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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은 자동차 옆에 함께 전시되는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가 재현되

고 이러한 이미지 재현물의 향유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 안

팎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 재현 및 향유 양상은 다양한 행위성을 드러낸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을 함께 전시하는 공식이 유지되어온 역사를 토

대로, 한국에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가 향유되는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성상품화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다. 

자동차 문화의 역사는 서구에서 먼저 전개되었는데, 처음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문

화가 향유되었기 때문에 여성 역시 사용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여성을 자

동차와 하나로 묶어 구성하는 전시 방식이 발달되어 기획의 공식으로 자리잡았다. 이

때 여성은 관람대상으로 위치하며, 이미지-기호로 기능한다. 전시된 여성이 나타내는 

기호는 여신, 공주, 마네킹 걸 등 다양한 이미지와 관련된다. 이는 근대를 구성해온 대

형 스펙터클 속에 나타나는 판타지 기호와 일치하므로,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은 근대

적 스펙터클의 욕망과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이미지-기호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만이 이 기능을 담당했다는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근대의 이데올로기들을 

이미지로 묶어주는 큰 틀이었음을 의미한다.

20세기 중반 미디어의 확장과 더불어 자동차라는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은 현장성을 

지닌 전시 공간과 강력한 기호들이 압축되는 미디어 공간으로 이원화된다. 자동차와 

여성이 하나의 볼거리로 공식화되는 홍보 기획은 미디어 공간으로 확장되어 광고에 반

영되기도 하고, 미국이 주도했던 여성 전시 기획이 다른 지역의 자동차 전시 개최국에

서 나타나기도 한다. 서구의 주요 자동차 생산 및 전시 개최국은 현재까지도 여성을 

전시하는 기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을 성적으로 전시하는 경향은 점차 완화되었다. 

반면, 아시아의 대표적 자동차 생산국이자 전시 개최국인 일본과 한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 기반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킨 후,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전시장에

서 여성을 성적 이미지로 전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표적 자동차 전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있고, 일본과 같이 성적 

자유주의가 문화적으로 가시화된 역사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시 기획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 ii -

이와 같은 특징에 걸맞게 한국에서는 자동차 전시장 안팎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향유

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여성들은 정적으로 전시되는 마

네킹 걸의 기능과 섹시 댄스를 추는 동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이중의 이미지-기호 

기능을 담당한다. 이 기호기능은 전시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여느 인력들의 

‘직무기능’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데 집중하는 남성 관람객들은 

이미지 재현물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기획하는 생산자가 된다. 피사체

인 여성에게 자유롭게 접근하고 촬영한 사진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관람객에게 부

여됨으로써, 이미지 재현물은 전시와 무관한 시공간으로 이동하여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다. 여성들의 이미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유사 포르노로 유통되고, 관람 대상인 동

시에 평가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남성들의 팬덤과 연계하는 커뮤니티

형 에이전시가 등장하면서 향유 방식은 더욱 다각화된다. 관람 및 평가의 대상인 여성

과 이미지를 향유하는 주체인 남성의 관계가 모델-사진 촬영자(작가), 스타-팬으로 재정

의된다. 따라서 자동차 전시장처럼 현장성을 지닌 공간에서 이미지뿐 아니라 여성 육

체의 현전성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상시 마련되고, 성적 이미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 여성들이 동원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향유 방식들이 확장됨에 따라 

효과적인 향유를 위한 정보 공유, 규율 생성 등의 체계도 마련된다. 또한 자본력을 바

탕으로 이 여성들을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외모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산업

을 주최하는 등 관련 산업 분야와의 연계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여성들

에게 명예와 물질적 보상, 더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성적 이미지 향유의 장’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상화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주요어 : 자동차 전시, 모터쇼, 레이싱 걸, 레이싱 모델, 성적 이미지, 재현, 성상품화

학번 : 2010-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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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을 함께 전시해온 역사를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를 향유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한다. 

19세기 후반 최초의 대형 자동차 전시가 시작된 이래 자동차 전시는 120여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개최되어왔으며, 한국은 1995년 서울 모터쇼1)를 시작으로 대형 

자동차 전시 개최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자동차 전시 문화를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걸로 불리는 여성들의 육체를 전시하는 경향을 꾸준

히 드러내왔다. 자동차 옆에 여성을 함께 전시하는 기획은 앞서 이를 실행했던 서구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의 성적 이미지

가 활용되는 양상은 동일한 전시 기획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드

러진다.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최고급 사양의 카메라를 지참한 많은 남성 관람객들이 

전시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 있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자동

차 관람보다는 전시된 여성들을 촬영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남성 관람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다. 촬영된 이미지가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형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전시

장에서 촬영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 사진들의 대부분은 여성

의 육체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재현물이다. 자동차 전시장은 여성의 성적 이미

지가 재현·소비되는 성상품화의 양상을 목격할 수 있는 장인 것이다.

그런데 전시된 여성들을 촬영하는 것이 관람의 주목적인 관람객들에게는 자동차 전

시장이 중요한 오락의 장소가 되지만, 전시된 여성들을 촬영하려고 모여드는 남성 관

람객들이 원활한 자동차 관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의 

스펙터클(spectacle)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오히려 제품의 홍보에 역효과를 가

1) 한국에서는 1989년부터 4년 동안 ‘서울국제자동차종합전시회(SIMS)’가 개최되었으나, 실질적

으로는 “한국 자동차공업협회의 주최 하에 1995년부터 격년 간 개최되고 있는 ‘서울 모터

쇼’가 최초의 모터쇼라고 할 수 있다.”(홍성범, 199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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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는 지적도 있다.2) 이처럼 여성 전시 기획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 나타나는 여성 전시 기획은 여성의 성적 이미지

를 향유하는 양상이 전개되는 토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

은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동차의 

전시 역사가 비교적 짧고 여성 전시 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

차 전시장에서 뚜렷한 성상품화의 양상이 꾸준히 드러난다는 것은, 이것이 젠더 정치

의 역동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현상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싼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 방식을 탐색하는 것은 한국적 성상품화의 변화 양상

을 확인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젠더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젠더 관점으

로 이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시도된 바 없으며, 언제나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은 ‘자동차와 여성, 이 두 가지는 남성의 로망이므로 자동차 홍보에 여성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언설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당연함’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자동차와 여성이 한 세트

로 구성·홍보되는 공식은 자동차 전시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전시 역시 이 역사성을 근거로 ‘당연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한국보다 앞선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식을 사용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자동차 전시를 시작한 한국이 이를 자연스럽게 참조했다는 논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 전시의 기획을 사용한 여러 나라들의 전시 양상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

며 그 양상들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배경 또한 다양하다. ‘자동차 옆에는 여성’이라는 

공식은 자동차 전시 홍보의 장에서 일관되게 시대와 지역을 관통하지만, 세부적인 전

개 양상은 각기 다른 것이다. 즉, 이 홍보 공식은 상당히 보편적인 동시에 역사적 맥락

과 개최국에 따른 특수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시 상황은 공식의 

보편성을 참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위에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역사적 배경에는 정치·경제적 환경, 문화적 인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

로 보편적 공식의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대신 주요 자동차 전시 개최국과 한

국의 공식 수용 과정을 비교해봄으로써 현재 드러나는 한국적 현상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화할 수 있다. 

2) 인터넷 공간에는 자동차 전시장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시선을 압도하기 때

문에 자동차의 관람을 방해하고, 가족 단위의 관람을 망설이게 한다는 의견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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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시 홍보에서 여성의 전시가 성립되는 한국적 맥락을 파악했다면, 그 특수

성 안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을 전시하는 

기획이 갈등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이 기획에서 파생되는 효과를 기대

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 행위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기획

자, 전시되는 여성, 관람하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행동 양식이나 내재된 

권력 관계 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 전시 기획을 바탕으로 생산된 성적 

이미지 재현물의 향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한국적 성상품화의 

새로운 국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게다가 한국의 향유 방식은 ‘언제’와 ‘어떻게’에 

해당하는 시·공간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젠더 정치의 역동성을 관찰하기에 더욱 

적합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싼 여성 전시의 기획 및 획득한 이미지의 향

유 방식이 다른 전시 개최국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진화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만

큼, 이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사회변동의 양상으로 보고 분석해야 한다는 문

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전시에 나타나는 여성 전시의 기획을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현재진행형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려 젠더 

정치의 문제로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전시’라는 특수한 제품 홍보의 장에

서 펼쳐지는 여성 병행 전시의 기획이 여러 지역에서 하나의 재현 공식으로 성립·강

화되어온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생산된 여성의 이미지 재현물 –특히 성적인 

이미지 재현물– 을 향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중점적으

로 살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성상품화하는 양상이 역

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1) 시선의 권력과 젠더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중심에 놓여있는 ‘성적 이미지 재현물의 향유 방식’이라는 문제는, 성적 이

미지의 생산 단계(재현)와 소비 단계를 보다 폭넓게 포괄하는 것이다. 재현을 둘러싼 

행위 양식들은 일차적으로 ‘본다’는 시각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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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보는 행위 및 방식은 성적 이미지 재현물을 향유하는 행위 –생산과 소비를 모

두 포함한– 및 방식과 직결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 이미지를 구성하

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성적 이미지 재현물을 향유하는 행위는 섹슈얼리티를 다루

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 재현물의 향유 방식’을 연구할 때 젠더 연구에서 ‘보는 방식’과 

섹슈얼리티를 함께 고찰한 논의들3)은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인간의 시선

에 대한 논의는 시선과 욕망의 관계를 정신분석학을 통해 탐색한 라깡, 시선과 권력의 

관계를 추적한 푸코 등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시선이 ‘전시’라는 선택적 기획에 의해 촉발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이때 여성

의 몸이 주로 남성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시

선의 선택’에 따른 ‘젠더 권력 관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론은 버거(Berger)의 ‘보는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버거의 이론에서 참고

할 부분은 ‘선택적 응시’와 ‘시각의 상호성’에 관한 것이다. “보는 것은 선택”이며, 이 선

택에 따라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된다(Berger, 1983: 8). 

“무언가를 보는 것은 그 대상과 자신 사이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각의 

상호성은 대화의 상호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Berger, 1983: 9). 버거에 따르면 시

각 경험이란 망막을 통한 신체의 지각 체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보들이 반영되고, 대상과의 문화적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다’는 행위는 신체의 시지각 작용 이상의 의미, 보다 총체적인 문화적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보는 대상이 인간일 경우, 계급이나 인종, 젠더와 같은 사회문화적 개념들

3) 인간이 대상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는 철학의 오랜 주제였지만 사진, 영화 

등 시각 기술의 발달과 TV등 미디어의 발달은 시각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시선, 욕망, 그리고 시선의 권력에 관한 논의들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논의들은 근대적 시

각체제의 성립으로 호명되는 역사적 사건의 틀 안에서 전개되었다. Crary(1988)는 19세기 

초인 1840년대 이전에 새로운 유형의 관찰자 개념이 형성되고 급진적으로 시각이 재구성되

면서 근대적 시각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17-18세기에는 사진기의 원리가 되는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 모델이 선형적인 광학 체계를 보여주며 인간의 시선과 대상의 

재현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지만, 1820년대-1830년대에는 카메라 옵스큐라 모델의 효력이 

급격히 상실되었다. 이는 19세기 들어 시각에 관한 생리학적 논의가 진전되었기 때문인데, 

입체경 등 여러 시각 장치들의 등장과 함께 망막 잔상이나 양안의 시차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시각 경험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 외적 자극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는 것, 탈육화된 응시일 수 없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Crary, 1988; 199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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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인식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4) 

버거는 이 중 여성과 남성이 ‘본다’는 행위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 –젠더 관계- 속에 

포섭되는지 설명하며 ‘광경으로서의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남성이 상대에게 또

는 상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존재로 표상된다면, 

이와는 반대로 “여성은 자신에 대한 태도”로 설명된다. 즉,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

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규정되는 것이다. 여성은 행동, 목소리, 의견, 표정, 

복장, 선택한 환경, 취향 등의 요소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관찰하

도록 훈육받고, 설득 당해왔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 안에 조사자(surveyor)와 피조사자

(surveyed)5)를 동시에 갖게 된다(Berger, 1983: 46). 반면에 남성은 여성을 대하기 전

에 우선 관찰하는데, 여성은 자신이 관찰되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

용하여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 버거의 설명이다. 여

성은 자기 자신을 시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결국 하나의 광경(sight)이 된다(Berger, 

1983: 47). 

이처럼 보는 행위가 젠더에 따라 양식화된다는 설명은 여성이 시각적으로 대상화되

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특히 멀비(Mulvey)나 드 로레티스(de Lauretis) 같은 학자

들은 이 논의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더욱 심도있게 다루기도 하였다. 멀비는 남성적 

응시가 갖는 권력과 관객성(spectatorship)에 대해 논의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영화 이

론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응시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멀비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과 여성의 이미지가 대상

으로서 재현되는 스크린의 관계를 탐색하여 시각적 쾌락에 있어 남성은 능동적인 주

체, 여성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양분된다고 설명한다. 영화의 서사 안에서 여성은 수동

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남성 관객의 응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남성의 욕망을 위한 

스펙터클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Mulvey, 1989). 멀비의 논의는 남성적인 시선의 권

력에 대해 다룸으로써 영화가 아닌 다른 시각장에서도 응시에 매개되는 젠더 권력 관

4) 주은우(1998)는 보는 방식이 사회적인 것이며, 이것이 일정하게 주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시각 양식’이라는 말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시각 체제(the scopic regime)’라

는 개념을 상정하면서, “시각의 장이 개인 바깥의 힘과 배치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통

해 “시각의 사회적 성격과 주체 구성 기능을 포착”하고자 한다(주은우, 1998: 4). ‘시각 체

제’라는 개념은 메츠(Metz, 1982)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이다. 제이(Jay, 1988)는 이 개념을 

빌려 “하나로 통합된 근대의 ‘시각 체제’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시각 체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근대의 시각 체제는 시각적인 이

론과 실천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Jay, 1988: 3-4). 

