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소비와 상징소비에 대한 사적 고찰
- 조선시대와 근대화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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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 한국인의 소비양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소비양식의
변화를 진단하고, 소비양식의 변화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선
시대와 근대화기를 대상으로 소비양식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살펴본 후, 각 시기별
기능소비와 상징소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조선시대의 소비양식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요소로는 당시의 시장발달에 따른 수요공급 측
면을, 사회적 요소로는 신분제도와 유교가치관을 선정,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기
능소비와 상징소비에 대해 논하였다. 근대화기 소비양식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공업화에 따른 수
요공급간 함수변화와 신분제도의 붕괴를 선정, 관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대화기의 기능소비와
상징소비의 변화에 대해 논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시대에는 기능소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징소비는 만연했다. 양반의 궁궐소비
모방을 비롯하여 하위 신분의 상위 신분 모방이 공공연했으며, 권력에 의한 상징지표 소비금지는
유사품 소비라는 또 다른 지위지표 차용을 낳기도 했다. 근대화기에는 공업화로 재화의 공급은 늘
어나는 한편, 신분제 붕괴로 계급간 근접성과 이동가능성이 높아져 상징소비의 효용성이 더욱 증대
하였다. 하지만 상징소비재는 일단 보급되면 그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위계급은 새로운 상징
소비재를 찾게 된다. 즉 상징소비재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마지막에는 통시적 시각에서의 소비양식의 역사적 연속성
과 변화양상 모델을 도출하였다.

Ⅰ. 서론

이 당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경제성장에 따
른 과시적 상징소비의 폭발은 예견된 수순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약과 절제,

1.1 문제제기

의리와 청렴의 미덕을 숭상하는 유교적 뿌리
를 가진 우리나라가 소비의 미덕에 이르게 되

우리나라는 80년대 가파른 경제성장 이후,

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소비

의류,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지

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현대 소

위 상징을 위한 과시적 수요의 폭발을 경험했

비에 있어서 소비의 지위상징성에 주목하고

다. 재화를 통해 지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있어, 국내 소비문화는 역사적으로 단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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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을 내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2 이론적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상징을 위한 상징소
비 행태가 현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비는 크게 기능소비와 상징소비의 측면으

물론 상징소비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능소비란 재화의 사

의 생산력이 충분히 높아져서 잉여 생산물이

용가치에 목적을 둔 소비행태로, 이를 설명하

풍부해 져야 한다. 따라서 재화가 부족했던 과

고 예측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경제학의 한

거의 소비는 주로 기능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계효용론을 들 수 있다. 경제학의 소비자 이론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거 조선시

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원의 한계 내에서 효용

대 역시 유교 소비관이 청빈과 절약의 미덕을

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취한다(이

칭송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엄연히 상징소

준구, 2002).

비가 존재했으며, 소유물을 통해 지위를 상징

하지만 소비에는 효용한계를 넘어서는 낭비

하고 이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숨어 있

의 측면도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소비를

었다. 다만 유교적 전통 속에 ‘숨어’있는 듯 했

과시소비라 칭하며 주목해 왔다. 이러한 효용

던 상징소비의 측면이 어느 순간 급격히 표출

한계 이상의 소비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학자

되면서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로 베블렌(Veble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한

이에 따라 상징소비의 표출이 두드러지게 나

가한 무리들(Theory of the Leisure Class,

타난 1990년대 이후 직업별, 연령별 과시소비

1899, 최세양․이완재 역, 1995)’에서 ‘과시적

성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백경미․이기춘, 1995;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에 대해 설명

안영희․박명숙, 1999; 이은희, 1999; 황덕순․

하면서 개인은 소비를 통해 비로소 타인으로

손영은, 2000)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부터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받는다고 주

들 연구들은 주로 현대 상징소비의 양상과 원

장했다. 즉 과시소비의 본질은 소비자가 재

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원인도 역사

화․용역의 사용가치로부터 얻는 효용이 아니

적 연속성이나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찾기 보

라 낭비 그 자체로부터 얻는 효용으로, 남에게

다는 개인의 직업, 소득, 학력 혹은 물질적 성

보이기 위한 지출이라는 것이다.

향 등 개인의 속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70) 역시 소비상

이에 본 연구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한국

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상징적 교환가치로

인의 소비행태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구분한 후,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는 사용가치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근

보다 상징적 교환가치 즉 소유물을 통해 사회

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소비상에 영향을 미친

적 의사소통을 나누고, 사회적 지위를 변별하

요소를 경제 발전과 신분제도로 선정하고, 소

는 기호로서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

비행태에 대해 관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우

다. 다만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도시화와 산업

선 국내 소비행태의 변화 유무를 진단한 후,

화가 본격화된 근대화기 이후부터는 생산의

소비행태 변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과시소비,

부차적 현상이었던 소비가 적극적으로 계급을

상징소비를 위한 외적 조건, 경제 발전에 따른

구성하는 사회과정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김

공급과 수요의 변화 및 신분제도의 변화에 따

왕배, 2000). 즉 공동체 사회였던 전 근대 사회

른 소비행태를 비교한다면 소비행태에 대한

에서는 계급이 소비행태를 규정했지만, 근대화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오히려 소비행태가 계급을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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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기 위해 사물을 조작한

이상과 같이 서양에서는 16～18세기를 거치

다는 의미가 되며(Baudrillard, 1998[1970]; 이

면서 적절한 소비재화와 소비매너가 가장 효

상민․최순화(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소비

과적으로 계급을 ‘구별짓기’ 시작하는 시대로

목적이 상징소비와 기능소비를 가르는 준거가

접어들었다. 이는 하위계급이 상위계급의 공통

된다.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 지위를 차용할 수 있

이상의 소비행태를 종합하면 첫째, 인간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보유한 재화

소비행태는 타인과 ‘구별지으려는’ 욕구와 이

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편리한

를 ‘모방하려는’ 욕구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소

징표이며, 보다 상위계급과 연관된 재화를 취

비가 구별짓기와 모방을 통해 계급을 상징하

득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계급 위상을 드러

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분세습이 타파되어야

내는 편리한 방법이 된 것이다. 그 결과 모방

함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적

소비의 폭발이 일어났다. 유행의 시대가 도래

발전에 따른 수요공급간 함수 관계와 신분제

하면서 상위계급의 취향과 재원이 있는 사람

도를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선정

이면 누구나 최신의 혁신물을 소유해서 그것

하고, 시기별 경제상황과 신분제 및 이의 변화

을 지위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

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에 주목하였다.

과 지위가 낮은 소비자 측에서 폭발적으로 상
위계급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을

1.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가리켜 짐멜(1904)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라 칭했다.

1.3.1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급간의 근접성과 이동

본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과거에서 현재

가능성이 경쟁적인 소비지출을 낳았다는 사실

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서 한국인의 소비

이다(Corrigan, 1997). 코리건(1997)에 따르면

생활 관찰을 통해 소비행태 변화의 유무를 파

사회적으로 ‘합당한’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개

악하고, 변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신분을 보장한다면, 그

위해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근대화기의 기능

리고 그 ‘합당함’이 여전히 상층계급에 의해

소비와 상징소비 행태를 비교‧관찰하고자 하

규정된다면 하층계급은 최대한 상층계급의 소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시기는 시장이

비패턴을 모방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상층계급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15세기 이후에서

은 이들과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조선시대의 관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찰 대상 시기로 한정하였으며, 근대화기는 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1997[1979])는

구 근대 문물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개항

‘구별짓기(Distinc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1876) 이후부터 일본이 침략전쟁 도발을 위해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왜곡시키기 이전인

것이 계급구조의 기본 원리라고 보았다. 이는

1940년 초반까지를 연구 대상 시기로 하였다.

