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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라이브 콘서트 소비 경험과 딜레마

유지연( 국 워릭 학교)

1. 서론

2. 포스트모던 소비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파편화(fragmentation)

  2.2. 생산과 소비의 융합(integrati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2.3. 포스트모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postmoder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2.4. 병치된 다양성(juxtaposed multiplicity)

3. 인터뷰 설계

4. 사회적 차원에서의 음악 소비 경험

5. 결론: Confucian Postmodernism

이 은 음악 상품 소비 경험이 음악 소비자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

이 되는지에 한 연구로, 라이  콘서트 소비자 분석을 통해 문화 소비 경험

과 련된 소비자의 딜 마를 탐색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음악 상품 경험

과 소비에 을 맞추어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20명의 라이  콘서트 

객과 심화 인터뷰를 통해, 음악상품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경험

과 련된 딜 마가 분석되었고, 특히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순응

과 자기표 과의 갈등을 심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사회에 녹아 있는 유교사

상과 련 깊은 체면, 과시 등의 요소가 개인의 개성과 자아 표  이슈와 부딪

치며 표출되는 딜 마가 음악 상품 소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

여 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상품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Confucian 

Postmodernism’이 제시되었다. 이는 서양 심의 포스트모던  소비 개념만

으로 완 히 설명될 수 없고, 한국만의 유교  성향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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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대중음악, 라이브 콘서트, 소비, 소비 경험, 소비자 정체성, 포스트모던

소비

문화상품 소비 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임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는 체면

을 지켜야 하면서도 한편으로 문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

내려는 한국 문화소비자가 보이는 딜 마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음악 

산업  문화 상품 마 에서도 더욱 주목해야 할 실용  가치를 제공해  

것이다.

1. 서론

음악 산업은 지난 10년간 디지털 음악의 등장과 음악 생산 기술 

발 으로 큰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Hesmondhalgh, 2009). 이러한 디지

털 기술의 등장은 음악 소비자들이 유형  상품 구매 없이 디지털화

된 음악 상품 구매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음악 소비 

구매 패턴의 변화는 음악 산업과 시장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에는 주로 음악상품이 유형 인 상품, 즉 카세트테이 , CD, LP 등

이 도매와 소매상을 걸쳐 소비자에게 달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주로 디지털 유통 채 과 고속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형화된 

디지털 일로 달된다. 2013년 발매된 IFPI 자료가 보여주듯이 이

러한 디지털 음원이 음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차 높아지고 

있다. IFPI 리포트에 따르면 2012년  세계 디지털 음악 수입이 2011

년에 비해 9% 상승한 $56억으로 집계되었으며 이것은 체 음악 산

업 수입의 약 1/3을 차지하는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12년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음악 상품 매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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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로 기록되기도 했다.

디지털화된 무형의 음원이 음악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정착되고 있

는 시장 변화와 함께 라이  음악 시장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이  콘서트는  세계  차원에서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객층을 넓히며 음악 산업에서 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Frith, 2007; 

Holt, 2010; Montoro-Pons and Cuadrado-Garcia, 2011). 과거에 라이  콘

서트의 역할은 주로 앨범 매를 도와주는 로모션  차원이었다면, 

재 라이  공연은 음반회사의 주된 수입원으로서 음반 매 감소로 

인한 손실을 메워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Connolly and Krueger, 2005; 

Holt, 2010). 라이  음악 상품은 디지털 음원처럼 비(非) 물질  형태

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된, 

소비자들의 사회  경험과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공존(co-pres-

ence)의 경험을 제공한다. 공연자, 공연자와 객, 그리고 객들 사이

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  연계감은 음반 상품 소비를 통해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이라 하겠다. 이러한 라이  콘서트에 한 

문헌 연구는 최근 음악 연구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 히 미비한 실정이다(Frith et al., 2010). 기존의 문헌 연구를 살펴보

면 표 인 라이  음악 연구는 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음악 페스

티벌에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Cohen, 1993; Connell and Gibson, 

2003; King, 2004; Kozinets, 2002), 이외 주요 연구로는 통계  분석을 

통한 라이  콘서트의 경제  효과에 한 연구가 주로 논의되어 왔

다. 이  주요 주제로는 티켓 가격과 매 수요(Black et al., 2007), 티

켓 가격(Krueger, 2005), 행동 경제학(Earl, 2001), 수입과 고용 효과(Gazel 

and Schwer, 1997), 마 (Minor et al., 2004; Rondan-Cataluna and Martin- 

Ruiz, 2010) 등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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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은 음악 상품 소비 경험의 사회  계를 탐구하

