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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popular YouTube subculture content and male YouTuber characteristics. We con-
ducted a case study on YouTube videos and viewer’s comments of male YouTubers who interacted with subculture 
or fashion themes within YouTube. Based on Dick Hebdige’s subculture theory, we categorized male subculture 
characteristics of style expression to show how YouTube plays a role in the formation of subculture. The rep-
resentative types of male subculture were divided into metro sexual, adolescent boys, drag queen, and homosexual. 
YouTube simultaneously played a role in accumulating video viewing as well as indirect experiences in various com-
munication activities and cultures among viewers. YouTube was used as a space for video producers as well as view-
ers and subscribers to discover and build identity. Subculture makes people aware of cultural diversity within society, 
and their doubles and lifestyles serve as important clues to track culture and fashion changes. This research is sig-
nificant in the field of fashion media and subculture research due to its examination of male subculture phenomenon 
on YouTub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video content of culture insiders and viewers' comments as well as imme-
diat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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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튜브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미        

디어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Spanos et al., 2020).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탄생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정 팬덤이 형성되면서 쌍방향 간 활        

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유튜브 내 인플루언서       

(Influencer)들은 대중의 미의식이나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의 유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Kim &        

Kim, 2019). 특히 유튜브에서는 공중파에서 쉽게 다룰 수 없는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다양한 문화나 독특한 취향     

과 관련된 콘텐츠들은 정적인 주류문화에 대항하여 대중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종래의 획일적인 문화나 고루     

한 양식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문화가 세부화 되고 다양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와 관련된 연구들을 채널 내 광고 및 콘텐츠 전     

략에 관한 연구나 영상 제작자 개인의 영향력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디지털 미디어     

문화와 이를 대중이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관점     

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Byun, 2018; Kim, 2017; Kim     

& Kim, 2019). 또한 최근 남성의 외모 관리를 돕는 패션 및     

뷰티 시장의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     

으며(20slab, 2018), 화장하는 남성이나 성 소수자와 같은 다양     

한 패션 취향을 반영한 패션 스타일이 디지털 미디어 내 하위     

문화로서 등장함에 따라 패션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Gwak,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외모 관리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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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하는 유튜브 내 패션 콘텐츠의 하위문화 현상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남성 하위문화에 관한 논문들과 최        

근 남성 유튜버들의 외모 꾸미기 현상에 관한 최신 뉴스 기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외양에 대한 표현과 담론들이 논       

의되는 공간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하       

위문화에 관한 문헌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남성 유튜버       

들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유튜브에서 ‘남성 유튜버’, ‘남성 외모 관        

리’와 같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도출한 영향력 있는 채널 중,         

최종 6개의 채널을 선정하여 대표 영상의 내용과 댓글을 분석        

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의 틀은 하위문화 연구       

에서 외양으로 드러나는 ‘스타일’의 구분을 강조한 딕 햅디지       

(Dick Hebdige)가 제시한 세 가지인 ‘의도적 소통’, ‘브리콜라주’,       

‘저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튜브에서 이러한 맥락들이 어떻      

게 패션을 통해 나타나는지와 하위문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하        

위문화의 생산자와 수용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       

어가 하위문화의 형성과 유지, 확장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가치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유튜브 환경

유튜브는 자체 제작한 영상의 업로드와 시청, 그리고 타인과       

영상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다(Martha et al., 2010). 과거에는 블로그(Blog)나 트위터      

(Twitter)와 같이 텍스트나 단편적인 이미지 위주로 정보가 생       

산되던 데 반해 최근에는 오디오와 영상에 기반한 정보제작이       

수월해지면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 기반의 플랫폼이 시청자들에      

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영상 구독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         

한 디지털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 내 영상 제작자들        

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채널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영상을 매개        

체로 하여 이용자 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 상호작용 하는        

방식으로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Tang & Whinston, 2012).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영상에 대한 호의 표시(좋아요       

/구독 기능), 실시간 댓글 및 채팅창 활성화, 타인과의 영상 공         

유와 같이 유사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개방적인 교류가 가능        

하다. 즉 유튜브는 대량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 의         

견 및 이야기 공유,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수행하기에(Becky &       

Simon, 2007), 텍스트 기반의 매체나 TV, 라디오와 같이 일 방         

향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Tsai(2015)는 유튜브를 통해 흥미로운 내용을 접       

할 경우,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여 자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유튜브 시장에서 ‘패션’ 관련 영상은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이다(Lee, 2019). 유튜브에서는 패션을 매개하여 다양한     

영상이 제작되며, 생경한 패션 스타일과 문화들은 시청자들에     

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시청자들이 일상적으로 접     

하는 ‘패션’이라는 대상을 통해 공감과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     

도록 하며, 비슷한 취향을 가진 시청자들 간 유대감이 빠르게     

형성되도록 한다. 유튜버들은 영상 기획과 제작의 과정에서 자     

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콘텐츠 자체만으로도 이목     

을 끌기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환경적 특수성     

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인기 유튜브 채널로 성장하     

도록 만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취향을 중심으로 문     

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나 유튜브 내 하위문화 생산자들이 대중     

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화     

의 출현과 파급이 앞서 언급한 유튜브의 다양한 기능적 특성들     

이나 쌍방향 소통방식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거나 독창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2.2. 하위문화

Brake(1985)는 하위문화를 주류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의 하위문화들은 주된 문화로부터 배척당     

한 것,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이질적인 문화     

로 이해되며, 지배문화 즉 권력을 갖는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를 고려하여 분석되는 한편,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     

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Duits et al.,     

2014). 