사람들이 이용가치에 기반하여 사물을 소비하

단, 본 연구에서는 1945년 이후의 현대에 대

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준거로서 채택된 자

한 소비행태는 제외하였다. 현대의 소비행태에

기 집단에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최

관한 연구는 앞선 연구들에서 수없이 다뤄오

상의 지위에 있는 집단을 준거로 자신의 집단

기도 했거니와, 연구자가 현재에 속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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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시적 소비행태를 볼 경우, 소비행태에 영

욕망을 품고 소비하는 행위(Mason, 1981; 백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의 선정과 영

경미(1995)에서 재인용)라고 정의되고 있다.

향력 해석에 있어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 그림 1 >과 같이 도표
화 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관찰 대상 시기는 물

기능소비에 대비되는 상징소비는 개인의 경제

리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시기이므로 문헌연구

적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대상 상품의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단, 소비행태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지위를 상징하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므로

는 모든 소비행태로서의 소비, 사치와 과시소

본 논문은 우선 각 시기별 소비행태에 영행을

비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상징소비를

미치는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에 대해 살

의미한다.

펴본 후, 해당 관찰시기의 소비를 기능소비와
상징소비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아울러 이러
한 관찰과 논증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결론에

상징소비

서는 소비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모형을 도

과시소비

출하였다.
사치
1.3.2 조작적 정의
본 논문은 개인의 소비행태를 기능소비와 상
징소비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물론 하나의

<그림 1> 상징소비의 하부 구조

재화 안에 기능소비와 상징소비 두 가지 성격
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구
매 목적의 우선성에 따라 재화의 성격을 나누

Ⅱ. 조선시대의 소비행태

기로 한다.
이 중 기능소비는 재화의 사용가치에 목적을
둔 소비를 칭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기능소비

2.1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

를 포함, 상징적 가치를 잃어버린 모든 재화에

적 요소

대한 소비를 의미한다. 반면 상징소비는 개인
혹은 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표출하기 위한 소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경제적 특징은

비를 의미한다. 상징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수요 초과 사회였다는

념 중 상징소비와 혼동되는 용어로 사치/과소

점이다. 비록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장과

비, 과시소비 등이 있다. 이 중 사치는 개인의

기술이 발달하여 경제적 여건이 꾸준히 개선

경제적 능력 이상의 소비행태를 뜻하며, 과시

되고 있었다고 해도 조선 초기에는 금난전권

소비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로 지위

(禁亂廛權) 과 같은 상인권 보호제도로 인해,

를 상징하는 상품을 고가의 가격으로 구매할

후기에는 사상도고(私商都賈) 와 같은 독점의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문제로 소비자의 소비여건은 열악했는데, 이는

1)

2)

1) 조선 후기 육의전(六矣廛)과 시전상인(市廛商人)이 등록되지 않은 비시전계 상인의 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인정한 권리
2) 조선 후기 상품의 매점매석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행위 또는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상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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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급부족, 수요초과의 경제적 상황

일장이었다가 이후 1개월에 3회 개시되는 10

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17세기 중엽 이

한편 조선시대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후에는 점차 5일장으로 발달해 갔다. 장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는 신분제도를 들

질적으로도 점차 발달했다. 인접 시장 간의 개

수 있다. 당시에는 개인의 타고난 신분이 상징

시 일정 조절을 통해 한 고을에 6개의 장시가

소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서로 날을 바꿔가며 개설되는 체제가 정착되

한 종교이자 철학이면서 동시에 신분제도의

어간 것이다(김대길, 2000). 이와 같은 6개 장

이론적 근거요, 소비생활의 실천적 규범이 된

시 5일장 체제는 개설일이 서로 달라 주민들

유교 역시 조선시대의 소비 상징성 논의에서

이 실상 매일 장에 갈 수 있는 상설시장과 같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은 효과를 누리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선시대 소비생활에 영향

한편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인들도 발달하기

을 미친 경제적 요소로 상업의 발달을, 사회적

시작했다. 5일장을 돌며 상품을 매매하던 보부

요소로 신분제와 유교가치관을 선택하여, 이들

상들은 17,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상인

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관찰하고 논

단체를 형성하고 시장권을 확대해가기 시작했

증하였다.

다. 상인 조직이 전국화 되면서부터 상업중심
지에는 ‘객주’라고 하는 전문 상업기관도 생겨

2.1.1 상업의 발달

났다. 객주는 물류, 저장, 대금 대출 등 상업의

소비자의 소비 여건을 살펴보는 가장 빠른

윤활유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간을 통해

길은 예나 지금이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위탁매매 형태로 매매에도 관여했다. 거간들은

조선시대에 있어 시장은 크게 서울의 시전과

수수료로 곡물 1석에 대해서는 2～4전을, 기타

지방의 장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장시가

잡물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1%에 해당하는 구

처음 개설된 곳은 성종 원년(1470년) 전라도

전(口錢)을 챙겼는데(정승모, 1992), 이처럼 유

지방이었다(김대길, 2000). 이처럼 자생적 시장

통단계가 복잡해지고 유통에 종사하는 것이

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가 이미 경제

수입이 된다는 사실은 곧 교환의 활성화와 교

적으로 발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15

환 규모의 확대를 실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세기경 연작상경(連作常耕) 이 자리를 잡으면

하지만 당시의 시장의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서 조선시대의 농업 생산력은 꾸준히 향상되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16세기는 물론 객주

4)

어 논 1결 당 평년 수확고는 15세기 중엽 240

와 거간이 등장하는 17, 18세기 이후에도 일반

말(斗)에서 1920년경 두 배 이상으로 늘어갔다

소비자의 소비생활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

(이헌창, 1996).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는

는 금난전권(禁亂廛權)과 사상도고(私商都賈)

과정에서 농업 기술의 보급이 선진적으로 이

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루어진 전라․경상․충청 지방에서 장시가 등장

금난전권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 소요

하여 전국적으로 퍼져간 것이다(김대길, 2000).

물품의 부담을 떠안았던 시전 상인들에게 부

전라도 지방에서 시작된 장시는 처음에는 15

여한 특권으로, 만약 시전이 아닌 곳에서 물품

3) 토지를 휴경하지 않고 해마다 농사짓는 방법
4) 면적의 단위가 아니라 토지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정하기 위한 단위. 15세기 중엽 1등급 1결은 21986.6평이고, 6등급은 4배
가 넓은 11,964.4평으로 추정된다(이헌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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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통될 경우에는 이를 난전(亂廛)이라 하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의 신분제도를 들 수 있

여 엄격히 금지시키는 권한이었다. 즉 금난전

다. 5세기에 걸친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소비

권은 태생적으로 상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

자들의 상징소비는 신분제라는 틀 안에서 일

도이므로, 이로 인한 서민생활에의 폐해는 피

정하게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분제도는 양인과 천민의 양천제에서 양반, 중

좌판을 벌이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용인토록

인, 서민, 천민으로, 이후 계층내의 경제적 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전 상인들은 큰 장시뿐

위 분화까지 부단히 변모하였고, 그러한 제도

만 아니라 소규모 좌판까지 난전이라 하여 상

의 변화 속에서 다른 계급과 ‘구별짓기’ 위한

품을 압수하는 등의 행패를 벌이곤 했다. 뿐만

상징소비뿐만 아니라 ‘모방하기’ 위한 상징소

아니라 독점 판매권을 남용하여 지방상인에게

비가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습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물품을 매매하도록 강

적인 신분의 위계 속에서 직업이나 관직의 한

요하곤 했다.

계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걸쳐 허용한계

이 같은 폐해로 인해 금난전권은 18세기 말,
정조대에 이르러서 법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가 지워졌고, 이러한 소비 허용한계는 다시 지
위를 구별짓는 상징기호로 사용된 것이다.