5) 스스로를 관찰, 조사, 관리, 감시하는 총체적인 자기 검열의 상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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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6) 

드 로레티스 역시 이미지의 재현에서 성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여성의 몸

은 물신화된 스펙터클이나 반영적 이미지와 같이 성차를 드러내는 형태로 재현되며, 

남성에게 재현의 대상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de Lauretis, 1984). 드 로레티스와 멀비

의 이론은 남성이 응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부각시켜 보여

줌으로써 젠더 정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처럼 ‘보는 행위’를 차별적인 응시로 만드는 것은 시선 내부에 스며드는 사회문화

적 권력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경우, 이것을 

젠더 정치의 문제로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선

의 권력 체계에 대해 그 존재 여부나 성격을 미리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으로, 성별 간 시선의 권력 관계가 고정된 모습

일 것이라고 상정해서는 안 된다. 성별 간 성적인 시선이 무조건 권력관계를 내포하는 

것도 아니고,7)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응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험은 다층적·유동적이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론

들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는 반면, 전적으로 수용하기에

는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다. 예컨대 멀비의 경우 여성을 시각적으로 대상화하는 문제

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지만, 관객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이분화하여 여

성 관객의 능동성에 대해 간과하였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같이 재현

에 있어 이분화된 성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 그 자체에 보다 집중하게 되면, 

여-남 관계가 역전되거나 동등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시선의 젠더 권력 체계에 대한 

설명력을 잃을 수 있다. 현실에서 남성 역시 시각적으로 대상화되고 성적인 이미지로 

재현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부각되

어 재현되는 현대 소비사회의 문화적 국면과 관계되는 것일 뿐 젠더 정치의 문제로 다

룰 수 없다는 반론에 즉시 부딪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은 젠더에 따라 이분화된 시선의 체계 그 자체가 아니다. 이 체계의 불평등성에 지나

6) 멀비(Laura Mulvey)는 보드리(Jean-Louis Baudry), 메츠(Christian Metz)등과 함께 구조주의

적 관객성 논의를 이끈 대표적인 이론가로 손꼽히기도 한다. 이들은 “관객 주체를 구성하

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영화의 역할에 주목하였다.”(이은아, 2005: 11) 이은아(2005)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몸 현상학에 기반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관객성

을 설명하는 소브책(Vivian Sobchack)의 영화 이론을 소개하며, 관객을 수동적이고 고정적

인 존재로 규정짓는 한계점을 가진 구조주의적 관객성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7) 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른 성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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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매몰되면 ‘무엇이 그렇게 양분된 시선의 체계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은 ‘가부장

적 권력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젠더에 따라 이분화된 시선 체계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초 작업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특정 성별’이 

‘특정 성별’을 응시하는 데 있어 권력이 내포될 가능성을 실제화하는 사회문화적 기제

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즉, 젠더 관계에서 특

정한 방향에 특정한 권력이 기입되게 만드는 ‘방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에, 방식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 작업은 ‘무엇이 양분된 시선의 체계를 만드는지’에 대

해 보다 유효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

2) 제품 전시의 공간 속 인간 전시의 스펙터클에 관한 논의

이 논문은 자동차라는 제품의 전시 공간에 주목하므로, 이 공간의 젠더화된 시선 체

계를 먼저 드러내고 이러한 시선 체계의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들을 통해 여성의 시각적 대상화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파악하였다면, 이제 제품 전시의 공간에 집중하여 이론적 논의를 심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동차 전시의 공간은 홍보의 목적을 중심으로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 즉 상품의 공간인데, 이때 자동차와 함께 인간(특히 여성)의 육체 역시 상품처럼 

전시되고 그 중에 성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부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 스펙터클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전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제품 전

시8)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펙터클, 특히 그 공간에서 인간의 육체를 스펙터클화한 시

도들에 대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9) 

8)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주로 전시하는 박물관, 갤러리의 경우도 모두 전시에 포함되지만 

자동차의 전시는 상업적 용도로 유통되는 ‘제품’의 전시에 해당한다. 

9) 인간이 인간을 전시하는 것은 선택적 기획이기 때문에, 버거의 논의를 참조하면 보는 방식

을 구체화하는 일이 된다. 즉, 인간을 전시하고 그것을 인간이 응시하는 것은 양자 간에 

시선의 권력이 작동할 가능성을 비로소 실현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기획에 어떤 내용의 

이데올로기가 근간이 되는지에 따라 시선의 권력의 내용 또한 결정된다. 이 과정을 점검하

는 것은 인간을 제품과 함께 전시하는 기획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여성이 

주로 성적 이미지로 전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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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번째로 살펴볼 이론적 논의는 제품의 전시를 기본으로 인간의 전시 또한 

기획했던 근대 박람회의 스펙터클에 대한 요시미 순야(吉見俊哉)의 연구이다. 여기서는 

근대 박람회의 인간 전시 사례를 시작으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함축된 전시 상황 –특

별히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상품처럼 전시되는 상황- 에 대한 이해에 접근해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제품 전시 문화 형성의 근간이 되는 것은 근대적 의미의 박람회인데, 

이것이 시작된 시기는 최초의 대형 자동차 전시가 개최된 시기보다 반세기 정도 앞선

다. 박람회는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시작되어 북미 대륙과 일본으로 확산되었다(이각

규, 2010). 이 시기부터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물품의 전시와 흥미로운 

볼거리의 장이 만국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형화된 스펙터클 

전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다.10)

19세기에 도래한 박람회의 시대는 식민지에 대한 통치국의 제국주의적 시선이라는 

해석으로 읽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시선의 권력 문제를 보다 자

세하게 분석한 요시미 순야(2004)의 논의를 참고하면 박람회의 역사는 시선의 주체/객

체 개념의 분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대항해 시대

에 출현한 ‘세계의 발견’은 단순한 지리상의 대륙이나 항로의 발견이 아니라 어떤 시선

의 발견이다. 이 시선은 ‘발견’된 세계에 객체로서 ‘자연’의 지위를 강요하고, 이를 기록

하고 분류하며 배치한다. 따라서 자기는 순수하게 시선을 던지는 주체로서 시선을 받

는 타자를 소외시키고, 타자로부터 소외당하는 이 간극에 세계를 규율·훈련하는 투명

하고 추상적인 시계(視界)가 확대되고 구성되어 간다. 또한 박물학은 ‘발견’된 세계를 

그 엄밀하고 원격적인 한정적 시각의 힘에 의해 주목하는데, 박물학적 시선은 어떤 단

계적인 우열, 혹은 주객의 분리라는 기제를 내포하게 된다(요시미 순야, 2004: 27-33). 

이와 같이 시선이 보는 주체와 관찰되는 객체로 분리되는 한편, 복잡한 세계를 체계적

으로 분류·배치하는 박물학적 시선을 통해 ‘구분’과 ‘구별’의 개념이 동시에 생겨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제와 지배를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권력의 발생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념과 시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11) 

10) 1851년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개최된 런던만국박람회를 시작으로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

까지 30건의 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 이 수치는 이후 1901년부터 다시 50년 간 개최된 

국제박람회의 수(26건)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박람회, 근대의 시선� 326p. <국제박람회

연보> 참조.

11) 미첼(Mitchell)은 ‘전시로서의 세계(the world-as-exhibi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는 만국

박람회를 통해 재현·전시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자신이 영속적으로 정렬되

는 하나의 거대한 전시회라고 설명한다. 근대의 만국박람회는 19세기 말, “정치적·경제적

으로 서구가 글로벌 헤게모니를 강화한 데에는 단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형상화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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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는 제국주의로 점철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박람회를 제국주의적 환

상과 욕망을 담아내는 시선들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읽어내게 하지만, 초기의 박람회의 

성격은 보다 다층적이었다. 당시의 박람회는 제국주의의 프로파겐더 장치로, 소비문화

의 광고 장치로, 그리고 대중오락적 흥행물로 기능하였다(요시미 순야, 2004: 291). 즉, 

시선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고 가치 체계에 일련의 층위가 발생함으로써 권력 

역시 발생될 수 있다는 원리는 초기의 박람회에서 제국주의뿐 아니라 소비주의, 오락

주의와도 결합하였다. 즉, 상황에 따라 어떤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지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원리가 특정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전시 기획의 내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은 같다. 전시의 공간이 그 자체로 시선의 공간이라는 점

은 시대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모든 시선의 공간에 언제나 이 원리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다는 행위가 선택이고 시선에 권력이 무조건 내

포되지 않는 것처럼, 시선과 결합하는 이데올로기에 권력을 담아낼 가능성 역시 전적

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전시 기획의 방향 역시 그 선택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시선에 권력을 담을 것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때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던 원리를 실제로 바꾸면서 결합시킨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이 이데올로

기는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이 재현이 이후에 어떤 문화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초기 박람회의 역사에서 일어난 인간 전시의 사례는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물품과 인간의 병행 전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전시 공간의 시선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일 수밖에 없는데, 물품 등을 전

시해놓고 ‘이것을 보라’고 관람을 유도한다는 것은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가 분명하게 

분리·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시선을 받는 대상은 인간이 

아닌 물품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기제가 작동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

간이 전시 공간에서 물품과 동일하게 전시되는 순간 보는 인간과 전시되는 인간은 주

체 대 대상으로서 상·하로 나뉜 수직적 시선의 체계에 편입된다. 인간 역시 물적 토

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품과 동일하게 공간에 전시될 수 있으나, 이 전시를 실행

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전시 기획을 실

행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인간의 육체에는 물품과 동일하게 ‘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부여

라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축하는 모든 새로운 매커니즘이 연관되었다.”(Mitchell, 2002: 

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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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원리로만 존재하던 가능성은 이 단계에서 비로소 하나의 체계로 성립된다.12)

초기의 박람회에서 인간의 전시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1889년 파리만국박람

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시미 순야(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프랑스령 식민지관의 

전시가 열린 앙바리드(Invalides)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은 원주민 부락의 전시13)

였다. 만국박람회의 식민지 전시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14)

한 것은 1855년 파리만국박람회 이후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인간 전시’는 이후 1900년

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유지되어온 식민지 전시의 흐름15)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19세

기말 사회진화론과 인종차별주의를 직접 표명하는 이러한 전시 장르는 파리, 시카고, 

미국, 유럽, 일본의 박람회까지 널리 일반화된다(요시미 순야, 2004: 210-214). 

이와 같이 초기 박람회의 인간 전시 사례, 즉 인간을 기획된 전시 공간에 본격적으

로 전시하기 시작한 사례를 통해 어떤 시선 체계 안에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얽혀들어

가는 최초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초기의 인간 전시는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

의적 시선이 매우 극단적으로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육체 전시 행태와

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초로 이루어진 인간의 전시가 특정한 욕망이 투사된 

일련의 선택적 기획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획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해 일반

적 함의를 도출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대상을 관람하고자 하

는 욕망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증식한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

원들의 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초기 박람회의 식민지 전시의 

12) 물론 ‘원리’가 ‘체계’로 구체화되었다고 해서 그 체계에 관계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행위에 

반드시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권력 기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체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행위가 동일하게 그 체계의 매커니즘을 수용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논문의 Ⅲ장에서 다룰 여성 육체 이미지를 향유 방식에 대

한 논의에서는 행위자들이 동일하게 시선의 권력 안에 포섭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전시 기획과 수용 방식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13) 세네갈, 뉴 칼레도니아,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자바섬 등의 원주민 부락이 전시되었다(요

시미 순야, 2004: 213).

14) 이렇듯 초기의 박람회가 제국주의와 강한 관련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요시미 순야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람회 시대는 동시에 제국주의 시대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입까지 지구 전체에서 증식해가던 이 자본주의의 스펙터클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거

대한 디스플레이 장치였다.”(요시미 순야, 2004: 210)

15) 1867년 파리만국박람회의 식민지 전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졌고, 1878년과 1889년, 1900

년 파리만국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의 만국박람회장에서 연달아 식민지 전시가 이루어졌

다(요시미 순야, 2004: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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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대적 우월을 입증하고 싶은 욕망을 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뒷받침해주었

다. 둘째, 욕망은 시각적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식민지의 사람들을 전시한 후 그들의 

생활상을 미개한 것으로 규정하고 관람한 행위는 ‘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관람한다(본다)는 행위는 욕망을 ‘드러난 실재’로 탈바꿈시

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제 제국주의적 전시에서 도출한 함의를 소비주의적 전시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

다. 제국주의의 시대가 종식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전시 문화 전

체를 관통해온 중심 이데올로기는 소비주의이기 때문이다.16) 제국주의를 드러낸 초기

의 박람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상품과 인간을 모두 전

시하였다. 이때 상품은 산업화의 업적을 과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간의 육체는 진

화론적 관점에서 식민지 종족의 열등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양

자 모두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는 욕망을 담아내었다. 그러나 

소비주의적 전시의 경우, 자본주의가 기본 바탕이 되어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

국주의가 중심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전시와는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상품은 소비주

의적 욕망인 ‘소비하고 싶다’를 직접 담아내지만, 전시되는 인간의 경우는 이 욕망을 

‘직접’ 담아내는 대상이 아니다. 식민지 부족의 전시에서 이들의 육체가 우월감을 자랑

하고 싶은 제국의 욕망을 직접 담아낸 것과는 다른 것이다. 소비주의적 전시에서 전시

되는 육체는 ‘소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전시된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는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대상은 육체 그 자체가 아니라 ‘육체의 이미지’이다. 육체라는 물

적 토대가 하나의 자본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육체 이미지라는 소비대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주의적 전시에서 육체의 전시는 ‘이미지-기호’로서의 전시, 육

체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볼거리’로서의 전시가 된다. 따라서 이때의 욕망은 인간을 구

경하고 인간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며, 이때의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상

품의 소비를 뜻하는 소비주의에서 보다 의미가 확장된 ‘이미지-소비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박람회의 스펙터클을 경험함으로써 태동한 이미지-소비주의는 이후 본격적으로 

16) 제국주의적 전시의 시대와 소비주의적 전시의 시대가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적으로 박람회는 산업생산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본주의는 

물론 소비주의와도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 초기의 박람회는 제국주의적 전시 경향

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분명히 소비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장이기도 했다. 때문에 제

국주의 시대의 전시, 소비주의 시대의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국주의적 전시, 

소비주의적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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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질 소비주의의 시대에 인간의 육체가 ‘볼거리’로 적극 활용하는 전시 기획의 출발

점이 된다. ‘볼거리’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펙터클이 

전시 공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적 경

향과 소비주의적 경향의 정도가 얼마이든, 인간 전시의 목적이 전시 흥행 그 자체를 

위한 것이든 특정 제품의 홍보를 위한 것이든, 이러한 인간 육체의 스펙터클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다른 전시품들의 스펙터클을 압도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 공간에 방문하여 전시품을 관람함으로써 충

족시키고자 했던 어떤 욕망 –제국주의적 우월감을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열망이든, 기

술의 진보를 경험하려는 호기심이든– 을 능가하는 욕망인 ‘인간 육체 관람’에 대한 욕

망이 전면에 등장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결합’은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한다. 제국주의적 욕망을 위해 식민지 부족의 육체를 전시하다보니 상품에 

대한 소비주의 외에도 인간 육체에 대한 이미지-소비주의가 생겨난 것처럼, 이제 인간 

육체에 대한 이미지-소비주의가 중심이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욕망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부착된다. 목적이 되는 욕망을 실현하려다보면 전시 기획

에 어떤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방향성이 정해짐에 따라 이 욕망을 더 잘 

실현하게 돕는 수단적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근대 일본과 조선의 박람회의 

경우 기생의 춤 공연, 백화점 마네킹 걸의 등장 등 여성을 전시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

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17) 이때 일관되게 이 모든 기획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데올

로기는 ‘젠더’이다. 인간 육체 전시에 대한 ‘이미지-소비주의’에 실제로 어떤 수단적 이

데올로기가 부착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보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본다는 행위 

속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행위들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선택의 차이에서 비

롯된다. 궁극적으로 관계(젠더 관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싶다면 보는 방식들을 결정짓

는 다양한 선택의 변화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응시 체계가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17) 조선박람회에서는 일본에서 데려온 ‘마네킹 걸’을 통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화제가 되