딕 햅디지는 하위문화가 스타일 즉 외양의 차별을 통해 드     

러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위문화를 모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행동, 가치관, 인공물을 통한 표현을 통해 상징적 의     

미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았는데(Hebdige, 1998), 특히 옷차     

림과 같은 스타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 문화 외부자-내     

부자 간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하위문     

화 구성원들 스스로가 지배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드러내며     

스스로가 특정 문화에 속해있음을 표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 문화에 생경함과 자극을 주어 문화적 역동성과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Yang, 2004). Yim and Kim(2003)의 연구     

에서 하위문화의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하위문화 구성원은 하     

나의 사회적 관점을 갖는 집단이면서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스     

타일이 존재하고 이를 공통의 스타일로 가시적이게 표현하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간다. 이처럼 하위문화의 발전의 근     

간에는 집단이 창조하는 새로운 미의식과 특정 패션 스타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위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최근 연구들은 과거 하위문화     

이론에 기반하여 ‘취향’의 중요성과 문화 확산에 있어 ‘미디어’     

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Park(2009)은 과거 계급사회에서는 교     

육적·경제적 수준이 낮은 문화를 하위문화로 규정하였다면, 현     

대에는 이러한 계급 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하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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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활동을 하는 ‘주류문화의 부수적인       

(Sub-)’ 문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포스트 하위문화       

(Post subculture)의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현대의 하        

위문화는 과거 하위문화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대중       

매체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며, 문화 형성에 수직적인 계급의 역        

할은 약화되고 취향 중심의 문화를 하위문화의 주된 요소로 포괄        

해야 함을 주장한다(Bennett & Kahn-Harris, 2004). Kim(2015b)      

은 하위문화를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으로 설명      

하며, ‘의상’, ‘헤어 및 메이크업’, 그리고 ‘행동 양식’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양식들이 인터넷 방송 내 하위문화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Kim,      

2015a). Park(2018)은 2010년 이후 하위문화에 뿌리를 둔 신-       

하위문화(Neo-subculture)가 등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과거    

에 사회적 변화나 문화적 특성들이 저항적 표현이나 하이패션       

(High-fashion)을 통해 트렌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SNS라      

는 경로만을 통해서도 하나의 자체적인 문화 형성이 가능하다       

고 주장한다. 이처럼 현대의 하위문화는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       

로 대중매체라는 가상공간에서 자생적이고 유행에 기반하여 형      

성될 수 있다. 또한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시각적 단        

서들을 활용하여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류문화로부터      

저항하는 자신의 스타일을 표출하거나 유사한 취향을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유튜브 또한 하        

위문화의 표현과 다양한 담론이 오가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튜브에서는 문화 내부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조건 없이 특정 가치나 신념에 동조하거나,        

취향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면 누구나가 새로운 문화      

에 자유롭게 동참 혹은 탈퇴할 수 있기에, 과거 하위문화를 살         

펴보는 데 있어 미비하게 다루어져 온 대중매체의 역할을 유튜        

브의 콘텐츠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현시대의 하위문화와 패션       

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남성의 외모 꾸미기 현상

남성들의 외모 가꾸기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의       

외모 관리를 돕는 패션 및 뷰티 산업 또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Kim & Na, 2019). 또한 과거에는 마초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상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스스로의 여성적 취향을      

과감히 표출하는 남성, 성 소수자와 같이 고소득, 철저한 자기        

관리,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띄는 메트로섹슈얼(Metro sexual),      

남성적이나 이성애자인 위버섹슈얼(Uber sexual), 여성적인 비     

주얼을 지향하는 크로스섹슈얼(Cross sexual)과 같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체적 남성에 대한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 Park, 2014).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자        

신의 외모를 ‘전시물’로 대상화하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주체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상공간에서 자기 이미지를 노       

출하고 이를 주제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투        

영된 행위로 볼 수 있다. 

Kim et al. (2014)에 따르면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자신      

을 하나의 성적 대상으로 여겨 스스로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거     

나 신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스스로를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남들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외모를 관리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n et al., 2016). 나르시시즘은 확대된 자     

기 이미지, 스스로에게 특별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적인 겉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Back et     

al., 2010). 이러한 표현은 현대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남성 유명     

인들로 설명될 수 있는데, Sung(2007)은 인간이 사회에서 느끼     

는 불안함과 소외가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셀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해소되며,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유튜브 내 남성 인     

플루언서들이 스스로를 가꾸고 자신의 모습에 애착을 가지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정보나 가치관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데 적극적인 행동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남성 유튜버들의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애     

정 표출이나 적극적인 외모 관리, 본인의 몸에 대한 애착과 같     

은 특정 행동들에 비추어 하위문화를 주도하는 남성 유튜버들     

이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의 형태     

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를 통해 사례와 관련이 있는 현상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거나 기존에 존재해 온 이론적 배경들을 사     

