가시화하고 자신의 내

부로 끊임없이 포섭시키는 특징을 지닌다.(Frederic Jameson, 1984; 이승

철, 2006)

드 세르토는 1970년대 후반 뉴욕의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에서 거대 항구도시 맨하탄(Manhattan)을 내

려다보며, 일상 속에 감시와 규율의 논리가 침투된 식민화 과정을 지적

한다.(de Certeau, 1984) 근대 권력은 끊임없이 주체를 시선의 노출 하에

감시하면서, 주체의 몸에 규범의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주체가 규율을 내면화하도록 만든다.(이승철, 2006) 결국, 인간 텍스

트들을 전체화시키고, 시점이 되려는 욕망과 기술적 발전은 판옵티콘적

도시를 구축한다. 이처럼 합리성을 매개한 전략적 담론으로 만들어진 도

시는 기능주의적 관리의 폐기물들(비정상, 일탈, 질병, 죽음 등)을 만들어

내고, 생산을 비용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개념도시는 도시를 직조해낸 과

정과 함께 쇠퇴하고 있으며, 드 세르토는 특권을 유지하는 담론의 영역

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체계에서 살아남은 세균 같은 실천들을 분석하면

서 차별화를 시도한다. 즉, 파노라마적 도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비가

시성을 지닌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드 세르토는 바로 대중들이 영위하는 ‘일상(Everyday Life)’이라는 측면

에 방점을 찍고 있다. 도시민들은 판옵티콘적 시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형태로서 저항하고 꾀를 쓰는 과정들을 비-가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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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에 따라 결합시키며, 일상생활에서 내밀한 창조성을 구성하게 된다.

드 세르토는 지배 시스템 안에서 언제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

이는 대중이라는 사용자(User)가 사실은 이러한 권력 구동 시스템 속에

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있고, 시스템의 구조 속을 교묘히 거

닐며, 우회하기도 하고, 조작하면서, 지배 시스템의 구속물이 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한다.25)26)

드 세르토의 핵심은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성’이다. 즉, 세르토는 인

간이 사회 구조에 매몰되지 않을 가능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있으

며, 판옵티콘적 권력 구동을 도시민들이 일상적인 차원에서 재전유하고,

왜곡하고, 변형하고 재가공하면서 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들에 주

목한다. 많은 일상의 실천들의 예시로서 대화, 독서, 산책, 쇼핑, 요리 등

을 들고 있으며, 교묘한 술수, 사냥꾼의 교활함, 즐거운 발견 등을 통한

전술적 성격의 작용 방식(Ways of Operation)들을 제시한다.27)

세르토는 수도사, 신학자, 정신분석학자, 교육운동가, 정치운동가, 문화

이론가, 인류학자 등으로서 다양한 지적 세계를 소유하였다. 역사가이기

도 했던 그는 현실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 떠도는 곳을 ‘도시’라고 여겼

으며, 그 흔적은 도시의 일상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보았다. 세르토는

‘언어적 전환’으로부터 ‘공간적 전환’을 시도하는데, 일상에서 도시민들이

이러한 자유 이동하는 파노라마 도시의 경험으로 여정을 만들어내는 것

을 ‘공간 이야기’로서 규정하였다. 공간 이야기는 문장과 여정을 만들어

내고, 공간을 전유, 이동, 변화하면서 궤적을 형성해내어 끊임없이 변화

하는 공간적 실천을 이루어 낸다. 도시민들이 움직이는 신체성은 살아있

는 인류학적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들의 수많은

25) 디자인정글, “관악, 바라보기, 그리고 걷기”, https://m.jungle.co.kr/magazine,

2011.4.15.
2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실천> 발제 - 한예종 전

정환 교수 문화이론 수업”, https://ui-engineering.tistory.com/25, 2013.
2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실천> 발제 - 한예종 전

정환 교수 문화이론 수업”, https://ui-engineering.tistory.com/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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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태도와 질감 및 스타일들이 서로 얽히면서 유동적으로 길을 만들

고, 공간에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장세룡, 2016)

후기 자본주의의 가시화하는 권력에 맞서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빠져

나가려는 공간적 실천으로서, 세르토는 일상생활의 도시를 미시적인 권

력과 저항 전술들이 무수하게 교차되는 장으로서 규정한다.(이승철,

2006) 즉, 기존 질서와 지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

도(Attitude)와 연관되며, 도시인들은 불안정하지만, 다양한 저항들을 일

상에서 시도하게 된다.(장세룡, 2016)

드 세르토가 이야기하는 ‘전략(Strategy)’은 권력 의지의 주체가 행사

할 수 있는 힘의 역학 관계를 계산함을 의미하며, 근대적 개념의 계획도

시를 전략으로서 설명한다. 전략적 장소는 힘이 미치는 반경과 경계를

형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쟁자나 목표, 고객과 같은 대상성(Objectivity)

을 가공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적으로 건설된 개념도시

(Conceptual City)는 분류를 통해서 차별화와 재배치가 이루어지며 다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기능주의적으로 관리된다. 앞서 이야

기한 힘이 미치는 반경 안에서는 ‘비정상, 일탈, 질병, 죽음’ 등의 ‘폐기물

(Waste Products)’을 만들어내지만, 체계 밖에서는 “비참함과 가난”의 형

태로 비추어진다. 이러한 생산은 곧 사회적 비용이라는 손실을 낳게 되

고, 도시의 합리화라는 전략적인 담론 속에서 기능주의적 조직화는 조망

적 시선과 예견적 시각이라는 이중적 투사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전략

이란 끊임없이 시스템을 수정하고 변용시킴으로써,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백영주, 2017) 이에 대해 세르토는 도시계획적 체

계와 통제 속에서도 읽히지는 않지만 안정된 ‘전술(Tactics)’로서 결합되

어진 일상적 규칙과 내밀한 창조성이라는 미시적 공간 실천들에 주목한

다. 그는 ‘걷기(Walking in the City)’ 행위를 통해 권력 구조의 판옵티콘

적 시선 속에서도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형태로 저항하고 있

고, 잔꾀를 부리는 식의 전술들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적하려 하

였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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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티서울 2016 <The Village>의 일환으로 열린 예술 사회학자

파스칼 길렌(Pascal Gielen)의 ‘공유지의 예술적 구성(Artistic

Constitutions of the Commons)’이라는 공개 강연 내용에서 그는 드 세

르토가 두 가지 대립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29)

첫 번째는 전략과 전술의 대립 구조이다. 전략(Strategy)은 장기적인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행정(Administration)을 통해 투기적

이고 분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술(Tactics)

은 일상생활에서 도시인들을 상정하는 보행자가 공간을 실천해내는 것으

로, 파괴적일 수도 있고, 생산적일 수도 있는 다중적인 특성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전략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성격이다.30) 전술은 영토성이 없

으므로 불특정한 공간을 생성하게 되며 공간은 방향, 속도, 시간의 변수

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호한 양상으로 존재하게 된다.(백영주, 2017)

두 번째 대립 구조는 장소(Place)와 공간(Space)의 대립이다. 고정된

형태를 장소라고 바라보았을 때, 공간은 사용과 재사용을 반복하며 끊임

없는 장소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소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공간(Space)은 ‘실천된 장소(Practiced Place)’라고 정의된다.(de

Certeau, 1984) 세르토는 장소와 공간의 대립을 설명하기 위해 지도와

여정(Map & Tour)이라는 비유법을 차용하고 있다. 장소는 지형학적인

체계로 보는 ‘지도(Map)’로 대상화시켰으며, 공간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행위와 경로인 ‘여정(Tour)’으로 비유된다. 이처럼 표상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닌, 수행력을 지니는 공간적 실천의 측면에서 ‘걷기(Walking in

2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실천> 발제 - 한예종 전

정환 교수 문화이론 수업”, https://ui-engineering.tistory.com/25, 2013.
29) Research Garden of Multitude Intelligence, “공유지의 예술적 구성(Artistic

Constitutions of the Commons) – Pascal Gielen”,

http://waam.net/xe/metropolis, 2016.
30) Research Garden of Multitude Intelligence, “공유지의 예술적 구성(Artistic

Constitutions of the Commons) – Pascal Gielen”,

http://waam.net/xe/metropol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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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라는 행위가 도시를 온몸으로 느끼며 체화하고, 소위 말하는

개념 도시를 주체적으로 전유해내는 데서 의의가 있다. 전술적으로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장소를 전용해내게 되면 전략의 영속성이 상쇄되

는 효과를 낳으며(de Certeau, 1984), 일탈적이고 기습적인 수행성을 기

반으로 한다. 즉, 장소의 전략과 권위를 무심히 비트는 식으로 작동하며

주변 상황을 수용하는 척하지만, 다른 용도로서 이용하고, 즉흥적으로 예

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돌아나갔다 합류하는 등 전략적 패권 논리를 은

근한 방식으로 패러디하고 저항하게 된다.(백영주, 2017) 세르토는 기존

의 담론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인들은 이를 편집하고, 수정, 파

괴, 전복하는 전술 형태로서 공간을 전유(Appropriation)해낸다.31)

제 2 절 공간 전술 수단

1. 걷기(Walking in the City)

전술적 수단으로서, 걷기(Walking in the City)는 공간을 실천하는 방

법론이자 매체이며, 이는 창작자와 수용자, 작품과 관객, 매체와 매체, 생

산 과정과 결과물 사이의 간극을 매개하고 협치와 공유의 장으로 전용하

는 역할을 해낸다. 나아가 일상의 수행 과정 뿐만 아니라, 예술의 실천성

을 드러내게 된다.(백영주, 2017) 도시인들은 걷기를 통해서 장소를 넘어

공간으로의 전환을 구현해내고, 공간을 창조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그 지

역에 축적되어 있는 이야기들, 우연한 장소 등을 발견하게 된다.(de

31) 안미현 (2018), “걷기의 수사학- 세르토의 관점에서 본 로베르트 발저의 제

유적 글쓰기”, 「독일언어문학」, 0(82): 249-276.



- 22 -

Certeau, 1988) 세르토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의미화하는 작업들을 ‘공간

을 발명하는 실천‘(de Certeau, 1988: 203)으로써 정의하고 있다. 도시 속

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간적 방향 전환이나 구획된 구조를 변용하고, 우

연성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공간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32) ‘행위

의 예술(Art of Doing)’로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창발적인 저항 전술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르토의 ‘행위의 예술’은 반복적인 실천

의 영역에서 일어나며, 그 영역화는 걷기, 말하기, 책읽기, 거주하기, 요

리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미현, 2018) 본 연구에서는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간 수행성을 해석함을 통해, 행위의 예술(Art of

Doing)에 대한 창조적 전술의 범주를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미셸 드 세르토는 도시의 진짜 모습이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의 파

노라마적인 시선이 아니라, 밑에서 직접 걸어 다니는 자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만들어내는 ‘공간 이야기(Spatial Stories)’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한다.(de Certeau, 1984) 즉, ‘장소가 어떻게 재현되는가?’는 도시의 다

양한 ’공간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33) 여기서 도시계

획적으로 고안된 공간은 파노라마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합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 드 세르토의 시선에서 도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드 세르토의 공간 실천론의 개념은 도시산책을 예술행위로 격상시켰던

프랑스의 시인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1867)의 ‘플라뇌르(Flâneur)’라는 도시 산책가 개념에서 이어지는

벤야민의 ‘걷기’ 행위를 근간으로 한다. 보들레르는 사람들이 도시를 산

책하며 경이롭고 기이한 현대 도시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겼으

며, 이러한 관람객들을 ‘플라뇌르(Flâneur)’라고 하였다.34)

32) 목승숙 (2019), “유랑하는 지식인의 동유럽 공간 체험 - 볼프강 뷔셔의

『베를린-모스크바. 도보여행』”, 「독어독문학」, 149(0): 83-104.
33) Gary Warnaby ž Dominic Medway (2013), “What about the ‘Place’ in

Place Marketing?”, Marketing Theory, 13(3): 3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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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홍대 주변 보행자들의 시선

발터 벤야민(Walter Bendix Schönflies Benjamin, 1892-1940)의 경우

는 작가적 페르소나인 자기 자신을 산책가로 상정하였고, 쇼윈도우와 카

페들이 양 옆으로 존재하는 아케이드를 거닐며, 윈도우 쇼핑을 하며 여

가 시간을 보내는 도시인들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산책가의 이미지는

상업-소비-오락 활동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진 도시 상황을 투영해낸다

는 점에서, 도시 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

화된다. 벤야민이 이야기하는 ‘산책가(Flâneur)’의 걷기는 어떠한 목적성

없이 공간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고,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즐기

며 만들어가는 ‘여정’의 과정이자,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지점에

34) 세화미술관, “WONDER CITY”, https://www.sehwamuseum.org/exhibi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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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 세르토의 걷기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드 세르토는

걷기 행위의 주체로서 일상의 평범한 도시인을 의미하는 ‘보행자

(Pedestrian)’라는 개념으로 의미를 확장시켰고, 공간적으로도 특정화되었

던 ‘산책로’가 아니라 ‘일상생활(Everyday Life)’을 아우르는 걷기 행위를

기술하고 있다. 드 세르토의 걷기는 ‘공간 실천(Spatial Practice)’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전유해내는 수행성 방법으로서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

인 행위인 것이다.35) 보행자들은 어느 한 곳을 계속적으로 응시하고 있

지 않으며, 환경에 밀착되고, 분산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즉 호기심의 시선이고, 움직임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다중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보행자의

이미지는 벤야민의 ‘산책가’와 동일하며, 그들의 움직임의 형태는 요동치

는 무리 떼의 모습을 의미하는 ‘Swarming Mass’ 운동으로 묘사된다. 드

세르토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Swarming Mass’를 무수히 많은 특이점

들(Singularities)의 집합체로서 표현한다.(de Certeau, 1984: 97) 이는 판

옵티콘 시점으로 관망할 수도 없으며, 각각의 보행자들마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공간을 전유하고 있다.(백영주, 2017)

걷기 행위를 통해 발자국이 엉키며 엮어낸 길들은 공간에 형태를 부여

하게 되고, 그 길들은 함께 공간을 직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움

직임은 ‘도시를 구성하는 실재 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드 세르

토의 해석은 물리적 공간을 전용해내는 공간적 실천을 일상적 전술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아가 개인이 직접 걷고, 그곳에서 숨

쉬고 느껴본 공간의 이동 궤적은 ‘공간 이야기’가 되어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원리이며, 여기서의 이야기는 보행자가 특정 장소들을 선택하고, 이

에 부여하는 의미들이 얽혀지게 되면서 장소로부터 나온 문장과 여정을

만들어낸다.36)

35) 백영주 (2017), “‘걷기’의 의미 양상과 예술적 실천 – 미셸 드 세르토의 ‘공

간실천’과 도시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017(46): 81-108.
36) 문안나 (2016), “모바일 미디어와 공간적 실천 – 파올로 소렌티노 영화 중

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15(1): 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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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걷기는 ‘언어 수사학(Rhetorics)’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추