금난전권이 폐지된 배경에는 사상도고(私商都

당시의 대략적인 복식금제를 살펴보면 우선

賈)의 성장이 있었다. 도고(都賈, 都庫)란 자본

남자 양반들의 경우, 상․하의 외에 오늘날의

과 상술을 바탕으로 상품을 독점, 매점하는 상

외투 격인 포를 반드시 입어야 했다. 포의 종

인이나 상인조직을 일컫는 말로, 관권을 배경

류로는 도포, 창옷, 두루마기 등이 있으며, 창

으로 성장하는 관상도고 외에 17세기 말, 장시

옷은 다시 큰 창옷과 작은 창옷으로 나뉘어

가 발달하고 금속화폐가 유통되면서 사상인들

지는데, 이 중 일반 백성은 도포와 큰 창옷을

의 도고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관상에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김정미, 1996). 양

대비되는 사상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해

반이 도포나 큰 창옷을 입을 때에는 가는 색

가는 과정에서 금난전권이 유명무실해지게 되

실 술띠를 띠었는데, 역시 지위에 따라 그 색

어 법적인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깔을 달리하였다. 아울러 양반은 평상시 집에

즉 당시 금난전권의 폐지는 또 다른 소비 억

있을 때에도 포를 걸쳤던 반면 백성들은 외출

압기제인 사상도고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에

시에만 흰색의 작은 창옷을 이용하였다.

불과했으며, 결국 사상도고가 또다시 당시의
소비생활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자들의 경우, 남편의 벼슬이나 본가의 신
분에 따라 복장을 달리하게 되는데, 양반 부녀

이러한 금난전권과 사상도고는 경제가 발전

자들은 일반적으로 저고리에 회장을 달아 입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급자가 시

었다. 이 중 깃, 고름, 소매 끝, 겨드랑이에 회

장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장을 두른 삼회장저고리가 가장 화려한 형태

조선시대는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로, 이는 양반 부녀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

가운데 여전히 공급부족, 수요초과의 환경이

다. 치마는 상층계급일수록 더 넓고 긴치마를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었고, 일을 하는 하층의 여자들은 좁고 짧은
치마를 입었다. 상류층은 이에 더하여 풍성한

2.1.2 신분제도

치마의 아래에 금박을 넣은 옷감을 댄 스란치

조선시대의 상징소비 행태를 가장 극명하게

마나 대란치마를 입었으며, 치마 안에는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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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풀리기 위해 속치마와 빳빳한 비단으로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역시

만든 무지기 치마 등을 착용하였다. 반면 일반

왕권 도전자를 키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평민 부녀자들은 일하기에 간편한 몽당치마를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서는 상업의 활성화

입었는데, 이 치마는 발목이 드러날 정도로 길

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근원적인 욕

이가 짧고 폭도 좁았다.

구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의 미덕을 더욱 숭상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는 개인의 신분에 따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 허용한계가 지워졌다. 특히 복식 소비행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절약을

태는 신분계급의 구별 수단으로 가장 직접적

강조한 유교 가치관이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이고 명확한 시각적 표현수단이었다. 하지만

날 상징소비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근거가 되

신분제도의 붕괴와 맞물려 이러한 복식금제도

어주고 있다. 논어(論語)와 맹자(孟子)에 나타

공공연히 무시되곤 했다.

난 물질관과 소비행동에 대한 성영신(1994)의
연구에 따르면 유교에서는 소비예법 기준이

2.1.3 유교 가치관

없을 때는 개인의 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효

유교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세계 만물의 이치

심을 실천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를 설명하는 종교이며, 철학이자, 통치 이념이

효의 덕목이 신분제도의 붕괴 이후 호화로운

요, 신분제의 이론적 근거였으며, 소비생활에

관혼상제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있어서도 실천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주지

한다. 수직적 신분에 따른 사회적 관계를 규정

하다시피 당시의 지배적 세계관이었던 유교-

하는 예의 개념이 사회적 관계가 수평적으로

성리학에서는 국민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상

변화된 오늘날에는 예의 표시형식을 통해 관

업의 활성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청빈과 절약을

계를 구성하는 전이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가

강조했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형식에 치우치는 체면소비, 즉 상징소비에 대

우선 전근대국가인 조선시대는 원천적으로 공

한 심리적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성영

급이 소비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근검

신, 1994).

과 절약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백성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2.2 조선시대의 기능소비

러한 소비관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백병
성, 2003).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전 기

서 소비촉진으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이 야기

간 동안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이 성숙하

하는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는 등 경제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갔다.

(Huang, 1982). 레이 황(1982)에 따르면 기술

하지만 금난전권이나 사상도고 등에서 보듯이

발전과 혁신을 수반하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조선시대의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공급부족, 수

될 경우, 규범과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 정권의

요초과로 인해 시장 열세의 지위에서 소비생

행정체계와 정치철학, 법제도, 관직체계는 달

활을 영위해야 했다.

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능력보다

우선 조선시대의 소비자는 금난전권으로 인

덕망을 숭상하는 왕조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해 멀리 떨어진 시전까지 가서, 그것도 시장가

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보다 비싼 가격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해야 하

상인 및 상인과 결탁한 관료가 왕권에 도전할

는 처지였다. 더구나 소상인의 역할도 함께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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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소비자들은 금난전권으로 인해 작은 좌판

상을 낳았다. 즉 상기의 기간 동안 비록 사회

마저 벌릴 수가 없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전반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당시의 생산력이

한의 소비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 소비자의 기능소

금난전권은 소비자의 기능소비의 기회를 제한

비도 늘어났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제한될

했을 뿐 아니라 최소 소비를 위한 소득의 기

수밖에 없었다.

회도 박탈했다.
사상도고는 당시 소비자들의 기능소비를 더

2.3 조선시대의 상징소비

욱 제한했다. 당시 도고상업은 그 대상이 어물
이나 녹용과 같은 값비싼 물품에서부터 쌀까

2.3.1 상징소비의 존재 규명

지 매우 다양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인 쌀이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계

도고상업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층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초기의 법제적 신

요가 있다. 조선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칭하며

분은 양인과 천인으로 규정되었지만 현실적으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이나 공업을 천시하는

로는 분화되어 16세기 경에는 양반, 중인, 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도고상업의 주요

민, 천인으로 계층이 형성되었고, 각 계층에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쌀의 공급부족을 의미

허용되는 복식 규제와 식생활 규제가 따랐다.

하는 것이요, 당시 소비가 외재적으로 제한되

그 중 신분에 따른 복식 규제는 계급의 위치

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더욱이 모든 소

를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 역할을

비의 기초가 되는 쌀조차 부족했다는 사실은

했는데, 의복에 의한 지위 구분은 상징소비의

기타의 소비는 더욱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면 소비품을 통한 계급간의 지위상징은 오히

서는 허생이 돈 만냥으로 상품의 매점을 통해

려 오늘날보다 과거 조선시대가 더욱 뚜렷했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내용이 있어 당시 도고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엄격한 신분제로 인해

상업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소설이라

소비를 통해서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 여지는

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허생전을 통해서

적고, 오히려 지위가 상징소비를 규정했다는

도 18세기 후반의 조선에서는 매점매석이 매

점이 오늘날과 다를 뿐이다.

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는

하지만 조선시대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소비

각종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이 가능할 정도로

를 통해 상위의 지위를 상징하려는 시도들을

재화가 부족하여 소비생활이 외재적으로 매우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억제되어 있었음 또한 유추할 수 있다.