고, 음악 상품 소비에 한 이론  이해를 발 시키려고 한다. 특히 

음악 소비자를 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문화 상품 소비와 사

회문화  맥락을 탐구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 상품 소비를 

통해 소비자의 정체성이 표 되고 드러나는지에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디지털화된 음악 환경 아래, 개인 ·사회  경험이 결속

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라이  콘서트가 직 인 실증  찰 연구

를 통해 소비 경험의 사회  계를 탐색하기에 음반 상품보다 

하다고 단되었기에, 라이  콘서트 상품을 주요 연구 상으로 선택

하 다. 이를 통해 라이  콘서트 소비 경험이 소비자들이 자신을 표

하고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련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

을 통해 사회  계를 맺는지 탐색하여, 한국의 특정한 사회문화  

실에 기반을 둔 개념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2. 포스트모던 소비에 관한 이론적 배경

한국 사회는 서양 국가들이 세기에 걸쳐 겪은 근 화를 지난 몇 

십 년간의 짧은 기간에 겪었으며, 특히 1990～2000년 사이에 등장한 

국제화와 세계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새로운 포스트모던  개념과 시

류를 마주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와 자기 표 을 지지하는 생각, 개념, 

철학들이 미국과 유럽 사회로부터 다양한 문화 상품을 통해 유입되었

으며, 주로 은 세 에 크게 향을 미쳤다. 새로운 포스트모던  세

계 경제와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획일화된 질서가 강조되던 한국 사회

에서 소비를 통한 개인 표 과 차별화 욕구가 강하게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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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의 이론  배경은 이러한 1990년  이후로 등장한 한

국의 사회문화 ·경제  변화와 함께 맞이한 포스트모던 소비(Postmo 

dern Consumption) 이론을 심으로 음악 소비 경험을 탐색하려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한 이론은 일반 으로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근되어 왔고 심지어 학문  정의조차도 일 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Denzin, 1993; Firat and Venkatesh, 1995; Goulding, 2003; McRobbie, 

1986). 포스트모던 이론은 주로 1960년  등장하여 건축, 음악, 술과 

같은 분야 반에 걸쳐 등장했는데(Bradbury, 1995; Featherstone, 1991), 

일반 으로 포스트모던  특징이라 함은 은 의미에서는 사회  변

화와 연 된, 과거 물질 심의 산업  생산 사회에서 정보 기반의 

미디어·이미지 심의 소비 사회로의 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에서 취하려는  한 문화  는 술  상으로 이해되

는 사조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소비 사회로 

환되는 사회경제  상 변화에 을 맞춘 ‘포스트모던 소비’를 

심으로 이 연구 주제를 탐색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포스트모던  

개념은  한국 소비 사회에서 사회문화  변화를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툴로 사용되며, 특히 한국의 음악 소비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의 사회문화  콘텍스트와 다이내믹하게 연 되어 있

는지를 밝히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방 한 포스트모더니즘 련 문헌 

연구는 이 연구의 범 를 벗어나기에 다 지지 않으며, 포스트모던 

소비 사회와 련된 주요 개념들이 실증 연구를 해 사용된다.

포스트모던 소비에 한 연구는 1990년  반부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소비자의 본질과 주요 마  원칙을 재구성·재정의 

하려는 필요성에서 주로 마 과 소비자 연구 부분에서 시작되었다

(Brown, 1995; Firat and Venkatesh, 1993, 1995; Sherry, 1991; van Raa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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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특히 Firat과 Venkatesh(1995)의 연구가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

한데, 이들은 실성(hyperreality), 편화(fragmentation), 반 된 생산

과 소비(reversed production and consumption), 탈 심  주체(decentred 

subjects)와 상반된 병치(juxtaposition of opposites)를 포스트모던  상을 

표하는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소비와 

련된 다면화된 특징들은  소비자들이 가진 복합  정체성을 잘 

나타내 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 소비가 어떻게 소비자의 일상에서 정체성을 형

성하고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

서 포스트모던 소비의 주요 개념  한국 소비 사회의 사회  실과 

련한 이슈를 이해하기 한 주요 개념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① 편화(fragmentation), ② 생산과 소비의 융합(integration of produc- 

tion and consumption), ③ 포스트모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postmoder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④ 병치된 다양성(juxtaposed multiplicity)이다.