상적인 지도로 치환된 장소를 개별적인 여정으로 체화하고 공유해내는

‘공간 스토리텔링 방법론’이자 ‘저항 전술’로서 해석할 수 있다.(백영주,

2017) 이에 세르토는 걷기 행위를 ‘보행 발화(Pedestrian Enunciation)’와

비교하며 수사학적으로 해석하려 시도하는데, 대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

의 일상적인 걷기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념 도시로서 권력

이 작동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비결정적이고 미시적인 저항의 공간으로

서 일상생활(Everyday Life)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실천 방식으

로서 ‘걷기’ 행위를 ‘발화’ 행위로서 간주하고 있다. 즉, 보행자가 도시의

지형학적인 체계를 전유하는 과정으로써 발화자가 언어체계를 전유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보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지도에 표시되어진

지정학적 구획들을 무시한 채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유함으로써, 의

미를 재구성한다. 이처럼 걷기 행위는 공간에 얽힌 기억과 의미를 되살

림으로써, 억압적인 도시 속에서 스스로 공간의 의미를 재창출하고 있다

는 측면에서 개인의 일상적 전술 형태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김성

도, 2014: 423; 안미현, 2018) 일상생활 속 공간 실천으로서 도시를 스스

로 쓰는 행위이다.(이양숙, 2017)

2. 가발 쓰기(la perruque)

드 세르토는 지배적 구조 속에서 장소 내부에 독자적인 공간을 창출해

내는 전술적 실천이 전략의 의도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 공간들의 창출은 전략의 패권 논리 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형태를 취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독자

적인 시공간을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형태를 ‘가발 쓰기(la

perruque)’라고 명명한다.(de Certeau, 1984: 25; 이승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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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토는 공간의 실천 행위로서, 가장 획기적인 발상으로 ‘가발 쓰기’

를 제안하였고, 생산과 투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간으로 승격시킨다.37)

세르토는 가발 쓰기에 몰두하는 노동자를 비유하며, 작업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표시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나 자신의 편과 연대성을 확인하고,

감시받는 생산에서 창조적인 술수를 발견하며 즐거움을 교활하게 누리는

것으로 표현한다. 즉, 가발 쓰기는 현재의 공간 속에 다른 시공간의 민중

적인 전술을 재도입해 전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표현은 자본

주의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사회 내부로부터 변환을 모색하는 지향점을 담아낸다. 자본주의적인 장

치들이 내재되어 있는 전략적인 장소 속에서 규율의 전면적인 관철을 교

묘히 회피하고, 지배의 전략에 딴지를 걸며 좌절시키는 작업이다.(장세

룡, 2016)

이러한 생존 전술은 감시체계 속 권력망이나 제도 속에서 영리한 수법

을 통해 살아남으려는 것이며, 공간 속의 수행자들이 미시적이지만 지속

적이고, 투쟁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저항의 가능성을 획

득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안미현, 2018)

37) 장세룡 (2002),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방법론과 일상생활 비판론”, 「프랑

스사 연구」, 0(9): 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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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 실천으로서의 문화적 저항과 전유

1. 두리반 투쟁

2000년대는 홍대 인디음악 씬에 있어 여러 변화를 맞이한 시기였다.

2002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홍대 앞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인접

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오는 곳으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라이브 카

페들이 점차 쇠퇴하고, 클럽들이 확산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

촌 상권의 쇠퇴로 인한 유동인구가 홍대 앞 장소로 유입되게 되면서 번

화가로 변화하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한 상업화를 겪어나가며

홍대 앞 문화예술인들이 주변부로 밀려나 확산되고 있다.38) 홍대 앞 인

디음악 씬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90년대에 꽃피웠던 홍대 인디음악

의 창조성에 대한 일면과 현재 홍대 앞 장소가 처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홍대 앞 인디 씬에

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꼽히고 있는 2009년 발생한 ‘두리반 투쟁’을

다루는 연구(차우진, 2014; 김소연, 2013)들은 그리 많지 않다.

2005년 당시 홍대 부근, 동교동 삼거리에 위치한 칼국수 식당이었던

‘두리반’은 2006년 공항철도 공사로 인해 마포구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

획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민간사업자가 철거를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제

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보호법과 도정법 미적용으로 인해 안

정된 영업활동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39) 두리반이 2009년

인천공항행 경전철 건설 공사가 두리반 건물 옆을 지나게 되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초기에는 재개발 담당 기업인 GS건설, 마포구

청, 소유주간의 충돌만 격화되었다가 한국작가회의(The Association of

Writers for National Literature – AWNL)의 문학포럼이 투쟁을 지지

38) 홍대거리 (출처: Namu.wiki)
39) Redian, “홍대 두리반 투쟁, ‘남다른’ 의미는?”, 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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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확산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두리반 운영자가 소설가였기에

가능했던 연대라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대 주변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20-30대가 주축이 되어 문화공동

체를 이루게 되었다. 두리반은 기존의 도시 재개발 투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저항 운동이며, 531일에 걸쳐 음악회, 토론회, 낭독회, 미술

설치 등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을 섭외해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온오프라

인 홍보와 적극적 언론활동들을 겸하며 이 공간을 예술화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김소연, 2013)

[그림 5-1(상)] 2010년 당시, 두리반 건물 앞 공사 현장 모습

[그림 5-2(하; 좌측)] 두리반 앞 공터에서의 밴드 공연 모습

[그림 5-3(하; 우측)] 두리반 건물 3층 내부의 밴드 공연 모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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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철거 반대 농성에 합류하게 되면서 두리반은 경쾌한

저항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주말을 중심으로 매주 공연이 끊임없

이 이어졌고, 자립 음악가들이 펼치는 실험적이고 조롱이 가득한 공연들

과 전시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이 된 두리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5월 1일 노동절 120주년을 맞이하여 두리반에서

60 여개의 밴드들이 공연한 ‘뉴타운컬쳐파티 51+’를 개최하여, 2500여명

의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531일 간의 투쟁기간 동안 50회가 넘는 공연과

두 번의 ‘뉴타운컬쳐파티 51+’가 열렸다. 그 당시 저항의 시간들을 영상

으로 담아내었던 정용택 독립영화감독은 2014년에 <파티51>이라는 다큐

[그림 6-1(좌)] 2011년 <뉴타운컬쳐파티 51+> 포스터41)

[그림 6-2(우)] <파티 51>의 메인 포스터42)

40) 대한신문, “작은 용산 ‘두리반’ 살리려 51+개의 인디밴드들이 나섰다!”,

2010.5.1.
41) 자립음악생산조합, “2011 전국자립음악가대회 <뉴타운컬쳐파티 51+> 공식

포스터”, http://51plus.tistory.com, 2011.
42) 정보공개센터, “세상에서 가장 경쾌했던 저항의 기록 <파티 51>”,

https://www.opengirok.or.k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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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터리를 개봉하기도 하였다. 두리반에 모여들었던 인디뮤지션들은 단순

한 재개발에 맞서는 투쟁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연대하여 조합을

만들어내었다.43) 확성기를 통해 벌이는 농성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활동

의 장이 되는 홍대 앞을 지키기 위해 두리반 장소에서 벌였던 예술적 활

동은 그들이 이 장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그의

책 『일상생활의 실천(Practice of Everyday Life)』에서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내는데, 전략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사회 구조

이며, 전술은 개인이 그 구조 속에서 취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한 의

미 창출을 의미한다.(de Certeau, 1984) 두리반 투쟁은 2009년 인천공항

행 경전철 건설 전략에 대한 저항이며, 나아가 홍대 인디뮤지션들이 그

들만의 예술적 방식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어 전략을 문화적으로 전유

(Appropriation)해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콜트-콜텍 투쟁

㈜ 콜트악기와 ㈜ 콜텍은 전 세계 기타의 30%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국내 회사였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창문 하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감행해왔다.44) 당시 콜텍은 꾸준히 흑

자를 기록하고 있던 중, 2007년 인천 부평의 콜트악기 노동자 56명의 정

리해고가 투쟁의 발단이 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콜텍 대전 계룡공장의

위장 폐업과 함께, 남아있던 노동자 67명의 정리해고, 2008년 인천 부평

43) 오마이뉴스, “칼국수집 두리반 지키기, 그들이 하면 저항도 경쾌”,

2014.12.12.
44) 일상의 실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밴드 <투쟁 10주년 기념음반>”,

http://everyday-practice.co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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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업과 남은 노동자 125명의 해고가 연달아 이어졌다. 그 후로 노

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뒤에야, 회사가 그동안 매년 100억 원 대의 이익

을 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장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싸움에

나섰지만, 사업주는 공장 폐쇄로 일관했다.45) 결국 기타 제조업체 콜트-

콜텍은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음악과 관

[그림 7-1(좌)] 2014년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포스터46)

[그림 7-2(우)] 2010년 ‘수요 문화제’가 진행된 홍대 앞 클럽 ‘빵’47)

련된 제조업 분야에서의 노동과 생산은 음악의 생산 단계에까지도 관여

되어 있었기에, 여러 인디뮤지션들은 콜트-콜텍의 기타노동자들이 겪어

야 했던 투쟁 과정을 자신들의 몫으로까지 받아들이며, 노동자들과 연대

하기 시작하였다. 콜트-콜텍 기타 악기를 애용해오던 홍대 인디뮤지션들

45) 한겨레, “11년…한국에서 가장 긴 투쟁의 이름 ‘콜트·콜텍’”, 2018.4.10.
46) 자립음악생산조합, “[2014. 7. 30]콜트콜텍 수요문화제”, jaripmusic.org
47) 콜트콜텍 + 문화행동,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수요

문화제> 소식: 2010년 8월 25일(수) 늦은 7시 30분, 홍대 앞 클럽 빵”,

https://cortacti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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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교동의 라이브 클럽 ‘빵’에서 2008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

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공연을 펼쳤다. 이 장소에서 열린 ‘콜

트콜텍 수요문화제’는 투쟁 중이었던 기타노동자들과 인디뮤지션들이 함

께 공연, 영상, 시, 이야기 등을 펼쳐내는 연대의 장이 되었으며, 문화적

저항의 역사로서 기록된다.48)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매 주일 거리에서 문화연대 및 인디뮤지션들과

함께 ‘콜트기타 불매 유랑문화제’를 벌이며, 나쁜 자본이 만들어낸 나쁜

기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펼쳐내었다. 그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2013년에는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걷고 싶은 거리’에서 <콜트불바다-

‘우리가 진짜 콜트다!’>라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림 8] 2013년 ‘콜트불바다-’우리가 진짜 콜트다!‘ 포스터49)

48) 온음,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긴 투쟁을 돌아보며”,

http://www.tonplein.com, 2019.11.8.
49) 자립음악생산조합, http://www.facebook.com/jaripmusi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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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뮤지션들과 기타 노동자들은 삶, 사랑, 자유를 노래하는 음악

을 기타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기타로는 노래할 수 없으며,

기타가 자본을 착취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진실된 삶과 자유를 노래하

는 악기로서 연주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콜트-콜텍 기타노

동자들은 투쟁 기간 동안 고군분투하여 기타 연주를 직접 배우며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 밴드’라는 일명 ‘콜밴’이라는 밴드를 결성하였고, 그들

스스로 작곡한 곡들로 진솔한 무대들을 기획하기도 하였다.50) <콜트불바

다> 페스티벌은 음악이 누군가의 노동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사회

적 산물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인디뮤지션, 음악 노동자, 음악

팬들이 함께 즐기며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화적 형태로서 저항했던

사건이다.51)

50) 프레시안, “일요일, 홍대 앞이 '불바다'가 된다?”, 2013.8.8.
51) 미디어오늘, “기타 노동자들과 함께 음악의 불바다로, 이열치열 여름나기”,

20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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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홍대 인디음악에 대한 선행 연구

제 1 절 홍대 앞 인디음악의 ‘장소성’ 연구

기존의 홍대 앞 인디음악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홍대 앞 문화를 단순히 상품적으로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창조성 발현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부분 방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젊은 예술인들의 작업실이나 갤러리들이 라이브 클럽들로 대체

되게 되고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인디음악 문화가 태동하게 되었던 독특

성에 주요 미디어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옥은실, 2009)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 홍대 앞 인디문화에 방

점을 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 신촌 변방으로 여겨졌던 홍대 앞에 펑

크 록, 레게, 얼터너티브(Alternative) 록 등의 특정 장르를 전문으로 트

는 음악 술집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음악을 다루는 밴드 뮤지션

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생성되고 공유되었던 인디음악

의 창조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들이 행해지기도 하였으며(김영은, 2017),

90년대 중반에는 문민정부라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

권력의 성장으로 개인의 주체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시대적 분위

기와 신촌 근방이라는 지리적 이점들이 결합해 한국 인디음악이라는 문

화적 현상의 발생적 맥락을 분석하기도 하였다.(김민규, 2001)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홍대 앞에서 인디음악이 형성되는 과정을 역

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

력을 미치게 되었지를 모색해왔다.(서보승, 2012) 홍대 앞 공간은 1960년

이전에는 일반 주거 지역으로 시작되어, 8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미술

작가들의 작업실과 미술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는 먹자 골목이 형성되었다. 이후, 90년대 초반에 미술적 색채가 짙은 피

카소 거리와 카페 골목이 형성되고, 이에 홍대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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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90년대 중반으로서, 라이브 클럽

과 댄스 클럽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다. 90년대 후반까지 이곳엔

복합적인 성격의 문화 지역으로서 성장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경

의선 숲길 조성,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의 개통으로 홍대 상권의 변화가

일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문화와 상업화의 갈등과 모순을 겪게 된

다. 이에 따라, ‘홍대 앞’은 라이브 클럽,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경관

이 공존하여 인디문화에 대한 새로운 장소성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특

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홍대 앞’ 장소는 인디뮤

지션을 중심으로 하는 자생적 하위문화의 집결지임과 동시에, 2000년대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

이 시행되어, 클럽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중심지로서 알려져 왔다.(이병

민, 2017)

제 2 절 홍대 앞 인디음악생태계를 구성하는

‘특정 주체’ 대상 연구

‘장소성’ 개념을 사람과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에 대

한 인적 요소로서 특정 주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클럽이

라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20-30대 젊은 방문객들, 실제로 홍대 앞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홍대

앞 장소성 형성에 어떻게 긴밀한 연결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도 하였다.(박민하, 2018)

국내 대중음악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아이돌 양산 체제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안책으로서 ‘인디음악’을 기대하게 되었다.