례와 연관 지어 풍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연구 방법이다     

(Stake, 1981). 사례연구는 단독 혹은 작은 수의 사례를 갖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이 동원되는 것이 특징인데,     

현상에서 포착되는 사례에 기반 하여 실제 현상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도출하여 실증적 탐구가 가능하도록 한다(Yin, 2003).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은 유튜브 영상 제작자의 영향     

력과 인지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KPI(Key performance index,     

핵심성과지표)’의 기준을 따랐다. 유튜버의 영향력은 영상의 평     

균 조회 수와 댓글 수, 평균 ‘좋아요’ 버튼의 개수, 그리고 구     

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Park, 2020). 따라서 2020년 3월 20     

일부터 27일에 걸친 일주일 간 유튜브의 검색창에 ‘남성 유튜     

버’, ‘성 소수자’, ‘청소년 패션’, 그리고 ‘남성 외모 관리’의 키     

워드를 입력하여 도출된 영상 중,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     

유하였거나 패션과 하위문화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     

는 상위 12명의 유튜버들의 채널과 주요 콘텐츠 내용을 정리     

하였다(Table 1). 이후 패션 미디어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3인 연구원이 유튜브 내     

의 인지도, 특정 팬덤 형성 여부, 댓글 활성화 정도의 요인들     

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6명의 남성 유튜버들의 영상이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적합한지를 2차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하위문화의 대표성을 띄는 남성 유튜버는 드래그 퀸(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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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동성애자(Homo sexual), 메트로섹슈얼, 그리고 남자 청      

소년 문화로 구분되었다.

4.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하위문화를 채널의 주요한 콘텐츠로 삼고 있는       

남성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내에 형성된 남성 하위문화       

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Table 1에서 언급한 상위 남성 유튜버        

들 중, 협찬이나 광고 영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튜버는 제         

외하고, 개인적인 일상이나 비주류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하위      

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거나 시청자와 댓글 및 실시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유튜브 내 남성 하위문화의 구체적 특성을 패션        

스타일의 관점에서 논의한 햅디지의 이론적 틀을 콘텐츠 분석       

에 활용하였다. 햅디지의 하위문화 특징은 Table 2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Hebdige, 1998). 먼저 하위문화 스타일의 첫      

번째 특징은 ‘의도적 소통’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암묵      

적 질서나 법칙들을 위반하고 풍자하여 사회와 숨겨진 저의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이는 하위문화 내부자들이 의      

도적으로 주류문화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가시적인 언행과 패션      

스타일을 표출하여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행위를 통해 설       

명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스타일이란 단순히 의복뿐만 아        

니라 집단 내부자들의 공통된 주제, 은어, 행동 양식 등을 전         

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브리콜라주(Bricolage)’     

의 특징이다. 브리콜라주는 어떤 현상에 대해 부분적인 재해석     

이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스타일의 의도와 다르게 본     

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주류문화     

에서 상식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하위문화 구성원들이 새로     

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용도를 전복시키거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방식의 패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위문화     

에는 ‘저항’의 특징이 나타난다. 간혹 하위문화 집단과 그들의     

생활양식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며 주류문화에 대한 강한 거     

부 혹은 저항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외양에 있어 과장, 짜     

깁기, 극적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비이상적인 모습들로 표현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비이상적인 표현들은 하위문화 내부자들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순’이나 지배문화에 대한 ‘반발심’으     

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의 개념이 가시적인 패     

션으로 표상된다고 할 수 있다(Lee & Lee, 2020). 대표적으로     

펑크(Punk) 스타일에서 부적절한 핀이나 공격적인 금속들이 신     

체 피어싱이나 스타일을 위한 디테일로 사용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복을 의도적으로 변형·훼손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이     

다(Hebdige, 1998). 본 연구에서는 햅디지가 논의한 세 가지의     

하위문화 특성이 패션 스타일 혹은 영상의 콘텐츠와 관련지어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하     

위문화의 특성들을 아래에서 논의하였다.

4.1. 메트로섹슈얼 화장하는 남자들

유튜브 내 첫 번째 남성 하위문화 집단은 화장하는 남자들     

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남성들의 외모 관리 수준과 관심이 높     

Table 1. Highly ranked YouTuber’s name and contents categories related men’s subculture 

 YouTube KPI  

Subculture 

YouTube

channel title
Main contents

Number of subscribers 

(10,000) / videos

Metro sexual

LeoJ Makeup Grooming, (Art)makeup, drag fashion, fashion & beauty challenge 41.3 / 175  

Come2david (Daily)Makeup, cosmetic product review & haul, grooming, vlog 14.9 / 149  

Kisoo Kim (Daily)Makeup, cosmetic product review & haul, grooming, vlog 11.6 / 521  

Adolescent boys

Joon-Peanut Get ready with me, fashion product review, vlog, fashion look-book 31.9 / 161  

Hwan’e Get ready with me, (daily)makeup, cosmetic product review & haul, vlog 14.2 / 219  