기도 하였다. “‘마네킹 걸’은 박람회가 조선인들을 식민지 근대로 유혹하기 위해 기획되었

음을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중략) 착각된 인간의 유흥’이라고 표현되는 ‘마네킹 걸’의 역

할은 상품광고판을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서서 상품을 홍보하는 일로서, 마네킹이 해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다.”(이각규, 2010: 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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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현실을 읽어낼 때 버거와 멀비, 드 로레티스의 논의가 갖는 유효성을 받아들여 

이론적 자원으로 삼되, 보는 방식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더 이상 여성을 

수동적인 위치에서 제한적인 행위성을 갖는 대상으로만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체

들의 입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방향을 예측하거나 단언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현재의 문화적 상황을 보다 폭넓게 진단하기 위

해서는 보는 방식의 변화, 나아가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전과 다르지 않은 구조 –여성의 대상화– 라는 시선의 권력 체계

의 실체를 재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달라지

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 변동의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 작업은 인

간의 육체를 전시하는 데 작동해온 젠더 이데올로기가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구체적으

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재현되고 소비되는 문제를 다룬 젠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며 

연구의 초점들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영

화, 매체 광고와 같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재현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와 같

이 현장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육체가 직접 전시됨으로써 성적 이미지의 생산 단계부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모터쇼’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자동차 전시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전시되는 여성

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간혹 존재하더라도 전시 산업, 이벤트 산업, 자동차 산

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는 시각이 전부인 바, 젠더 관점은 물론 

사회학적인 시각이 도입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18)

18) 전시 홍보 이벤트와 관련된 논문 중 자동차 전시회(모터쇼)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마케팅 촉진 수단에 관한 요인 연구: 서울 모터쇼를 중심으로｣(홍

성범, 1999),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이벤트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자동차 회사

의 제품출시 기념행사 사례를 중심으로｣(김정로, 2002), ｢자동차 산업에서 전시이벤트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2003 부산모터쇼 중심으로｣(곽지성, 2003), ｢문화이벤트를 

활용한 기업 Sales Promotion전략에 관한 연구: 2005 서울 모터쇼를 중심으로｣(이범재, 

2006), ｢모터쇼 관람객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2008 부산국제모터쇼 관람객을 중심

으로｣(이지행, 2009), ｢전시프로모션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디자인 연구: 서울모터쇼를 

중심으로｣(장세은, 2013). 함께 전시되는 여성들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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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부재하기 때문에, 성상품화 논의와 연관되는 몇 

가지 연구 영역들을 개괄해보는 것으로 연구의 위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다

루는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는 ① ‘(제품) 홍보의 영역’에서 ② 여성의 ‘성적인 이

미지’가 ③ 대상화·상품화의 방식으로 ‘재현’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을 검토하는 젠더 연구

의 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품 홍보의 영역, 즉 광고를 중심으로 다루는 연

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다.19) 하지만 현장 전시의 영역에 주목했다는 것이 미디어 

광고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므로, 성적 이미지 재현과 관련된 

광고 연구 전반을 검토하기보다는 재현의 속성 –대상화·상품화– 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상품화되었을 

때 파생되는 ‘효과’들에 대해 언급한다. 주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강조로 귀결되는 성

상품화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1) 성적 대상화에서 파생되는 효과의 해악성을 다루는 연구들

성적 이미지가 범람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효

과들의 해악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현상의 비윤리

성을 함께 언급한다. 

강영수(1992)는 대중매체와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논의에서 대중매체 특유의 권위와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대를 공유하고, 왜곡되고 선정적인 여성상이나 성역할

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고착화시킴으로써 대중의 세계관 형성에 악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의 소비는 “현대인을 비정치화시키고 지배체제에 순종

하는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지배엘

리트 도구로 기능한다는 것이다(강영수, 1992: 128). 이와 유사하게 대중문화와 성상품

화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인권의 문제를 언급한 연구도 있다. 이선옥(2003)은 여성의 성

상품화는 여성을 대상화하여 피해자로 만들어낸다는 것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표현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성상

｢전시회에서 나레이터 모델의 매력성, 제품과의 적합성이 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김혜경, 2006), ｢나레이터 모델의 속성, 제품과의 이미지 적합성이 제품에 대한 태도

에 미치는 영향: 2009 서울 모터쇼를 중심으로｣(권보국, 2009)가 있다.

19) 전시 현장 역시 미디어 광고와 함께 ‘홍보’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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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에 나타나는 위계만들기의 문제가 표면적인 평등성의 신화와는 달리 내면화된 위

계관계를 만든다는 점”과 함께 성적 대상에 대한 지배와 종속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팔리는 성이 존재할 때 “인간의 몸에 대한 폭력적 지배의 가능성”이 

생기고, 성상품으로 여겨지는 몸은 소유의 욕망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이선옥, 

2003: 107-108).

성상품화의 윤리적 고찰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연구들은 이 문제의 대안으로 교육 

방안의 변화를 모색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상품화에 노출되는 청소

년들에게 인간을 오직 ‘몸매와 얼굴’ 등으로 평가하는 인간 소외 현상과 인간의 비인간

화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 주기 위한 인격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희재·선재순, 2004). 윤리적 해악성을 교육으로 극복하려는 생각은 기독교 성윤리

와 연결되어 종교적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가 윤리적 측면과 결부되

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상품화를 집합적 개인들의 의식 개선 문제로 환원시

키면서 성상품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개입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는 한계를 가진다. 

2) 여성의 내면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 외모 불만족 연구

성의 상품화가 갖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존재로서의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는” 

부분에 보다 주목한 논의도 존재한다(이영자, 1999: 115). 여성들을 성상품화로 환원시

키는 문화를 여성들 스스로 내면화하고, 그 문화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강박적으로 교정하는 문제가 윤리적 해악성만큼이나 심각한 성상품화의 폐해로 지적되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신체 불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읽어낼 수 있다. 대중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는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을 제공

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현실

적인 자신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이

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왜곡하여 지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체상 왜곡(body 

image distortion)’ 혹은 ‘신체 불만족(body dissatisfaction)’이라고 한다.”(Matz & Faith, 

2001, 홍종필·이시연, 2005: 74-75에서 재인용) 따라서 “개인은 성공적인 자아를 창조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신체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몸을 조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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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 Bendelow, 1998, 홍종필·이시연, 2005: 77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신체 이미지 불만족 연구들(한미정, 1999, 2000, 2002; 홍종필·이시연, 

2005; 김희진·김창국, 2006; 이병혜, 2009; 이양환·권숙영, 2010; 정용민·정상훈, 

2011; 손은정·이도형, 2011; 엄기홍·임병훈, 2011; 김해란, 2012; 양경미, 2013; 이장

한·조아라, 2013)이 진행되어왔는데, 이러한 논의들 역시 성상품화의 윤리적 해악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 유사한 이론적 한계를 가진다. 문화적 구조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

을 끼치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화 변동의 양상 전반을 탐색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적 이미지 재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적 재현의 위해성과 규

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윤

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윤리성을 제고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 젠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갈수록 복잡해지는 문화적 양

상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유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 특정한 장에서 펼쳐지

는 문화적 양상은 수많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개입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성상품화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품 전시 홍보의 영역도 단순한 제품 판매의 

차원이 아니라 각종 문화 산업과 촘촘하게 연계되는 다층적인 문화의 장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이 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행위성 역시 단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

성을 지니며 이들 간에는 상호 참조와 영향력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듯 다양

한 행위성이 교차하고 경합하는 문화의 각축장에서 문제를 행위자들의 인식 문제, 윤

리적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며, 규제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드러나는 양상의 복잡성을 가급적 풍부하게 

이해함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성상품화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작업일 것이다. 

4.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여성 육체 전시를 통해 성적 이미지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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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비되는 양상을 분석하려는 것이므로, 자동차 전시장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자료의 범

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자동차 전시장에서의 여성 전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최대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먼저 한국 외에 주요 자동차 전시 개최국에서 여성 전시 기획을 보여주었던 사례를 

검토할 때는 자동차 전시 공식 사이트와 주요 자동차 생산 그룹의 사이트에서 ‘History’ 

카테고리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시카고 오토쇼 공식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

우 자동차의 전시 사진 위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어, 국·내외 검색 엔진을 통해 시

대별로 자동차 전시장의 사진들을 수집하였으며, 단행본 등의 문헌자료에 수록된 사진 

역시 참조하였다. 검색 엔진을 통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 자료들은 자동차의 역사

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전문 사이트에서 자동차 용품 사이트, 레이싱 걸들의 

사진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미지 전문 사이트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로 출처

를 밝혔다. 

자동차 전시장의 상황과 함께 미디어 공간에서의 자동차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영상, 지면 광고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 대형 광고 자료(DB) 

전문 사이트를 탐색한 후, 영상 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 블로

그 등에서 유용한 자료를 발견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원자료의 출처가 불분

명한 경우에도 연구자가 자료를 획득한 1차 경로인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명기하여 참

조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를 향유하는 한국의 양상을 다룰 때에는 개인 블로그, 레이싱 걸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 영상 공유 사이트의 레이싱 걸 카테고리 게시판, 포털 사이트의 ‘자

동차’ 관련 카테고리, 각종 인터넷 매체에 실린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나 전문 기자의 

글에 포함된 이미지 등이 두루 분석되었다. 특히 레이싱 걸 전문 에이전시이면서 팬카

페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사이트가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한편 여성들의 이미지가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여성 전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관련 이미지들도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예컨대 여성의 전시가 본격적

으로 일어나기 전에 등장하는 자동차 전시 홍보물(포스터)의 이미지나, 여성이 전시·

관람되는 대상이 아닌 자동차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로 등장할 때의 이미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의 전시 경향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연구자가 자동차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이미지들도 함께 사용하여 전반적인 향유 양상을 탐색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미지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별도로 명기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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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사례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a) ‘어

떻게’ 또는 ‘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b)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

을 때, 그리고 (c) 실생활에서 동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

전략”이며, “현실세계의 사건들에 대해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인, 2003). 따라서 사례연구는 “단지 자료수집을 위한 

전술이나 연구설계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전략으로서 “연구설계의 논리, 

자료수집 기법,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한다

(Stoecker, 1991, 인, 2003에서 재인용).

‘어떻게’ 혹은 ‘왜’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례연구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는 인의 논의와 유사하게 Schramm(1971) 역시 한편 사례연구에 대해 “왜 그러한 의사

결정이 행해졌으며,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

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유형을 망라한 하나의 중심적인 경향” 다시 말해 

“일련의 의사결정을 조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Schramm, 1971, 인, 2003에서 재인용). 인(2003)은 이에 덧붙여 사례연구의 목적은 사

건의 빈도수를 조사하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론들을 확장, 

일반화하는” 것, 다시 말해 ‘분석적 일반화’라고 말한다(인, 2003).

사례연구가 현실세계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혹은 ‘왜’를 질문하기에 유용하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사례연구는 현재의 과거의 상황에 대해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

는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여성 전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경험을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 

20) 본 논문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분석 내용의 예시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 차용된 것으로, 사

용된 이미지의 출처를 별도 표기하였다. 단, 자동차 브랜드의 홍보물인 경우 해당 브랜드 

사이트나 광고 자료 전문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검색 엔진을 통해 개인 블

로그 등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의 관리자 또한 원출처

를 명기하지 않고 특정 자동차 브랜드의 홍보물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소유물

로 보고 ‘자동차 브랜드 광고(홍보) 자료’로 표기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가 부

각된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되, 사이트 주소

를 출처로 밝힐 경우 해당 관리자의 아이디가 노출되므로 ‘오픈 블로그 자료’로만 표기하

였다. 또한 Ⅲ장에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 향유 양상을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분석 대상

이 되는 M社와 N社의 경우 이름과 사이트 주소를 밝히지 않았다.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진 편집 작업을 거친 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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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확인하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요인들이 그 상황들을 추동했는지 탐

색하는 과정은, 상황이 일어난 이유, 즉 ‘왜’에 대한 질문이 된다. 한국의 현재로 들어

와 전시장 안팎의 기획 및 향유의 양상들을 살필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Schramm의 언급대로 일련의 의사결정을 조명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성 전시 기획 역시 일련의 의사결정, 즉 특

정한 기획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다. 자동차 옆에 여성을 전시하는 공식이 

비록 광범위하게 나타날지라도, 고유한 문화적 인식과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한국적 

특성은 이곳의 사회구성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것은 이 선택들을 조명하여 소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작

업은 인이 개념화한 대로 ‘분석적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상품화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포괄적

인 문화적 현상에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임의로 부여하여 선언적 명제를 도출하지

는 않을 것이다. 

사례연구의 평가가 도덕적 판단으로 확대되는 평가가 아니라 분석적 설명을 의미한

다는 점은 사례연구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통해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사례연

구는 평가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Cronbach et al., 1980; Guba & 

Lincoln, 1981; Patton, 1990;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0, 인, 2003에서 재

인용)인데, 이 평가연구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은 

“설명적(explanatory) 사례연구, 탐색적(exploratory) 사례연구, 기술적(descriptive) 사례

연구”이다(인, 2003). 설명적(explanatory) 사례연구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인과관계로 

설명(explain)하는 것”이고, 기술적(descriptive) 사례연구는 “프로그램21)이 실행되는 실

제 정황과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describe)하는 것”을 말하며, 탐색적(exploratory) 사례

연구는 “프로그램이 분명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상황을 탐색(explore)하

는 것”이다(인, 2003).22)

 설명과 기술, 탐색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기는 어렵

다. 이들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1)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연구의 주제가 되는 ‘특정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22) 이밖에 “평가와 관련한 특정 주제를 예시를 통해 설명(illustrate)”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평가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메타평가(meta-evaluation)방법”도 가능하다

(Smith, 1990; Stake, 1986, 인,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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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사건)에 대해 확인되는 사실을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들도 혼재될 수 있다. 또한 설명 후에 

분명한 결과가 도출되어 주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황을 전반적

으로 탐색하는 데 머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본론 전반부에서는 120여년에 걸친 자동

차 전시를 여성 전시 경험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훑어나가기 때문에, 각 시대별·지역

별로 상이한 매 국면마다 위와 같은 여러 분석 방법이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다 풍부하게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을 짚어가는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보

여줄 수 있도록 위의 방법들을 혼용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은 이 모든 

상황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

한 부분, 즉 ‘어떻게’에 대한 것이다. 이를 충실히 다루어 분석적으로 일반화하고, 여기

서 도출된 개념-이론을 통해 가능한 미래의 방향성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출발점이 된 문제

의식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다. 또한 성적 이미지의 향유 방식을 연구하는 데 적절한 

이론적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성상품화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 이미지

의 재현의 문제점을 드러낸 젠더 연구들의 흐름을 개괄한다. 끝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

와 함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밝힌다. 