인디음악 생태계의 구성원은 레이블, 기획자, 뮤지션, 클럽,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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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시장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움직

이는 것은 인디음악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레이블’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 많다. 인디 레이블은 인디음악과 발현시점이 동일하며, 최근 인

디 레이블이 클럽 중심이 아닌 뮤지션 중심의 운영 형태로 변모하여 관

계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홍보하고 판매

할 국내 인디음악 마켓의 현황들을 분석하고, 인디음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자생적인 음악시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양경

애, 2014)

2000년대 이후 음반 산업이 붕괴되어 기존 음악 산업의 헤게모니를 주

도해왔던 메이저들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인디 레이블의 성장과정과 더불어 자생적 노력들의 현황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며(문진형, 2014), 특정 뮤지션을 통한 인디음악의 대중성 획득을

위한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정수은,

2017; 이지원, 2015)

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홍대 앞 인디문화를 장소성의 맥락에서 바라봤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디문화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시기별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역사적 순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디문화가 어

떻게 홍대 앞에서 만들어지고 변해왔는가를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

을 것이다. 기존 연구 방법들은 인디문화를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하여

홍대 앞 역사와 결합시키고 있으며 인디문화의 창조성과 젊은이들의 예

술적인 해방구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또한 기존 연구에

서는 홍대 앞 인디문화의 특정 주체를 생산자, 소비자로 이분화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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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거나, 인디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책 마련에 편중되어 있

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필자가 직접 현장을 경

험하며 이들이 홍대 앞 인디음악이라는 특수한 결집력에 어떠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를 통해 ‘홍대 앞’이라는 장소성이 어떻

게 인디음악에 반영되고, 그 음악이 운영되는 방식과도 직결되어 있는지

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판옵티콘적인 시선에서 자본이라는 헤게모니

가 작동하고 있는 홍대 앞 공간을 동시에 거닐고 있는 인디음악 생태계

의 여러 구성원들이 패권의 논리를 오히려 역으로 전유해내고 주체적으

로 어떻게 이 장소를 실천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움직임의 전술을 포착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인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 이론을 적용하여 ‘홍대 앞’이라는 장소와 음악이 왜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밀착성을 추적한다. 현재 홍

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는 90년대 혁명성이 폭발했던 시기를 넘어서 상업

화가 맞물려 가고 있는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이전의 홍대 인디

음악이 발현되었던 초기와는 전혀 다른 질감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극

심한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게 되면서 홍대 거리의 많은 자생적

예술 인프라 및 기존 상권이 파괴되거나 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술

인들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52) 이곳의 초창기의 모습과 비교

했을 때, 홍대 인디음악 씬의 창조성 역시도 예전 같지 않고, 옅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홍대 인디음악 씬은 소멸해버리고 말 것인가? 홍대 앞 장

소는 90년대 인디음악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촘촘히 엮여져

온 곳이며, 여전히 인디음악 씬을 구성하는 사람과 음악 공간들이 잔존

52) 홍대거리 (출처: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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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대 인디음악 씬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홍대

앞 장소에서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전술법으로서 이전과 달리, 어

떠한 색다른 공간적 실천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요구

된다. 인디음악 씬의 용어에서도 드러나듯,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역사

는 씬(Scene)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장 큰 힘을 발

휘하였고, 사람들과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간들이 지금의 인디음악 씬을

유지시킨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홍대 인디 씬의 구성원들이 이 장소에

서 어떠한 주체적 행위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따라가고자 하며, 이는

도시인들의 자발적인 공간적 실천을 강조하는 미셸 드 세르토의 공간 전

술론을 토대로 한다. 인디음악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혁명성이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자본화에 흡수되고 있는 ‘홍대 앞’

장소에 인디음악 생태계를 아우르는 구성원들이 그들 나름의 어떠한 저

항적인 행위들을 표출해내고, 어떠한 양산들을 수행해내고 있는지를 공

간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주체성’을 중점적으로 엿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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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현장연구

본 연구에서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간행된 기존문헌들, 단행본, 신문,

뉴스기사, 논문, 웹진, 음악 잡지 등을 통해 문헌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연구방법론인 ‘에스노그라피

(Ethnography)’ 방식을 채택하였다. 에스노그라피는 인류학에서 시작된

방법론으로서,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그리스어

‘사람들(Ethnos)’과 ‘기록(Graphein)’을 조합한 단어로,53) 연구대상자가 실

제 존재하는 장소에서 참여관찰하며, 심층 면담하는 현장연구방법이다.

최근에는 마케팅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이정우ž김미

영, 2015)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라고 하는 ‘UX 방법론’으로 이용

되고 있는데, UX는 사용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한 경험디자인 학문이다.54)

우선, 참여관찰은 연구대상의 일상에 참여하여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을 중심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전문적 관찰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하는 ‘외부자’의 위치

에 남는 과정이기도 하다. 참여관찰의 종류는 비참여적 관찰과 참여관찰

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여적 관찰은 연구대상자의 행위에 일체 관여함

이 없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관찰은 직접

온몸으로 연구대상자의 삶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대화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현장연구

53)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 (출처: Wikipedia)
54) 배성환 ž 김동환 ž 이지현 (2011), 「UX Design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는

UX디자인」, 서울: 에이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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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work)의 목표는 연구 대상자들의 삶과 그들의 관계를 그들의 입장

에서 파악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실감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행위에

서 나타나는 문화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55) 현장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도와 양상의 참여관찰이 이루어지며, ‘관찰’로만 이루어진 듯한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맥락과 단계로서, 참여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한 익숙한 상황을 낯설게 보려고 애쓰면서 문화적인 의미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전반적인 맥락을 포착하고, 보다 자연

스런 상황에서 정보를 얻어내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56)

홍대 앞 인디음악 공간에서의 참여관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홍대 앞

에 밀집되어 있는 공연장들의 환경을 관찰하고, 연구자의 음악적 취향에

따른 공연장과 거리 버스킹, 카페 공연 등을 경험하며 연구 대상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을 파악하였다. 필자는 그들을 낯설게 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참여관찰이 섞인 쉐도잉

(Shadowing) 기법을 통해 관찰 이후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이용숙ž이수정ž정진웅ž한경구ž황익주, 2012)

[표 2] James P. Spradley(1980)의 참여관찰 방법57)

55) Bronislaw Malinowski (1922),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New

York: EP Dutton & Co., p.26.
56) 홍익대학교 에스노그라피 특강, “에스노그라피의 기본 연구방법 및 적용사

례”, http://designeer.hongik.ac.kr/lib, 2019.
57) Spradley, James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역) (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

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 서술적 관찰 (광범위한 관찰 : Descriptive Observation)

연구자가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하기

2) 집중 관찰 (초점 관찰 : Focused Observation)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 좀 더 핵심이 되는 영역이 드러나게 되면,

집중관찰 시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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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방법은 참여관찰과 병행하여 사용이 된다. 참여관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참여관찰이 아예 불가능한

연구 대상자들의 의식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

징이다. 면담 방식은 아래 [표 3]의 유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정보제공자의 배경에 대한 부분이나,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

다. 그 후, 대 윤곽 질문을 시작으로 하여 전체적인 면담의 틀을 잡아나

갔다. 묻고 싶은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세부 주제별 순서에 따라 배

치하여, 좀 더 세밀한 질문으로 파고들었다.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구

성원으로서, 홍대 앞 장소에서 수행해내고 있는 실천들을 알기 위해, 그

들의 일상에서의 공간적 이용 패턴을 질문하였고, 홍대 인디음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참여관찰과 병행하여

인터뷰 대상자와 함께 공연장에 동행하여 관찰하였으며, 그들의 현장에

서의 행위성에 집중하였다.

[표 3] 기술적 질문(Descriptive Questions)의 유형58)

58) Spradley, James P. (1979),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용숙 (1987), “교육연구에 있어서 민족과학

(ethnoscience) 접근방법의 적용”,「한국교육개발원」, 14(2): 131-157.

3) 선별 관찰 (정선 관찰 : Selected Observation)

특정 영역 내에서 특정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기

1. 대 윤곽 질문(A Grand Tour Questions)

1) 전형적 대 윤곽 질문(Typical Grand Tour Questions)

: 어떤 사건, 유형에 대해 일반화시키도록 부탁 (일상적 하루 생활)

2) 특정한 대 윤곽 질문(Specific Grand Tour Questions)

: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신의 사건, 최근의 하루에 대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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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공연장 현장에서 마주하여 안면을 트인 대상자의 지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일상에서의 홍대 앞 장소의 이용 패턴에 대한 여정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에게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이나 핸드폰 메모장을 통해 수기로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평소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이 홍대 주변에 주로 밀착하여 다니는 공간들

과 함께, 이를 걸어 다니는 여정을 그리도록 요청했다. 여정 그리기 작업

은 네덜란드 개념적 예술가였던 스탠리 브라운(Stanley Edmund

Brouwn, 1935-2017)이 1960년대 초 암스테르담의 거리에서 임의의 보행

자에게 다가가 길을 물으며 한 장의 종이에 특정 장소로 가는 방향을 그

3) 안내식 대 윤곽 질문(Guided Grand Tour Questions)

: 실제로 대상자에게 어떤 장소를 함께 동행하며 질문함

4) 과제 시범식 대 윤곽 질문(Task-Related Grand Tour Questions)

: 대상자에게 ‘여정 그리기’ 작업을 부탁

2. 소 윤곽 질문(Mini Tour Questions)

: 대 윤곽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좀 더 미세한 부분을 찾아내어

위의 4가지 유형을 질문

1) 전형적 2) 특정한 3) 안내식 4) 과제 시범식 질문

3. 예시 질문(Example Questions)

: 대상자가 언급한 행동, 사건 등에 대해 예를 들어 달라고 부탁

4. 경험 질문(Experience Questions)

: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 얘기를 부탁

5. 토착 언어에 대한 질문(Native Language Questions)

: 대상자들의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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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록 요청하고, 테이프에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을 따른다. 스탠리 브라

운은 ‘This way Brouwn’이라고 각인된 종이에 보행자들이 그려놓은 각

기 다른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들의 추상적인 사고 과정을 포착

할 수 있었다. 결국 스탠리가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보행자들의 걷기

행위였으며, 걷기는 보행자와 환경 사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합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다.59) 그는 이를 통해 기하학적인 선으로 도시를 횡단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이보다 훨씬 더 부드럽

고 유동적인 도시를 횡단하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하였

다.60) 또한 스탠리는 “내 작업은 넓은 공간에 대해 인식하기 이전에, 도

시의 발견을 찾는 것이며, 이것이 관중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시도한다”고 언급하였다.61)

[그림 9-1] Stanley Brouwn, This Way Brouwn, 196262)

59) Frieze, “In Search of Stanley Brouwn”, http://frieze.com, 2014.5.12.
60) MoMA, “Stanley Brouwn. This Way Brouwn. 1960”,

http://www.moma.org
61) <Impossible Objects> 1964 Interview, “‘We walk on the planet Earth’

The artist as a pedestrian: the work of Stanley Brouwn”,

http://www.impossibleobjectsmarfa.com/fragments
62) ARTnews, https://www.artnews.com/art-new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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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Stanley Brouwn, This Way Brouwn, 196363)

[그림 9-3] Stanley Brouwn, This Way Brouwn, 196464)

63) WIKIART,

https://www.wikiart.org/en/stanley-brouwn/this-way-brouwn-1963
64) WALKER, https://walkerart.org/collections/artworks/this-way-brou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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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과정의 중간 중간 대상자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묻기

도 하였으며, 대화 중 대상자가 무심코 뱉어낸 인디음악 씬 내에서의 용

어들에 대해 의미를 재요청하기도 하였다.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필자의 경험담을 첨언하기도 하며,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한 대화의 형태

로 연결 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

들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삼았으며, 나열식이 아닌 특정 뮤지션에서 파생

되어 가는 홍대 인디음악 공간 행위자들을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으로 따라가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내부 산업 관계

자들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 사회이론가 미

셸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 이론을 기반하여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

간을 행위자의 신체를 통해 수행해내고,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공간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전술의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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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공간 전술

제 1 절 보행 발화(Pedestrian Enunciation)

1. ‘걷기’의 신체성과 보행자의 여정 그리기 작업

예술은 일상생활의 실천 양식이자, 몸을 매개로 하는 행위라 할 수 있

다. 예술의 영역이 현실과는 구분되어져 영속성을 가진 것이라 여겨진

시대에서 점차 퍼포먼스나 라이브 예술(Live Art)의 범주들이 새로 생겨

남에 따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담아내고 있는 행위 개념이 예술과 결부

되었다. 여기서 신체의 수행력은 일상과 예술, 매체와 매체 사이의 간극

을 가로지르는 횡단성을 수반한다. 예술 영역에서도 일상이 참여의 공간

으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몸을 통해서 근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

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의 활동

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으로서 몸의 수행성(Performativity)에 기반하여

실체화 될 수 있다.(백영주, 2017)

일상생활 속의 예술적 경험은 시공간 안에서 육체(Corporality)를 통해

신체에 각인되고 내부적으로 체화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

과 공간,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걷기’라는 것은

예술 경험의 수행적 방법론으로써, 행위자들의 신체성에 근간하는 이동

궤적을 통해 그들의 주체적 공간 실천 과정과 인식체계를 엿볼 수 있

다.(Solnit ž Rebecca, 2001) 드 세르토는 ‘지도(Map)’를 전략(Strategy)의

형태로 묘사하면서 공간을 획일화하고 식민지화하는 기획으로서 간주했

으며, ‘여정(Wegstrecke)’(de Certeau, 1988: 221)을 지도상에 그려진 정

적인 선들이 아닌, 동적인 수행 행위로서 일상생활의 전술(Tactics)적 책

략이라고 말한다.(목승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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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내에서 마주했던 보행자들의 ‘걷

기’ 행위를 통한 이동 궤적을 ‘여정 그리기’라는 방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는 미술가 스탠리 브라운(Stanley Edmund Brouwn,

1935-2017)의 <브라운 씨 이쪽으로>(This Way Brouwn, 1960-1964)라

는 작업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백영주, 2017)

홍대 앞 인디음악 공간의 현장 속에서 보행자들이 걷기 행위라는 신체

성을 수반한 채, 이 공간을 어떻게 전유해내고 있는지를 ‘여정 그리기’

작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드 세르토가 비판했던 정형화된 지

도(Map) 형식이 아닌, 보행자가 제각기 다른 보폭과 관심사, 방향 감각,

리듬 등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것을 담아내고, 그들만의

창조적인 플랫폼 형식의 공간 경험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백영주, 2017)

에서 기존의 전략적 시스템을 전복해내는 전술적인 형태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림 10-1] 홍대 주변 보행자들의 여정 그리기 작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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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홍대 주변 보행자들의 여정 그리기 작업2

[그림 10-3] 홍대 주변 보행자들의 여정 그리기 작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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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스스로 홍대 주변을 거니는 여정(Wegstrecke)(de Certeau,

1988: 221)을 자신의 공간 감각에 따라 그려낸다. 개개인의 여정 그리기

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도시 형상을 희미하게 만들며, 주체적으

로 공간을 전유해내는 일련의 수행성을 잃지 않는다. 오직 구획화된 경

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장소간의 경계를 그들 스스로 새롭

게 만들거나 가로지르며, 공간을 개방적이고도 유희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홍대 주변은 여러 놀이 문화의 요소들이 밀집되어 있

어, 보행자들이 수행하는 공간 실천의 각 지점들이 대부분 놀이성을 부

각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0-4] 홍대 주변 보행자들의 여정 그리기 작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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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은 홍대입구역 뿐만 아니라, 합정역과 상수역까지도 퍼져나가

며, 유연적으로 홍대 주변을 활보하고 있다. 이들이 그려낸 여정 그리기

의 형태는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연결 지점들이 연출되며, 힘

의 중심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을 전유해나간다. 특히, 인디뮤지션

들의 공연 관람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한 보행자들의 경우

에는 공연장들을 기점화하여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확장성을 지니면서

주변을 거니는 형상을 띠고 있다. 공연 관람 이외에도 특정 장소를 방문

할 목적으로 홍대 앞을 찾아온 사람들 역시도 중간 중간 예정에 없던 돌

발 상황에 맞닥뜨리며 주변 거리에서 다양한 놀이 문화들을 수용하며 공

간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행자들은 도시계획적으로 만들어

낸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가볍게 비트는 식의 유희적이

고도 폐쇄적이지 않은 형태로 홍대 앞 문화 공간들에 대한 서사를 그려

낸다.(백영주, 2017)