가체(加髢)를 들 수 있다. 가체는 원래 고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기능소비량은 생산력

말 몽고풍이 유행하면서 전래된 것이어서 신

증대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증가되었다

분에 따른 가체의 크기 규제가 없었으므로, 경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경기술의 발달과 생

제력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될 수 있었다. 즉

산력의 확대로 소비제한이 어느 정도 해소되

매크래켄(McCracken, 1988)의 말처럼 ‘재력이

었다고 해도 조선시대의 공급량 증가는 수요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여 지위를 상징

량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수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품이었던 것이다. 더

초과 상황은 금난전권이나 사상도고의 독점과

욱이 머리카락은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같이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더욱 억제하는 현

것이 아닌데다 자라는 속도 역시 한정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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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번 잘라 판 후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따르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길이가 짧고

야만 다시 그만큼의 머리카락을 얻을 수 있는,

진동이 꼭 맞으며, 소매 폭 역시 꼭 끼는 형태

공급이 제한되는 품목이었다(조희진, 2003). 즉

의 기녀 저고리가 일반 부녀자들에게 유행하

가체는 신분제도의 억압에서 자유로운 소비품

였는데, 서민은 주로 흰색 민저고리를 입되,

목이요, 희귀한 상품인데다가 오로지 경제력이

경제력이 되는 한에서는 차츰 비단, 모시, 무

있어야만 갖출 수 있는 품목으로, 지위상징의

늬 있는 비단 등의 값비싼 저고리를 입기 시

삼박자를 고루 갖춘 상품이었다. 당시 가체의

작했다고 한다. 이에 양반 부녀자는 차별화를

높은 가격을 빗대어 집 열채를 머리에 이었다

위해 기녀들이 사용하는 비단보다 고급인 중

고 할 정도였는데, 당연한 결과로 가체는 오늘

국산 채색 비단에 수를 놓아 사용했다는 것이

날의 상징소비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다. 한편 치마에 있어서 기녀들은 속옷을 겹겹

했으며, 오늘날 상징소비를 대하는 시각과 똑

이 입어 치마가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치

같이 망국의 병이라는 대우를 받았다.

마를 치켜 올려 입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속옷

이에 영․정조대에는 가체대신 족두리 대용

이 드러나도록 입었는데, 서민 부녀자들은 실

착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짐멜(Simmel)의

용적인 목적에서 기녀보다 조금 짧게 입은 반

트리클다운 효과에서 보듯이 지위를 상징하기

면 양반 부녀자의 경우 기녀보다 더 길고 더

위한 상징물이 상징성을 잃어 무용화 되면 소

넓은 형태의 치마를 입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

비자들은 다른 상징 대용물을 찾게 된다. 조선

하여 반가의 부녀자들은 기녀나 서민 부녀자

시대 가체의 경우는 트리클다운의 과정, 즉 하

와 반대 방향으로 치마를 여며 입음으로써 신

위계급의 상징물 차용에 의한 상징성 상실과

분을 드러냈다. 여밈의 방법이 서민과 기녀는

는 그 과정은 다르지만, 상징물이 더 이상 제

오른쪽으로, 양반층은 왼쪽으로 여며 입었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결과가

것이다(김혜영, 1997).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에도 가

이 외에도 담비 가죽 저고리, 염료 값이 비

체를 통한 지위상징의 길이 막히게 되자, 이번

싼 녹색 채색 비단 등이 조선시대 동안 유행

에는 가체 대신 족두리 치장에 열을 올리게

하였는데(조희진, 2003), 너나 할 것 없이 고가

되었다. 결국 족두리의 가격이 다시 가체의 가

의 의복을 유행에 따라 소비했다는 사실은 매

격에 맞먹을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더

크래켄(McCracken)이 18세기 영국의 한시적

하여 당시 부녀자들은 가체를 내리고 남은 쪽

유행 소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의복이

진 머리를 교묘하게 부풀려 뒷머리가 다시 점

신분의 상징을 넘어 경제적 지위상징의 역할

점 커져갔으며, 비싼 비녀와 장신구를 덧붙여

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갔다. 여인들의 머리는 비록 가체를 내렸어도

한편 담배는 신분과 빈부의 차이 없이 널리

다시 화려해 지면서(조희진, 2003) 여전히 신

받아들여졌다가 차츰 상징의 색채가 덧붙여진

분 과시의 표식이 되었다.

예이다. 담배의 국내 전래 초기에는 임금과 신

한복 역시 조선시대 상징소비의 증거가 될

하의 구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

수 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기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다가 의논이 막히면

녀의 복식이 평민 및 반가의 부녀자들에게 전

담배를 태우게 되는데, 연기라는 것이 높은 곳

파되는 양식을 통해서도 복식을 통한 지위상

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 높은 자리에 앉은

징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김혜영(1997)에

임금에게로 자꾸 가게 되니, 그것을 참다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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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이 높은 분이 있는 데에서는 담배를 삼

신분제 사회라는 특성상 신분에 따라 허용되

가라고 하게 되었다는 설화도 있는 것으로 보

는 한계가 지어지기도 했으나 동일 신분 내에

아 초기에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담배를 피울

서는 유행을 만들고 이를 좇음으로써 부를 과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담배

시하기도 했다. 또한 신분에 따른 허용 한계가

를 피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담배에도

규정되지 않은 가체와 같은 소비품을 만나면

차츰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집 열 채에 달하는 재물을 쏟아 부을 정도로

정조 대의 북학파 학자인 유득공(1749～

탐닉하여 오늘날의 과시소비를 무색하게 했으

1807)의 저술, <경도잡지(京都雜誌)>에 의하면

며, 담배와 같이 지위를 상징하지 않던 소비품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에도 지위상징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못 한다’고 하였고, ‘재상이나 홍문관 관원이

이상과 같이 상징소비의 존재가 규명되었다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우는 자가 있으면, 우선

면 이것이 당시의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길가의 집에다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잡아다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가 치죄한다’고도 하였다. 이렇게 서서히 흡연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하위계급에서 어떻게

행위를 사회적 권위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의

상위계급의 지위를 차용하고, 상위계급은 이를

식이 뿌리내리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물

어떻게 무효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론이고 담뱃대 자체, 즉 담뱃대의 길이와 재료
가 곧 신분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신분의 상징

2.3.2 조선시대 상징소비의 양상

이 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상징소비, 그 중에서도 하위계급

담뱃대는 담배를 담아 불태우는 담배통과 입

에서 상위계급을 ‘모방하기’ 위한 상징소비의

에 물고 빠는 물부리, 그리고 담배통과 물부리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신분제도의 역동

사이를 연결하는 설대로 구성되며, 설대가 긴

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양반의 개념

것을 장죽, 설대가 없거나 짧은 것을 곰방대라

이 ‘문무반 현직 관료’에서 ‘관직자와 관직후보

부른다. 오종록(1996)에 따르면 당초 담배가

자 및 그들의 일정 범위 내의 가족 및 자손’으

일본을 통해 들어온 까닭에 초기의 담뱃대 역

로 변경되면서 양반의 하한이 매우 유동적이

시 일본의 양식이 이식되어 담배통도 작고 설

되었다(김필동, 1995). 조선 후기에는 중앙무대

대도 짧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풍속

에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특정 씨족, 벌열

도에서는 이미 설대가 길어진 장죽이 유행되

(閥閱)이 대두하는가 하면, 향촌사회에서는 몰

었음을 볼 수 있다(오종록, 1996). 그런데 장죽

락 양반이 속출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

으로 담배를 피울 경우 혼자 담배통에 불을

층이 하층 양반으로 상향 이동하는 등 양반신

붙이면서 물부리를 빠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분의 분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역관

불을 붙이는 하인이 딸리게 마련이었다(오종

이나 의관 등의 중인은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

록, 1996). 즉 장죽을 뒤춤에 꽂고 다니는 모습

로 양반의 우위에 서는 경제력과 권력을 확보

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지위를 상징할 수 있

하기 쉬웠다.

었다.

이는 조선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기간 동

이처럼 조선시대 소비자들도 의복과 장신구

안 지속적으로 양반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충

를 비롯한 많은 생활 소품에 지위를 상징하는

분히 열려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처럼 계

기호를 심어 놓고, 이를 해석해 내고 있었다.