2.1. 파편화(fragmentation)

포스트모던 이론에서 개인은 주로 편화된(fragmentation) 주체로 

묘사된다(Brown, 1995; Hall, 1997). 포스트모던 개념 이 의 모던  개

념에서는 인간을 자율  이성과 사유를 가진 주체로 설명하 다면, 

포스트모던  인간은 탈 심  자아로 설명된다. 한 포스트모던  

개인은 편화되고 불안정하며 측불가하다(Kellner, 1989). 이러한 개

념은 과거의 통  신념, 사회 질서, 문화  가치와 국가  습 등의 

제도에 의해 주로 개인의 정체성과 의미가 부여되던 사회 시스템의 

역할이 차 약화되고, 사회는 더 많은 유연성, 기술 개발, 역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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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함으로써 개인은 더욱 편화되고 불안정하고 측 불가능한 상

황을 경험하게 되는 상과 련 깊다. 한 시장이 더욱 작은 단 로 

세분화되고, 더욱 더 많은 상품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Brown, 1995; Goulding, 2003, Hall, 1997; Kellner, 1995), 차별화를 해 

좀 더 극 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 하고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소비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행 가 아니라, 자유

롭게 개인이 원하고 선호하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선택하고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 .

2.2. 생산과 소비의 융합(integrati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과거에 비해 포스트모던 경제에서는 소비가 생산보다 더 요하게 

생각된다. 소비란 상품 는 서비스가 지닌 상징  의미가 달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개인  선택과 정체성이 형성되고 보인다

(Arnould and Thompson, 2005; Bradshaw and Dholakia, 2012). 이러한 

은 소비란 단순하게 상품을 구매 는 획득하는 과정이 아닌, 특정한 

상품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가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나 정체성을 생산

해내는 과정으로 본다(Firat et al., 1995; Firat and Venkatesh, 1995; Proctor 

and Kitchen, 2002; van Raaij, 1993).

2.3. 포스트모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postmoder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개인화는 포스트모던 소비자를 특징짓는 특성  하나이다(Cova, 

1996). 개인이란 사회가 지배하는 가치와 념에 의해 향 받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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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좀 더 다이내믹하고 상호작용

인 계에 있다고 본다. 정해진 사회의 통, 가치 , 규범과 문화 속

에서 비교  자유로워진 개인은 소비를 통해 개성 추구, 라이 스타일 

추구, 자기표 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Harvey, 1990). 따라

서 소비는 요한 사회  메커니즘으로서 사회 안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역할을 하게 해 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개인은 차별과 

개성 추구를 통해 개인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 이게

도 새로운 개념의 ‘신부족(neo-tribes)’을 구성하고 소속감을 추구하기

도 한다(Cova, 1997; Firat and Dholakia, 1998; Maffesoli, 1996). 그러나 여

기에서의 집단주의  개념의 성격은 혼종 이고 유연하며 일시 이

다. 이종 (heterogeneous)인 특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며, 과거의 동종 집단 성격처럼 획일화를 요구하지도 않는다(Cova 

and Cova, 2001). 즉, 포스트모던  상인 개인주의가 강조되나, 동시

에 새로운 형태의 집단주의가 재형성되는 상을 보여 다.

2.4. 병치된 다양성(juxtaposed multiplicity)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지배  개념을 부정하며, 다수의 생각과 

선택에 열려 있다(Firat and Venkatesh, 1995; Goulding et al., 2002; van 

Raaij, 1993). 실이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으로서 단일화된 시스템

에 완 하게 동화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차이의 인정, 분 화 강

조, 다양성과 심지어 모순되는 까지 받아들인다(Firat et al., 1995; 

Firat and Shultz II, 1997).

이러한 포스트모던 소비 이론의 주요 개념들은  소비 사회의 

변화, 유동, 그리고 혼종(hybridity)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을 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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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국 음악 소비자의 소비 경험을 연구하기 한 실증  연구

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사용된다.