2. 도시 서사 : 수사학적 관점

드 세르토는 보행자들의 걷기 행위에 기반한 공간 이야기들을 제유법

과 연사생략법이라는 두 가지 수사법을 활용하여 해석하였다. 그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공간 실천 방식으로서 ‘걷기’ 행위를 ‘말하기’ 행위와 동일

시하여, 언어 수사학(Rhetorics)을 공간 스토리텔링 방법론으로서 활용하

였다.(백영주, 2017)

제유법은 부분적인 것을 통해 전체를 바라보고자 함이며, 작은 것과

사소한 것,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을 향한다. 특히

나 권위적인 기관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에 머무는 이질적 타자들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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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안미현, 2018) 이로써, 홍대 주변 보행자들의 ‘여정 그리기’ 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던 그들의 발화 행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홍대입구역 특히, 9번 출구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사람이 너무 많아

출구로 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합정역으로 가요. 보통 토요

일 같은 경우에 친구랑 공연을 보러가게 되면 공연 시간 3-4시간 전에

합정역 5번 출구에서 친구를 만난 뒤, 인스타그램(Instagram)을 뒤져서

합정역, 상수역,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예쁜 개인 카페를 가고, 공연을

다 본 후에 간단하게 분식 먹는 정도에요.”(보행자1)

“홍대로 공연을 보러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버스킹은 딱히 눈여

겨 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머물러서 관람한 적이 없어요. 홍대입구역 9

번 출구 근처에서는 주로 댄스 버스킹이 많고, 홍대와 합정역 골목 사이

에서는 어쿠스틱 느낌의 듀오가 버스킹을 하더라고요.”(보행자2)

“저는 지하철 9번 출구로 나와서 클럽 골목까지 쭉 가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버스킹 구경도 하면서 지나가요. 파출소 앞에서 친구 만나서 근처

술집 아무데나 가서 한잔 하죠. 그리고 클럽 골목으로 가요.”(보행자3)

“집이 경기도 성남인데, 지하철로 이동하기에 대부분의 공연이 끝나는

늦은 밤 시간에는 주로 택시 타요. 장거리라 택시가 잘 잡혀요.[...] 유일

하게 그것 하나는 이동하는 것에 있어 만족스럽네요. 퇴근 시간은 7시인

데 사무실 주변 상권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라 데이트 나온 커플이나

온갖 치장하고 음주를 즐기러 오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 보는 재

미도 쏠쏠한 곳이랄까요? 확실히 동네마다 느낌이 다른데 홍대는 ‘젊음

의 거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눈에 보일 만큼 활기찬 곳이에요.”

(보행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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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주변에서 마주한 보행자들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가시적인 권

력에 대한 노골적 거부감이나 저항감들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은 홍대입

구역 9번 출구 주변을 유동인구가 많고, 카페와 상점, 술집들이 즐비해

있는 놀이 문화의 장으로서 이야기한다. 이는 길에서 마주하는 자본화와

권력들에 대한 제유적인 표현이며, 카페, 상점, 음주 문화, 버스킹, 패션,

유동인구, 젊음의 거리 등은 홍대 주변의 거리나 지역을 상징하는 용어

이기도 하다. 보행자들은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철 역, 파출소 등

이 홍대 주변 거리에서 함축하고 있는 도시계획적인 체계와 위압적인 분

위기에 주눅 들지 않고, 이를 오히려 뒤집으며 거리를 가로지르거나, 지

정학적으로 그 장소가 가진 의미를 비틀어내어 자신만의 지름길을 만들

어낸다. 보행자들은 보통 지하철 역을 기점으로, 스스로 도시 공간을 새

롭게 구획하며, 홍대입구역 9번 출구는 K-Pop 댄스의 버스킹 문화, 합

정역 골목 사이는 조용한 느낌의 어쿠스틱한 성질의 버스킹 문화가 활발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드 세르토는 걷기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법으로 ‘연사생략법’을 제시하

고 있다. 연결사는 앞뒤 문장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의미

의 연결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연결사 생략은 접속하

는 것과 연속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부분들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더 미시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연결사 생략은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관

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나열되는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이처럼 단순 연

결어 생략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나 급작

스러운 사고의 전환, 필요한 설명의 과감한 생략 등을 모두 포함시키기

기도 한다.(안미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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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상수나 합정,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만난

다음에 밥 먹고 디저트 맛집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는 거 같아요.[...] 노

래방 찾으러 이동하긴 하죠?”(보행자5)

“홍대 앞 공간에 공연장이 따로 있는 거에요? [...] 아, 버스킹 공연은 제

가 조용하고 가창력 있는 음악을 좋아해서 댄스 하는 곳보다는 단독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 쪽 공간으로 가서 보긴 해요.”(보행자6)

“저는 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서 내려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돌

아서 상수역 골목길을 배회해요. 적당한 크기의 반지하나 수공예품 가게

나 카페 등에 가구요. 그리고 공연 보러 공연장으로 가죠. 사람 붐비는

걸 워낙 싫어해서...[...] 버스킹도 연남동 철도 거리에서 본 적 있어요.”

(보행자7)

위의 보행 발화 내용에서는 보행자가 홍대 거리를 헤매다 급작스럽게

노래방을 언급하기도 하고, 홍대 앞에 공연장 공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버스킹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들은 자신의 눈에 띄는 대로 홍대 주변을 인식하고 연상하는 과정을

발화하고 있었으며(박신자, 2003: 194), 보행자들의 각각의 취향과 일상

의 방식들을 드러낸다. 사람이 붐비는 곳을 싫어해서 홍대입구역 9번 출

구를 일부러 우회하여 상수역 골목길 주변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

개인의 성향에 맞게 연남동 인근의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주로 다루는 버

스킹의 모습을 포착하여 이야기한다. 보행자들은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공간들을 스스로 바꾸어 내며,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안미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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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적 상상력과 생존 전술

1.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간 실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공

간의 음악적 생태계를 ‘인디 씬(Indie Scene)’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인디

씬은 일종의 생산자와 이차 생산자(이용자), 매개자, 그리고 공간들이 모

여 하나의 장(場)을 형성하고 있다.

드 세르토에 따르면, 근대화의 상업적인 기획에 의해서 주변인이라는

지점을 점철해왔던 도심 속 민중들이 정복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된

재현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머물면서 역으로 이것을 이

용하는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전유 및 재전유

하는 소비의 기술을 발휘해낸다고 말한다. 오히려 소비는 집중적이고 거

대한 생산(Production)에 대응해 분산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르토는 대중들이 소비자

이기보다는, ‘이차 생산자(Secondary Production)’라고 표현하였다.(de

Certeau, 1984; 김지연ž 김균, 2018)

세르토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확

장된다는 근거를 소비의 확대로부터 끌어온다. 즉, 그는 소비자가 텍스트

의 내용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만이 아닌, 나름대로 텍스트를 재해석

하거나 재구성하는 존재로서 여긴다. 이러한 능동적인 소비 형태는 실제

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공간 전술들을 의미하며, 가시적인

생산은 이러한 소비와 맞물리면서 순환적으로 조직된다. 그러므로 소비

라는 이차적 생산은 우회적이고 분산되어 있지만, 모든 곳에서 침투해

있으며, 조용하고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이승철, 2006)

일반적으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홍대입구역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에서 상수, 합정, 망원 일대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그곳에 존재하는 클럽, 공연장, 인디 레이블, 카페, 버스킹 존, 주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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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화 공간에서 벌어지는 형상을 그려낸다.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는

생산자, 이차 생산자(이용자), 매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자의 경우

에는 권력 기관, 지배계급, 미디어, 메이저음악 분야 등이 만들어낸 질서

들을 의미하며, 이차 생산자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장소 내에서 이를 이

용하는 이용자(User)의 개념으로서,65) 인디 씬의 주체들(뮤지션, 공연장

관계자, 프로듀서, 팬, 인디 레이블 관계자, 녹음실, 합주실 관계자 등)을

지칭한다. 매개자는 문화적 행위를 일삼는 인력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으로서, 유통사, 카페, 옷가게, 식당, 술집, 쇼핑장소, 서점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디음악 생태계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구

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행위를 통해 어떠한 공간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핵심이 되는 특정 인디뮤지션들을 지

정하여, 그들을 기점으로 파생되어지는 관계자들을 따라가면서 가지치기

를 시도하였고, 그들이 홍대 앞 장소에서 공간적인 실천을 수행하고 있

는 일상의 전술들에 주목하였다.

홍대 인디음악 씬에 존재하는 뮤지션들은 대표적으로 레이블 소속이

되어 있는 뮤지션 A와, 레이블 소속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B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눈덩이 표집 방식(Snowballing

Sampling)을 활용해 일차적으로는 뮤지션 A, B의 심층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이후, 그들로부터 분화되어 가는 홍대 인디음악 씬 관계자들 각각

의 공간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나갔다.

65) Certeau, Michel de. (2009),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n Anthology, (Ed. J. Storey), Harlow:

Pearson, p.54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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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뮤지션 A

뮤지션 A가 실행한 ‘여정 그리기’ 작업에서는, 그가 평소 홍대 앞 장소

에서 주로 방문하는 공간들을 그려주었으며, 걷기 행위를 통해, 밀착성

있게 다니는 패턴을 자신의 공간 감각에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레이블 내에 소속된 인디뮤지션 A는 보통 홍대 근처에 있는 기획사와

작업실, 공연장, 그리고 단골 가게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형태로 홍대 앞

공간을 거닌다. 그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당시만 하더라

도, 홍대 앞 장소는 매우 큰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여시켰던 곳이었다. 당

시의 홍대 앞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많은 클럽들과 합주실, 음반 회

사들이 밀집되어 있어 홍대 앞을 거닐 때면, 그 곳에 속해있다는 소속감

[그림 11] 뮤지션 A의 여정 그리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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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님과 동시에, 홍대에서의 삶이 자신의 일상이 되어간다는 것 자체

가 전문 뮤지션으로서의 삶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여지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곳의 극심한 상업화로 인해, 뮤지션으로서 그

당시 예술적 영감에 자극을 주는 정도가 다소 옅어지긴 했지만, 뮤지션

A는 기획사와 작업실 이외에도 골목골목에 위치한 카페들과 술집들을

밀도 있게 다니고 있으며, 이곳을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하며

영감이나 호기심을 얻기도 한다.

홍대 앞 장소가 상업화를 겪어나가며 인디음악 씬이 옅어지고 있다는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곳을 찾아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곳에 홍대 인디음

악 생태계가 있다는 상징성이 존재하다보니, 공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 힙합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홍대 앞 장소로 오고 있으며, 심지어 최

근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라는 노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트로트 장르 역시 이 장소가

가진 상징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음악 장르들이

여전히 이곳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홍대 앞 장소에 축적되어 있는 예술

적 자산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디뮤지션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

기는 요소는 홍대 인디음악 씬을 구성하는 인프라 중, 엔터테인먼트 회

사와 녹음실, 합주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곳들의 성격은

지역 별로 상이한데, 밴드와 힙합 위주의 장르를 다루는 레이블들의 경

우 주로 홍대 근처, 망원역 인근에 위치되어져 있으며, 레이블 근방에는

공연장들이 존재하거나 주택가, 술집들이 즐비해 있다. 이전에는 클럽 관

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뮤지션들이 클럽 공연장의 소속이 되는 체계였다

면, 현재는 인디 레이블 자체가 일명 ‘기획사’ 형태를 띠며, 회사의 지향

점과 일치하는 뮤지션들을 선별하여 영입하고 있다.

대중음악을 다루는 대형 기획사들과 비교했을 때, 인디 레이블은 미디

어 중심의 맞춤형 기획 성격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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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라이브 중심’의 공간 실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물론, 인디음악

씬이 태동하여 혁명적인 문화가 활발하게 꽃 피웠을 당시와 현재의 상황

은 엄연히 다르다. 뮤지션 A는 홍대 주변을 거닐며 주변의 분위기가 90

년대, 2000년대 시기와 다른 형상을 직접 체감한다. 이전에는 뮤지션들이

일차적으로 공연과 버스킹을 많이 시도했다면, 현 시대는 어느 정도 실

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미디어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 대학들의 실용음악학과가

증대되고 있어 홍대 인근에도 실용 음악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

다. 이들은 학원 내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버스킹 경험을 하는 과정

을 건너뛰고, 인디 레이블이나 각종 오디션들을 보러 다니는 추세이다.

보통 버스킹 활동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비전공자들이 대다수

이며, 인디 음악 산업 시장의 관계자들에게는 일종의 쇼(Show)의 형태

로 비춰지고 있어 버스킹 자체가 대중적으로 흡수되어진 상태라고 여기

고 있다.

[그림 12] 뮤지션 A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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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근처에는 기획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이곳들은 싱어송라

이터(Singer-songwriter)들의 음악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레

이블 내에서 합주실과 악기, 장비 역시 제공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인디뮤지션들이 회사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불어 서

로서로 재회하여 합주할 공간들과 작업실들도 홍대 인근에 있어 뮤지션

들의 공간적 연결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인디 레이블들은 이

전부터 계속해서 축적되어온 클럽 문화들을 기반하여 이 장소에 하나 둘

씩 자리를 잡아온 것이며, 클럽 공연장들은 점차적으로 수익성을 위해

대관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변화 이전에는 뮤지션들이 클럽에 직접

가서 오디션을 본 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 해당 일에 무대에 서

게 되는 형태였다. 공연장들은 요일별로 관객들의 온도차가 인기를 식별

할 수 있는 척도로서 작용했던 일종의 메이저리그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연장들이 대관 형태와 기획 공연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인디뮤

지션들을 고용적인 형태로 영입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뮤지션 A는 홍대 앞 장소를 걷는 행위를 통해 주변의 상권이 변화됨

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연습 공간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정기적

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실용음악학과의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과 동호회 아마추어 인들의 연습실에 대

한 수요가 큰 편이다. 이러한 연습 공간도 예전같이 홍대 공간에 집중적

으로 몰려 있지 않으며, 신촌, 망원, 연희동, 사당 근처까지 확대되고 있

는 중이다. 요즈음에는 뮤지션들이 합주실보다는 개인 작업실66) 을 빌리

는 경우가 많고, 오롯이 자신이 작업할 수 있는 음악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뮤지션 입장에서, 고전적으로 축적되어 온 홍대 인디음악 씬을 기반한

네트워크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화상 기능

을 이용해 국내에서도 다른 지역과 녹음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도하기도

66) 인디음악 산업의 관계자들은 전문 용어로 개인 작업실을 ‘개미굴 4평짜리’라

고 칭함.



- 60 -

하며, 마스터링 역시 해외 관계자들과 교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

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전에는 뮤지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라이브 공연과 버스킹이라는 한정된 영역이었다면, 현재는 유튜브

(Youtube)나 사운드 클라우드(Sound Cloud)라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업로드하고, 데모곡을 공개하는 형태로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으

며 클럽을 통하지 않고도, 뮤지션 각자가 다양하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

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마련하기도 한다.

(2) 뮤지션 B

앞서 이야기한 인디 레이블 소속 뮤지션 A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동

하고 있는 뮤지션 B에서 파생되어진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해보고자 한

다.