급간의 이동 가능성이 커지면 상징소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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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신분제도가 일정

각종 물품과 그에 대한 중국의 답례품을 받아

하게 규정하는 ‘구별짓기’의 상징소비 속에서

오는 사행무역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모방하기’의 상징소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으로 인해 조선 내에 기근이 심해지고 군마

다. 그 결과 가체, 의상 등에 있어 모방의 상

(軍馬)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중국과의 국경지

징소비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대인 중강(中江)에 청과의 무역시장을 열게

성종실록 3년 1월 22일의 기록에는 상업으로

되었다. 그런데 전쟁 종료 후에는 이러한 무역

부자가 된 자들이 소비 허용한계를 넘어 중국

시장을 통해 주로 비단, 보석류, 약재, 서적, 문

제 수입 비단을 입고, 집에 비단으로 된 창을

방구, 신발류 등 당시 상징소비품의 최상단을

대고, 용과 봉황 장식석을 세우는가 하면, 사

차지하는 물품이 수입되면서 오늘날의 명품

용하는 기물이나 음식을 궁중의 예를 좇고 있

소비 붐에 필적하는 소비현상이 나타났다. 더

으니 처벌하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상위계

구나 오늘날 명품 수입으로 국부가 유출된다

급을 모방하는 상징소비가 얼마나 빈번했는가

는 우려의 목소리와 똑같이 조선시대에도 중

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

국산 사치재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부터는 상징

논란이 제기되었다.

소비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

이로 인해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중

정에서는 양란으로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충

국산 문단(紋緞) 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당하기 위해 공명첩(空名帖)이나 관직을 매매

다. 그런데 이 때의 문단(紋緞) 금지는 중국

했는데, 이는 결국 양반층과 중인, 서민, 천인

수입 비단 전반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무늬가

의 4계층으로 구성된 신분제를 문란하게 하는

있는 비단에 집중된 금지였으며, 국왕과 고위

주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농상공의 발달로 빈

관료의 품위와 관련된 물품에 한정하여서는

부의 격차가 심화된 것도 신분제도 붕괴를 가

문단을 허용했다(김연신, 2002)는 사실에 주목

속화하였다. 부유한 상인이 돈을 주고 양반의

할 필요가 있다. 브로델(1986)에 따르면 사치

지위를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금지는 사치의 비용을 줄이면서 하층 사람들

양반계층의 수적 증가와 신분제도의 문란은

이 상층 사람들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복식 양식의 지위 구별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방식이라 하였다(김연신(2002)에서 재인용).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신분이 상승된 새로운

계급간 구분은 대개 부와 권력의 차별에 따른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복식에서 사치현상이 나

것인데, 사치 금지령이 계급의 차별성을 뚜렷

타나기 시작했다(김혜영, 1997). 즉 수적으로

이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즉 왕과 당

증가한 양반 계층 내에서 상징소비의 효용성

상관에만 허용되던 상징소비품인 문단이 조선

이 증가한 것이다.

후기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당하관은 물론

5)

양란은 위와 같은 신분제도 문란을 통한 간

이고 재력을 갖춘 중인에까지 널리 이용되자,

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소비생

상위계급이 권력을 이용하여 트리클다운 효과

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래 조선시대 전기의

를 막음으로써 상징지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

무역은 중국 사절단이 선물형식으로 가져가는

기 위해 문단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5) 비단의 종류인 사라능단(紗羅綾緞)중 무늬가 있는 단(緞) 종류의 비단. 두껍고 값진 비단인 단(緞)에 구름, 석류, 복숭아꽃,
모란꽃, 포도, 호리박, 비늘문양, 문자 등 무늬를 함께 짠 직물. 주로 용포(龍袍)와 비빈, 내인의 의복 및 흉배 등 의복 부속품
등에 사용된다(김용숙, 1987; 김연신(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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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의 조선시대 소비행태를 종합해 보면 조

이로 미루어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상징소

선시대 동안의 기능소비 행태는 큰 변화가 없

비의 문제가 사치에 의한 국가 경제력 저하라

었다. 비록 기술의 발달과 생산력의 확대로 개

는 도덕적 문제의 탈을 쓰고 표출되고 있었음

인 소비자의 소비 여건이 개선되어 갔지만 수

을 알 수 있다. 비록 과거 조선시대는 계층간

요초과라는 시장구조로 인해 기능소비는 기본

의 뚜렷한 구분이 목표이고, 오늘날은 그 반대

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상징소비

로 표면적 계층 구분의 완화가 목표이기는 하

역시 조선시대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지만 상징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예나 지

조선시대 동안 상징소비가 적었다는 의미가

금이나 필요에 따라 도덕적 가치판단이 내포

아니라 신분제도 등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이

되어 있음은 흥미로운 대목이라 하겠다.

미 상위계급의 상징소비가 만연했으며, 하위계

그런데 앞서 가체를 논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를 통한 지위상징의 문제는 해당 제

급의 모방소비 역시 병행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품에 대한 소비를 막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위계급의 모방에 의해 한 지위
상징품이 트리클다운되어 지위상징의 가치를

Ⅲ. 근대화와 소비행태 변화

잃게 되면 상위계급은 새로운 지위 상징품으
로 이동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상위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위계급

3.1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근대화

에 지위 상징품을 차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요소

하게 되면, 하위계급 역시 또 다른 지위 상징
차용물로 이동하게 되기 마련이다. 정조의 사

근대화의 과정에는 각 나라별 고유한 문화접

치 금지령, 당저수교(當宁受敎)에 따르면 문단

변으로 인한 개별적 특징도 나타나겠지만, 대

의 금지령 이후에는 주우사(注雨紗), 항라(亢

체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추출해 낼

羅) 등의 저급 비단 중 무늬 있는 것이 널리

수 있다. 우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근대화는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연신, 2002).

자본주의의 발달로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대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금령은 피하면서도, 지

모 관료조직이 성장하며, 교육 및 직업의 기회

위상징 차용을 위해 사, 라, 주, 릉의 직물에

가 보다 평등해짐에 따라 사회 계층이 붕괴하

무늬를 넣어 사용한 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복

는 경향을 수반한다. 따라서 사회 이동률도 증

제품 소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가하며, 사회적 지위는 세습보다는 개인의 노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소비자들 역시 신분

력에 의해 성취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아울러

제의 엄격한 소비한계 속에서도 상징소비를

근대화기에는 종교의 권위가 떨어지고 과학이

영위했다. 일반적으로 기능소비가 제한되면 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현하는데, 이는 공업화

징소비는 당연히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

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시작된 공업화는 생산

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사례를 통해

구조를 노동 집약적 형태에서 자본 혹은 기술

보면 상징소비는 경제력의 크기보다는 정치적

집약적 생산구조로 변경하게 되며, 그 결과 노

사회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비행태임

동력이 농지에서 이탈하여, 도시로 이동한다.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화기에는 기술과 의료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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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망률 저하와 이어 발생하는 출생률

화는 이전의 공동체적 사회로부터 익명적 사

저하에 따른 인구생태학적 변화가 뒤따르게

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어, 상징소비의 효용

된다.

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전의

개인․심리적인 부문에서 근대화는 소비를

사회는 신분과 지위가 정해져 있는데다가, 서

비롯한 주거, 종교, 결혼과 같은 한 개인의 생

로 익숙한 공동체적 사회여서, 개인의 신분과

활이 혈연집단 및 촌락 공동체 등 그가 속해

지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있는 사회관계 속에서 대부분 결정되던 전통

상호관계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

사회에서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다. 하지만 위계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Light and Keller,

서로의 접촉과 의존도가 적은 도시 사회에서

1979; 양춘 외(1986)에서 재인용). 공동체의

는 겉치장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를 대

구성원인 개인들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변하는 상징으로 사용 된다. 한편 공업화와 도

상실하는 대신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띄기 시

시화는 직업 구조도 바꾼다. 농업 중심의 산업

작하는 것이다(양춘 외, 1986).