3. 인터뷰 설계

응답자는 공연 기획사의 허락을 얻어 소셜 네트워크 ‘트 터 (Twitter)’

를 통해 음악에 심이 있고 최근 라이  콘서트 상품을 구매한 소비

자를 상으로 모집되었다. 인터뷰 응답자 샘 은 본인이 음악에 심

이 많으며,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라이  콘서트 구매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그들이 활동 인 음악 소비자이

자 지속 으로 음악 소비에 한 심과 기본 인 지식을 가진 유의

한 샘 임을 의미한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최종 으로 20명의 지

원자가 응답자 샘 로 선택되었고, 개별  인터뷰는 2011년 5월과 

6월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응답자 샘 의 로필은 26세에서 52세에 

걸쳐 분포되며, 부분 20～30  졸 이상의 문직 직장인 는 학

생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서 설명하 던 포스트모던 소비 사회의 

이론  배경에 합한 은 세 의 산층· 문직·지식 계층이자 문

화 소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단되었다. 인터뷰는 일 일로 약 60분

에 걸쳐 진행되었다. 질문 순서는 사 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유동 으로 조정되었다. 질문은 반구조 (semi-structured)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일상 인 삶에서의 문화 소비와 사회  계에 

해 집 되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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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차원에서의 음악 소비 경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음악 소비 경험은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소비는 소비 경험을 통해 타인과 계를 맺거나 계를 더 강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사회  계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정체

성 사이에 상을 해야 하거나 갈등을 겪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음악 소비는 응답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주요 기제로의 역할

을 하기는 하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음악 소비와 연 하여 갈등을 

겪고 상을 해야만 했다. SJ의 경우, 2011년 비교  은 나이에 홍

보 회사를 시작하여 사업 확장을 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학에서 

작곡을 공한 그녀는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아이돌 공연과 내한공연

까지 다양한 종류의 콘서트를 다니며 CD도 열심히 구매하는 극

인 음악 소비자 으나, 이제는 그녀의 모든 일상이 변해버렸다.

“그게 제가 28살에 회사를 비하고 29살에 오 을 했잖아요. 그 나

이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하고 억 르고 그리고 새로운 나를 굉장

히 빠른 시간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스트 스 어요. 직업상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내 나이 때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있었죠. 그런

데 내가 그 게 생각 안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표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 날 더 변화시키고  그 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모습은 원래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무 많은 내가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평범한 20

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타이틀이라는 게 억 르는 거죠. 사람들을 만

나도, 회사에 소속된 이 나이었으면 안 해도 될 걱정들을 했던 거 같아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라이  콘서트 소비 경험과 딜 마_유지연  143

요. 공연을 보러 가도 이제는 비즈니스로 하게 되지 처럼 즐길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공연장에 혼자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맘껏 좋아하고 울기도 하게.”

SJ는 회사 CEO로서의 그녀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역할에 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설명했다. 그녀의 음악  지식과 취향은 그녀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에는 사회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재는 더 이상 그 지 않다. YA의 이스

도 비슷하다. 그녀는 출 사 표이자 6살 아이를 둔 엄마이다. 한국

의 형 인 워킹맘으로서 자녀 양육과 집안일, 그리고 회사 운 까지 

책임지고 있다.

“차이가 있지요. 음악을 취미로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모 당연히 

그들하고 서로 연 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그 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몇 년  같았으면 내 친구들에게 정보를 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 요. 그런데 이게 내 나이 때가 되면 선택 인 삶

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게 안 하면 몸이 버텨내지를 못한다고 

해야 하나. 한정된 인간 계 안에서 사는 거 같아요. 회사 사람, 업계 

사람, 일로 만나는 거 말고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왜냐면 그

게 나이 들면서  업계 친구들하고 더 친 감을 느끼지 원래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는 오히려……왜냐면 삶이 무 다르니깐요. 지  한창 

애 키우는 나이라는 게 커요. 왜냐하면 집에 일  가야 하고. 밖에 오래 

나와 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죠. 근데 지 은 체력이 

완 히……그니깐 애 본다는 게 굉장히 많은 체력과 정신력을 요하는

데, 그 다고 내가 회사에서 충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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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바운더리가 엄청 어들었죠. 워킹맘으로서 표로서 살다 보니 

그 게 된 거죠. 그런 거 있자나요. 되게 막 불필요한 거는 막 쳐내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싫어요. 돈 낭비보다도 더.”