뮤지션 B의 홍대 주변 공간 이용 패턴은 공연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몰려있는 상수역이나 합정역 인근을 밀착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홍대 주

변 역들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방문해 리허설 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홍대 주변 지역에는 놀이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 인근에서 식사와 공

연 뒤풀이를 모두 해결하고 있다. 뮤지션 B는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요소로서, 내부에서 좀 더 가까이 뮤지션

들을 볼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관객들이 이곳

을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색깔이 참신한 밴드들이 꾸

준히 생성되어, 역동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지점들이 있음을 꼽기도 하였

다. 인디 문화가 태동했던 이곳이 규모가 점차 커져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인디 음악에서의 주류(Mainstream)는

홍대 앞 장소이며, 사람들에게는 대명사로서 각인되어져 있다. 인디뮤지

션 B는 스스로가 주변이 주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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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뮤지션 B의 여정 그리기 작업

문에, 이러한 음악 씬의 중심에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영감을 주며, 홍

대 주변을 거닐며 변해가는 트렌드를 빨리 체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뮤지션 B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망원동 근처의 집, 상수역 근방의

단골 술집과 합정역 인근의 공연장들에 대해 공간의 밀착성을 보이며 거

닐고 있다. 레이블 소속이 아니다 보니, 악기나 장비 등의 짐들이 있어

주로 홍대 근방을 지나는 편이며. 단독공연을 할 때에는 뮤지션 B가 직

접 대관을 해서 공연을 올리게 된다. 또한 인디뮤지션들 개개인이 선호

하는 클럽이나 공연장들이 존재하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장르별로

음악 공간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럽 FF는 로

큰롤 음악을 주로 연주하고, 신나게 함께 노는 분위기의 장소로서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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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에반스 라운지나 벨로주, 카페 형태의 공연장들은 좀 더 어쿠

스틱하고 재즈적인 사운드를 선호하는 뮤지션들이 주로 찾는다. 이렇게

레이블이 없는 아티스트들은 직접 공연장에 문의하여 대관을 성사시키

고, 단독공연을 기획한다. 신인 밴드의 경우에는 초반에 클럽이나 공연장

에서 오디션을 보며, 요일 별로 공연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 좀 더 인지

도가 쌓인 밴드의 경우는 클럽에서 섭외 요청이 뮤지션에게 들어온다.

혹은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나 인디 레이블에서 지원하는 ‘앨범 지원

사업’에 우승을 하게 될 경우, 클럽 씬(Scene)이나 인디 레이블 회사에서

주목을 하게 되어 연락이 오거나, 회사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그림 14] 뮤지션 B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뮤지션들의 작업실과 연습실은 주로 합

정역과 상수역, 망원역 인근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실용음악학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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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작업실의 공급 또한 급증

하고 있다. 대부분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용음악과 출신들

이 주를 이루며, 임대료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디뮤지션들은 공연장

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음원을 지속적으로 발매하면서 대중

음악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뮤지션들은 보통 녹음실, 작업실을 자신

이 거주하는 공간에 마련하고 있으며, 지인들을 통해 작곡 팀을 구성하

여 온라인상으로 편곡 작업을 수행한다.

또, 자신의 앨범을 유통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벅스 뮤직(Bugs

Music)과 같은 유통사 관계자와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한 달에 자신의 앨범 중 한두 곡씩 유통사를 통한 메인 노출을 요청하는

메일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인터파크(Interpark), 벅스, 멜론(Melon) 등

의 음원사들을 거래처로 두고 있다.

(3) 공연장 관계자

홍대 앞 장소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10년 간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진

행해왔던 관계자의 경우, 지금까지 홍대 주변을 걸어 다니는 행위를 통

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자의식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다. 즉, 홍대 주변 자체가 매우 다양한 놀이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에, 그 다양성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놀이 문화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 속에 속해있다

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 보통 홍대에서 논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기에, 이곳에서의 행위성이 본인의

정체성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연장 관계자는 홍대 앞 장소 주변에서 인디뮤지션들의 단독 콘서트

나 콜라보 공연 등을 기획하고, 제작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대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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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티스트와의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진행하며 공연명, 티

켓 가격, 티켓 오픈 시간 등에 대해 결정하게 되고, 티켓 오픈 과정을 모

니터링하며 불법적인 양도 티켓 관리를 하게 된다. 준비 과정에서 인디

뮤지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질 좋은 연출안을 구상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연 전날에는 홍대 근처 공연장에 가서 무대를 만들고, 조명,

음향, 악기 등의 연출들을 확인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공연을 진행하며

공연장에서의 시간 계획이나 제작진들의 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

육한다.

[그림 15] 공연장 관계자의 여정 그리기 작업

공연 종료 후에는 철수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형태이다. 우선 이

들이 공연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대 팀’이 합정역 근방

에 존재하고 있고, 그 협의 과정 중에서 무대 관련 높이나 크기, 디자인

이 필요한 세트 제작을 위해 레퍼런스를 찾아 구현 가능 여부 등을 논의

하게 된다.

공연과 연관된 작업들은 아무래도 인디뮤지션들과의 연출적인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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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홍대 근처 카페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편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해야 질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

져 나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오픈된 장소들을 선별해 진행한다. 더불어

인테리어가 잘 갖추어져 있는 카페나 서점들과 같은 공간들을 찾아다니

며 무대 디자인이나 조명의 레퍼런스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공연장 관계자는 추후에 작업적으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밴드 공연들을

접근성이 용이한 홍대 근처에서 많이 관람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꼽기도 하였다.

[그림 16] 공연장 관계자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공연장 관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간적 실천이 업무적인 부분과 연

결 되는 행위들이지만, 스스로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장소에 대한 정(情)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현재로서는 홍대 앞 장소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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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관광지화 되어,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만, 최신 트렌드가 모두 몰려있는 이 홍대라는 동네에 대해 스스로 공간

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래서 더욱이 사람들이 붐비는 큰 길

가가 아닌, 좀 더 내부로 들어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개성있고, 독

특한 곳들을 방문한다.

(4) A&R 관계자

A&R의 업무는 인디뮤지션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시켜나가는 일을 담당한다. 업무적인 성격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인디 레이블 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까

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뮤지션 A의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기도 한

다. 또한 뮤지션이 언제 공연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또는 공

연 티켓 오픈 시간에 대한 이야기 등의 세부적인 일부터 아티스트의 앨

범 발매 시기, 컨셉(Concept), 수록곡, 아트웍(Artwork)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인디 레이블 내에 소속된 뮤지션들 중 싱어송라이터들이 많을 경

우, 외부에서 곡을 받아오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며, 각 직원마

다 배분되어 담당하는 뮤지션들이 존재하여, 자신이 맡은 뮤지션에 있어

서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스태프(Staff)들의

역할이 아티스트의 제3의 멤버의 기능을 하고 있다.

A&R 관계자는 대부분 인디 레이블 내에서의 작업 이외에는 회사 근

처 단골 가게를 주로 이용한다. 합정역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A&R

담당자는 집 앞이 홍대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주요 공간 이용 행태는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에 있는 사무실과 근처 카페, 합정역 인근 식당에

서 끼니를 해결한다. 주말에는 보통 합정역 인근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에서 영화를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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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R 관계자의 여정 그리기 작업

보통 A&R 업무는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와의 관계가 주를 이룬다.

멜론, 지니(Genie Music) 등의 유명 음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해외유통을 담당해주고 있는 회사들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외에도 뮤지션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각 지자체나 기획자들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거래처들의 위치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홍대 인근에 주로 몰려있는 인디 레이블과는 달리, 음원사나 유

통사의 경우 반드시 몰려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보통 레이블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클럽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A&R 담당자는 업

무적으로도 이들의 시선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공

연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클럽 공연을 통해 원석을 발견할 기회를 얻고

있다. 보통, 이들이 홍대 앞 장소에서 밀착하여 이용하는 공간적 패턴은

레이블, 카페, 클럽, 공연장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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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R 관계자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5) 영상 관계자

홍대 앞 장소에서 인디뮤지션들에 대한 영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는 두 가지 분야로 이분화 될 수 있다. 크게 레이블과 페스티벌 부분이

다. 우선 레이블 관련 업무는 인디뮤지션들과 관련하여, 아티스트의 앨범

이나 공연 등의 이슈들이 있을 시,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촬영하

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인디 레이블 내에서도 자사 뮤지션들이 설 수

있는 야외 무대 관련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페스티벌 관련 업무는

1년에 대략 4회 내외로 준비하여 그때마다 필요한 프로모션 영상들을 만

들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 외에도 외부 공연들이나 페스티벌들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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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모든 현장 업무에 촬영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레이블 자체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해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뒤따른다. 대표적으로 뮤직비디오 감독 및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엮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작을 맡기고, 인디 레이블 내의 영상 업무 관

계자들이 이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9] 영상 관계자의 여정 그리기 작업

보통 영상 업무 관계자들이 홍대 인근에 위치한 자사 내에서 작업을

하지만, 촬영 장소를 찾는 공간 활용도 가끔 존재한다. 홍대 주변 자체가

번화가이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핫 플레이스(Hot Place)’라 불리는

곳들이 많은 편이어서 업무 상 작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촬영은 스튜디오들을 대여해서 진행하며, 이

러한 스튜디오 위치 역시 홍대 근방에 많이 포진하여 유리한 점이 있다.

영상 관계자는 이곳이 지닌 ‘복합성’이라는 특이성에 주목한다.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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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변화되고, 주류(Mainstream)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Minor)스럽

고 인디(Indie)스러운 것들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보니, 홍대라는 동네를

거닐면서 점차적으로 유행에 민감해짐과 동시에 작가주의적인 것과 독립

적인 것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림 20] 영상 관계자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영상 관계자는 홍대 앞 장소에 직장을 가지게 된 이래로, 굳혀진 생활

권이나 패턴이 있기에 차가 필요 없었으며, 회사 근처에 홍대입구역, 합

정역, 상수역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걷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고

말한다. 영상 담당자는 홍대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이전보다 비교적 세

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성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차를 이용해서

빠르게 지나갈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그의 걷기를 통한 밀착성은 주 도로보다는 골목길에 좀 더 강화되어

왔으며,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들이나 홍대 주변의 공연들을 관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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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소비해오던 음악이 오프라인으로까지도 확장

되는 음악적 취향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6) 의상 관계자

인디뮤지션들의 의상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레이블과 연

결되어진 또 다른 주식회사에서 파생되고 있다. 즉, 이 주식회사 내에 여

러 레이블들이 소속되어 있는 형태이고, 해당 레이블의 아티스트들에게

의상을 입혀주고 있다. 업무는 각 레이블들의 밴드 뮤지션 스케줄에 동

행하며, 단독공연, 기획공연, 행사, 페스티벌, 방송 스케줄, 기업체에서 주

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한다.

[그림 21] 의상 관계자의 여정 그리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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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들이 밴드 구성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의상을 준비하여야 하

므로, 주로 단독공연이나 방송 스케줄 위주의 현장 업무를 겸하게 된다.

이들은 쫓기는 시간과 부피감이 큰 의상들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사람들이 많은 홍대 주변 거리를 걷는 행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로 바라본 홍대 거리와,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찾았던 홍대 거리는 의상 담당자에게 있어 엄연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젊음의 거리에 속해 있었던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

나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찰자 느낌이 매우 강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골목길을 주로

밀착하면서 걸어 다니며, 골목을 걷다가 또 다른 골목을 마주했을 때에

는 전혀 다른 개성이 느껴지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의상 담당

자는 홍대 거리 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지 않게 주변 동네를

걸어 다니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

었다. 최근에는 음원 사이트 내에 높은 순위권에 어떠한 노래들이 있는

지에 대해 조금만 걸어보면 알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이러한 측

면에서 아직까지도 홍대 앞 장소는 최신의 트렌드들이 발현되는 지점임

을 실감한다. 홍대 근방은 차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

만 아니라, 걸으면서 사람들이나 공간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스스로 주변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익숙하다고 말한다.

의상 담당자들이 옷을 준비하기 까지는 협찬과 구매 활동이 전제가 되

어야 하는데, 인디밴드들은 특히 라이브 공연으로 인해 무대 위에서 장

시간 땀을 흘려야 하기도 하고, 인디밴드라는 타이틀 자체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협찬과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보통은 공연 의상을

‘구매 활동’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며 의상을 준비해 뮤지션과 피팅

(Fitting) 과정을 거친 후, 현장 동행 스태프들에게 의상을 전달하여 현

장에서 아티스트가 착용 후 무대에 오르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한다. 공

연 종료 후, 협찬 받은 의상을 반납하고, 사무실 소장 의상들을 챙겨 정

리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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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팀과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라고 하였을 때, 의상을 빌려주는 브

랜드 담당자인 ‘MD(Merchandiser)’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처의 위치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보통의

경우는 퀵서비스(Quick Service)를 통해 물건을 교환하게 된다. 협찬 역

시도 마케팅의 일종이므로, 담당자에게 메일로 공문 전달 후, 전화 및 문

자로 답변을 받는 식으로 거래 과정이 성사된다.

이러한 의상 업무 과정 속에서 일하기 편한 위치적인 장점이라고 한다

면, 홍대 주변에 옷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급한 스케줄이 생기는 경우에

는 레이블 근방의 옷가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홍대에는 포토 스튜디오나 공연장들, 잘 꾸며진 인테리어의 카페 등이

많아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해 촬영하고 있다.

[그림 22] 의상 관계자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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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듀싱, 녹음실, 합주실 관계자

인디 레이블 내에서는 자사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이나, 홍대 주변

스튜디오 내에서 할 수 있는 녹음 활동이나 편집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합주실 역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사 뮤지션들의 관련 행사

나 콘텐츠에 의한 합주들을 돕고, 야외 행사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음향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23] 프로듀싱(녹음실, 합주실) 관계자의 여정 그리기 작업

레이블 소속의 프로듀싱 관계자는 홍대 근처에서 일하면서 일상적으로

주변을 걷는 행위를 통해 홍대에서 놀거나, 혹은 홍대 속에 속한 사람들

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청담, 강남, 상암 지역의 음향업계에서

는 홍대 주변의 관련 업계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경향으로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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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존재하듯이, 지역마다 홍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인식들이 있고,

그 흐름 속에 스스로가 개입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주변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프로듀싱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이

곳의 분위기의 변화를 함께 느끼고, 인디음악 씬에 속한 것에 대한 유의

미한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스스로 홍대 주변을 걷게 된 이

후에 변화된 사고이다.

프로듀싱 관계자는 홍대 주변이 주차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걷기 행위를 택한다. 그는 일터인 합정역 인근을 주로 걷거나, 주변 카

페, 식당, 합주실에 밀착하여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주요

한 네트워크로서는 믹스나 마스터링의 경우, 외부에 맡기는 형식이어서

다양한 스튜디오 관계자들과 연락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레이블이

추구하는 사운드를 받거나, 혹은 성향에 따라 원하는 환경에서 녹음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마포에 위치되어진 여러 녹음 스튜디오

[그림 24] 프로듀싱(녹음실, 합주실) 관계자가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 76 -

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업무적인 공간 활용은 보통 홍대 인근의 개인 작

업실과 레이블 스튜디오를 오가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프로듀싱 관계자

는 홍대 근처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구비되어 있는 장비를 대여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이동하기도 하는데, 행사 관련 업무로서 공연 음

향 지원과 진행을 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뮤지션을 육성하

는 느낌이 아니라, 뮤지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계약하는 형태인 비즈니스 성격의 공간 활용을 보이고 있다.