구조가 상공업 위주로 전환되는데, 도시화에

근대화가 수반하는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행

따른 인구 이동과 산업구조의 변동은 사회 계

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공업화에 따른 소

층간의 이동을 자극하며, 따라서 계급 구조를

비재의 양산 및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생산혁

바꾸는 효과를 가져온다(김경동, 1993). 여기서

명에 필적하는 소비혁명을 가져오게 된다. 또

계급간 이동 가능성의 증대가 상징 소비의 효

한 개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

용성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은 앞서 밝힌 바와

단이나 혹은 신분에 의해 소비생활의 범위가

같다.

규정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소비의 자유를 만

이에 본 절에서는 근대화기의 소비생활에 영

끽할 수 있게 된다. 즉 근대에 들어서는 소비

향을 미친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공업화와 신

의 대상이 되는 재화가 크게 증가하며, 그 재

분제 붕괴와 이에 따른 소비생활의 변화에 대

화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도 늘어나는 반면

해 살펴보았다.

소비를 규제하던 사회적 제약은 해소되는 것
이다. 그 결과 근대 이후에는 소비의 폭발을

3.1.1 공업화와 그에 따른 변화

맞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업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때

우리나라에 역시 전근대사회로부터 근대사회

를 말하는 것은 근대화기에 대한 논란만큼이

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사회 계층 변화를 촉발

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략 1930년대를 전후

하는 신분제의 폐지를 경험했다. 이는 이전의

하여 일본 민간자본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

소비가 주로 신분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나면서 우리나라에도 공업화가 뿌리내리기 시

것에 반해, 이후에는 소비행태가 지위를 나타

작했다고 할 수 있다(김낙년, 2003). 공업화의

내는 확실한 지표가 되는 역전현상을 낳았다

기반시설인 공업회사는 1911년 27개에서 1928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년 639개로 늘어났으며, 공장의 수는 같은 기

또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간동안 252개에서 5,342개로 늘어났다(김인호,

수반되었다. 우선 공업화는 지속적인 기술 혁

2000). 이를 증명하듯 국내의 공업 부가가치

신 내지 기술 도입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했

생산액은 1918년에는 전체 물자 생산의 9%에

으며, 도시화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

불과했으나, 1940년에는 26%까지 상승했다(김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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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년, 2003).

이 철폐되고, 1930년대 도시에서의 식민지 공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한국에 실시한 산업정

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책은 1920년대 까지는 농업개발 중심이었다.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농민과 농촌의

하지만 중일전쟁(1937)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몰락은 농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를 촉발, 도시

일본은 한국의 각종 공업, 특히 군수공업에 집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

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30년을 전

연히 도시 이주민들의 직업도 분화된다. 당시

후해서는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돌파구를

의 조선인은 전국적으로 80%가 농민이었다.

찾던 일본의 독점자본이 값싼 전력비용과 노

하지만 1930년 당시 도시화가 진행된 경성의

동력을 겨냥하여 조선에 투자되기 시작했다.

농업인구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조

조선 내의 비용우위를 바탕으로 만주사변(1931)

적으로 상업(30.3%), 공업(23.3%) 종사자의 비

부터 중일전쟁(1937)까지는 군수공업 외에 조

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허영란, 2000)

선의 소비재 수요를 겨냥한 방직, 방제사업 방

즉 당시 경성부의 구성원들은 대규모 이농으

면에서도 조선 내 투자가 시작됐다(김인호,

로 인해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

2000). 물론 당시 대부분의 투자 업종은 주로

만 아니라 상호간 협업이 중요하지 않은 직업

군수공업인데다가, 일제가 자국의 이익을 기반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이미 공

으로 선별적으로 투자한 공업으로, 조선인의

동체적 사회에서 벗어나 익명적 사회로 이행

생활수준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근

하고 있었다. 도시화 자체도 익명적 구성원의

대화기의 공업화가 당시 조선인들의 소비생활

집합을 이끌어 내지만, 도시화 결과 집산한 사

개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었을 지

람들의 직업적 성격 역시 상호간의 협업의 비

라도 소비환경 변화에는 충분히 큰 영향을 미

중이 농업처럼 높지 않아 도시의 익명적 성격

쳤다.

을 가속화한다. 이와 같은 익명적 사회로의 이

특히 도시의 공업화 진전이 피폐한 농촌경제
에서 이탈한 노동력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유

행은 신분제 붕괴와 더불어 상징소비의 효용
성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인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3.1.2 신분제도의 붕괴

도시로의 이주는 기존의 신분을 효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분제는 갑오개혁(1894. 6)에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 도시화는 기존의 신

이르러서 비로소 법적으로 폐지된다. 특히 갑

분제 사회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로

오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분적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시대로 이행하는데

배경과 상관없이 근대 학교 교육과 근대적 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 결과 상징소비

식체계를 관료의 조건으로 설정한 새로운 관

의 효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료 임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양반이 곧 관료라

근대화기에 들어서면서 공업화뿐만 아니라

는 등식이 파괴되어 신분에 대한 인식 개혁에

인구 생태학 부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

큰 영향을 주었다(지승종, 2000). 이후 해방과

작했다. 우선 1910년대에 주요 식민지 정책사

농지개혁,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계

업이었던 농촌의 토지조사사업이 1920년대에

급관계는 계속 단절되었다. 정진상(2000)에 따

들어 마무리되어가면서 농민의 계층적 몰락이

르면 해방으로 기존의 권력구조가 붕괴하면서

심화되었다(이기봉, 1996). 또한 1920년 회사령

일제말까지도 끈질기게 잔존하던 신분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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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흔들렸고, 한국전쟁 직전부터 실시된 농

의 수탈로 인해 대체로 곤궁했다고 해도 이

지개혁이 반봉건적인 토지 소유를 해체시킴으

때에 이르러서는 농업 생산력도 높아지고, 기

로써 신분제가 유지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형적으로나마 공업도 발달하여 이전보다는 나

무너뜨렸다고 한다.

은 경제생활의 영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더 중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한 세기간 계급 관

요한 변화는 신분제도의 붕괴로 인해 상징소

계가 지속적으로 해체, 단절되어 왔다. 게다가

비의 효용이 증가, 하위계급에서 이를 지위주

그 동안 일반적으로 어렵게들 살았기 때문에

장에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계층간 불평등 구조도 그다지 극심한 편이 아

그런데 이렇게 상징물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니었다(김경동, 1993). 이는 근대화기에도 우리

그 상징물은 상징성을 잃고 기능소비품화 되

나라의 계급간 근접성과 이동가능성이 매우

는 트리클다운 현상이 시작된다. 이는 우리가

높았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

소비하는 재화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그

와 같이 계급간 근접성과 이동가능성이 높아

것은 상징소비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면 상징소비의 효용이 높아진다. 계급간 근

능소비품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접성과 이동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상위계급에

특히 근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 상징소비품

대한 하위계급의 모방소비가 활성화되고, 이에

에서 기능소비품으로 전환하는 계기는 공급경

대한 상위계급의 대응 전략으로 ‘구별짓기’ 위

쟁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도입 초기에

한 새로운 상징소비가 촉진되는 것이다. 즉 이

는 상징소비품이었던 것이 공급자간의 경쟁으

전의 소비가 신분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로 인해 개별 공급자가 시장을 확대해 가는

면, 근대화기를 기점으로 신분제가 붕괴하면서

과정에서 그 상징성을 잃고 기능소비품화 되

부터는 오히려 의복을 비롯한 기타 소비행태

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역전현상의

면제품의 하나인 옥양목을 들 수 있다.