YA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개인  그리고 사회  역할

에 한 딜 마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가족과 일에 한 부담

감이 소비 활동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된다. 결국 밸런스를 맞추

며 자신이 처한 갈등을 조 해 나가는데, 그녀에게 사회  책임과 가

족 문제가 그녀가 사회 계에서 선을 는 데 가장 요한 요소가 된

다. 이 에는 온라인 음악 카페의 활발한 회원으로 그녀의 남편을 그

곳에서 만났으며, 다양한 콘서트와 클럽 공연을 카페 회원들과 함께 

다녔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그리고 회사 표로 승진하면서 그녀는 

형 인 사회와 가족의 책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음악 소

비 활동을 통해 표 하려고 했던 자기표  방식은 차 퇴색되고 

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한정된 자원을 리하기 한 상을 해야만 

한다. 여 히 음악 소비를 하려는 열망은 남아 있으나(특히 그녀가 좋아

하던 가수가 공연을 하거나 내한공연을 올 때), 음악 소비에 있어 끊임없

는 상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즉, 음악 소비 

역에 있어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  열망 는 갈망에 의

해서 형성된다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과 가족에 한 

상충  요구와 갈등하고 상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DH와의 인터뷰 한 음악 소비를 통한 정체성 표 이 사회  

역할과 부딪쳐 나타나는 상 과정을 보여 다. 기업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그가 얼마나 그의 사회생

활과 가정에서 음악 소비와 련된 갈등을 경험하는지를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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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큰 규모의 J-Pop 동호회를 운 하 을 정도로 음악에 열정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과 연말 오 라인 티를 열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음악 소비에 투자했었다.

“결혼도 하고 애기도 생기고 나서……제가  곧 마흔이잖아요. 그

게 되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특히 집사람한테……집사람이 원래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원래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더 

재미있게 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는 돌아섰더라고요. 근데 

는 아직까지는 그 동호회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게 좋은데 그 게 편안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어버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게 하고 

싶고……그 지만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좀 

힘들어졌어요. 그건 못하겠고. 하고는 싶은데 집사람이 그걸 반 를 해

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도 조 은 그런데 나가면 가벼워질 수가 없

어요. 가벼워지고 싶어도 무게를 잡는 편이고.. 약간 제약은 있는 것 같

아요. 사회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하지만 마음은 그거를 좀 

더 격 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얘기 안하고요. 

교회에서는 홀리한 얘기만. 교회에서는 인터넷 련 사를 하는데 거

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 회사에서는 가끔 해요. 회사

에서는 제가 소녀시  팬인  알고 있으니깐 공유를 하고 싶어서 노력

하는 편인데 호응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덜 하는 편이고……그 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할 상이 없어요. 요즘엔 소시팬들도 트 터를 많이 

해요. 걔네들하고 가끔 얘기하는데……소시란 단어를 굳이 안 넣죠. 집

사람이 트 터를 하니깐 치를 보면서. 다른 자아로 살죠…….”

DH가 보여주는 딜 마 한 일상 삶에서 사회, 가정과 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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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의무와 책임을 고려해야 하고 그 각각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데

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과거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음악과 

연 된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강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열망에 그치고 만다. 년의 가장, 교회의 일원 

그리고 기업 간 리자 의 회사원으로서 사회가 그에게 기 하

고 있는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와 같은 음악 

소비에 한 심과 열정이 단지 개인  성향이 아니라 그의 사회  

정체성에도 향을 미치는, 즉 사회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집단 인 유교 문화의 향으

로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을 그는 알기에, 그의 략은 그의 음악에 한 개인  투자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략을 택함으로써 사회에서 원하는 한 일원으로 

보이도록 신경 쓰고 있다. AR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홍  클럽이나 록페스티벌 마니아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회사 동료들이 그녀를 낯설 게 느끼는 것이 불편했다고 말했

다. 홍  클럽을 가고 콘서트를 가는 것은 개인  취향임에도 불구하

고 회사 상사들이 그녀에게 보인 곱지 않은 반응 탓에 그 후로는 의도

으로 그녀의 음악  소비 성향과 투자를 감추는 략을 택하게 되

었다. 앞에 언 된 응답자들의 경우, 음악 소비가 일상에서의 책임과 

압감, 사회  시선과 맞물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사회에서 인

정받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해 음악 소비를 통해 표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거나 는 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유교  가치에서 강조되는 지 와 그것과 결부된 역할에 

따른 책임감과 순응에 부합하기 해, 음악 소비를 통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는 드러내고 어떤 상황에는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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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소비의 과정에서, 사회  정체성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데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만큼이나 타인과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획일화되고 사회  조화를 강조