(8) 뮤지션 A의 ‘팬(Fan)’67)

인디뮤지션 A와 오랜 안면을 쌓아온 팬(Fan)의 경우, 주로 인디밴드

의 공연을 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홍대 앞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인디뮤지션의 예정된 공연 장소에 따라, 이동

궤적이 변화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팬은 주로 밴드 연합 공연이 많이

열리는 ‘클럽 FF’ 공연장뿐만 아니라 컨벤트, 네스트나다 등에서 최근 인

디음악 씬에서 트렌드라고 느껴지는 신인 밴드나 가수들을 보러 가는 편

이다. 사실 이들은 해당 뮤지션에 대한 강한 애정(Affection)을 지니고

있어 아티스트를 향한 금전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소비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인디

밴드의 공연 일정을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를 얻은

후, 홍대 인근의 공연장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67) ‘팬(Fan)’ : 음악, 영화, 예술, 스포츠 등에 열광적으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노

력, 시간, 돈을 소비하는 사람.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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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뮤지션 A의 팬의 여정 그리기 작업1

[그림 25-2] 뮤지션 A의 팬의 여정 그리기 작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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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뮤지션 A의 팬의 여정 그리기 작업3

팬(Fan)은 홍대를 자주 오가는 입장으로서, 사람들이나 홍대 근처의

가게들을 보면서 ‘멋’에 대한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명품이

나 새로운 것,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이 ‘멋’이라고 생각했다면, 홍대 거

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개성이 있는 차림새나 빈티지한 것들, 캐주얼한

옷차림 등도 멋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적인 눈이 확장되었다. 더불

어 직업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취향에 따라서 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역시 알게 되었다는 점에

서, 마음가짐이 예전보다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팬은 홍

대 거리를 알기 전에는 주로 만나기 편한 ‘사당역’ 근처나 ‘강남’을 선호

했었지만, 이제는 홍대 주변에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즐길 문화가

있는 장소를 찾아 가게 되었다는 점이 스스로 변화된 지점이다. 그는 서

울 번화가라고 하면, 무조건 큰 건물에 프랜차이즈(Franchise) 점들만 존

재할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이 있었지만, 홍대 거리를 거닐면서 골목 상

권이나 개인 숍(Shop)들을 다니는 재미를 가지게 되었다. 팬은 골목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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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 나오기 때문에 늘 새롭

고 신선함을 느낀다. 또한 그는 세상에 정말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홍대 주변을 거닐며 깨닫게 된다.

[그림 26] 뮤지션 A의 팬이 수행하는 홍대 주변에서의 공간적 실천

팬은 주로 카페 근처나 공연장 근처를 밀착하여 다닌다. 홍대 주변에

는 개인 카페들이 많으며, 각각의 개성을 가진 카페들마다 소박하고 아

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팬의 경우, 주로 방문했던 공연장 주변에

위치한 카페들을 공략하는 편이다. 그는 공연을 많이 보러 오긴 하지만,

안 가본 공연장들도 많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가면서 공연장 이름들도

눈 여겨 보기도 하고, 공연장 앞에 있는 안내판이나 공지사항들을 보면

서 최근에 활동하는 인디뮤지션들을 알기도 한다.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자연스레 스치게 되는 공연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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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기도 하며, 인디음악에 대한 호감도를 높

이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 차를 이용해서 홍대 거리를 다니기에는 길이

좁고 차가 막히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주차가 어려운 장소들

이 많기도 하다. 팬은 골목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걸

어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다. 혼자 공연을 보

러가는 날에는 보통 합정역 인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공연장을 가

는 편이며, 합정역 인근에 예쁜 카페, 옷가게, 소품 숍(Shop)들이 많아

구경한 후, 구매로까지도 연결된다. 공연 이후에는 거의 공연장 근처의

식당에서 친분이 있는 팬들과 함께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홍대입구역

과 합정역 사이의 포장마차나 술집에 가기도 한다. 때에 따라, 홍대 근처

의 펍(Pub)에 들리거나, 공연장에서도 주류를 구매하기도 한다. 팬들은

카페나 술집을 갈 때, 팬들 사이에서 인디밴드 뮤지션들이 갔다고 소문

이 났거나, 아티스트가 SNS에 올린 화제의 장소들을 일부러 찾아가 방

문하기도 한다. 더욱이 홍대 인디밴드들이 주변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

기 때문에, 팬들은 뮤지션이 방문한 가게들에 들어가 기꺼이 소비를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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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발 쓰기 전술(la perruque)

1) 거리 버스킹의 혼종성

홍대 인디음악 공간 속에는 수많은 버스킹 장소들이 존재한다. 홍대에

서의 인디문화가 활발히 발현되었을 당시만 해도, 인디뮤지션들은 이곳

에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음악을 들려주고, 본인을 알리기 위해 일차적

으로 거리 버스킹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미디어의 발달과 방송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대중음악이 헤게모니를 잡아가면서, 홍대 인디음

악 씬에서의 거리문화가 이러한 문화의 흐름 속에 유입되어 혼종성을 낳

고 있다.

[그림 27] 홍대 주변 ‘버스킹 존’에서의 혼종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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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의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버스킹 존(Zone)

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공간화 되어 있으며, 주로 K-Pop 장르와 최신

발라드의 음악이 존(Zone)마다 울려 퍼지며, 실용음악과 및 무용 전공

학생들, 비전공자, 외국인들 등의 다양한 음악애호가들이 MR을 틀고 춤

을 추거나,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퍼포먼스(Performance) 형식이

주를 이룬다. 강남 댄스 학원들이 홍보의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며, 버스킹 팀들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 거리 버스킹 존의 자리싸움, 소

음 공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정된 시간 동안, 자신의 모

든 것들을 보여주려고 끼를 발산한다. 이들의 무리 중 한명은 카메라나

휴대폰을 통해 유튜브(Youtube)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다른 한명은 음

악 중간 중간마다 자신들을 홍보하는 멘트들을 섞고는 한다. 이들은 자

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할애한 후, 장비들을 캐리어에 담고 버스킹 존

으로부터 사라진다.

이러한 색다른 기류 속에, 버스킹 문화는 예전의 통기타만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한정된 장르가 아닌, 다양하고 좀 더 복잡한 방식을 추구하

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화의 축적과정을 거치고 있다. 합정역 골목

길 사이에서는 어쿠스틱 사운드 느낌의 음악을 커버(Cover) 형식으로 들

려주는 ‘듀오 버스킹(Duo Busking)’ 문화가 번성해 있으며, 홍대 인근에

있는 여러 버스킹 존에서 간혹 인디뮤지션들이 거리 공연을 서기도 한

다.

문화는 큰 흐름(Mainstream)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나름이며, 대중들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홍대 앞 장

소는 미디어와 방송 매체 등에 반응하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기이다. 인디음악 산업계와 비교했을 때, 대형 기획사 기반의 음악이

소비되는 전체의 규모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아티스트를 키워내고 홍

보하고, 만들어내는 데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벌어

들이는 수익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인디음악 산업 역시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전과는 달리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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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너무 젊은 느낌마저 든다. 홍대 인디음악 씬이 옅어졌다는 의견

이 분분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홍대 거리에 몰려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자들이 아닌,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며 K-Pop

을 사랑하여 해외에서 홍대 버스킹 존까지 돈을 모아서 찾아온다. 그들

에게는 K-Pop의 본고장이 홍대 앞 장소인 것이고, 한국에서 문화적인

것을 하려면, 홍대 앞 장소에 가야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한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K-Pop 댄스를 춘다. 또한 외국인

들에게 홍대 앞 장소는 개성 있는 것들이 많은 쇼핑의 중심지이기도 하

다. 인디 씬의 초창기에는 관계자들끼리의 홍대 앞 인디음악 이야기가

주로 대안적인 부분을 지향하였다면, 현재의 모습은 세대적으로나 문화

적으로나 이전과 결이 매우 달라서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다.

홍대 버스킹 문화는 자본이 없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음악적인 끼를 표

출할 수 있는 장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음악을 남녀노소에게 언제 어디

서든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가 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공간이 변용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버스킹 공연들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공간에서 수

행되기도 한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경의선 숲길, 홍대 애경타워 버스

킹 존 뿐만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옷가게 매장 앞, 혹은 특정 기업에

서 후원하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뮤지션들의 버스킹을 겸하기도 하며,

홍대 인근의 주차장을 빌려 기습적인 버스킹 공연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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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페의 이중성 : 낮과 밤의 공간 활용도

요즘에는 클럽이나 공연장에서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유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입장도 있다. 옛날에는 언더그라

운드 문화 자체가 주류로서 인식되는 시대였고, CD나 음원이 없었던 시

대였기 때문에, 직접 공연장에 가서 인디음악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홍대 인근 지역의 상업화와 젠

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이전의 클럽과 라이브 공연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속 구성

원들은 낮과 밤의 공간적 형태를 달리하거나, 기회에 따라 공연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상하여 생존 전술들을 재현해 내고 있다.

[그림 28-1(좌)] 제비다방 1층에서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

[그림 28-2(우)] 제비다방 지하 공연장 통로에서 대기 중인 관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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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홍대 근처에 ‘제비다방’, ‘카페 언플러그드’라는 카페들이

존재하며, 1층은 카페로 이용되고, 지하 공간은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제비다방은 낮과 밤의 공간 활용도를 달리하며, 세르토의 ‘가발

쓰기’ 전술로서 전유해내는 장이 되고 있다. 카페 주인은 SNS를 통해

일정 별로 무대에 오르는 인디뮤지션들을 공지하는데, 우연히 이곳을 방

문하거나 혹은 특정 뮤지션을 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장소를 찾

아온 사람들은 음식과 주류 및 라이브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색다

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29-1(좌)] 카페 언플러그드 1층의 카페 공간

[그림 29-2(우)] 카페 언플러그드 지하 공간에서 진행되는

‘오픈 마이크(Open Mic)’ 현장

카페 언플러그드의 경우, 인디뮤지션들에게 공연을 할 기회를 주기 위

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오픈 마이크(Open Mic)’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신청서, 데모 영상을 통해 선발된 뮤지션들은 이 장소에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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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은 매주 다양한 인디밴드들의 공연

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1층 카페 공간에는 기타를 누구나 연주

할 수 있게 구비되어 있기도 하며 기타, 드럼, 피아노와 같은 악기 강습

도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한편, 지하 1층에 마련된 공연 공간에서는 인

디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지게 된다.68)

3) 자유도 높은 공간적 실천

인지도가 낮은 인디뮤지션들의 경우도 개개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형

태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특유

의 어두운 불빛과 투박한 마감재를 갖춘 라운지 펍(Pub)을 대관하여 디

제잉을 위한 파티 공간으로 변용시키기도 하고, 클럽에서 인디 레이블이

주관하는 쇼케이스 형태로 신인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특별 행사 일환으

로 무대에 서기도 한다. 또한 인디뮤지션들은 자신의 작업실 공간에 소

수 정예의 인원들을 모아두고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레이블 내 합주실

에서 아티스트와 팬들과의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

들은 인디음악 씬을 구성하는 관계자들의 기획에 따라 공간의 ‘가발 쓰

기’ 전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간을 전복하거나 수정하여 변용하기 나름이며, 예전의 정형화

된 클럽과 공연장, 지정된 거리 버스킹 위주의 공연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관객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

아졌기 때문에, 인디음악 씬의 구성원들이 좀 더 색다른 음악적인 경험

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도가 높은 공간적 실천들을 전유해낸다.

인디뮤지션들은 소규모 연극 공간을 대관하여 시리즈 음악공연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이들은 한 달 동안 게스트나 컨셉(Concept)을 계속해서

68) 여행매거진 GoOn, “음악이 함께하는 저녁 라이브 카페&펍”,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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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 내고, 직접 음악극을 만들면서 자신들을 보러 온 팬들과 함께

공간을 전용시킨다. Butler(1990)는 ‘마치 ~인 듯’이 가장하며 행동할 때,

주체의 위치를 재생산시킬 수 있고, 또한 이를 변형시킬 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주체의 ’수행성(Performativity)’에 대한 실천

(Thrift, 2004: 43)이 선행이 되어질 때, 세르토의 ‘가발 쓰기’의 전술 효

과가 발현되게 되며(이승철, 2006), 이는 해당 장소에서 요구하는 지배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이다.(안미현, 2018) 또한, ‘냉장고 기획 공연’

형식으로서 인디뮤지션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팬들이 각자 집에 있는 음식 재료 중 하나씩 가져와서 입장할

시, 원하는 뮤지션 멤버의 상자에 담게 된다. 인디뮤지션들은 라이브 공

연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상자에 들어있는 재료들로 요리를 하며, 팬들

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색다른 형태의 음악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전혀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장소 속에 자신들의 이

야기를 담아내어 마치 이곳이 공연장인 것처럼 탈바꿈하기도 하고, 요리

공간에서 일명 ‘딴짓’을 해내는 전술들을 펼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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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릴라 전술로서의 예술적 실천

전술은 일상의 실천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기술로서, 강자의

시공간을 이용하되, 공간을 통과하며 흔적을 남기는 모험적 편력의 궤적

이다. 전술로서 공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것의 술책들, 파편화, 밀렵, 은밀

한 본성, 행동성을 통해 준-비가시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차적 생산을

의미한다. 공간 속에서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은 판옵티콘(Panopticon)

적인 도시를 활보하면서 타인이 생산한 상품, 메시지, 공간, 제도까지도

소비하게 된다. 홍대 인디음악 공간을 전유하며 음악적 상품성을 고르거

나, 거리공연을 눈요기하듯 거닐고 이를 은밀히 촬영해 음악을 모방하는

사람들, 이러한 관계망의 이미지를 조절하는 감상자들 모두 소비자이며

이차 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홍대 인디음악 씬이 존재하는 일상

적 공간은 지배의 전략과 저항의 전술이 충돌하는 전장과 동일시

(Storey, 1996)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투쟁과

같은 기동전을 감행하는 장소가 아닌, 자본화라는 전략적 지배에 대항하

는 교묘한 술수들이 작용하는 일명, 게릴라전이 수행되는 곳이다.(장세

룡, 2016)

초창기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였다면, 현재에는 홍대 앞 공간 활용 측면이 상당

히 비즈니스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디 씬 구성원 개개인이 기

업 자본에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좀 더 긴

밀한 전략을 세우며 기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영

향을 받는 대상들은 클럽과 공연장들뿐만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홍대 주

변의 공간들은 현재 공실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보통 3-4층의 임대

가 많으며 사무실들의 경우는 거의 다 빠져나갔다. 이처럼 직장인, 회사

원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다 보니 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를 단적

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 포차’가 있는 곳에 저가형 포차들

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포차들이 3개월마다 바뀌고 있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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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왔다가 빠지는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

형태로 이어지기 힘들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계속 해서 감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전 두리반 투쟁 이후로, 단합되어진 커뮤니

티가 현재로서는 대부분 흩어진 상태이며 사실상 패권 논리에 대항하여

가시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임대차보호

법과 도정법 미적용 등으로 인해,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제도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

게 거대한 상업화 전략이 점유하고 있는 이 곳 홍대 앞 장소에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술수로서의 게릴라

전술들을 고안해내고 있다.

1) 잔다리 페스타

모두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형 구조 속에 홍대 인디음악 산업 관계자

들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술 구도로서 취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술적

실천은 바로 ‘잔다리 페스타’이다. 더욱이 문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

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간 레이블 축제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 컨소시

엄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인디음악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

으로 여겨지고 있다. 잔다리 페스타는 2019년 기준으로 8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홍대 앞의 명절’인 셈이다. 페스티벌을 통해 홍대 인디 씬 관계

자들이 모두 모여 3일 동안 즐겁게 놀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전향점으로 볼 수 있다.