Ⅱ장은 본론의 전반부로,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을 병행 전시하는 기획이 하나의 

공식으로 성립해온 역사적 맥락을 탐색한다. 대형 자동차 전문 전시의 역사는 한국의 

경우 20년 남짓이지만 그 앞에 100여년에 이르는 세계의 역사가 놓여있다. 자동차 전

시 역사 120년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여성 전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론의 절반을 할애하여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 전시의 공식이 성립·강화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여성 전시의 공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답을 구하고, 

역사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한국의 여성 전시 양상이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문화에 대해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늠해보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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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다면 Ⅲ장에서는 한국의 현재에 집중하여 여성 전시 공식을 기반으로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향유하는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한국의 현재라 함은 사

실상 한국의 자동차 전시 문화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를 모두 포괄한다. 특정 연도를 

단편적으로 볼 경우 현재 전개되는 향유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을 선별해나가는 식으로 시기보다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향유 방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이런 변화들을 관통하

는 향유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본론에서 도출한 내용과 함께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 후속 과제에 대한 

제안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6. 용어 정리

1) 자동차 전시

자동차 전시를 뜻하는 용어는 국가별, 전시 성격별로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차 전시’라는 용어를 기본으로,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맥락에 맞추어 함께 

사용한다. 

국제 규모의 자동차 전문 대형 전시는 보통 ‘모터쇼(motor show)’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는 모터쇼(서울 모터쇼, 부산 모터쇼)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지만 ‘오토쇼(auto show)’라는 명칭도 자주 사용된다. ‘디트로이트 모

터쇼(Detroit Motor Show)’의 공식 명칭은 ‘북미국제 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로, ‘NAIAS’라는 약칭으로 더 알려져 있고, 독일의 프랑크푸

르트 모터쇼(Frankfurt Motor Show)는 ‘Internationalen Automobil-Ausstellung’이라는 

공식 명칭을 줄여 ‘IAA’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의 파리 모터쇼(Paris Motor 

Show)는 ‘Mondial de l’automobile de Paris’이 공식 명칭이며, 스위스의 제네바 모터쇼

(Geneva Motor Show) 역시 제네바 오토살롱(Geneva Auto Salon)이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한다.

또한 국제 규모의 대형 전시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자동차 전시회는 지역별로 빈

번하게 개최되는데, 전시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명칭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오



한국 자동차 전시장의 성적 이미지 향유 방식에 대한 연구

22

토살롱’의 경우는 자동차 튜닝(개조) 전시를 겸하여 열리는 애프터마켓23) 전시회이다.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발’과 같이 지역 축제의 성격과 애프터마켓 홍보의 성격이 결

합하여 ‘페스티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모터쇼’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 전시는 규모, 형태 등 전시 성격을 구성하

는 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모터쇼’로 바꾸어 부르지 않고 각 고유 명칭

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단, 위에서 언급한 세계 5대 모터쇼의 경우 각국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으로 통일하였다.24) 그러나 전시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전시가 각 자동차 전시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서술할 때는 

특정 모터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전시되는 여성

자동차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는 여성을 지칭할 때에는 레이싱 걸, 레이싱 모델25)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 가능하다. ‘쇼걸’26), ‘-녀’, ‘청글녀’27) 등 이 여성들의 육체성과 

23) 카 악세서리(car accessories), 카케어(car care)용품, 카 서비스(car service) 등 자동차 튜

닝과 관리에 필요한 여러 자동차 용품 및 서비스 관련 업체들로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24) 미국의 북미국제 오토쇼의 경우만 ‘오토쇼’라는 공식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

최 도시 이름 뒤에 ‘모터쇼’를 붙여 부른다.

25) ‘모델’의 영역이 세분화되기 전, 현재와 같이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을 받

는 직업으로서의 모델은 패션모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수(2002)에 따르

면 서구 모델의 역사는 1896년 뉴욕의 패션쇼에서 패션 인형이 등장하여 모델을 대신한 

것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스타일의 패션쇼는 1904년부터로 볼 수 

있고, 1928년에는 영국에서 모델 에이전시가 등장하면서 모델 분야의 체계가 잡혀나갔다

(김동수, 2002: 25-31). 한국의 경우 1955년 노라노의 패션쇼를 기점으로 1960년대 후반에

는 국제복장학원 챠밍스쿨의 모델들이 전문모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TV 방송과 패션 산업의 확산으로 모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1990년대에는 모델이 활

동영역에 따라 구분되어 CF 모델, 나레이터 모델 등이 등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모

델이 배우나 가수 등의 스타가 되기 위한 등용문이 되었다(김현주, 2013: 8-9). 패션모델

이 의복의 착장 상태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면, 현재의 모델은 영역의 세분

화 및 의미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연예⋅오락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발전한 것이다. 그

러나 모델의 기본 기능이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직업 모델의 

역사는 보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52년 런던의 왕립 학교와 같은 예술 학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그리는 것을 예술가의 중요한 훈련과정으로 여겨 모델들을 고용하였으

며, 이러한 학교제도로 인해 모델은 안정적 고용과 보수는 물론 존경까지 받는 직업이 되

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직업으로서의 모델은 18세기에 이미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현정, 201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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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육체성에서 비롯되는 성적 이미지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명칭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레이싱 퀸’ 등으로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으며, 직업 인정의 차원

에서 ‘레이싱 모델’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여성들이 ‘자동차와 함께 전시’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주목

하는 것이므로 ‘전시되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런 명칭들이 사용되는 실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할 때는 레이싱 걸, 레이싱 

모델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레이싱 걸’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들의 사

진을 유사 포르노로 향유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고, ‘레이싱 모델’은 에

이전시에서 ‘모델’로 이들을 관리할 때 사용되는 명칭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구

체적으로 서술하는 장에서는 현실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였다.28) 

26) 대규모 자동차 전시는 아니지만 타이완의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모터쇼에서는 레이싱 걸을 

쇼걸(Show Girl)로 지칭한다. 잡지나 코미디쇼의 수퍼모델, 인기 연예인 등이 모터쇼 행사

기간 중 매일 쇼걸로 등장한다. 인기 쇼걸이 나오는 부스에는 그들을 보려는 “수많은 타

이완 자이난(宅男, 택남: 일본 오타쿠와도 비슷한 여성 아이돌들에게 관심이 많은 대만의 남

성을 이르는 말)들이 쇄도한다.” ｢신흥국의 모터쇼(3탄), 제 20회 타이페이오토쇼｣. 2014.3.2

8. �자동차생활�.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4575) 

27) 이미지가 청순하면서 동시에 글래머러스(glamorous)한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글래머

러스’는 ‘매력적인’, ‘매혹적인’의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보통 ‘글래머’로 줄여서 볼륨 있는 

몸매, 즉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하고 몸의 곡선이 뚜렷한 경우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즉, 

‘성적인 매력이 많은’, ‘섹시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청글녀’는 이러한 조건과 함께 

어려보이는 얼굴과 피부, 가녀린 느낌의 외모 연출(표정, 자세 포함) 등으로 청순한 이미

지가 동시에 드러내는 경우를 말한다.

28) 단, 특정 향유 양상을 서술할 때 현실 속에서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연구자의 특정한 입장(칭송이나 비하 등)을 나타내는 것은 아

니다. 본 논문은 전시되는 여성들을 호명하는 방식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상황들의 의미를 읽는 가운데 질문을 던진다. 이때 여성들의 

기능, 즉 여성들이 수행하는 실제 역할이 호명에 담긴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

요하다. 표면과 본질의 불일치에서 오는 균열을 추적하는 것은 향유 방식의 성격을 드러

내주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균열을 발견하여 드러내고 문제로 제기하는 것

까지가 본 논문의 역할이고, 연구자가 특정한 가치판단에 의해 고정적인 대안을 제공하거

나 교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되는 여성들이 모델이 

보여주어야 하는 ‘예시’라는 ‘직무기능’ 대신 오로지 ‘기호기능’만을 수행하며 ‘전시’되기 때

문에 호명의 허위성 및 그 효과에 대해 지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델’이라는 이름을 폐

기하고 ‘레이싱 걸’로만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 정의가 확장

되어 ‘기호기능’만 수행하는 것도 ‘모델’의 역할로 보게 된다면 호명의 허위성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가 결론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호명의 허위성을 통해 문화의 

이름으로 젠더 정치의 문제를 가리는 현상에 대한 ‘성찰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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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이미지

본 논문에서 반복 사용되는 ‘성적 이미지(sexual image)’라는 용어는 전시 대상이 되

는 여성의 신체에서 성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나타내는 이미지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때 ‘성적(sexual)’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성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용어인 ‘섹슈얼리티(sexuality)’는 특히 여성주의 연구에서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섹슈얼리티는 성별/성역할(gender)29)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별화된 성

(female gendered sexuality)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은실, 1998: 42) 여성의 재현 문제 

중에서도 ‘성적 재현’을 다룬다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에로티시즘(eroticis

m)30)을 긴밀하게 연관 짓고 이를 대상화하거나 강조하는 방식이 이미지를 포함한 일

련의 텍스트들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

다.31) 그리고 여러 형태의 성적 재현물 중에서도 이미지 재현물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하나의 정박된 이미지로 표현될 때 여성의 육체성을 강조하여 그 몸에서 에로티시즘을 

읽을 수 있도록 방향성이 설정되는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된다. 즉, 생물학적 성차의 

문제에 사회적 메시지가 기입되어 젠더의 문제로 전환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작업이다. 

여성의 몸이 갖는 수많은 특성들 중 유독 에로티시즘을 촉발하는 측면만 강조되는 

것은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편향된 규정이다. 이때 여성의 몸은 이러한 편향성이 담

긴 메시지가 통과하는 기호가 된다. 여성의 몸이 이와 같은 기호가 될 때, 성적인지 아

닌지, 또한 얼마나 성적인지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에로티

시즘을 촉발하는 몸으로 끊임없이 규정하는 메시지의 여부와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여

성의 몸이 성적인 이미지-기호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단지 신체 노출의 정도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체 노출이 일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에로티시즘을 매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성적

29) ‘젠더(gender)’ 개념은 일반적으로 ‘섹스(sex)’와 구별되는 ‘사회적 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성찰·수정된다.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젠더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사회적 성으로서

의 젠더 개념은 1980년대 이론적 갱신의 대상”이 되었다(김수진, 2006: 51). 

30) ‘에로티시즘(eroticism)’은 “육체적인 애욕에 얽매이는 지나친 기호, 혹은 작품의 관능적인 

정욕을 유발하는 성질을 의미”하며, “성행위의 직접적인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르노그래

피(pornography)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본다.(출처: 미술대사전,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262511&cid=42635&categoryId=42635) 

31) “몸의 문제는 단순히 인식론적 쟁점과 현상학적 쟁점이 아니라, 권력·이데올로기·경제에 

관한 논쟁을 위한 이론적 지점이다.”(터너, 200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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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예시를 보일 때는, 이미지-기호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

들 –표정, 자세, 의상 등- 을 종합하여 여성의 몸을 에로티시즘을 담아내는 몸으로 의

미화하고 시각적 대상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는지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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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차의 전시장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 재현의 역사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 육체의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전시 기획이 병행되는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이 자동차 옆에 함께 전시되는 기획은 자

동차 전시 그 자체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전시와 관련된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향유되는 방식을 살펴보려면, 유독 ‘여성’의 육체가 전시대상이 되어온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자동차 전시 문화의 

역사 전반부에 위치한 서구의 역사를 통해 여성을 병행 전시하는 자동차 전시의 공식

이 어떻게 성립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성립된 공식이 시대별·지역별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한층 견고한 공식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한국의 특징적 위치를 

탐색해볼 것이다.

1. 여성 전시 공식의 성립

1) 자동차 전시시대의 개막과 자동차 문화의 계급적 향유

1851년 런던만국박람회로 시작된 박람회의 시대가 뉴욕, 파리, 멜버른, 필라델피아, 

시드니 등에서 잇달아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전성기를 맞는 동안, 근대 산업생산품 중

에서도 단연코 화려한 스펙터클을 자랑하는 자동차는 매혹적인 소비물품으로 완성되어

가며 대중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1700년대 후반 증기기관을 적용한 수송장치가 발명되면서 열에너지를 변환하여 동력

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최초로 등장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개념의 내연기관을 갖춘 

자동차는 1876년에 니콜라스 A 오토(Nicolaus A. Otto)32)가 발명한 스파크점화식 엔진

32) 이보다 앞선 1860년 르누아르(J.J.E.Lenoir)가 석탄가스를 이용한 최초의 내연기관을 발명

했고, 2년 뒤 보드 로샤(Alphonse de Rochas)가 현재 피스톤 왕복기관의 일반적인 구조

인 4행정 엔진의 기본원리를 고안하였으나,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4행정 가스엔진을 완

성하여 실용화시킨 사람은 독일의 오토였다. 따라서 현재 4행정기관의 기본원리를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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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892년 루돌프 디젤(Rudolf Diesel)이 발명한 압축점화식 엔진으로 인해 만들어졌

다.33) 이어 1800년 후반 다임러, 벤츠, 르노, 피아트 등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고 1900년까지는 유럽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게 되었으나 190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포드에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내 대규모 유전 발견에 따라 

저가 석유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1900

년대 초부터는 엔진의 성능향상 등 자동차의 기술적 발전이 지속되는 한편, 자동차의 

대중화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채영희, 2013: 199-206 

재구성).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꼭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만

은 아니었다. 자동차를 타는 것뿐 아니라 바라보는 것 자체도 새로운 기술 문화에 대

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카 퍼레이드나 자동차 경주 등이 불러일으킨 군중의 열광

은 이 모험의 기계를 둘러싸고 새로이 나타나던 집단적 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뫼

저, 2007: 20-21). 자동차가 당시의 수많은 산업생산품 중에서도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처음 겪는 압도적 스펙터클의 경험이 ‘속도의 경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

기 때문이다. 이미 대중들은 인간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많은 

풍광 역시 빠르게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열차를 통해 시공간이 압축되는 놀라움을 경

험한 상태였다. 자동차는 열차와는 달리 이러한 체험을 가능케 하는 문명의 산물을 개

인이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며 속도 체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매혹적인 

대상이었다. 이렇게 자동차가 대중 앞에 등장하여 시선을 사로잡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세기의 전환기는 박람회가 이미 반세기에 걸쳐 문화적 영향력을 다져오

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배경이 맞물려 자동차는 바로 대형 자동차 전시

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34) 

오토싸이클이라 부르는 것은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오토의 이름을 딴 것이다(채영희 외, 

2013: 202-203).

33) 카를 벤츠가 엔진 자동차 특허를 받고,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가솔린 기관을 실은 마차로 

첫 실험을 하던 1886년은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정되어 1986년에는 자동차 탄생 100주년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뫼저, 2007: 20).