하는 유교 심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심을 가진다. 여기에서 소비는 사

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나타내는 것을 가

능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이 이미지는 끊임없이 주변 집단에게 보이

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기표 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자신에 한 타인의 인상 

리와도 깊은 련이 있다(Leary and Kowalski, 1990). 단순히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아니라 사회  계와 타인에 의한 자신의 인상 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체면이라는 의미와 상통할 수 있겠는데, 자

신을 표 하고 드러내놓고 싶은 이면에는 타인에 한 시선과 평가 

한 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MC의 경우에도, 자신은 실용음악

을 공부하는 학생이기에 남들이 듣는 평범한 음악을 일부러 듣지 않

고 인디 음악을 즐겨 듣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음악 소비 

방식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게 허세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남들 다 듣는 것을 듣는 것, 

다 같은 게 싫은 거 요. 맞아요. 그래서 인디를 듣는 거 요. 그래서 

제가 허세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주류를 일부러 좋아

하는……음악 말고도 문화 반에 걸쳐 화나 공연이든 음악에 한정되

지 않고 다 연결돼서……그런데 그 게 그런 걸 찾아서 보다 보니 진짜 

멋있고 재미있는 것을 봤을 때보다 감흥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재미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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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깐 보고 있으면은 약간 오버스러움을 느끼죠. 허세라 할 수도 있고 

개인  차별화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문화인마냥 보여주기 해서 공연을 

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의 인터뷰 응답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음악 소비 경

험은 단순히 상품 구매 는 특정한 음악에 한 열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사회  측면에서 그 요성을 가진다. 즉, 음악 상품 소비

는 사회  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다수의 역할과 책임, 상 그리고 

사회에 내재된 사회  습과의 충이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5. 결론: Confucian Postmodernism

1990년  이후로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소비 사회로 변화해 왔는

데, 소비 행동의 변화와 함께 개인  라이 스타일 추구에 한 열망

이 더욱 높아져왔다. 과거의 가족이나 사회 제도의 역할과 향력이 

상 으로 감소한 반면, 소비는 차 개인과 사회 정체성 형성에 더

욱 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주의와 소

비 시장이 확 되고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 히 집단  

가치가 요하게 남아 있다(Hui, 1988; Hui and Triandis, 1986; Markus 

and Kitayama, 1991). 일반 으로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  취향, 차이 

등에 한 반면, 집단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는 그룹 내에서의 강한 

연결성과 공동의 가치에 그 요성을 둔다(Markus and Kitayama, 1991; 

Oyserman et al., 2002). 물론 이러한 이분법 인 분류가 이고, 아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라이  콘서트 소비 경험과 딜 마_유지연  149

시아 국가들의 개인은 특정한 개인  심이나 열망을 추구하지 않는

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집단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 안의 

개인은 개인의 이익 추구와 련된 의사 결정에 있어 좀 더 복잡한 

사회  요구를 고려해야 하고, 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여 히 여러 차원에서 사회  순응이 요하게 생각된

다. 지난 몇 십 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고려해보면, 경제성장과 함께 

독재 인 군부정치 아래 체 인 사회 분 기와 교육의 방향은 집단

인 화합과 획일화를 요구해왔다. 여기에 나라가 요구하는 국가 안

과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해 유교  개념의 사회

 화합과 순응의 개념이 요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 소비에서도 응

답자들에게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일상에 남겨져 있는 유교  향이 

어느 정도 발견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사회  순응을 해 그들 자신

의 소비 열망과 상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표 의 

방법으로서 음악 소비는 사회 정체성 형성의 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타인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기 에 어 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그러한 음악 소비와 련된 정체성을 숨기거나 

표출을 자제하기도 하 다. 물론 통 인 가치가 포스트모던 소비 

사회에서는 상당히 와해되고 있지만, 사회에 뿌리내린 유교  가치는 

아직까지 부분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서 남아 있다(Hofstede and 

Bond, 1988; Zhang et al., 2005). 따라서 이것은 한국 사회에 소비주의가 

빠르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체성 형성에 한 이론  이해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통  가치의 향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  가치란, 과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시 에 뒤쳐진 고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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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의 구조  특징을 이해하게 해주고 주요한 원리를 구성하

며 사회 정체성을 설명하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치로 이해되어

야 함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포스트모던 소비 경제 환경에서 과거 유교  

개념은 재정의되어야 하고 재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순응(conformity)의 개념은 여 히 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사회의 합