DongHoon Get ready with me, fashion styling, vlog, cosmetic product review 8.69 / 037  

Drag queen

NEON MILK Drag queen show, makeup, self styling, q&a, shooting, vlog, tv live 8.05 / 094  

Serena303 Drag queen show, makeup, vlog, making film 2.67 / 037  

BORI  Makeup, drag queen show, vlog, haul, mukbang 1.39 / 018  

Homo sexual

Mango couple Vlog, dating, challenge, q&a, taste 15.4 / 095  

Bromance couple Vlog, challenge, mukbang, q&a, game 9.44 / 185  

Hyugayso Vlog, challenge, mukbang, q&a, game 7.76 / 090  

Table 2. Three characteristics of Dick Hebdige’s subculture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The specific meaning of subculture style

Intentional communication Intentional contrast, hidden purpose, recontextualization 

Bricolage Impromptu combination, an improper condition

Rebellion The use of extreme schematics, any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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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짐에 따라 여성적 취향이 강한 남성들의 화장품 사용 후기나        

자신들의 외모 관리 노하우를 본인의 얼굴과 몸을 도화지 삼아        

소개한다. 메트로섹슈얼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질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미적 감각이       

뛰어난 도시 남성을 의미하며 본인의 남성성을 지키면서도 자       

신의 외모 및 패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여성적 성향의 남성         

이다(Son, 2010). 1994년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어원을 일간지에     

처음 사용한 영국의 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pson)은 이러       

한 특정 남성들의 새로운 취향이 ‘음지’에 숨어있던 남성 집단        

의 환호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Park & Kim,        

2005), 메트로셀슈얼 남성들은 과거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남      

성상과는 구별되는 한편 외면의 남성성은 유지하면서도 내면에      

는 여성적 감성과 취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가적인 면모를 보        

인다(An & Park, 2007). 따라서 메트로섹슈얼은 최근 남성들       

의 외모관리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과거 ‘음지’나       

‘소수’의 입장에서 주류문화로부터 배척당했던 하위문화로 자     

리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 남성이 여성적 코드들을 더욱 다양     

하고 과감하게 표출하는 문화적 역동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기존에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패션, 뷰티, 성형 등 외모에 대     

한 관심도가 남성들 사이에서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매체는 여전히 여성의 외모 관리 방법을 전달하는 데 치중     

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현재 유튜브 콘텐츠가 다소 해소시켜주     

고 있다. 남성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일상생활에서 외모를 관리     

하는 방법들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쉽게 얻으며, 이는 젊은 남     

성 시청자만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이자 외모 관리에 관한 정보     

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Table 3). 

화장하는 남자들의 하위문화적 특성은 남성 유튜버들이 의     

도적 소통으로 현재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이나 여성 화장품의     

인습적인 용도를 전복시키는 데 있다. 그들은 대량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과장된 화장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나 ‘여성스     

러움’ 혹은 ‘동성애자’로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항하기 위해 ‘남     

자 메이크업의 현실’, ‘성별 거꾸로 메이크업’과 같은 콘텐츠를     

Table 3. YouTube contents of the metro sexual 

Thumbnail of YouTuber Viewer’s comment reactions

“I have to buy cosmetics. I came in without hesitation^^”

“Out of all the beauty YouTubers, he is the best reviewer and give the best tips”

“It was a very helpful video”

“Men looks better with makeup than their shabby faces. If you've seen this video, try      

it”

Image 1. Recommendation of cushion foundation

(Kisoo Kim, 2018).

“I hope there are more Grooming people. Let's decorate the men's faces to look      

better!”

“Wow, you look so much better dressed up like this! It looks like more manly”

“I learned a lot from this video especially with the concealers”

“I think this is the first makeup I have seen where you actually covered up your      

discoloration perfectly!”

“It's exactly the recipe I wanted. Thank you. Mr. Jun-gu”

Image 2. Concealer care makeup

(Come2david, 2018).

“The final look is very masculine. you look powerful! One hopes you are NOT      

single.... otherwise the dating world will fall at your feet”

Fashion related contents Cosmetic items review, how to apply make up, trend, unboxing, event make up ideas, fashion styling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Intentional 

communication
Bad comments reading, women cosmetic gadget review, men’s makeup tutorial 

Bricolage Feminine makeup, Fashion & Beauty challenge, Celebrity women parody 

Rebellion
Use of women’s fashion/beauty items, drag queen makeup, cosmetic surgery before & after, styling      

from ugly to hot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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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여 숨은 메시지들을 콘텐츠에 의도적으로 내포시킨다. 이      

는 ‘여성용’이라고 암묵적인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패션, 뷰       

티 제품을 남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사용해보며 성역할이나      

외모 가꾸기에 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기에, 하위문화      

의 저항적 측면 또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브리콜라주 측         

면에서 그들은 ‘애니메이션 여자 캐릭터 메이크업’, ‘여성 유명       

연예인 따라 하기’, ‘이벤트 성 드레스 업’과 같이 창의적인 패         

션 아이템의 변형과 활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패션 스타        

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을 즉흥적으로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문화 내부자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Hebdige, 1998), 무한한 패션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뷰티 유튜버 1세대인 개그맨 출신의 김기수         