34) 물론 초기의 박람회에서 마차 등이 전시된 사례가 있었고 이것을 대형 자동차 전시의 기

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의 ‘탈 것’인 마차는 엔진 발명 이후 등장한 현대적 개념의 

자동차는 아니다. 본격적인 자동차 전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전시를 통해 각국의 산

업 기술과 문화적 측면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모터쇼는 시대와 시장을 반영하며 그 

나라 자동차산업의 힘을 과시하는 무대”이며, “단일 공산품의 전시 이벤트로 모터쇼처럼 

화려한 것은 세상에 없다.”(김우성, 2012: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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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시는 현재 세계 5대 모터쇼의 개최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20여년의 

역사에서 주로 유럽,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왔다. 여기서 박람회가 유럽에서 시작하

여 미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파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자동차 산업 발달의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전시도 필연적으로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술의 진보를 상품으로 전시하고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대량 생산과 대형 전시로 요약되는 ‘근대’는 이렇게 유럽, 미국, 일본으로 확

산되었다. 그러므로 자동차 전시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육체 –특히 여성의 육체-가 전

시되어 온 상황을 추적함에 있어, 시대별 흐름과 지역별 문화의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대별로 어떤 사회적 배경 위에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전시의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후반 자동차의 발명과 자동차 공장의 설립 등을 시작으로 20세기의 출발과 

함께 시판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세기의 첫 10여 년 동안 귀족들을 중심

으로 판매량을 증가시켜가던 자동차 산업은 1913년 헨리 포드가 도입한 이동식 조립 

라인이 도입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채프먼, 2013: 18). 이 같은 대량 

생산 기술의 등장 및 경주용 레이싱 카의 개발과 함께, 자동차는 귀족들의 사치와 품

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훌륭한 물품으로 인식되어갔다. 1914년에서 1919년까지 

이어진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이 시작되었지만 1920년대의 유럽과 미국에는 초호화 

자동차를 찾는 부유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1920년대는 자동차 산업의 황

금기를 맞았다. 거대하고 화려한 자동차들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상징이 되었고, 마차나 

기차보다 월등히 좋은 기동성과 스포츠카들의 속도 경쟁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자동

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발전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중

산층의 자동차 소유가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에는 자동차가 더 이상 부

유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를 강타한 대공황과 1939년에서 1945년

까지 이어진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절약형 모델이 크게 증가하였다(채프먼, 2013: 

4-103 재구성).

세계 최초로 개최된 대형 자동차 전시는 1897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35)이다. 

세계 5대 모터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파리 모터쇼가 1898년, 미국의 북미국

제 오토쇼가 1907년에 개최되었다. 스위스의 제네바 모터쇼는 1931년, 일본의 도쿄 모

35) “처음 개최됐을 때에는 베를린에서 열렸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를린이 동서로 분리

되면서 1952년부터 프랑크푸르트로 장소를 옮겼다.”(출처: 네이버기관단체사전,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645546&cid=43129&categoryId=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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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쇼는 1954년이 되어야 등장한다. 1954년에 등장한 도쿄 모터쇼를 제외하고 보면 최

초의 모터쇼가 시작된 19세기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자동차 산

업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진 등 남아있는 당시의 자

료들을 가지고 추정해보면 이때는 자동차와 여성 육체의 병행 전시가 본격적으로 일어

나기 전단계임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자동차가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으므로 여성들은 

이때 자동차 옆에 부착되는 전시 대상이 아니라 사용자로 등장한다. 남녀 공히 귀족으

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즐기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므로 이때는 자동차의 향유에 있어

서 젠더격차보다 계급격차가 우선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1> 참조). 부유층 여성

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체험하는 경우는 물론, 혼자서 운전을 즐기는 모습들도 

발견된다((<그림 2>, <그림 3>, <그림 4> 참조). 따라서 홍보용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

성의 모습도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사용의 주체인 귀족 여

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5>, <그림 6> 참조). 따라서 당시의 모터쇼에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터쇼 홍보물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사용자로 등장한다(<그림 7>, <그림 8> 참조).

<그림 1> 콜럼버스 버기社의 홍보물 (1910년대)36)

36) 콜럼버스 버기社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1912년). 그림에 상류층 여성들이 사용자로 묘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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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동차 문화를 향유하는 상류층 가족의 모습37)

<그림 3> 1924년 오펠社의 홍보물 (1920년대)38)

37) 벤츠社를 설립한 카를 벤츠 가족의 사진. “카를 벤츠의 가족처럼 사람들은 20세기 초에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서 나들이를 즐겼다. 당시 자동차는 필요한 운송 수단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이들의 행락용이었다.”(치글러, 2005: 34) 

38) 오펠社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1924년). 여성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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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류층 여성의 운전 모습 (1920년대)39)

<그림 5> 벤츠社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 (1920년대)40)

39) 배우 그레타 가르보의 운전 모습(1922년). 영화 산업이 발달하던 1920년대에 배우는 대표

적인 상류층이었다.

40) 벤츠社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1926년). “1920년대에 이미 자동차를 모는 일이 사회적 이

슈가 되었다. 능력 있는 이들이라면 가능한 한 가격이 높고 멋들어진 자동차를 샀다. 

1926년의 이 광고용 포스터는 특히 여성을 겨냥하고 있다.”(치글러, 200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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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펠社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41)

2) 이미지-기호로 기능하는 여성의 육체 : 여신, 공주, 마네킹 걸

동시에 여성을 스펙터클의 한 부분으로 대상화하는 최초의 시도들도 관찰된다. 앞서 

제시된 홍보물의 그림들은 상류층 여성들이 자동차와 함께 풍족함을 누리는 이미지를 

통해 이 여성들을 직접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그림 9>, <그림 10>과 같은 

경우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를 전면에 내세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900

년대 초반에 등장한 이런 이미지들을 무조건 여성 육체에 대한 볼거리화로 단정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모두 여신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림 9>는 여성의 육체를 가진 여신의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지만 머리의 날개

로 보아 머큐리(Mercury)42) 이미지 사용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카

고 오토쇼의 사진 자료에는 <그림 11>과 같이 머큐리의 이미지가 반복하여 등장하며, 

이때의 머큐리는 남신(男神)이다. 머큐리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상업의 신이며 모자

와 신발에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터쇼에 사용된 머큐리의 이미지에서 날개

가 많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빠른 이동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자동차’를 선보

이는 상업 전시의 장인 모터쇼에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41) 오펠社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

42) 다른 이름은 헤르메스(Hermes). 일반적으로 젊은 청년으로 표현되며, 페타소스라는 이름

의 날개 달린 모자와 날개 달린 샌들을 착용하고 있다. 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이며 

상업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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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신으로 표현되는 젊고 아름다운 여체가 묘사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여

성의 육체를 스펙터클화하는 시도로 읽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림 10>과 같

이 모터쇼의 상징인 머큐리와는 관계없는 여신의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속적

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전시장에 호출해 온 자동차 전시의 역사의 맨 앞자리

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기 홍보 포스터에 등장하

는 여신의 몸은 머큐리처럼 신화적 상징을 함축한 몸으로, 이 부분이 에로틱한 몸 이

미지를 능가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림 10>과 같이 여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차림새를 하고 있으나 시선, 표정, 자세 등에서 여성 육체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포스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귀족으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주로 

포스터에 등장시키던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이후 이런 이미지에서 신

화적·주술적 의미들은 탈락되고 시각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여성의 에로틱한 몸 이미

지가 중심에 남아, 점차 여성의 몸에서 섹슈얼리티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발

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자동차 전시 홍보물 (미국, 1910년대)43)

43) 시카고 오토쇼의 자동차 전시 홍보물(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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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동차 전시 홍보물 (미국, 1920년대)44)

<그림 9> 자동차 전시 홍보물 (미국, 1900년대)45) 

44) 시카고 오토쇼의 자동차 전시 홍보물(1927년). 

45) 시카고 오토쇼의 자동차 전시 홍보물(19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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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동차 전시 홍보물 (미국, 1920년대)46)

<그림 11> 자동차 전시 홍보물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머큐리 이미지

그러나 포스터에서 여성의 몸 이미지를 에로틱하게 표현하는 최초의 시도가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한 정도일 뿐, 이 시기에 모터쇼 전시장에서 여성을 자동차 옆에 전시하

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이 시승 체험을 하는 모

습만 드물게 발견될 뿐이고, 전시장 내부는 자동차들로 가득 채워져 흡사 만국박람회

에서 많은 수의 마차가 빼곡히 전시되었던 것과 유사한 풍경을 연출하였다(<그림 12> 

참조). 자동차 자체에 관람객들이 갖는 호기심이 워낙 큰 상황에서 특별히 여성을 함께 

전시하여 시선을 끄는 기획을 할 필요가 없고 (상류층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자동차

의 사용자인 상황에서, 명예와 품위를 중시하는 귀족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46) Syracuse American 모터쇼의 자동차 전시 홍보물(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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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체가 고귀함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미지 

정도에 머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자동차 전시장의 모습 (미국, 1920년대1930년대)47)

 

<그림 13>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운전자로서의 모습 포함 (미국, 1930년대)48) 

 

<그림 14>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미국, 1930년대)49) 

47) 시카고 오토쇼(왼쪽 1922년, 오른쪽 1933년).

48) 시카고 오토쇼(왼쪽 1932년, 오른쪽 1936년).

49) 시카고 오토쇼(모두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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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자동차 전시에 여성이 등장하는 양상에 눈에 띄

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첫 번째 변화는 자동차 옆에 여성이 자세를 취하고 서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림 13>와 같이 자동차의 사용자로서 운

전석에 앉아 시승 체험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함께 연출되기도 하지만, <그림 14>와 

같이 여성이 자동차 옆에 자세를 취하는 모습만 단독으로 연출되기 시작하였다. 자동

차와 여성을 한 세트의 볼거리로 구성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시점인 

것이다. 이때의 여성은 항상 ‘젊고 아름답다’는 외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으로, 이는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육체 전시 역사 내내 일관된 공식으로 유지된다. 여성의 육체에

서 전형적인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미모’라는 요소가 추출되어 볼거리로 전시됨으로

써 이 육체의 다른 기능(운전하는 여성)은 서서히 배제되고 기호기능이 이 육체를 정

의하는 대표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미인선발대회’와의 결합이다. 당시의 이러한 경향

은 시카고 오토쇼의 풍부한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인대회는 

1936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 매년 진행되었는데, 처

음에는 각 민족을 대표하는 미녀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Nationality Queen》이라는 

이름의 이 대회는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카코인

(Chicagoans)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섞여 살아가는 용광로(melting pot)로서의 

도시로 시카고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들이 각자의 민족의상을 착용하고 미를 

뽐냄으로써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민족성을 담지해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대회

는 모터쇼의 중요한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이 대회는 여러 민족들이 고유의 민족 정체

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카고인이라는 지역적 유대감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선전함으로써 

마치 속지적 관점과 속인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이상적 도시의 출현을 표방하

는 듯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백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여전히 제

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던 20세기 초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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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Nationality Queen>에 선발된 여성들이 민족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50) 

 

 

<그림 16> <Nationality Queen>에 선발된 여성들51) 

이와 같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용으로 읽을 수 있는 미인대회를 시작으로, 자

동차 전시와 결합한 미인대회의 경향은 여성들을 공주님처럼 꾸미는 방향으로 나아가

50) 시카고 오토쇼 (1940년).

51)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Miss Norway, Miss Lithuania, Miss Germany, Miss Poland. 시카고 

오토쇼(모두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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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다. <그림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ationality Queen》 대회가 마지막으

로 개최되던 1940년 시카고 오토쇼의 포스터에는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환상적

인 이미지가 일러스트로 연출된다. 이 의상은 상류층 여성의 복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여성들의 의복은 <그림 5>, <그림 6>와 같이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반영된 

모던 걸(modern girl) 스타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 포스터의 이미지는 동화 

속 공주님이라는 판타지를 표현한 이미지에 가깝다. 이 경향은 등장과 동시에 세계대

전을 맞아 모터쇼의 개최가 중단되면서52) 제대로 펼쳐지지는 못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의 종전 이후 1950년대의 시작과 함께 다시 모터쇼가 개최되면서 이어지게 된다.

<그림 17> 1940년 시카고 오토쇼의 포스터 (미국, 1930년대 후반)53)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호황을 누리며 번영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붐이 일어 

소형차에서 준중형, 대형 세단은 물론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이 한층 발

전하였다(채프먼, 2013: 134-175 재구성). 1920년대에 이어 다시 한 번 황금기를 맞게 

된 자동차 산업의 영향으로 자동차 전시 또한 풍요로움으로 넘쳐나는 현대 소비 사회

로의 진입에 걸맞는 스펙터클을 발전시켰다. 1940년에 이미 모습을 드러낸 공주 이미

지는 화려한 드레스와 왕관 등 전형적인 미인대회의 기호들을 완성시켰고, 서커스를 

무대 위에 함께 올리거나(<그림 18> 참조)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무대를 선보이는 등 

자동차 외의 볼거리 요소에도 많은 공을 들이는 전시 기획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52) 북미국제 오토쇼는 1941년에서 1953년까지, 시카고 오토쇼는 1942년부터 1950년까지 개최

되지 않았다.

53) 시카고 오토쇼(1939년). 1940년 대회에 해당하지만 실제 개최일은 1939년 12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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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 20> 참조). 이때 여성이 공주와 같은 차림으로 자동차 한 대와 함께 대형 

무대에 단독 전시되기도 하였다(<그림 21> 참조).

<그림 18> 자동차 전시장의 서커스 공연 이벤트 (미국, 1950년대)54)

<그림 19> 대형 공연식 자동차 전시 (미국, 1950년대)55)

<그림 20> 자동차 전시장의 공연 이벤트 (미국, 1950년대)56)

54) 시카고 오토쇼(1952년).

55) 시카고 오토쇼(1950년).



Ⅱ. 자동차의 전시장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 재현의 역사

41

<그림 21> 극장식 무대의 자동차 전시 (미국, 1950년대)57)

이와 함께, 《Community Queen》이라는 이름의 미인대회도 개최되었다. 《Nationality 

Queen》과는 달리 이 대회에는 여성들의 ‘어린 나이’가 새로운 자격 조건으로 제시되었

다. 15세에서 22세의 여성들이 심사를 통해 미모를 겨루어 20명 내외가 선발되고, 공

주풍의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그림 22>, <그림 23> 참조).

 

<그림 22> 자동차 전시와 함께 열린 미인대회의 심사 모습 (미국, 1950년대)58)

56) 시카고 오토쇼(1953년).

57) 시카고 오토쇼(1952년).

58) 시카고 오토쇼(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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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동차 전시와 함께 열린 미인대회에 선발된 여성들 (미국, 1950년대)59) 

미인대회와의 결합이 지속되고 그 안에서 ‘공주’라는 이미지-기호가 등장하면서 자동

차 전시 공간의 시선 체계는 전시되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무대에 자동차 한 대와 여성 한 명을 주인공으로 묶어 내세울 

때, <그림 21>과 같이 대형 극장식 시선 체계를 조직하여 무대 위에 오른 대상을 ‘집중

적으로’ 훑어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와 함께 

예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성은 공연과는 달리 어떤 예술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

다. 표면적으로는 공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군중

의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이 상황은 물적 토대를 가진 하나의 구성체(자동차와 여성)가 

대체로 부동의 자세를 취하며 단지 ‘전시’되는 것이다. 전시의 극단적인 스펙터클화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획은 박람회와 같은 기존의 전시 공간이 어떤 시선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기해보면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만국박람회는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 

전시회 역시 한정된 공간에서 군중들은 서로에게 밀려 빠르게 이동하면서 철도의 시각 

경험과 유사한 ‘스쳐지나가듯 보는’ 시각 경험을 한다. 반면 수많은 시선들을 한 곳에 

결집시키는 극장식 무대 구성은 다수의 눈이 소수의 여성을 더욱 샅샅이 관찰할 수 있

게 해준다. 