의에 순응하고 자신이 속한 그룹의 기 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

는 것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요하며, 사회  치와 지 와 련되

어 자신의 체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체면까지도 모두 련되어 일상생

활에서 향을 주고 있다(Choi and Lee, 2002; Kang, 2001; Wong and 

Ahuvia, 1998).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듯이, 음악 소비 경험은 연령과 

지 , 사회  치 등과 련된 내재  사회 습의 맥락에 기반을 

두어 표 되었는데, 그들은 음악 소비가 개인  열망을 나타내주는 

역할임을 인지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음악 소비는 때로는 좌  

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음악 취향과 련하여 타인

에게 정 이지 않게 단되는 것을 가능한 피하려고 했고, 따라서 

그들은 일반 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아 부정 인 방향으로 인식이 

될 경우, 그들의 음악  취향과 음악 상품에 한 시간이나 물질 투자

를 의도 으로 감추려 했다. 그들은 사회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면서까지 그들의 치와 나이

에 걸맞은 사회  합의와 기 에 부응하려고 했다. 즉, 음악 소비의 

사회 ·기능  측면에서, 자아 표 과 인상(체면) 리가 사회  정체

성을 상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소비 기회가 넘쳐나는 포스

트모던 경제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상의 과정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으로 말하자면, 포스트모던 소비사회 아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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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서양 소비사회의 특징과 사회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유교  가치는 여 히 부분 으로 지속되고 

있고 재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소비 사회로 환되고 있는 사회경제

 상 변화에 을 맞춘 포스트모던  근을 사용하 으나, 응답

자들인 은 문직 소비자 세 에서조차도 획일화와 순응  합의가 

강조되는 한국 사회 안에서는 문화 소비를 통한 차별화와 획일화가 

상충되는 갈등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음악 

소비의 사회  의미는, 한국 사회 체계 안에서 포스트모던  소비 경

제와 유교  가치, 이 두 개념이 서로 치되고 립된다기보다는 상

호 으로 실 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문화

소비는 이러한 획일화와 순응을 기 하는 사회  요구와 1990년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던  소비 경제의 개인화에 한 요구 사이의 

갈등이 복합된 장(field)임을 보여 다. 이를 해 한국  음악 소비 경

험이 보여주는 포스트모던  경제와 유교  가치 사이의 다이내믹한 

계를 설명하기 해 ‘Confucian Postmodernism’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러한 ‘Confucian Postmodernism’의 개념은 한국만의 한국  ‘우리’ 개념,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자기표 의 요소가 섞인, 한국의 문화 소비의 

다이내믹한 모순  측면을 이해하는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

다, 특정한 사회 환경과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 없이는 사회문화

 상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국 사회는 서양의 자본주의와 동양의 

유교주의, 그리고 서양의 시장 경제와 동양  사회 문화, 그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사회  정체성과 체면을 지키기 한 사회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문화 소비는 이러한 집단주의 심의 구

조 안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소비자 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장(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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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Confucian Postmodernism’ 개념이 기존 

서양 심의 음악 소비 연구가 아닌,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

 이슈가 복합되고 엮어진 복잡한 한국  문화소비에 한 이해를 

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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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umption experience of 

live concert in Korea

Yoo, Ji Yun[Ph.D, University of Warwick(UK)]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ways how popular music consumption 

experience i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in Korea. 

Live concerts, now a crucial part of music industry in Korea, is the key 

subject of analysis, through which the current conditions of cultural con-

sumption in Korea are assessed and tensions on identity arisen in the 

contemporary Korean consumer society can be explored. Having con-

ducted empirical research via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twenty live music consumers in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f-

icity of Korea and its recent socio-cultural condition which sets up a par-

ticular set of dilemmas around social conformity vs. individualistic 

self-presentation, and this in turn will require a specific theoretical ap-

proach adapted to that Korean experience. A theoretical concept 

‘Confucian Postmodernism’ is derived to portray the paradoxical relation 

between traditional and postmodern sensibilities within the practices of 

consumption in Korean music market, integrating the ambivalent stances 

of commonly shared Western consumption practice, and the traditional 

values embedded in Korean society as a form of cultural disposition.

 

Keywords: Popular Music, Live Concert, Consumptio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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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onsumer Identity, Postmoder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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