는 남녀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이다. 그는 주로        

‘루미너스 여신광채’, ‘특별한 날을 위한 메이크업’과 같이 화       

려한 메이크업 및 패션에 관한 영상을 주로 제작한다(Image       

1).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젠더리스 메이크업(남녀 경계를 허문       

메이크업)을 추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Lee, 2018), 이는      

본인의 성 정체성과는 별개로 누군가에게 정보적, 정서적, 오락       

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글이나 사진과 같이 평면적으로 전달되어 온 정보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다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Image 2의 유튜버 준구는 남자 대학생 메이크업, 외출 메이        

크업, 계절별 메이크업과 같이 시청자가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영상을 시의성과 화제성에 맞게 제작한다. 시청자들은       

유튜버에게 본인의 ‘외모 콤플렉스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실시       

간으로 털어놓거나 자신의 ‘외모 관리 경험담’을 토대로 남성       

의 외모 관리라는 가상공간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        

럼 구독자들은 영상을 통해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거       

나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며 유튜브가 남성의 외모관       

리라는 정보습득에서 나아가 소수적 취향을 가진 남성을 중심       

으로 내부적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하위문화 유지의 공간이 됨       

을 알 수 있다. 

4.2. 외모 관리하는 소년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청소년 하위문화 연구는 노동       

계급이나 일탈적 성향을 띄는 집단의 일탈적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Lee, 1997). 국내에서는 청소년 하위문화의 역동      

성과 저항적인 측면을 ‘대중문화의 빠른 흡수’, ‘특정 소비물의       

사용’, 그리고 ‘과감한 정체성 표출’로 보고 있다(Gung, 2002).       

즉,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하위문화는 유스컬처(Youth culture)      

로 설명될 수 있으며,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기성세대가 주         

도한 주류 문화로부터 저항을 일으키는 하위문화로 여겨진다      

(Youth culture, 2008). 현대 남성 청소년 하위문화는 외부적       

환경과 연령이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만의 외모 꾸미기 문화를 만들고 있기에 이들의 외양은 하        

나의 독특한 하위문화로 구별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네이티        

브(Digital native)’ 세대로 불릴 정도로 영상 시청률이 높은 요     

즘 청소년들은 빠른 유행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유튜     

브 플랫폼을 즐겨 이용하는데, 이들에게 유튜브는 전통매체보     

다 수월하게 정보를 검색하여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패션 제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에서 생산     

되는 정보들이 청소년 하위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있어 청소년     

하위문화의 저변을 확대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Jung(2008)은 청소년 하위문화의 대표적 특징으로서 유사한     

‘패션 스타일’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은     

주로 유명인이나 우상과 같이 집단 내에서 추종하는 사람의 패     

션 스타일을 모방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한다. 과거에는 청소년     

들이 TV 속 이상적 외모를 가진 패션 스타가 착용한 제품과     

분위기를 모방하거나 팬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물건을 공유하     

며 대중문화의 스타일 코드를 역동적으로 해석하였다면, 최근     

에는 유튜브 내에서 유사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즉흥적이고 의     

도적인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청소년 하위문     

화의 결속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유튜버라는 중     

심인물이 있기에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 청소년들     

의 하위문화적 특성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이용하여 어     

설프게 따라 하기’, ‘교복에 어울리는 값싼 제품의 탐색과 조합’     

과 같은 브리콜라주 맥락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     

년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기성품을 자신들의 세계로     

가져와 이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저항적     

측면에서 ‘값싼 염색약으로 셀프 염색’, ‘SPA 브랜드·빈티지 제     

품 그럴싸하게 연출하기’ 등 역할에 기대되는 외양과 차림새와     

는 상반되는 역동적인 영상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청     

소년들 스스로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예속되어있는 신분     

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질적인 조합으로 패션 스타일을 병치     

시키며 저항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한 준콩의 유튜브에서는 청소년들 사     

이에서 외모를 소재로 한 대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상     

제작자를 포함한 시청자들은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청     

소년들로 준콩은 Image 3과 같이 주로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     

할 수 있는 학교, 학원, 부모님과 같은 주제로 소통하며, 온라     

인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환되는 메시지들이 유튜버-시청자 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된다. 다시 말해 과거 지역사회에서 면대     

면 결속과 유대를 통해 확장되어 온 하위문화는 최근 구성원     

간 직접적인 연결망 없이 ‘청소년 패션’이나 ‘청소년 메이크업     

’과 같이 공통된 관심사만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결속     

하고 유대감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Table 4). 