미인대회 역시 예전의 《Nationality Queen》 대회와는 달리 자격 기준을 15세에서 22

세까지의 여성으로 한정하여 전시 대상의 성격을 ‘젊고 예쁜 볼거리로서의 여성’으로 

규정해나가는 동시에, 대형 무대에 이들을 그대로 올려둠으로써 집중 관찰이 가능한 

시선 체계에 편입시킨다. 이때 관람 행위는 ‘샅샅이 훑어봄’에서 더 나아가 ‘평가’라는 

권력과 결합된다. 일차적으로 대상을 관람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쾌락에 더하

59) 시카고 오토쇼(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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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람자에게 평가자로서의 권력까지 부여되는 시선 체계가 조직되는 것이다. 심사위

원들이 가진 미인 평가 권한의 일부를 관람객들과 공유함으로써 ‘평가의 오락’이 제공

되는 셈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된 공주 이미지 이전에 여신 이미지가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

운 지점이다. 공주는 여전히 귀한 존재이지만 여신과 같은 신성성은 제거된 신분으로, 

공주라는 이미지-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전시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종교적 판타지 기호

보다는 더 접근이 쉬운 오락적 판타지 기호로 전환된다.

 

<그림 24>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미국, 1950년대)60)

공주님들의 미인대회가 주된 볼거리였던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여

성들이 자동차 옆에 1대 1로 전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경향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1950년대에 태동한 것인데, 공주님 미인대회의 쇠퇴와 더불어 이 

같은 기획이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동차와 여성을 한 세트로 구성하여 원형 단상

에 올려둠으로써 ‘상품 진열’의 느낌이 부각된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이 각선미를 드러

내는 등 소위 말하는 ‘섹시한 자세’를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여신, 공주 이미지를 지나 일종의 ‘마네킹 걸’로 기능하게 된 것인데, 이 특

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근대의 새로운 경험인 자동차 문화의 향유에 있어 

여성은 (비록 상류층 여성 중심이기는 했으나) 분명한 ‘사용자’로서 주체적 정체성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내 자동차 전시장이라는 스펙터클의 공간에 이미지-기

호로 등장하였으며, 그 기호는 여신, 공주, 마네킹 걸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발전하였다. 그리고 기호에 투영된 신분이 점점 하락하여 마침내 ‘상품’과 거의 

60) 시카고 오토쇼(왼쪽 1951년, 오른쪽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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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여성의 육체는 인간 주체와 반대되는 개념인 물건으로

서 전시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성을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기호로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점차 ‘자동차 옆에는 여성’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3) 자동차 전시 : 젠더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근대의 스펙터클

자동차 전시장에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된 과정은 근대 스펙터클 사회의 대표적 

특징들을 읽어냄으로써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요시미 순야의 논의를 참조해보면, 

박람회와 올림픽, 테마파크, 백화점은 일련의 동형성을 형성하며 근대적 스펙터클의 문

화장치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국박람회는 산업의 올림픽이며, 올림픽은 스포

츠의 만국박람회”라는 점에서 박람회와 올림픽은 서로 닮아있으며, “테마 파크에서 보

여주었던 것은 박람회적 전시공간과 헐리우드적 영상기술의 결합”이었다. 또한 백화점

은 “만국박람회의 스펙터클적 산업전시”가 상설화된 상품 전시의 공간이었다. 1930년대 

이후 만국박람회의 기업 전시에서는 산업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대형 파빌리언

(pavilion, 전시 행사장의 가설 건축물)이 세워지는 등 화려한 건축 기술과 영상 기술들

이 동원되었다. “디즈니가 그 테마 파크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박람회적 전시공간과 헐

리우드적 영상기술의 결합”이었으며, 박람회에서 보여준 환상적 공간 이미지는 그 이미

지의 창출에 기여한 각 산업 분야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그대로 테마 파크라는 오락적 

공간으로 이전되었다(요시미 순야, 2004: 273-288).

그러므로 각 장치의 고유한 특성들 이전에 이들은 대중의 시선을 압도하는 스펙터클

을 제공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각 영역의 스펙터클 구성 ‘방식’은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동차 전시회에서는 올림픽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기호로서

의 여신, 테마파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기호로서의 공주, 백화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마네킹 걸로서의 모습을 모두 동원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구성해냈다.61) 자동차 전시장

의 여성은 근대를 구성하며 대중의 시각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대형 

스펙터클의 욕망과 이데올로기를 모두 담아내는 근대의 이미지-기호로 기능하였다. 그

리고 오로지 이런 이미지-기호 기능은 여성만이 담당하였기에, 젠더 이데올로기는 근대

의 여러 이데올로기를 이미지로 묶어주는 큰 틀로 기능한 셈이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

61) 여성의 이미지가 단계별로 변화한 흐름을 보아도, 이 영역들이 등장하거나 사회적 영향력

을 발휘하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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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발전을 거듭해온 여성 육체의 이미지-기호 전시 기획은 1960대 이후 ‘성적’ 이미

지-기호로 구체화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 전환은 ‘미디어의 폭발’이라는 사

회적 변화,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시작된 일본의 부상과 함께 이루어졌다.

2. 여성 전시 공식의 강화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1)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자동차 홍보 공간의 이원화

1950년대까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을 이미지-기호로 전시하

는 공식을 성립시켜온 가운데, TV의 보급과 함께 시각성이 확장되는 미디어 시대가 개

막된다.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전쟁의 여파

로 TV 산업은 정체기를 겪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각 가정에 빠르게 보급되었

다.62) TV의 보급은 전세계적인 추세였지만, 풍요로움으로 상징되던 1950년대의 미국에

서는 특히 각 가정 내 TV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TV는 전시 공간이나 극장

을 찾지 않아도 그에 버금가는 화려한 스펙터클을 가정 내에서 상시 제공하는 매체로, 

대중은 TV를 통해 전시 공간 관람이나 20세기 초반에 이미 시작되었던 영화 관람과는 

또 다른 시각적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대중을 향해 빠르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영상미디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기업이 전시 공간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홍보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신문, 잡지, 라디오 등과는 차별화된 더 강력한 기호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전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자동차의 홍보는 이

제 미디어에게 그 역할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1940년대 경에 근대식 만국 박람

회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현대 소비 사회의 본격화와 더불어 상품에 관한 근대

의 스펙터클 기능이 백화점이나 TV쪽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자동차 홍보 

역시 전시 공간의 쇠퇴가 이루어질 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63) 그러나 자동차의 전시 

62) 1926년 영국의 사업가 존 베어드(John Baird)에 의해 최초의 기계식 텔레비전이 개발되었

고, 이후 전자식 텔레비전으로 발전하였다.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1936년 영국의 BBC 

방송이 시작하였다.(출처: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722

&cid=40942&categoryId=32374)

63) “어느 박람회이건 세계대전 이전까지 만박(만국박람회)이 보여주었던 동시대 대중들에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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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사라지지 않고 미디어 공간과 함께 자동차 홍보의 두 축을 이루게 된다. 

자동차 전시가 계속 유지된 이유는 자동차 전시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수성을 이해함

으로써 가늠해볼 수 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시’를 성립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시공간의 개방성이라는 점이다. 미디어와는 달리 현재,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는 관람 행위를 전제해야 성립하는 것이 전시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현전

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람 행위의 성격과 관람 목적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살아있

는 시공간 속에서 관람 행위64)는 매우 동적이다. 때문에 전시 공간의 이동, 전시 대상

에 대한 선택적 관람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행위자의 능동성을 전제한다. 이러한 능동

적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관람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동적 오락이라는 점이다. 

전시장의 관람 행위는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작·공급되는 재현물을 관람하는 

행위와는 다른 오락적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상품 전시’65)로 범위를 좁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람 행위의 목

적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상품 전시의 일차적인 목적은 상품의 판촉이다. 

그러나 이런 역할은 백화점과 같은 시장의 형태를 갖춘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가능하

다. 반면에 기업 홍보 전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으로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하여 볼

거리 관람이라는 또 하나의 오락적 요소를 선사한다. 관람객들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경하는 시각 경험과는 달리 기업 홍보 전시장에서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다. 상

품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함께 오락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역시 관람의 목적이 된다. 

자동차 전시장에서 그동안 관람객들은 오락적 요소인 ‘볼거리’의 중심에 여성의 육체가 

거의 항상 놓여있던 경험을 체화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시각적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

고, 이것이 흥행 요소가 된다는 점을 습득한 기업 쪽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기획이 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라는 상품의 전시’로 범위를 더 좁혀보면 다름 아닌 ‘자동차’이기 

때문에 갖는 전시적합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성의 육체 전시가 흥행요소가 된

친 영향력을 잃었다. 이전 박람회가 독점하고 있었던 대중에 대한 시선을 상품세계로 맞

춰나가는 문화장치로서의 기능은 종전 이후엔 오히려 견본시나 TV-CF로 교체되었다.”(요

시미 순야, 2004: 250)

64) 여기서 관람 행위는 방문 행위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 관람이 가능하려면 먼저 방문

할 것을 선택하고 관람 행위가 일어날 장소까지 능동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65) “전시 산업은 다른 산업의 기초가 되는 지원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의 입장에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산업이다.”(김대관·이상민, 2013: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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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공식을 습득했다고 무조건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시하려는 

것이 성적 기호를 부착시킬 수 있는 어떤 은유를 가진 상품이라고 해도 전시는 불가능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 자동차만큼이나 (때로는 자동차보다 

더) 성적 기호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품들이지만 이것이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되지는 

않는다.66) 전시 공간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열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문화 체험’이라는 범주 안에 포섭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시는 이와 같은 관람객의 복합적 목적 –상품 정보 획득과 오락적 요소의 

체험-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여부, 전시하려는 제품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전시에 

적합한 문화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관문을 모두 통과한다. 따라서 근대

식 박람회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해도 오히려 한 가지 상품이나 주제에 집중하여 전문

성을 발휘하는 기업 전시는 백화점과 함께 살아남게 되는 가운데, 자동차 전시 역시 

영상 미디어에 홍보의 역할을 전부 넘기지 않고 이원화된 홍보의 장을 갖게 된다. 

홍보의 장이 이원화되면 전시 공간과 미디어 공간은 조응하며 영향을 주고받게 된

다. 한 쪽에서 확인되는 효과에 따라 다른 쪽의 공간 역시 이를 참조하여 홍보 방식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시는 미디어 홍보 공간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여성

의 이미지-기호를 이제 막 성적 기호로 발전시켜 나가던 1950년대의 상황을 심화시켜 

나간다. 그동안 홍보 방식의 핵심으로 미국이 중심이 되어 키워왔던 자동차와 여성이 

병행 전시라는 공식은 미디어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유럽의 자동차 전시에서도 미국의 

전시 방식을 참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 등장한 일본이 이런 여성 전

시 방식을 이어받았다. 

2) 공식의 확장 : 미디어 홍보의 공간으로

미디어 홍보에서 자동차와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연결되는 모습은 1950-1960년대의 

TV 보급이 완료될 즈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950-1960년대는 미국의 자동차 전시장

에서조차 아직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던 시기였다. <그림 25>를 

보면 196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식이 특별히 눈

에 띄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옆에 1-2명의 여성이 세트로 전시되는 구성은 

확실히 자리를 잡았지만, 전시되는 여성의 표정이나 의상에서 특별히 성적 이미지를 

66) 체험적 성격이 포함된 홍보 목적의 기업 전시의 경우를 말한다. 박물학적 전시에서는 얼

마든지 전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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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려는 시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이다(<그림 26> 참

조). 그리고 이런 시도들은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TV 광고에 등장하게 된다(<그림 

27> 참조). 전시 공간에서 성립한 여성 육체 전시의 공식이 미디어 광고의 공간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25>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미국, 1960년대)67)

<그림 26>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미국, 1960년대)68)

<그림 27> 섹시한 여성의 유혹을 주제로 한 자동차 영상 광고물 (미국, 1970년대)69)

67) 시카고 오토쇼(왼쪽 1960년, 오른쪽 1965년).

68) 시카고 오토쇼(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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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TV 광고 등장의 배경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강준만(2011)

에 따르면 차를 타고 다니며 섹스 파트너를 물색하는 행위인 ‘크루징(cruising)’70)이 

1950-1960년대에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것 또한 미국의 자동차 문화와 

성 문화가 긴밀하게 결합되는 데에 일조하였다. 전후 호황을 누리며 소비사회의 풍요

로움이 주는 환상에 길들어가던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 상품의 소비와 성의 소비가 모

두 활성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광고뿐 아니라 미디어 광고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적 이

미지를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광고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성적 이미지로 소구되는 대상이 주로 하나의 성별에 한정된다는 점

은, 광고가 ‘여성의 육체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성적 기호들과 계속 결합해나가게 된 

이후의 상황이 ‘자동차 옆에는 여성’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토대 

위에 성립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상징을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소비재인데, 그 상징들 중에서 ‘섹시함’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내세

우는 광고71)의 경우 주로 ‘여성의 육체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림 28>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등장하는 섹스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 29>와 같이 여성의 

육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72)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지점

69) 미국 Chrysler 그룹의 브랜드 Dodge의 자동차 광고. 남성과 여성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상황에서 비키니를 입은 미녀 두 명이 나타나 남자를 유혹한다. 이 미녀들보다 상대적으

로 예쁘지 않았던 여성은 결국 자동차에서 쫓겨나다시피 내리게 되고, 이 미녀들이 남자

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난다. 

70) “1950-60년대에 미국의 십대들을 사로잡은 건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더불어 크루징

(cruising)이었다.”(강준만, 2011: 37)

71)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여기서는 ‘텍스트’는 비언어적 기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가 아

닌, ‘광고 문구’를 지칭하는 한정적 의미로 사용한다.)로 성적 은유를 담아내는 광고는 특

별히 제품군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성적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내세

우는 광고의 경우, 사회적 통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제작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미지 사용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착용상태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속옷 광고나, 향수·바디 제품과 같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육체의 

후각·촉각 등 오감에 해당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감각과 관련된 제품, 술·담배 등 환각

과 관련된 제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유희적 욕구, 심미적 욕

구의 충족 외에도 가족의 안락함 확보, 품격의 유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욕구들과 연결

되어 있다. 때문에 성적 이미지를 섣불리 동원하는 것은 자동차가 내포한 다른 사회적 의

미들을 희석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

는 기획이 감행될 만큼 자동차의 상징 중 ‘섹시함’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

요한 부분은 자동차가 내포한 여러 기의들 중 이 ‘섹시함’을 내세운다는 그 자체가 아니

라, 섹시함을 표현할 때 여성의 육체 이미지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쾌락의 대상으

로 삼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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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방식의 빈도 수 차이가 아니라 여성이 각 경우에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여성은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여성을 통해 강조하

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육체 그 자체’이다. 여성은 남

성과 함께 할 때 성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일부로 등장하지만 단독으로 등장할 때는 

특별한 행위 없이 ‘관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는 느

낌 중 하나로 ‘섹시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여성의 육체를 관람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시각적 쾌락’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전시장의 시선 구조

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공식이 미디어 

공간의 섹스-어필(sex-appeal) 자동차 광고에서 주로 여성의 육체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기획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8>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자동차 지면 광고물73)

72)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적 이미지를 연출할 때는 주로 성적 ‘행위’가 중심이 되지만, 여성

이 단독으로 성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경우는 여성의 육체 자체가 중심이 된다.