기틀이 확립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근대화

사실 개항 이전부터 일부 고관대작들은 청나

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신분에 따라 범위와

라 상인들로부터 옥양목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한계가 규정되던 공․맹의 ‘예’에 대한 사상이

1876년 동래항 개항을 계기로 일본상인들로부

상호 근접한 계급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변질

터 영국산 옥양목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

되어 현재 상징소비의 도덕적 근거가 되어주

작했다. 옥양목은 때깔이 옥처럼 곱다고 해서

고 있다고 하겠다(성영신, 1994b)

붙여진 이름으로, 무명보다 얇아서 옷을 해 입

이상과 같이 근대화기 동안 경제적으로는 발

으면 맵시를 돋보이게 했다. 따라서 양반들이

달하는 한편 신분제도와 같이 상징소비를 억

앞 다퉈 옥양목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은 당연

제하는 기제들은 그 효력을 잃어갔다. 그 결과

지사였다. 그런데 옥양목은 청나라 상인과 일

근대화기 기간 동안의 기능소비와 상징소비는

본 상인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부터 수입해 오

조선시대의 기능소비 및 상징소비와 양상을

는 것이라 가격이 매우 높았다. 게다가 얇고

달리하게 되었다.

하늘하늘한 천이다 보니 이전에 조선에서 사
용되던 무명보다 실과 바늘도 더 가는 것을

3.2 근대화기의 기능소비

사용해야 해서 옷 짓는 사람의 품도 더 많이
드는 등 부대조건들도 많았다. 더욱이 옥양목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대화기 동안 일제

은 내구성이 떨어져서 쉽게 헤어지는, 소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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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상품이었다. 따라서 초창기 옥양목은 양

옥양목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반을 비롯한 돈 많은 상류층의 상징소비품이

옥양목의 가격이 일단 하락하자 다시 이에 대

될 수밖에 없었다.

한 하위계급의 모방소비가 확대되었다. 그 결

그런데 영국에서 홍콩, 상하이를 거쳐 인천

과 처음에는 상류층의 상징지표였던 옥양목이

으로 옥양목을 들여오는 청나라에 비해, 영국

1910년경에는 그 상징성을 잃고, 퇴색하게 된

에서 홍콩이나 상하이를 거친 후, 다시 나가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옥양목에 대한 소비증대는

키와 오사카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옥양목을

상징소비의 증대가 아니라 기능소비의 증대를

들여오는 일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이 낮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밖에 없었다(김윤희 외, 2004). 이에 일본상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구 열강에 문

인들은 1890년 이후부터는 자국 내에서 면제품

호를 연 이후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여

공업을 일으키고, 옥양목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성의 외출이 늘어나는 반면 내외용 쓰개의 사

만 기존의 무명보다는 좋은 씨이팅(sheeting)

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1900년대부터는 화장품

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김윤희 외, 2004).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었다(금기숙 외,

씨이팅은 중류층의 입장에서도 반길 만 했

2002). 그런데 당시 국내의 화장품 공업이란

다. 씨이팅은 옥양목보다 성글고, 옥빛이 나는

주로 가내 수공업 형태로 공급되는 조악한 상

옥양목과는 달리 붉거나 혹은 노란 기가 도는

품이었고,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수

데다가, 옷맵시를 내는 데에도 옥양목보다 못

입화장품이 상징소비품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했지만, 무명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다. 더욱

특히 기생에게 있어서는 사용 화장품이 곧 서

좋은 것은 옥양목 한 벌 해 입는 돈으로 두,

열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세 벌은 해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김윤희

양분(羊粉)을 쓰는 기생을 고급 기생 혹은 1

외, 2004). 따라서 상류층에 대한 모방소비의

급 기생이라 하였고, 왜분(倭粉)을 쓰는 기생

제반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화기의 중

을 2급 기생 혹은 왜분 기생이라 하였으며, 국

류층 소비자들은 옥양목보다는 품질이 떨어지

산 화장품을 쓰는 기생을 연분 기생이라 칭했

지만 값이 싼 씨이팅을 모방소비품으로 적극 소

을 정도이다(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장업사

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의 모조품 소비에

편과위원회, 1986). 그러던 것이 1920년대 박가

비길 수 있는 현상으로, 부르디외(Bourdieu)의

분(朴家粉)이 양판되어, 한달 판매량이 약 1만

‘모방하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갑에 이르는(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장업사

그런데 지속적인 공급자간 경쟁으로 초기의

편과위원회, 1986) 시점부터는, 화장품의 상징

옥양목보다 저렴한 옥양목이 수입되기 시작했

성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에는 일본

다. 이에 농민들도 옥양목을 구입하는 등 옥양

산 ‘구다부 백분’도 대량 수입되면서 상징소비

목의 소비가 점차 중류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재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1910년경에는 중류층의 일반적 소비상품화 되

이상과 같이 근대화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면서, 그 상징성을 잃고 기능소비품화 되었다.

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공급자간 공급경쟁이

즉 옥양목이 상징소비품목으로 지위를 얻자,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편, 신분제와 같은 상징

하위계급의 모방소비 욕구가 촉발되는 한편,

소비의 규제제도가 폐지되면서 하위계급이 상

생산력의 증대로 면제품 공급자간 공급경쟁이

위계급의 지위표지를 차용하는 ‘모방하기’가

심화되면서 씨이팅이라는 대체재가 소개되고,

활성화 되었다. 그런데 지위상징물이 보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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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상징물은 상징성을 잃고 기능적 가치만

드러내놓고 불쾌감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하

남게 된다. 즉 근대화기 상징재화의 소비확대

지만 신분제가 붕괴되는 근대화기 이후에는

는 상징소비의 확대가 아니라 기능소비의 확

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나가는 차

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에 돌을 던지거나 함정을 파 놓고 차를 고장
내는 등 소비에 대한 소외감과 질시가 표현되

3.3 근대화기의 상징소비

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질시와 불쾌는
역설적으로 계급간 이동 가능성이 매우 유동

앞 절에서는 근대화기 기간 동안 일부 품목

적임을 의미한다.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들이 공급경쟁으로 말미암아 상징소비재에서

는 애당초 체념하지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

기능소비재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대해 논했다.

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더욱 갈망하고 질투하

대신 다른 재화들이 새로운 상징소비재로 끊

기 때문이다. 즉 이 때부터는 계급간 이동 가

임없이 그 자리를 대체해 나갔다. 주로는 역시

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그 결과 상징물을 통한

수입 고가품이 가장 대표적인 상징소비재였는

지위상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졌다

데, 초기 투자자본이 크거나 혹은 고도의 기술

고 할 수 있다. 단 성취욕망은 높은 데 비해

력을 요하는 재화는 보다 오랜 기간동안 상징

성취 가능성이 낮아서 오는 괴리감도 함께 겪

소비재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갔다.

기 시작했다.

당시의 상징소비재중 가장 대표적으로 계급

이상의 근대화기 소비행태를 종합해 보면 근

격차를 표상한 사치품은 자동차였다. 우리나라

대화기 동안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황이라는

최초의 자동차는 1903년 고종이 자가용으로

특수한 상황으로 절름발이 공업화가 진행되었

쓰기 위해 미국 공사를 통해 들여온 것으로,

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술발전과 도시화

1910년대 이후 고관대작과 선교사, 일본의 재

가 진행되었으며, 신분제도가 붕괴되는 등 일

력가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상류사회에 보

반적인 근대화의 변동을 겪었다. 그 결과 근대

급되기 시작했다. 1912년에는 일본인 운수업자

화기 이전에는 신분과 소속 단체가 개인의 생

가 대구-포항간 시외 교통영업을 처음으로 시

활과 소비를 규정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본격

작했고, 1915년부터는 일반 부자들이 차를 타

적으로 소비행태가 개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기 시작했다(노형석, 2004). 그러나 일반인들로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즉 이 때부터는

서는 자가용은 고사하고, 택시조차 이용하기에

새로 소개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수준이

버거웠다. 자동차가 기능 소비재가 된 것은 이

개인의 지위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런데 몇몇

때부터 반 세기도 더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소비재는 산업 발달과 공급자간 경쟁 촉발로

들어선 이후라 하겠다.