잔다리 페스타는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시적

으로 홍대 앞 장소를 이용하여 인디 씬 주체로서의 행동(Action)을 실천

화한다는 점에서 게릴라 전술로서 의의가 있으며, 도시디자인수법인 ‘전

술적 도시론(Tactical Urbansim)’의 시각과도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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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Tactical Urbanism의 과정69)

전술적 도시론(Tactical Urbanism)은 전략에 근거한 일률적 개념도시

를 만들어 온 장소에 대한 안티테제(Antitese)의 관점으로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이 전술적이고도 게릴라적으로 도시를 조금씩 빠르게 바꿔가

는 방안이다. 장소 이용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행동(Action)을 해

당 장소에 실천해내고,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행동(Action)으로

이어지거나, 좀 더 큰 비전(Vision)으로까지 이끄는 형태이며(안현진 ž 

박현영, 2013), 계속해서 실험을 해나가면서 도시를 하나의 큰 벡터로 끌

고 나가는 접근방법이다.70)

잔다리 페스타는 공공과 민간 부분이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진행되는 도심형 쇼케이스 페스티벌로서, 홍대 인근에 존재하는 공간들

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69) 건축사|Architect, “Tactical Urbanism and Parklet_KOBE Parklet in

Sanomiya, Kobe City”, kiramonthly.com, 2017.
70) 건축사|Architect, “Tactical Urbanism and Parklet_KOBE Parklet in

Sanomiya, Kobe City”, kiramonthly.co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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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잔다리 페스타가 진행되는 홍대 일대 공연장의 분포71)

잔다리 페스타의 경우 공연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기보다는 인디음악

씬 관계자들에게 쇼케이스를 보여주는 형식으로서, 비즈니스 사업이 엮

여져 있기 때문에, 대중 친화적이지는 못하다. 쇼케이스라는 행위성은 홍

대 일대 라이브 클럽과 공연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2019년

기준으로 20개국 119팀의 뮤지션들이 관객과 음악 관계자들 앞에서 실력

을 발휘하는 쇼케이스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스페셜 스테이지(Special

Stage)’는 잔다리 페스타와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외 음악기관, 페스티벌,

레이블들이 선보이는 무대이며, 올해는 대만, 헝가리, 부산, 프랑스, 캐나

다, 영국의 인디뮤지션들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다른 아티스트의 공연들

71) 잔다리 페스타, “SITE MAP”, zandarifesta.com, 2019.

(프리즘홀, 벨로주, 플렉스라운지, 레드빅, 무브홀, 컨벤트, 스틸페이스, 클럽

FF, 에반스라운지, 라이즈, 비비드, 프레드 페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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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기 위해 홍대 일대를 누비며 도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도 전 세계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음악 컨퍼런스가 열려 국내외 음악 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국내 음악과 공연 시장에 대한 진

단과 제언들을 나누기도 하였다.72)

[그림 32-1(좌)] 2019년 잔다리 페스타 홍보물

[그림 32-2(우)] 2019년 잔다리 페스타 컨퍼런스 및 워크샵 현장

잔다리 페스타가 표방하고 있는 목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

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페스티벌로서, 씬

내의 관계자들이 인디음악 생태계 안에서 스타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건

강성을 키우는 전술 방법들을 구사해낸다.

72) 잔다리 페스타, “PROGRAM”, zandarifesta.co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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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20년 SXSW 로고 디자인73)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는 1987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3

월 중순 경, 전체 축제 기간인 10일 가운데 5일 동안, 약 2000여 팀이 오

스틴 시 6번가 일대의 90여개 장소에서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공

연을 열고, 전 세계의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

는 세계 최대의 인디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는 오스틴 시 중심가에서 축

제를 열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방문하더라도 주변에 위치한 숙박시설

들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오스틴 시 6번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100여개의 라이브 클럽들이 밀집되어 왔으며, SXSW는 음

악, 영화, 인터랙티브 분야가 어우러지는 페스티벌로서, 전체 개최 기간

인 10일 중, 음악 분야가 총 수입의 70%를 가져간다. 더욱이 음악 공연

과 뮤직 비즈니스의 성격을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 관

계자들과 음악 마니아를 기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미래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1994년에는 영

화 산업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육성을 목표로 한 축제 및 컨퍼런스가 추

가 되었다.

오스틴 시의 뮤지션들이 직면했던 전형적인 문제점은 바로 텍사스의

한 가운데에서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위치적 결함이었고, 오스틴은

지역 내 뮤지션들의 외부 진출과 음악 관련 공간들의 활성화를 위해 페

73) SXSW, http://www.sxs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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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벌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오스틴 시의 환경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텍사스 주립대학(UT)이 존재함에 따라, 상당히 세계적인 도시로

인식된다. 또한 남북 전쟁 시기부터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George

Armstrong Custer, 1839-1876) 장군의 군사들이 이곳의 많은 클럽과 바

(Bar)를 즐겨 찾기도 했는데, 오스틴 시 4번가에서 6번가에 이르는 거리

에 형성된 클럽과 바들이 SXSW를 개최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 할 수

있다. 이곳의 음악 환경은 컨트리, 포크, 재즈, 블루스, 록 등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많은 오리지널 사운드(Original Sound)를 연주하는 클

럽들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박송희, 2006) 메이저사인 소니BMG,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 EMI, 유니버셜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오스틴

시에 위치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Inc.)라고 하는 민간 법

인 조직에서 주최하여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한순화, 2009)

잔다리 페스타는 이러한 SXSW를 표방하여, 홍대 일대에서 뮤지션들

이 산발적으로 쇼케이스 무대에 오르며 관객과 만나는 축제임과 동시에

음악마켓의 형태가 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하루아침에 인기 대열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홍대 인디 씬 안에서 유명해지고, 소비되어질 수 있

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해주는 동력이 바로 ‘쇼케이스 타

운 페스티벌’인 셈이다. 잔다리 페스타는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사)라

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서교음악자치회, 유데이 페스티벌, 자립음악생산

조합, 라운드앤라운드 등 홍대 인디 씬의 음악 단체들이 손잡은 조직위

원회를 통해 열리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홍대처럼 일정한 공간에 라이

브 클럽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드물다. 잔다리 페스타는 인디 씬에

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의 쇼케이스 공연이나 기획 공연, 컨퍼런스,

음반 판매 부스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이는 참여 뮤지션들을 대중

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홍대 인디 씬 자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취지이

며, 홍대 주변의 토지 비용 상승을 위한 부채질이 아닌, 건강한 성장을

의미한다. 잔다리 페스타는 인디음악 산업의 규모도 협소하기에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 속에서, 인디 씬 자체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전향점이

될 것이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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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리 페스타는 쇼케이스형 페스티벌이다보니, 해외 뮤지션들이 출연

료를 받고 오는 형태가 아니다. 이들 역시, 한국에 진출하고 아시아에 진

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방한을 하며, 홍대 인디뮤지션들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한계점은 물론 존

재한다.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음악 페스티벌 문화가 ‘피크닉’ 형식에 특

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쇼케이스형 잔다리 페스타에 익숙치 못하며,

축제의 절반 가량이 외국 밴드들의 무대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일부러 찾아오

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메리트가 없다보니 주요 관객층이 한정되어 있

다. 해외에서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문화원을 통해 직접 자신들이 선택

해서 데리고 오는 스페셜 스테이지(Special Stage)의 경우, 브리티쉬

(British) 라인이나 프렌치(French) 라인 등의 글로벌한 뮤지션들이 홍대

앞 공간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

페스티벌 자체가 하나의 큰 상품화로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는

평소와 다른 음악적 경험을 하기 위해 홍대라는 장소를 찾게 만드는 게

릴라적 전술인 셈이다. 잔다리 페스타는 여러 인디음악 페스티벌들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인디문화로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확장이 된 형태이

다. 그렇기 때문에, 페스티벌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폭넓은 연결성이 돋

보인다. 이전의 홍대 인디 씬에서 수많은 뮤지션들이 배출되고, 젠트리피

케이션과 함께 변화를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잔다리 페스타는 이 장소

가 가진 문화정체성을 또 다시 상기시켜주는 기회의 장이 되곤 한다. 다

양한 국가들의 인디뮤지션들을 접하며, 생소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못했

던 음악들과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이 페스티벌 자체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홍대 내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74) 권석정 아카이브, “[인터뷰] 세계 인디신 이제 홍대 ‘잔다리 페스타’로 모일

것”, https://blog.naver.com/moribe/221550494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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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유격전으로서, 상업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예술적인 우수

성을 다루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페스티벌 주체자들은

지속력과 회복력을 놓지 않으면서, 이 공간을 전용해내고 있는 다양한

인디 씬 구성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 신인 뮤지션들, 플랫폼

간의 교류를 구조화한다. 공연 이상의 음악적 경험이 발현되는 공간 전

술로서 홍대 인디음악 씬 관계자들은 내부 및 외부적으로 침투되며 홍대

앞 공간을 전유해낸다.75)

2) 라이브 클럽 데이

라이브 클럽 데이(Live Club Day)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홍대

앞 9개의 라이브 클럽과 공연장들이 주체가 되어 열리는 무경계 음악 축

제로서, 한 장의 티켓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아우르는 40여 팀의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날이다.76)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홍대 앞 장소에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홍대 정문 앞 놀이터 정비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월드컵을

기점으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하지만 월드컵이 막

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곳에 유입되었던 주요 요인은 바

로 ‘클럽 데이’였다. 2001년 3월에 시작된 클럽 데이는 일렉트로닉 음악

과 댄스를 주로 다루는 홍대 앞 공간들에서 이루어 졌으며, 10군데의 댄

스 클럽들이 연합하여 한 달에 한 번, 티켓 한 장으로 모든 클럽들을 입

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대 앞 댄스 클럽의 공간들은 각각의 개성을

75)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셀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실천> 발제 - 한예종 전

정환 교수 문화이론 수업”, https://ui-engineering.tistory.com/25, 2013.
76) 라이브 클럽 데이, https://www.facebook.com/liveclub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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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 53회 라이브 클럽 데이 포스터77)

담은 장르를 틀어주는 곳들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월드컵 이후로는 나이

트클럽 등의 문화가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댄스 클럽들의 성격이 쇠퇴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라이브 클럽들의 대안책은 SXSW와 같은 도심

형 페스티벌을 자체적인 모델로서 제시하여 2007년부터 ‘사운드 데이’를

개최하여 ‘클럽 데이’와 결합시키면서 규모를 넓혔다. 사운드 데이 역시

동일하게 한 달에 하루, 한 장의 티켓으로 10여 개의 라이브 클럽에서

동시적으로 열리는 공연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대형 클럽

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2011년 1월 117회를 끝으로 ‘클럽 데이’는 명

맥이 끊기게 되었지만,78) 라이브 클럽과 공연장 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라이브 클럽 협동조합’79)을 설립하여 2015년부터 홍대 앞 장소에서 발생

77) 라이브 클럽 데이, https://www.facebook.com/liveclubday
78) 시사IN, “홍대 앞, ‘라이브 클럽데이’의 귀환”, 2015.3.27.
79) 라이브 클럽 협동조합에 소속된 공간 : 4개의 라이브 클럽(에반스라운지,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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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클럽 데이를 부활시켰다. 이들의 취지는 소비의 공간으로 전락한

홍대 앞을 문화적 영감이 넘치는 곳으로 다시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홍

대를 대표하는 라이브 클럽들과 인디뮤지션들이 함께 협동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80) 라이브 클럽 데이는 매회 40여개의 팀의 인디뮤지션

들이 무대에 오르며, 홍대 주변에서 거의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한 공

연장들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게릴라 전술로서 이 축제는 매달 각각의

공연장마다 무대에 서는 인디뮤지션들의 라인업을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마다 취급하는 음악적 장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

양한 분위기의 음악 공간에서 색다른 인디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81)

[그림 35] KT&G 상상마당에서 진행된

‘라이브 클럽 데이’ 공연 현장

벤트, 클럽 에반스, 클럽FF) 및 5개의 공연장(KT&G 상상마당, 프리즘 플러

스, CJ문화재단 아지트, 벨로주, 웨스트브릿지)
80) 라이브 클럽 데이, https://www.facebook.com/liveclubday
81) 아트인사이트, “마지막 금요일은 핫하게, ”라이브 클럽 데이“”, 2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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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라이브 클럽 데이가 진행되는 클럽, 공연장의 분포82)

라이브 클럽 데이는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제54회를 맞이하고 있다.

라이브 클럽 협동조합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홍대

앞 주변의 9개의 클럽과 공연장이라는 음악 공간들을 마련하고, 40여개

의 팀의 인디뮤지션들이 라이브 음악이라는 예술적 실천을 통해 해당 장

소에 행위(Action)를 가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하루 동안 홍대 앞

공간은 전술적이고도 게릴라적으로 벌어지는 축제의 장(場)인 셈이며, 라

이브 클럽 협동조합은 특정 점들로 존재하던 인디뮤지션들을 라이브공연

장으로 끌어들여, 유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음악 공간마다

시간대 별로 정교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홍대 중심부에 위치한 티켓 판

82) 라이브 클럽 데이, https://www.facebook.com/liveclubday

(에반스라운지, 클럽에반스, 컨벤트, 클럽FF, KT&G 상상마당, 프리즘홀,

CJ문화재단 아지트, 벨로주, 웨스트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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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부스인 ‘씬디 티켓 라운지’를 기점으로 하여, 공연들마다 효과적인 입

장 관리를 위한 인력들을 배치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들은 홍대 앞에

서 라이브 클럽 데이를 개최하면서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매달 색다른

뮤지션의 발굴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힙합, EDM 등의 다양한 장르

를 수용하고, 또 다른 클럽 및 공연장들을 유입시키면서 축제의 지속성

을 위한 비전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릴라 전술들을 펼치고 있다.83)

4.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를 아우르는

O2O (Online to Off-line) 플랫폼 전술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계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가상공

간과 실제 공간을 가로지르며 음악적 경험들을 수행해낸다. 즉,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교차되고 연결되는 지점의 O2O 플랫폼 방식을

통해 홍대 주변에 형성된 인디음악 씬의 전반적인 공간 전술이 수면 위

로 드러나게 된다.