73) 왼쪽부터 자동차 브랜드 BMW, Peugeot의 지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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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여성 육체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자동차 지면 광고물74)

3) 공식의 교류 : 미국에서 유럽으로

미디어의 확장과 더불어 유럽의 자동차 전시가 미국의 전시 방식과 유사한 여성 전

시를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에서 자동차 전시를 일찌감치 시작한 프랑

스, 독일, 영국의 경우 1950년대까지는 여성 전시의 양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1900년대 초반의 포스터들을 보면 여신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공통분모가 나타나지

만, 이후 미국이 꾸준히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 전시의 방식을 발전시켜오는 동안 유

럽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림 30>, <그림 31> 참조) 이들은 오히려 미

국보다 앞서 자동차 전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시를 적극적으

로 주도해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미국이 전개해나간 방식에 영향을 받지도 않은 채 각

자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전시를 진행하였다. 특히 1900년대 초반에 주로 나타난 여신 

이미지의 포스터는 당시 미술 사조였던 아르누보75)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의 영향을 오

히려 미국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프랑스는 미국처럼 이런 이미지의 생산을 시

작으로 여성을 다양한 이미지-기호로 변용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한편 독일의 경

우에는 나치 정권으로 인한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이데올로기 실

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전시하

74) 왼쪽 위부터 자동차 브랜드 Mercedes Benz, Porsche, Audi의 지면 광고.

75) 이민수(2010)에 따르면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아르누보(Art Nouveau)는 1890-1910년 사

이 유럽 각지와 미국, 남미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유행한 양식”이었으며, “각국의 예술 

중심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아르누보는 세기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를 적

극적으로 반영한 일종의 예술운동”으로 볼 수 있다. 진원지는 영국이었지만 이후 중심지

는 파리로 옮겨가게 된다. “아르누보”. ｢네이버 캐스트 - 테마로 보는 미술: 사조와 장르｣. 

2010.8.13.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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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상하는 데 주목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76) 

 

<그림 30> 자동차 전시장의 모습 (유럽, 1930년대)77)

   

76) 나치 정권은 ‘민족 동력화’ 프로그램을 선언하였는데, 자동차와 도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는 이 정책은 나치 정책의 핵심요소 중 하나였다. 히틀러

가 자동차에 열광했었다는 사실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나치의 동력화 정책은 무

엇보다도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치는 자

동차 붐을 이용해 포드의 모델과 같이 나선형의 복지 증대를 시도하고,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경기부양의 효과 외에도 동력화는 나치 정권의 안정화에도 

동원되었다. 개인적 소비재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국민차는 노동 계층이 스스로를 중산

층으로 여기게 하고, 포드적인 ‘백색 사회주의’ 컨셉트에 따라 노동 계층을 좌파 계급투쟁 

이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기여했다(뫼저, 2007: 194-196).

77) 왼쪽 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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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동차 전시장의 모습 (유럽, 1950년대)78)

그러나 TV의 보급과 더불어 전세계가 빠르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유럽은 그동안 미

국이 발전시켜 온 여성 전시 기획을 참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전으로 인

해 정치와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은 전후 사회 복원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 부흥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79), 이런 목적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여성 전시의 

기획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영국이었다. 프랑스나 독일은 아직 여성 전시 기획을 참조하지 않는 반면, 영국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196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여성 전시의 양상을 보인다. 여성을 

단순히 이미지-기호로 전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은 여성 전시의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미국에서도 196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관찰되는 

양상인데,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여성 전시 모습이 발견된다

는 것은 미국의 상황을 참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전후의 상황만큼 절

박하지는 않더라도 그간의 유럽 역시 자동차 산업 진흥에 대한 요청이 존재한 것은 분

명하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특별한 참조가 일어나지 않다가 1960-1970년대가 되어서야 

참조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영국을 필두로 유럽이 미국의 홍보 방식과 그 효과를 

습득해나가는 데 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8) 왼쪽 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79) 20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본의 축적에서 자본의 분배로, 생산에서 

소비로의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후반 북미와 유럽에서 나

타났으며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급격한 팽창이 일어난 194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본격화되었다(Weeks, 1985: 22).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사회는 후기 산업 사회, 

다국적 자본주의, 소비 사회, 미디어 사회” 등으로 불리며, 소비의 새로운 형태 출현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고, 텔레비전, 미디어의 침투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Jameson, 

198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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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발달 역시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 전시 경향이 확산되

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성적 환상의 향유가 ‘시

각성’을 중심으로 ‘상업화’되는 특징을 가진 현대 포르노그래피 산업이 활성화된 시기이

다.80) 이는 미국에서 창간된 PLAYBOY誌81)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당시의 PLAYBOY誌에 실린 여성의 누드 사진들은 여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보다 

집중한 사진 예술로 평가되기도 하며, 이 때문에 현재의 포르노그래피 산업에서 생산

하는 성적 이미지 재현물들과는 다소 차별화된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PLAYBOY誌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서구 전반에 서서히 확장시킴으로

써 현대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발달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들

이 가열된 장소이기도 했다. 1960년대-1970년대는 포르노가 여성 억압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읽히기도 했었다. 미국과 영국의 자동차 전시에 보다 강하게 나타난 성적 코

드가 저항의 의미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지만, 이후 이러

한 경향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소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포르노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동시에 제2물결 페미니즘

을 중심으로 포르노 논쟁이 심화되는 등 ‘포르노 이슈’ 자체가 1960년대-1970년대의 서

구를 설명하는 중요한 축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당시의 서구 

80) 고대에는 에로틱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상화함으로써 성적 욕망과 그 향유에 대한 솔직

함이 나름의 당위를 확보하였다면, 포르노그래피는 사진과 영화 같은 19세기 시각 기술의 

발달 속에서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Pollock, 2002: 107). 포르

노그래피는 성적 행위를 그려내는 다양한 장르를 총칭하는 용어로, 문학, 회화, 사진, 영

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근대 이전에는 주로 문학이나 회화 작품 속에서 에로틱한 심상을 

그려냄으로써 성적 이미지를 향유했다면, 시각 기술이 발달된 근대 이후에는 사진이나 영

화가 인간의 신체에서 추출되는 성적 이미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 사진이나 영

화를 통해 재현되는 성적 이미지는 문학 속의 이미지처럼 독자의 상상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회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가공된 실재도 아니다.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를 그대로 정박하여 복제할 수 있는 시각 기술은 성적 환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

로써 욕망을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더욱 자극하기도 한다. 근대 이후 꾸준히 발달해 온 

시각 기술과 미디어는 세계 대전의 종식 후 욕망이 과잉 생산/소비되는 현대 사회의 모습

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욕망을 다양한 장르로 세분화하여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발달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81) PLAYBOY誌의 창간호(1953년) 모델은 대표적인 핀업 걸(pin-up girl)인 마릴린 먼로

(Marilyn Monroe)였다. ‘Pin-up’은 벽에 걸어놓는 사진이라는 뜻으로, 신문이나 잡지, 달력 

등의 지면에 실린 섹시한 이미지의 여성 사진을 벽에 걸어놓을 때 이 사진 속 여성들이 

‘핀업 걸’이 된다. 보통 당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여성 배우나 모델 등이 사진에 등장하

기 때문에 핀업 걸이 되는 것은 유명 연예인이자 섹스 심벌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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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시장에서 포르노 촬영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성적 환

상의 형식들을 차용한 여성 전시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영국, 1960년대-1970년대)82)

미국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석유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때부터 자동차 전시에서 여성의 전시를 거의 생략하며 자동차 

기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을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갔

다.83) 영국이 1970년대에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시 경향을 눈에 띄게 드

러내기는 했지만 1980년대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1970년대에도 유럽 전체에 일관

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위축될 때

는 전시에서 축제의 성격보다 산업 진흥 박람회와 같은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문화

의 향유 양상이 다소 잦아든다. 지역별로 상이한 문화적 특색도 전시 기획에 반영되는

82) 위부터 1965년, 1970년, 1971년. 

83) 1970년대에는 유류 파동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각성이 다시 광고에 반영되었다(뫼저, 

2007: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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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독일의 경우 자동차 강국으로서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최우선으로 드러내는 모

습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여성의 전시가 서구의 자동차 전시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성적 코드를 강조

하는 측면이 1960-1970년대에 비해 완화되었을 뿐 자동차와 여성이 한 세트로 구성되

는 공식은 계속 이어져, 이런 경향을 가장 적게 드러내 온 독일마저도 이 기획을 완전

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84)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의 자동차 강국은 

대부분 자동차 자체를 홍보하는 데 보다 주력하는 전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3>, <그림 34> 참조).85) 이렇게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기획이 서구에서는 약화되는 20세기 후반에, 이 공식을 이어받아 훨씬 더 강력한 

성적 기호로 만들어나간 것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였다.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활약한 일본을 중심으로 2000년대의 한국, 최근의 중국에 이르

기까지 여성을 성적 이미지를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자동차 전시는 이제 아시아를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33> 자동차 소개 중심의 전시 홍보 경향 (미국, 2000년대)86)

84) 자동차 전시 개최국의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자동차 브랜드별 특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

분이다. 예컨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에서 정하는 전시 기획의 기본 방향이 여

성의 전시를 거의 배제하고 기술력에 집중하는 것이라 해도, 전시될 자동차들의 브랜드별 

특성에 따라 각 전시관(브랜드관)의 전시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85) 예외적으로 이탈리아의 토리노 모터쇼에서는 성적 코드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

만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모터쇼로 손꼽히는 대형 전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성

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시 방식을 점차 줄여나갔다고 볼 수 있다.

86) 시카고 오토쇼(왼쪽 2006년, 오른쪽 2008년). 자동차 그룹의 부사장 등 임원진이 직접 출

시된 신차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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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최근 서구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경향 (2010년대)87)

3. 여성 전시 공식의 강화 :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1) 일본의 자동차 홍보와 여성 이미지의 사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는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성장이 돋보였던 시기였다. 

미국은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자동차 산업을 발판으로 삼아 오히려 풍요의 시대를 

이끌어갔고, 이미 진행 중이던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에 보다 성적인 코드를 가미

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유럽은 전쟁의 여파로 폐허가 된 사회를 복원하고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고 일본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 발

생한 석유 파동으로 위기를 맞기 전까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크고 화려한 자동차들을 과시적으로 생산한 반면 유럽은 국민 소형차 개발에 

힘쓰며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10년대에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였지만88),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

며 자동차 전문 대형 전시는 1954년에 개최된 도쿄모터쇼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서구를 중심으로 만국박람회가 한창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미 타국의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자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온 경험이 있지만 대중이 경험하는 자

동차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일본은 서구의 자동차 문화 경험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나간다. 물론 자동차 경험은 

세기 전환기에 최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된 바 있지만, 세계 대전 등 산업 발전

에 걸림돌이 된 역사적 상황이 종료된 후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는 

87) 위부터 파리 모터쇼(2012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2013년).

88) 1917년 미쓰비시 자동차의 ‘Model A’가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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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가 등장하는 등 1900년대 초반의 서구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다만 이 시기

가 1900년대 초반의 서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미 미디어의 발달이 시작되었고 전 세

계적으로 자동차 보급 역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상류층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

고 빠르게 소비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이미 1920년대를 전

후하여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를 맞이한 바 있지만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 가정에 자동

차가 널리 보급된 시점은 자동차 산업의 2차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전후이

다. 반면에 일본은 자동차 산업의 첫 번째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1960년 전후

였기 때문에 자동차 대중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곧바로 따르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 공간에서는 상류층을 공략하는 광고와 ‘가족’ 이미지를 내세우는 광고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상류층 이미지를 내세우는 광고는 자동차를 상류층이 

접근할 수 있는 귀하고 값비싼 신문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 

서구와는 다른 맥락을 가진다. 광고하려는 자동차가 중·대형 세단이면 그에 어울리는 

중년의 상류층 이미지를 접합시켰을 뿐, 이런 광고가 자동차는 상류층의 전유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이미 빠른 보급을 통해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

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 자동차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함

께 여가를 즐기는 가족이나 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다

양한 성별과 연령의 인물들이 자동차 광고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성적 이미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참조). 

한편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서구의 여성 전시 방식을 그대로 참조하는 모습이 관찰된

다. 일본 자동차 전시에 나타나는 여성 병행 전시 경향은 꾸준하게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에는 특별히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았고, 박람회

(엑스포)에서 행사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로 착용하는 유니폼 복장으로 등장하는 

등 오히려 성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기도 한다(<그림 38>, <그림 39> 참조).89) 

89) 이는 1990년대에 전시·컨벤션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규모 행사에서 

관람객들의 원활환 관람을 돕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행사 요원들이 다수 동원되었다. 현재도 전시장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1990년대에는 자동차 옆에 전시되

는 여성이 이런 복장을 착용하여 전시의 기능과 안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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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족 이미지를 사용한 자동차 지면 광고물 (일본, 1950년대-1960년대)

 

<그림 36> 상류층 이미지를 사용한 자동차 지면 광고물 (일본, 1960년대)

  

<그림 37> 여성 사용자(운전자)를 겨냥한 자동차 지면 광고물 (일본,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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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일본, 1970년대-1980년대)90)

 

<그림 39>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일본, 1990년대)91)

이렇듯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던 1950년대-1990년대에는 미디어와 전

시장, 양 쪽 홍보 공간 모두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를 국민 소비재로 만들고 수출에 힘쓰는 등 자동차 산업 발전에 

주력하는 시점에서 볼거리 전시보다는 기술력 홍보에 집중하는 편이 유효한 전략이었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흐름은 전혀 달라진다. 전시장

에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상당히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서구에서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적 이미지

를 부각시키는 전시가 1960-1970년대에 등장했었지만, 일본은 이를 단순히 참조한 것

이 아니라 일본의 색깔을 입힌 성적 기호로 발전시켰다. 일본의 자동차 전시에 등장하

는 여성들은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성적 판타지가 반영된 의상을 

자주 착용한다. 포르노를 연상케 했던 서구의 전시 경향에 더 폭넓은 성적 판타지의 

90) 도쿄 모터쇼(왼쪽 1977년, 오른쪽 1983년). 

91) 도쿄 모터쇼(모두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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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코스프레92)가 결합된 여성 전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

한 경향은 가장 최근인 201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그림 40>, <그림 41> 참조).