구독자 1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화니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패션 스타일의 구체적인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다수 제작한다(Image 4). 성인 중심의 미디어와 달리 비슷한 연     

령대의 유튜버가 시청자들이 겪어보았을 법만 한 경험담을 늘     

어놓거나 패션 제품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어 청소년들     

의 공감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영상을 통     

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야기’, ‘어른에 대한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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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만의 표출’, ‘외모 및 패션 스타일에 관한 고민’들을 댓글         

이나 채팅 창을 이용하여 해소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교환은 청        

소년과 관련된 채널들이 일종의 ‘고민 상담소’ 이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함께 향유하며 재미를 찾아가는      

일종의 ‘온라인 동아리’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모를 주제로 한 여타 유트브 채널들은 집단의 동조        

성에 힘입어 특정 패션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결정할 뿐만 아         

니라 개인의 체형, 생김새, 취향을 달리하면서도 청소년들만의      

스타일이라는 큰 틀은 유지 시켜준다는 점에서 청소년 하위문       

화의 확산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4.3. 드래그 퀸 문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하        

위문화 속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드래그 퀸 하위문화에 대한        

사례이다. 드래그 퀸은 특정 성 정체성이나 성 역할에 구애받        

지 않으며, 주로 무대에서 짙은 화장, 드레스, 하이힐과 같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복장을 한 남성 하위문화를 의미한     

다(Chung & Yang, 2004).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     

들의 활동이 주류 문화들 사이에서 예술적 행위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뮤지션, 모델, 누군가의 뮤즈     

로 활약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유튜브 내 드래그 퀸     

들의 하위문화적 패션 스타일의 특성 중에서 드래그 퀸의 의도     

적 소통과 저항적 요소는 여성 용품을 사용하여 과장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화려함의 극치로 본인을 치장하여     

악성 댓글을 읽는 행위, 지나치게 과장된 표정, 몸짓을 통해 드     

러난다. 이들은 생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광대     

나 만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저렴한 분장, 새로운 물건을 가     

져와 장신구로 활용하기, 이색적인 차림새 도전과 같은 변신에     

도 가감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드래그 퀸과 관련된 영상들은     

대부분 그들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이나 영상의 미학적 연출을     

통해 무대 의상과 성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브리콜라     

주 특성이 나타나며, 남성 혹은 여성으로 수용되는 본인의 매     

Table 4. YouTube contents of the adolescent boys’ appearance management

Thumbnail of YouTuber Viewer’s comment reactions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about that razor?”

“I envy you. We can't wear plain clothes and school uniforms (except midwinter)”

“I always have a good curling iron on my day off, too. haha...

Which curler do you use?”

Image 3. Get ready with me

(Joon-Peanut, 2016).

“Oh, I envy the color of the tie. We are red in the alignment”

“Do you live alone or with your family?

Where did you get the hairdryer, curler and razor? Which high school do you go      

to?”

“This time, fashion contents ? I love fashion contents like this. ? Get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from Hwany's fashion”

“I really wanted to watch the video on the outer related video!”

“I want to buy a waffing hoodie, but I am 170 cm tall. What size should I buy?”

Image 4. Recommendation of padded coat

(Hwan’e, 2018).

“Is the second hoodie too big? My height is about 153cm and I think it is too big for      

my school uniform”

Fashion related contents
Fashion haul, fashion item recommendation, makeup for high school students, fashion styling, season      

fashion trend/item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Intentional 

communication

Get ready with me, recommendation for student fashion style related event, festival in school,      

communication about school, relationship

Bricolage Vintage clothing store shopping, low price fashion and beauty item styling, imitation of adult ritual

Rebellion School uniform styling, makeup routine for highschool students, exam week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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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주제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Table. 5는       

패션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 5만 명을 보유한 네온밀크(Neon       

milk)채널에 관한 내용이다. 여성의 모습이 되기를 지향하거나      

애호하여 여성 분장을 하고 입장이 제한된 클럽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들        

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태로 기록하는 독창적인 채널이다. 이 채        

널에는 국내에 현존하는 10명 남짓의 드래그 퀸들이 대부분 등        

장하는데, 이들은 각자만의 화장이나 분장 방법, 실제 공연 모        

습, 해외 투어, 백 스테이지 영상, 퀴어 퍼레이드 행사 참여와         

같은 드래그 퀸 삶의 전반적인 일상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새        

로운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최근 드래그 퀸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유명인이기 보다는 하       

위문화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나 대중의 그릇       

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Image 5와 같은 시청자 댓글 기반의         

Q&A 영상을 제작하거나 악플 읽기와 같은 콘텐츠들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이는 간접체험을 통해 드래그 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전래     

없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 ‘지지’, ‘문화에 대한 학습’, 그리고     

‘호기심의 표현’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으며 그들의 하위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인다. 문화 내부자들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응에 대한 보답으로 영상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시청     

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들과의 소     

통을 이어나간다.

Image 6에서 나나영롱킴은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착용하고     

짙은 무대화장을 한 채 자신을 향한 악플을 담담하게 읽어나간     

다. 악플에는 ‘더러워 죽겠네’, ‘어떤 여자가 저렇게 메이크업     

함?’과 같이 드래그 퀸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는 댓글     

들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는 이러한 댓글에 하나씩 담담하게 답     

변한다. 드래그 퀸들은 영상 속에서 강한 자기애를 보이거나 스     

스로의 직업, 외모, 퍼포먼스 행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출     

하는 등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 결과 하위문화의 구성     

원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강한 사회적 지지를 얻거나 낮은 자     

존감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힘든 시청자들과 유튜버 간 공     

감대의 접점을 찾아가는 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5. YouTube contents of the drag queen

Thumbnail of YouTuber Viewer’s comment reactions

“Look at the haters... The man you hate so much loves you all... You guys should love your      

neighbor”

“Recently, I've been interested in queer, and I don't have any professional knowledge, but      

watching videos makes me more interested”

Imgae 5. Drag queen Nana’s direct answer

(Nana Youngrong Kim,2019a).