보급이 가속화 되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그런데 근대화기부터는 자동차와 같은 상징

이용됨에 따라 초기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소비물의 소유를 통한 신분 격차의 표현 혹은

기능소비재화 하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본격적

‘구별짓기’에 대한 반작용이 시작되었다. 조선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나 자동차처럼 높은

시대에는 법적으로 신분간 소비수준의 격차를

초기 설비투자 비용과 기술력을 요하는 재화

보장했었다. 따라서 신분 격차에 따른 소비수

는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없었고, 그 결과 상

준 격차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비록 소비격차

징재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구가할 수 있었

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근대화기에는 신분에 의해 상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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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의 이용가능여부가 결정되던 과거와 달리

근대화기에 이르러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소비수준으로 지위를 상징하는 시대로의 전환

성숙해짐에 따라 기능소비의 제한이 해소되어

점이 되었다. 그러나 소비상징이란 소비재의

가는 한편, 신분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신분이

희소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 시기부터는

소비를 규정하던 시대에서 소비가 신분을 규

상징소비재가 보편화되는 순간 상징소비재로

정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옥양목과 같

서의 지위를 잃고 기능소비재가 되어 갔다.

은 몇몇 소비재는 산업 발달과 공급자간 경쟁
촉발로 보급이 가속화 되면서 다수의 소비자
들에 의해 이용됨에 따라 초기의 상징성을 잃

Ⅳ. 결론

어버리고, 기능소비재화 되는 트리클다운 효과
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자동차처
럼 상당기간 동안 상징소비재로서의 자리를

본 논문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근대화기까지

굳건히 지킨 재화도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

한국인의 소비행태를 통시적으로 관찰하여 변

와 같은 상징소비재의 이용 여부가 경제력에

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경제적 요소와

대화기 동안에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경제적

상징소비뿐만 아니라 기능소비조차 제한된 면

요소로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

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근본적인

으며, 사회적 요소로는 신분제도의 변천에 초

소비 행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점을 맞추었다.

이상과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특히 조선시대는 기능소비의 제한으로 상징
소비의 존재 여부에 많은 의혹이 있는 바, 상

소비의 연속성에 대해 다음의 <그림 2>와 같
은 모델을 도출하였다.

징소비의 존재여부에 대해 먼저 논증한 후, 기

위의 소비변화 모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능소비와 상징소비의 역동적 변화상을 살펴보

다. 먼저 상징소비의 변화상을 보면 첫째, 조선

았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는 생산력 증가와 함

시대에서 근대화기에 이르기까지 상징소비의

께 개인 소비자의 기능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

소비행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

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시대 동안 상징소비가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

기본적으로 수요초과 사회로, 당시 기능소비는

라 신분제도 등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이미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이 밝혀졌으며, 이와 같

상위계급의 상징소비가 만연했으며, 하위계급

은 기능소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체의 경

의 모방소비 역시 이에 발맞춰 병행되고 있었

쟁적 소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음을 의미한다. 다만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도 상징소비가 존재했음 또한 밝혀졌다.

상징소비의 양이나 비율이 크게 확대되지는

조선시대 동안에는 신분제도 자체가 상징소

않았음을 뜻할 뿐이다.

비의 기준이 되었으며, 신분간 경계의 모호성

근대화기에 접어들면서는 생산력의 발달과

과 규제의 허점을 틈타 부유층에서 당상관의

신분제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상징소비를 통

복장을 좇는 등 상징소비도 만연했었다. 상징

한 지위주장이 가능해지자, 하위계급의 적극적

소비는 경제적 여건, 즉 기능소비의 발달 정도

인 모방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상

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했던 것이다.

징소비재가 상징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96

기능소비와 상징소비에 대한 사적 고찰 - 조선시대와 근대화기를 중심으로

╛☦⋞

╛☦⋞
Wulfnoh#grzq#
]rqh

ዊ☦⋞

ዊ☦⋞

ⴊ►❶រ

ኖរ㫮ዊ

㪞រ

<그림 2> 소비행태 변화 모델

제품은 상징소비재가 아니므로 새로운 상징소

급의 재화 소유를 통해 위신을 과시하는 풍조

비재를 찾아야만 한다. 이는 상징소비재가 대

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상징소비 재화

체되는 것일 뿐, 상징소비재가 늘어나는 것이

는 차이화의 논리에 의해 추구되는 것으로, 대

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대화기 이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재화를 소유하면 그 재

상징소비의 비율은 늘어난다고 할 수 없다. 비

화는 더 이상 차이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록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다고

된다. 즉 사용가치만 남은 기능소비재로 변모

하더라도, 그 결과 이전의 기술적으로 저급한

하는 것이다.

제품이 상징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이러한 결과를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상징소비재를 늘리는 결과를 낳지 못한다. 비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사회적으로 평등해질

록 상징소비의 양은 경제와 기술의 발달과 더

수록 상징소비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

불어 점차 늘어가긴 했으나, 상징소비의 비율

니라 기능소비재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할 수

은 조선시대 이후 현재까지 크게 늘어났다고

있다.

할 수 없다. 상징소비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상징소비
가 오늘날의 문제일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이

다음으로 기능소비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경

것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현상이며, 오히려

제적 미숙으로 인해 조선시대에서 근대화기에

기능소비재의 소비가 폭증했음을 논증해 냈다.

이르기까지 기능소비의 소비량은 크게 변화하

비록 본 연구는 각 시기별 기능소비와 상징소

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화기에 접어들어 생산

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력이 발달하고, 사회가 분화되어 재화의 생산

자의적으로 추출함으로써 이견의 여지를 열어

과 유통에 종사하는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소

둘 수밖에 없었으며, 계량적 검증에도 한계가

비재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기능소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소비행태 변천사에 관한

비재가 확산되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합당한

최초의 연구로, 소비행태를 통시적 관점에서

재화의 소유가 지위를 상징하게 되자, 상위계

이해하고, 모델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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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Functional Consumption
and the Conspicuous Consumption
- Chosun Dynasty & Period of Modernization
Hae-eun Jin*․Jungsung Ye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onsumption style and to suggest a
historical consumption model by examining consumer behavior and attitude from Chosun dynasty to
period of modernization. For this stud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were classified and then various
evidences of the functional consumption and the conspicuous consumption were examined. Based on
this observation, finally historical continuity and changeability were analyzed ou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aspect of the conspicuous consumption behavior, it has not been changed from Chosun
dynasty to period of modernization. It doesn't mean the conspicuous consumption behavior was
seldom conducted. It means the conspicuous consumption behavior was widely spread among high
society for differentiation as well as middle class for copying it.
However, from the period of modernization, copying behavior of the middle class was accelerated
because of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breakdown of the social status system. Consequently
symbolic goods was popularized and lost its value, which made the high class to develop new
symbolic goods. This implies that as much as new symbolic goods come to market, old symbolic
goods lose its value, so that the whole amount of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symbolic goods
can be maintained. As a result, the conspicuous consumption behavior was steady even after period
of modernization.
Next, in aspect of the functional consumption behavior, it has not been changed from Chosun
dynasty to period of modernization, ether. But as period of modernization began, supply was boosted
and the functional consumption behavior was increased. Besides possession of appropriate goods
began to distinguish social status. Wishes to show one's status off by using symbolic goods of the
high class was spread widely. But symbolic goods can be symbolic goods by rarity. Once sym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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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become popular, it can't be symbolic goods any longer. It becomes functional goods. As a
result, supply increase of the symbolic goods leads supply increase of the functional goods.
This study was the first study to assess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onsumption style and to
suggest a historical consumption model. For more studies can be followed, it is necessary to measure
numerically so as to prove the model suggested here.
Key words: functional consumption, conspicuous consumption, symbolic value, us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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