인디음악 씬의 관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디뮤지션의 공연 일정들을

SNS 상에서 정보를 얻으며, 공연 정보 어플리케이션인 문화N티켓, 아이

겟(i-Get), 카페 공지 등을 통해 티켓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후, 오프라인

공연장 내에서나 홍대 중심에 위치한 씬디 티켓라운지에서 티켓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인디뮤지션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공연

정보들을 팬들과 SNS 상에서 공유한다. 예전에는 오로지 공연과 버스킹

으로만 뮤지션 자신을 알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유튜브(Youtube), 사운

83) 시사IN, “홍대 앞, ‘라이브 클럽데이’의 귀환”,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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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클라우드(Sound Cloud)와 같은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데모곡을 공

개하는 등 SNS를 활용한 홍보 전술들이 만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

근에는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작업실이나 녹음실

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 인디뮤지션들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회사와의 미팅을 통해 라이브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을 수행한다. 개인

작업실에서 팬들과 ‘라이브 방송’이나 ‘팟캐스트(Podcast)’ 형식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라이브 클럽 공연장이나 인디 레이블 공

간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공간 속

에서 자신이 애정(Affection)하는 뮤지션이 일상에서 머물렀던 공간들을

발견하고, 오프라인으로 화제의 장소를 직접 찾아나서는 문화가 자리 잡

고 있다. 대부분 인디뮤지션들의 작업실과 합주실, 녹음실, 레이블이 홍

대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뮤지션이 주로 가는 장소들이 홍대 인근에 분

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음악 공연장뿐만 아니라, 뮤지션이

방문한 공간들도 함께 소비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홍대 인디음악 씬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형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들 역시도 O2O 전술을 취하게 된다. 우선 홍대 주변

에는 뮤지션들의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들과 인테리어가 잘 갖추어

진 카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음향 장비 대여를 가능케 하는 인디

레이블, 작업실, 녹음실, 합주실들이 밀집되어 있다. 의상 관련 업무 역시

여러 인디 레이블들의 뮤지션을 동시에 담당하며, 회사 근처의 수많은

옷가게와 의류업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위치적 장점이 있고, 외

적인 부분들은 온라인상으로 협찬이나 구매가 이루어진다. 인디음악 산

업 관계자들은 홍대 주변에 카페들이 많아 그곳에서 인터뷰, 회의를 진

행하며 음악적 비즈니스를 논하기도 한다. 인디뮤지션들이 거래하는 음

원 유통사의 위치는 특정화시킬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활용해 손쉽게

사업적인 연결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는 온라인

상으로는 거래처들 간의 사업적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는

홍대 주변의 공연장, 레이블, 옷가게, 카페, 합주실, 작업실, 거리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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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리 페스타, 라이브 클럽 데이와 같은 게릴라전 등이 일어나는 물리

적 공간들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리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플랫폼 생태계는 생산자 및 이차 생산자(소비자)들을 끌어

모으는 시장에 인프라와 규칙을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플랫폼 바

깥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

용을 도모함으로써, 내부로의 유입을 이끌고 있다.84) 홍대 앞 장소에서

는 ‘씬디 티켓라운지’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교차되는 지점의

O2O 플랫폼의 성격을 지닌다. 씬디 티켓라운지는 홍대 음악의 랜드마크

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연 티켓 판매처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홍대와

그 주변에서 열리는 공연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장소에서도 티

켓 구매가 가능하다.85)

플랫폼 내부에는 공급자와 소유자의 역할이 담겨진다. 공급자는 플랫

폼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씬디 티켓라운지 공간 안에 비치된 키오스크

기기와 더불어 각종 인디음악 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 및 물리적 공간을 지칭한다. 씬디 티

켓라운지는 아티스트 인터뷰와 추천 공연 등을 알 수 있는 소식지인 씬

디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레이블 홍보와 더

불어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팬들이 인

디뮤지션의 사진이나 물품들을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는 오프라인 공간이

기도 하다. 소유자의 경우, 플랫폼을 주최하고 관리방식을 제어하는 씬디

티켓라운지를 의미한다.

84)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플랫폼 생태계 부상에 따른 새로운 전

략의 규칙”, https://www.hbrkorea.com/magazine, 2016.
85)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티켓라운지 씬디”,

https://korean.visitseoul.net/entertain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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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홍대 인디음악의 O2O 플랫폼 생태계86)

생산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인 문화N티켓, 아이

겟(i-Get), 인터파크 티켓, 멜론 티켓 등이 해당된다. 이차 생산자의 경

우, 생산자가 만들어낸 장소 내에서 이를 이용하는 주체들을 의미하며,

이는 인디뮤지션, 레이블, 공연장, 스튜디오 녹음실, 합주실, 의상, 마케팅

86)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플랫폼 생태계 부상에 따른 새로운 전

략의 규칙”, https://www.hbrkorea.com/magazine, 2016. (‘플랫폼 생태계 참

여자들’의 모형을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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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상 관계자, 팬(Fan), 관객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인디음악 씬 구성원

들이다. 매개자는 생산자와 이차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거나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서, 유통사나 홍대 주변 옷가게, 소품 숍

(Shop), 카페, 단골가게, 펍(Pub), 식당, 포장마차 등과 같은 각종 오락문

화와 온라인상의 유튜브, 사운드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크라우

드 펀딩, 팟캐스트 등을 의미한다.

생산자, 매개자 및 이차 생산자는 앞서 이야기한 씬디 티켓라운지 플

랫폼 내부로 유입되면서 가치와 정보를 교환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는 구성원들의 공유와 능동적인 참여가 전제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수록, 플랫

폼의 규모는 확장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성원들을 공급자, 소유자, 생산

자, 매개자, 이차생산자로서 구분하였지만, 이들의 역할은 전복 가능하

다.87) 이처럼 현재의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모습은 O2O 플랫폼 외부

와 내부의 총체적인 관계망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끊임없이 횡단하고, 다층적으로 넘나들며 유동하는 생

태적인 전술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홍대 앞은 더 이상 초창기의 문

화를 지닌 고유한 장소가 아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자본화의 영향으로

주변부적 불안정성 가운데서 그 변화를 포착하여 홍대 앞 공간 조직들을

변화시키는 급격한 운동성을 감행하는 전술(장세룡, 2016)들을 구사하고

있는 주체들은 다름 아닌 인디음악 씬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홍대 앞 인디음악 씬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공간 전술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외부의 생산자, 매개자 및 이차 생산자들을 내부로

유입시키고, 공간을 직접 찾아오게끔 하는 수행성을 담보한다.

87)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플랫폼 생태계 부상에 따른 새로운 전

략의 규칙”, https://www.hbrkorea.com/magazi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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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음악과 장소성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홍대 앞 인디음악의 장르적 탄생을 다루는 선행 연구들과 차별

성을 둔다는 점이다. 사람에게 전해지는 감각적 심상으로서 장소성을 이

해할 때, 음악이라는 것은 홍대 앞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며, 나

아가 도시의 이미지에 정체성을 형성해낸다, 홍대 앞 장소는 혁명적인

인디음악의 발상지임과 동시에 자본화라는 모순된 상황이 공존하게 되면

서도 여전히 이곳의 상징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힘의 주체는 바

로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여전히 음악 공간들

을 만든다고 했을 때, 홍대 이외의 곳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뮤지션,

레이블, 유통사, 관객들을 만날 공연장과 클럽, 주변 상권들을 아우르고

있는 생태계가 이곳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대 앞 장소는 음악을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 술집 등의 다양한 놀이 문화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음악 산업 관계자들 역시 이곳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층위에서의 경험과 시간을

체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있는 주

체들이 일상생활에서 홍대 앞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소비하는지에 대

해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론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구성원들이 어떠한

주체적인 활동들을 수행해내고 있으며, 이들의 공간적 실천이 홍대 앞

장소에 얽혀진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하는지를 추적한다. 현재는

이곳이 ‘범홍대권’이라고 불릴 만큼, 홍대 앞 장소의 확장성과 변화의 폭

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된 확장 요인이지만,

인디음악, 카페, 서점, 대학, 놀이 문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홍대 외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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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확산이 이차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다양

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어야 장소의 정

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드시 홍대 앞 장소에 인디음악

씬 구성원들의 행위성과 더불어, 이 공간에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지를

간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을 발견하기 위해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 수단인 걷기 행위와 가발 쓰기

전술 등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홍대 주변에서 벌이는 수행성을 기록하였

다. 현재의 홍대 앞 장소의 모습은 인디음악 씬 구성원들이 전략화된 장

소 내부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에 맞서 가시적으로 투쟁하려는 움직임보

다는, 일상생활 속 걷기 행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간을 전유해내며 오

히려 이를 역발상하여 이용하거나, 패러디하는 식의 공간 전술들을 발현

시키고 있다. 이들이 걷기 행위라는 수단을 통해 만들어낸 관계적 메커

니즘은 대부분 홍대 앞에 존재하는 인디음악 생태계 내부에서 구동되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다. 홍대 앞은 신촌 근방이라는 지리적 이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디뮤지션, 공연장, 클럽, 카페, 인디레이블, 팬,

영상 업체, 프로듀서, 의상 관계자, 녹음실, 합주실, 주변 놀이 문화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생태계가 숨 쉬는 곳이다. 밀도 있고, 다양

한 성격의 문화 공간들이 이곳에 존재함으로써, 끊임없이 사람들이 유입

되게 되고, 이들의 발자국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며 오랜 기간 축적된 사

람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 본론에서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홍대 주

변을 배회하며 영리하게 공간을 전용해내는 수행성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밝혀냄으로써 홍대 인디음악 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 함의로서는 아이돌 음악에만 편중되어져 왔던 한국

의 상업성 짙은 음악시장을 비판하고, 획일적인 음악만을 생산해내는 체

제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창조적인 음악 산업으로서 도약하는데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장소에

배태된 홍대 앞 인디음악의 혁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것이 음악적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 장소에 잔존해있고 축적되어온 결집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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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자본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모순과 갈등 속에 존재하지

만, 홍대 인디음악 씬 전체가 상업적으로 물들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장소에는 우연적인 측면과 더불어, 당시 사회적

인 이슈들과 홍대 주변 환경의 조성 과정이 모두 결합된 기점에서 홍대

인디음악 씬이 태동하고, 변화해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홍대 앞

장소에는 인디음악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90년대 인디음악이 태동했던 시기부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공간 이용 궤적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밀한 연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적한 구

성원들의 미시적인 수행성들이 겹치며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조가 바로

현재의 홍대의 모습이며, 내부로는 사람들의 관계와 경험들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다. 더불어 인디음악 씬 구성원들은 변화되는 미디어의 환경

을 수용하면서, 홍대 앞 장소를 지속성을 가진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다. 즉, 이들은 기존의 공간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로컬 안에서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존 전술로서 찾아내어

또 다른 형태로 전유해낸다.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흐름 속에서 인디음악 씬 주체들은 인접지

대로의 발산 및 수렴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홍대 앞 장소 내에 존재하

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은 홍대 앞

에 축적되어 온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간들의 존재와 더불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수행성이다. 이전부터 홍대 주변에는 미술학원, 갤러

리, 공연장, 클럽, 인디레이블, 영상 산업, 음향 업체, 술집, 카페, 쇼핑 공

간, 놀이 문화 등이 축적되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장소 특정적인 성격의

인디음악이 배태되어 왔다. 현재에도 골목골목 색깔 있는 공간들, 가게,

서점, 개인 숍(Shop) 등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자극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전부터

홍대 앞 장소는 남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이 허용되고, 개별성과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지역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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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있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홍대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

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홍대 주변에서 개성을 표출해내는 색다른

장르의 문화 공간들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화의 굴

레 속에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찾아오게끔 유도한다. 또한 이

곳에 골목골목 위치한 문화적 다양성은 홍대 거리를 자연스럽게 걷는 행

위를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며, ‘만남의 장’으로서 기능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문화를 조성하였을 때, 지속성을

이끌었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들

의 연결성은 생각 이상으로 견고했고, 이는 홍대 주변의 다양한 문화 공

간들을 주체적으로 걷는 행위의 과정을 통해 연결성의 깊이를 발견하였

다.

홍대 앞 장소가 사회문화적으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음악과 문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얽혀 있는 인디음악 생

태계가 존재해서이다. 이렇게 장소를 기반 했을 때, 인디음악 씬 구성원

들은 자신의 독특한 취향과 관점, 애정(Affection)을 통해 공간을 지탱하

며, 그러한 공간 속에서 행하는 그들의 예술적 실천들이 장소성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홍대 인접지

대로까지 구성원들의 수행성이 확장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홍대 앞이

가지는 ‘자기다움’이라는 상징자본을 추구하며 유입되는 이들도 존재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홍대 주변에 밀집된 다양한 성격의 놀이

문화 공간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으며, 인디 씬 구성원들이

걷기 행위를 통해 이루어낸 인적 네트워크와 예술적 실천들이 홍대 인디

음악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지탱해주고 있음을 밝혀낸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를 거니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전유해내는 공간 실천들과 함

께, 걷기의 신체성에 기반한 관계적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의 시도는 현

시대에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

인지에 대한 혜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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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Practices of Participants

in Hongdae Indie Music Scene

: Focusing on Michel de Certeau’s Spatial

Tactics and Appropriation

Kim, Hyo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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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s pop music market is heavily commercialized, with its

structure lopsided in boy/girl band music grown in the big

entertainment industry. Large-scale music agencies use virtual space

to promote K-pop artists and focus on performance-oriented music

through what they call ‘Militarization Strategy’ that lacks the

sincerity of the venue. Recently booming hanlyu shown in ‘BTS

syndrome’ is creating fandom culture that causes ripple effects around

the world beyond Korea and Asia. Despite the explosive popula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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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lyu cultur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mong domestic and

foreign media that Korea is failing to foster musical d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space around Hongdae areas, where place based

musical resources have been densely accumulated. This is the place

where Korean indie music had been created since the mid-90s, while

still remaining as a place where various musical attempts are

continuously experimented. Despite the growing capitalization since

the 2000s, constant influx of people with desire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has constructed ‘Indie Music Scene’ around Hongdae

areas, which have attracted musicians in diverse genres, various

artistic practitioners and cultural revelers.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e music and

space, which was expressed Hongdae area. Arts expressed in certain

places form emotion accumulated throughout time and space. Since

indie cultur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area, members of this indie

music scene have produced dense cultural spaces full of performance

sincerity. Now, ‘Around Hongdae areas’ has different picture from the

early days when musical revolution was aflame. In the midst of rapid

capitalist transformation of the areas through gentrification, members

of the indie music scene around Hongdae areas are utilizing various

spatial tactics for survival.

The spatial practices of subjects who make up the indie music

scene are interpreted by Michel de Certeau’s theory of spatial tactics.

This study contains performativity that members of Hongdae indie

music scene do something in daily life through walking activities

around Hongdae areas. It aims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people by analyzing their use of dense cultural spaces around

there. It also seeks to find the ‘la perruque’ technique, another spatial

tactics by de Certeau, from the performance of participants in



- 120 -

Hongdae indie music scene. This technique is to show worker’s

ability in the workplace, while also to check his solidarity with other

workers, and then to discover creative tricks in the monitored place

and enjoy the fun cunningly. In other words, ‘la perruque’ is a way

to reintroduce and appropriate popular tactics of other time and space

into the present space. This survival tactic is to survive by using

clever tactics against the strategic rule of capitalization. Typically,

around Hongdae areas, there are the hybrid busking performance

culture, cafes that differ in the use of space during the day and

night, and indie musicians who perform music in the cooking or

theater space. The subjects crack the dominant order required in this

space and perform la perruque tactics, pretending to be ‘as if’. Also,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spatiality of microscopic

survival tactics such as guerrilla tactics and O2O platform tactics.

Around Hongdae areas, guerrilla tactics such as ‘Zandari Festa’ and

‘Live Club Day’ are taking place as artistic practices taken by indie

music industry experts. In addition, participants in Hongdae indie

music scene implement the O2O platform tactics that intersect and

link online and off-line spaces, focusing on a place called ‘Xindie

Ticket Lounge’. Through this progres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verall spatial tactics of the indie music scene that have been formed

around Hongdae areas.

keywords : music, performativity, Michel de Certeau, spatial

tactics, walking, pedestrian enunciation, la perruque,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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