“you're truly amazing, wishing u the best, keep that good energy”

“you're truly amazing, wishing u the best, keep that good energy”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It's nice to see”

“I think it would be fun to make videos that tell us about Korean drag history”

“I hope he's okay with reading these though, please don't read it if it hurts to, that kind      

of people don't deserve your precious time!” 

“I hope he's okay with reading these though, please don't read it if it hurts to, that kind      

of people don't deserve your precious time!” 

Imgae 6. Reading nice & pretty comments of drag queen

(Nana Youngrong Kim, 2019b).

“When I see you, I feel like I have confidence to strengthen my mind once more and raise      

my self-esteem. Thank you”

Fashion related contents
How to wear/make up, performance, overseas tours, backstage videos, queer parade, visiting fashion events,      

Daily outfit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Intentional 

communication
Drag queen heavy makeup, bad comments reading, eccentric personal expression

Bricolage Feminine expression with fashion items, clownish or cartoonlike presentation

Rebellion Exaggerated costumes, sexual appeal, use of women’s fashion/beauty items, bed comments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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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표현

동성애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 되어 온 하위문화로 생물        

학적 성별이나 기존의 성에 대한 관습들을 거슬러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나 종교, 사회적으로 억압·탄압      

받는 대상이자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된 대표적인      

저항적 하위문화이다. 동성애 문화와 관련된 가장 활발한 논의       

는 2000년 처음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전국적으로 매 해마다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Ji, 2019),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활동들은 국내에 존재해 온 기존의 젠더       

체계가 모호해지도록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햅디지 관점에서 살펴본 동성애의 하위문화적 특성은 국내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제로 한 의도적 소통으로부터 출발       

한다. 이들은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동성애자의 관점에서 국내     

문화의 통념으로 자리한 성적 취향과 성별에 고착화 된 스타일     

과 기대 역할,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에 반박하며,     

담화를 통해 스스로를 주류문화로부터 분리하려는 특성이 나타     

난다. 이들은 비록 다른 하위문화에 비해 패션 스타일의 차이     

점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이들의 언어나 몸짓, 생활방식이 녹     

아있는 최근의 콘텐츠들은 1980년대 이후 동성애자들이 그들     

만의 패션 스타일과 행동방식, 독특한 옷차림을 지속적으로 표     

출해왔다는 점에서(Kate & Ruth, 2005), 국내의 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동성애자들의 스타일 표현이 다른 문화권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튜브 내에서도 연예인 수준의 인지도를 형성하고 적     

극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로, 구체적인 그들만의 성적     

Table 6. YouTube video of the homo sexual

Thumbnail of YouTuber Viewer’s comment reactions

“Your so cute I wish I had a relationship like this”

“I get so happy when I see a new post, there honestly so adorable and I love you guys”

“Your coat is so pretty! Can you tell me where it is from? haha”

“Even though I’m a pretty young girl, I support and understand that people should be      

treated like they aren’t human for liking who they want”

Image 7. Getting my boyfriend dressed

(Mango couple, 2019b).

“I have watched most of your videos.. I really love both of you... I wish you guys always      

happy in the future”

“I think I've seen a dream that I'll never dream of in real life.

I am so happy and sad that there are people who can trust each other for 6 years in our      

country”

“I didn't actually see gay couples until I came in and I just listened. There was some sort      

of rejection. But it's not much. It's just like a regular couple”s

Image 8. The pros and cons of being a gay couple

(Mango couple, 2019a).

“We've been together for 4 years. Our problems seem to end up as 'no legal protection      

for each other's life partners”

“I'm in my mid-60s, but I'm not prejudiced. Everyone lives their own lives, and it's a      

matter of trust”

Fashion related contents Getting my boyfriend dressed, gay couple vlog, hangout outfit, travel fashion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Intentional 

communication

Q&A or Communication about gay life, coming out stories, stereotype about gender or marriage in south 

korea

Bricolage Exchange of clothing each other, getting dressed for boy friend, sexual taste challenge

Rebellion Sensational joke, showing affection in public, sexual seduction and comments, vlog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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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이나 특수환 환경을 경험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       

상을 통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담아낸다(Table 6). 동성애 커       

플이 등장하는 망원댁 TV는 대중이 기존에 갖고 있던 소수자        

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채널이다. 이들은 이성애자와 유사한 커플의 일상과 같이 성별       

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주          

로 제작한다(Image 7).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성 소수자로 살        

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       

청자들과의 실시간 고민 상담, 커밍아웃에 관한 팁, 퀴어 축제        

생중계 영상과 같이(Image 8), 이전의 전통매체에서는 개방적      

으로 논의되기 힘들었던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양식들을 유      

튜브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들은 흩어져있던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을 더욱 결속시키며 유사한 관심사, 취향, 가치       

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들만의 온       

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 동성애자의 이미지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한 대부분      

의 연구들이 패션 사진이나 영화, 공연 캐릭터 등 제작자의 시         

선이 투영되어 재현된 동성애자가 주로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        

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Chung & Yang, 2004, Lee & Kim,          

2012), 유튜브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하위문화 내부자들     

의 삶을 확대하여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객관         

적인 시각에서 성 소수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구         

체적으로 저항의 측면에서 유튜버들은 동성애자로서 ‘한국 사      

회에서 겪는 어려움’, ‘불평등에 대한 논의’, ‘누구에게도 말하       

지 못했던 고민’이나 ‘궁금증 해소에 관한 요청’들을 곧바로 콘        

텐츠로 제작하여 시청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이는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병유발이나 무차별적 혐오, 생물      

학적 위계질서의 파괴와 같이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관한 논        

쟁들은 변론으로 하고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기에, 유튜브는 성 소수자들의 문화를 더욱 개방적       

이게 만들거나 기존에 대중이 갖고 있던 성 소수자에 대한 편         

향된 시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자 문화 확장        

의 공간이 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미디어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유튜브 내 패션 콘텐츠들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남성 유튜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패션을 통해 표현되는 하위문화       

현상을 살펴 대중의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남성 유튜버         

들의 외모 꾸미기 현상과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한 하위문화의       

확장의 관점에서 유튜브 환경을 고찰하였으며, 사례연구로서 유      

튜브 채널 내 영향력 있는 남성 유튜버들의 영상과 댓글 분석         

을 실시하여 콘텐츠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위의 결       

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내 남성 하위문화의 유형은 크게 ‘메트로섹슈     

얼’, ‘남자 청소년’, ‘드래그 퀸’, 그리고 ‘동성애’ 문화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하위문화 구성원들은 앞서 햅디지가 논의한 바     

와 같이 ‘정상적인 스타일’과 자신들의 외형이나 행동, 패션, 생     

활 규범들을 의도적으로 구별 짓기 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유     

튜브 콘텐츠에서 패션을 활용한 하위문화의 특성을 살펴본 결     

과, 의도적 소통으로는 특정 집단 혹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패션/뷰티 제품의 재해석, 여성의 행동을 모방하는 과장스러운     

퍼포먼스, 준거집단의 외양 모방하기의 특성이 있었으며, 브리     

콜라주로는 새로운 물건을 패션 스타일이나 장신구로 사용하기,     

창의적이거나 저비용의 패션 코디네이션과 같은 콘텐츠들이 있     

었다. 마지막으로 하위문화의 저항적 측면은 성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이나 신분, 역할에 기대되는 모습에 저항하는 것으로 독     

창적이고 창의적인 남성 외모 가꾸기에 관한 콘텐츠들이 큰 인     

기를 얻고 있었다. 

둘째, 기존에 존재해 온 하위문화에 대한 인식인 소수, 저항,     

반항, 혹은 지배문화로부터의 적대, 배척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들은 유튜브 내 시청자 댓글을 통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주류,     

독창적, 응원과 같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청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진입장벽이 낮     

아진 생경한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이에 관한 정보 탐     

색 및 모방에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튜브가 시청     

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     

양한 문화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유튜브가 주류-비주류 문화     

간 폐쇄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튜브는 영상 시청 외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을 축적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튜브 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거     

나 일상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하위문화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     

이 하위문화 내부자로부터 직접 형성되기에, 시청자와 비대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문화 경험이 가능하였다. 다     

시 말해 과거 기성세대가 오프라인과 프린트 미디어를 통해 문     

화를 제한적으로 경험하였다면, 현재는 유튜브에서 간단한 키     

워드 검색만으로도 문화에 대한 풍부한 간접 경험이 가능한 것     

이다. 시청자들은 구독 및 댓글 달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선택     

적으로 문화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하위문화에 대한 찬반     

논의와 같은 다양한 의견 형성을 돕는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질적인 하위문     

화의 형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와 구독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정체성을 발견하고 구축할 수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영상 제작자는 하위문화의 내부자이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구     

체적인 패션 스타일, 규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     

산한다. 구독자들은 이러한 콘텐츠의 소비만으로도 개인의 존     

재와 이유를 탐색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     

해 문화 확장에 있어 제약이 없는 유튜브 영상을 소비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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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하위문화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문화 내부자들은 하        

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준거집단으로 삼는 시청자들에게는 선      

구자이며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는 익명의 힘을        

빌려 댓글과 메시지 교환의 형태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하위문화의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내 남성 하위문화가 형성되는 양상을 영        

상의 내용과 댓글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패        

션 미디어의 관점에서 하위문화의 형성과 유지, 확장의 공간으       

로서 유튜브 플랫폼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시적이고 다소 유희적으로 제         

작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위문화의 흐름을 파악하였다는 점      

에서 장기간 축적되어 온 미디어 내 하위문화의 흐름 읽기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위문화는 사      

회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게 하고 그들의 패션 스타일        

과 생활양식은 시대의 유행과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         

한 단서가 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튜        

브 내 하위문화에서 통용되는 패션 스타일에서 도출 가능한 다        

양한 미의식과 그 가치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며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흐름 속에서        

패션 스타일로 표현되는 하위문화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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