<그림 40> 자동차 전시에서 코스프레가 결합되는 모습 (2010년대)93)

  

 

<그림 41> 자동차 전시에서 코스프레가 결합되는 모습 (2010년대)94)

92) “ ‘복장’을 뜻하는 ‘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의 일본식 합성어. 일

본어로 ‘코스프레(コスプレ, cospre)’라고 하며 영어로는 ‘코스플레이(cosplay)’ 라고도 한

다.”(출처: 만화애니메이션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8646&cid=426

27&categoryId=42627) 성인 애니메이션이나 포르노물에서는 학생, 간호사, 경찰, 스튜어디

스, 하녀 등을 나타내는 복장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일본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 성인물에서 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93) 도쿄 모터쇼(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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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산업에 관한 배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만화산업’인데, “일본은 1945년 이후 스토리만화가 

독자적으로 발달하여 현재 질적·양적 모두 충실한 이른바 만화대국의 입지에 서있다.” 

일본의 만화는 1920년대 이후 독자적 형식을 획득한 후 성장을 거쳐 1950년대 후반부

터는 소녀만화가 하나의 장르로 확립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소녀만화가 독자

적인 지위를 확보하면서 “일본의 만화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형성되었다.”(김순전, 2006: 

258-262 재구성) 이와 같이 일본의 만화산업은 ‘재패니메이션’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현대 일본 문화의 중심 중 하나로 보아도 좋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런데 일

본의 만화는 철학적·예술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등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특유의 성문화와 연결되어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이

미지들을 생산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 만화가 급격히 성장하던 1950년대-1970년대

에 일본의 영화 산업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순전(2006)에 따르면 

1958년 이후 일본 영화산업은 극영화쇠퇴기를 맞이한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

구가 도시로 집중되자 지방의 영화흥행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텔레비전의 급속한 

보급은 영화관객을 감소시킨 것이다. 영화계는 2-3편의 영화를 동시 상영하는 극장으

로 인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질보다는 양적인 만족을 추구했으며, 예술적 모험보다는 

“보다 안전한 영화, 히트영화를 시리즈화한 소위 노선(路線)영화가 증가하고, 보다 자극

적으로 성과 폭력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김순전, 2006: 265) 즉 일본은 시각 문화의 

장치들이 성적 환상을 매개하는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전시켜온 셈

이다. 산업과 문화의 성장을 함께 이루며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구성해가던 당시 일

본의 상황에서 문화산업의 곳곳에 가미된 성적 코드들은 산업 분야의 제품 광고 영역

에도 자연스럽게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림 42>와 같이 미디어 광고에서 성

적 코드를 극단까지 밀고 나가기도 하고, 2000년대에는 자동차 전시장에서 성적 이미

지를 강조하는 여성들의 의상, 표정, 자세 등이 일반화된다(<그림 43> 참조).

94) 도쿄 모터쇼(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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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성적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일본의 자동차 영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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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자동차 전시에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 (일본, 2000년대-2010년대)

2) 한국의 자동차 홍보와 여성 이미지의 사용

한국이 대규모 자동차 전시인 ‘서울 모터쇼’를 처음 개최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일

로, 일본의 도쿄모터쇼에 비해 40년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산

업은 이미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해방 직후에서 1961

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민수용·군용 차량들을 보

수하면서 축적한 기술로 미군 차량을 보수하였고, 이때 최초의 자동차 생산95)에 성공

하게 된다. 이어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정부의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 1980년대의 부품·소

재 국산화정책, 수출산업화정책 등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강국으

로 부상하게 되었다(현영석, 2004: 83-99 재구성).

자동차를 주제로 한 대형 전문 전시가 1990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 이

후 자동차 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는 동안 대중에게는 주로 신문, 잡지, TV 등의 미디어

를 통해 광고가 전달되었다. 한국의 자동차 광고 역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

을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인물들이 비교적 고루 등장하

는 데 반해, 한국의 광고는 인물보다는 자동차를 좀 더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물이 등

장해서 자동차 사용자로서 특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기법은 드물게 사용되는 편인데, 

간혹 등장하는 경우 사용자는 남성이다. 여성 사용자의 이미지는 일본에 비해 더욱 찾

95) 1955년 생산된 ‘시발자동차’가 한국이 생산한 최초의 자동차로 기록되고 있다.(출처: 한국

자동차산업협회, http://www.kama.or.kr) 시발자동차는 미군이 쓰던 지프차의 부품과 엔진

을 조립한 것으로, 1964년까지 3,000여 대가 생산되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

terms.naver.com/entry.nhn?docId=795415&cid=46632&categoryId=4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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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어려우며, 여성이 성적 이미지로 대상화되는 경우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그림 

44> 참조). 이런 경향은 현재까지도 비슷하게 유지돼오고 있다. 1990년대에 엔진오일

이나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광고에서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직접 드러내거나 성

적 은유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미디어를 통한 자동차 광고는 전

반적으로 여성을 성적 기호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처럼 성적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성’이라는 소재를 기발한 창의성을 통해 유

머나 패러디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드물다. 미디어 공간에 나타난 한국의 자동차 광

고는 이미지-기호를 사용함에 있어 모험적인 기획을 감행하지 않는 편이다. 

  

<그림 44> 자동차 산업 초창기의 자동차 지면 광고물 (한국, 1960년대-1980년대)

무난한 광고 위주로 자동차를 홍보한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1970-1980년대

나 일본의 자동차 산업 발전 초기와 같이 자동차 산업을 국가 주도 하에 육성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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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자동차의 제품력을 홍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희석시킬 우려

가 있는 강력한 이미지-기호는 첨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경제력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자동차 산업은 이를 실현시켜줄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문화적으로 향유하거나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오락적 요소는 가급적 배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홍보 경향은 여성의 육체와 같은 자극적인 이미지-기호를 사용하는 것

에 신중한,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성향으로 읽을 수도 있

다. 1990년대에 들어 경제 발전보다 문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한국의 광고는 성적 기호를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일본만큼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 영화나 만화 등의 미디어에서 

보여준 성적 코드들이 일본만큼 강력하지 않은 점에서 양국의 성문화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상황은 미디어 

공간과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에 여성이 함께 전시되는 사례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규모 자동차 전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 이전부터 발견된다. 이때 여

성은 특별히 신체적 노출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지도 않고, 행사 도우미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지도 않은 채 시선 끌기의 수단으로 전시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동

차 전시가 먼저 시작된 서구의 기획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자동차 산업 초창기의 자동차 전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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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에서는 1995년 서울 모터쇼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규모 자동차 전문 전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국 자동차 전시 문화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부터 이

미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는 안내 도우미와 같

은 복장을 갖춘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일본의 경향과 동일

한 것이다. 2000년대로 들어오기 전 세 번에 걸쳐 개최된 1995년, 1997년, 1999년의 

서울 모터쇼에서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자동차 옆에 서 있는 여성들은 

안내 요원으로서 단정한 인상을 주는 유니폼을 입고 두 손을 모으고 정자세로 서 있으

며, 여성들의 성적인 이미지는 전혀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쇼걸에 가까운 느낌의 여성들이 자동차 옆에 전시되기 시작한

다. 2000년대 초반에 화려한 드레스나 타이트한 의상으로 점점 변하던 의복 양식은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 자극적인 노출을 보여주는 형태로 강화되었고, 자세 

역시 섹시함을 강조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변화하였다(<그림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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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되는 여성들의 의상과 자세 변화 

(한국, 1990년대-2010년대)96)

96) 왼쪽 위부터 1995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7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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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자동차 전시에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 (태국)

2000년대 전후로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여성을 자동차와 함께 전시하는 것이 일본

과 한국만의 특성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대규모 자동차 전시를 개최하는 국가에는 일

본, 한국 외에도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다.97) 특히 태국의 방콕 모

터쇼는 <그림 47>과 같이 일본이나 한국 이상의 성적 이미지들을 전시한다. 중국 역시 

매년 레이싱 걸의 노출이 논란이 되면서도 해당 기획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두 나라가 현재 주요 자동차 생산국98)이라는 점 때

문이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모터쇼를 중심으로 일본의 도쿄 모터쇼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과시하고 있고, 태국의 방콕 모터쇼는 성적 이미지의 강도를 높이는 

이벤트 요소를 대거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양국 모두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는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꽤 긴 편인데

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중국은 자동차를 최초로 생산

한 시점이 일본과 비슷할 만큼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자체 생산 자동차 

브랜드와 자동차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며,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유명 자동차 브랜드

97) 중국은 상하이 모터쇼로 불리는 오토 상하이(Auto Shanghai), 베이징 모터쇼로 불리는 오

토 차이나(Auto China)가 대표적이며 태국은 방콕 국제 모터쇼(Bangkok International 

Motor Show), 인도는 뉴델리 모터쇼로 알려져 있는 오토 엑스포(Auto EXPO), 인도네시

아는 자카르타 모터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Indonesia International Motor 

Show)를 개최하고 있다. 

98) 아시아에서 자동차 생산 그룹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정도

이다.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자동차 그룹의 역사도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

으나, 이들은 2000년대 전후 유수의 자동차 그룹을 매수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아직 한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품질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타타 자

동차(Tata Motors)는 한국의 대우 상용차(Daewoo Trucks)를 비롯, 유명 자동차 브랜드 

랜드로버(Land Rover), 재규어(Jaguar)를 매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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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제품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독일, 프랑스 등 자동차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왔으며 세계의 자동차 구매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또한 

일본은 자동차 전시의 역사도 상당하여 이미 세계 5대 모터쇼에 도쿄모터쇼의 이름을 

올려둔 상태이다. 아시아에서 자동차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

과 한국은 자동차 생산 강국이며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전시개최국에 비해 성적 이미지를 유난히 자

동차 전시에 많이 사용해 온 2000년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전시·홍보 방식에 차별화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태국의 방콕 모터쇼 등과는 달리, 세

계 5대 모터쇼는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전시이다.99) 이들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자

부심을 갖고 있거나 생산국 못지않게 세계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국제 전시회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다. 자동차 자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시하며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스펙터클을 넘어서는 볼거리를 전시하는 것은 전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담을 주게 된다. 때문에 아시아에서 자

동차로 인정받는 두 국가, 일본과 한국에서 유난히 자동차 전시에 성적인 코드를 가미

하는 전시를 2000년대에 활성화시켰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그림 48> 참조). 

 

<그림 48> 자동차 전시에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 (한국, 2000년대 중후반)100)

99) 서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모터쇼(Torino International Car 

Show)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전시 경향과는 달리 강한 성적 이미지들이 함께 

전시된다. 아시아의 태국 모터쇼가 그러한 것처럼, 토리노 모터쇼 역시 (역사는 길지만) 

세계 5대 모터쇼의 위상은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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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기능을 대체하는 기호기능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특징적 상황을 연출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

적이었던 부분은 레이싱 걸의 복장을 자동차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온 점이었다. 레이

싱 걸101)은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 경기장(레이싱 경기장, circuit)에서 선수들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사진 촬영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자동차 

경주는 1894년부터 시작102)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초창기의 자동차 경주에

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동차 경기장에 레이싱 걸이 등장한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1950년 F1103) 경기 이후로 추정된다. 자동차 경주의 참가자

가 대부분 남성이었던 상황에 따라 참가자(레이서)들의 부인이나 애인이 현재와 같은 

레이싱 걸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1983년 《르망 24시》 하와이 대회부터 비키니

를 입은 레이싱 걸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최초의 레

이싱 걸이 있었던 것으로, 한국은 1995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림 

49> 참조). 

100) 왼쪽부터 2005년, 2007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이미지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2000년

대 중반이 한국 자동차 전시장에서 전시된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시기로 분석되었다. 

101) 인터넷 공간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은 ‘레이싱 걸’이지만, 엄연히 표지판

을 드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리드 걸’이라고 부르거나 모델이라는 직업적 측면을 존중

하여 ‘레이싱 모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는 이 세 가지 표

현이 혼용되고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직무 수행에 대한 인정과 직업으로서의 존중을 모

두 포함하는 ‘그리드 모델’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2) “자동차 경주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탄생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94년 6월 22일, 프랑스 일간지인 르 프티 주르날(프랑스어: Le Petit Journ

al)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내는 신뢰성 테스트를 하는 시합을 개최하였다.”(출처: 위키백

과,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B%8F%99%EC%B0%A8_%EA%B2%BD%E

C%A3%BC) 

103)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의 약자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전 세계 자동차 

레이스를 총괄하는 모터스포츠 룰(Formula)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첫 번째 

공식 월드챔피언십이 바로 F1이다. 1950년 처음 만들어졌다.”(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01&cid=43659&categoryId=43659) F1, F2, F3 

등으로 약칭하는 자동차 경주의 등장으로 현대적 의미의 모터스포츠가 급속도로 성장하

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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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자동차 경기 초창기의 레이싱 걸 (한국, 1995년)

지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레이싱 걸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체 노출을 매우 강조한다

는 점이다. 수행하는 역할의 대부분이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

산해내는 것이 경기장에서의 최대 임무가 되며, 이때의 이미지는 한결같이 ‘섹시한 이

미지’, 즉 여성 신체의 성적인 부분을 최대한 강조한 이미지이다. 성적 이미지를 생산

하고 그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응하는 것이 일종의 ‘행위’이기는 하나 자동차 경기의 

어떤 성격을 위해 요청되는 직무기능인지 모호한데,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이 직업의 직

무기능을 ‘오락제공’으로 설명하고 있다.104) 이때 제공되는 오락은 ‘섹시한 여성의 몸’을 

‘볼거리’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105)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의 주요한 역할이 

104) 한국직업사전에서는 ‘레이싱 걸(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전속계약을 맺

은 레이싱팀이나 후원업체의 홍보를 위해 사진촬영에 응하고, 소속팀의 선수를 위해 응

원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표준직업분류와 고용

직업분류에 따라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으로 구분된다.(출처: 한국직업사전,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1026064&cid=42117&categoryId=42117)

105) 섹시한 몸을 오락의 ‘현장’에서 볼거리로 내어주는 경우는 물론 더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구나 농구 경기장에 주로 등장하는 ‘치어리더(cheer leader)’이다. 그러나 이 경

우는 응원을 위한 동작(율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록 오락적 요소가 강하기는 하지만 

공연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또한 “치어리딩 활동은 스포츠경기의 서포터즈

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스포츠로도 발전해나가고 있어 현재 올림픽 종목화를 위

해 각국 치어리더 단체들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남성도 동일하게 선수로 참가한

다.(출처: 사단법인 대한치어리딩협회 공식사이트, http://www.cheers.or.kr/data/data_01.

php) 반면, 레이싱 걸의 경우 ‘응원’이라는 범주 안에 묶인다 하더라도 치어리더와는 달

리 육체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된다. “레이싱 걸을 활용한 포토타

임이 유일한 서킷에서의 이벤트라고 한다면 볼거리 이상의 즐길거리의 제공이 전무하다

고 하겠다.”(임범준, 200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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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산’이 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직무 기능이 아니라 ‘기호 기능’의 수행에 해당

한다. 

이러한 ‘기호 기능’은 일반적으로 미디어 공간에서 당위성을 확보한다. 미디어에 등

장하는 광고는 영상 광고와 지면 광고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에 제한된 조건 하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강력한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동차 경기장이나 전시장은 미디어 공간과 달리 ‘현장성’을 가진 공

간이기 때문에 기호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자동차 문화라는 영역에서 여성은 주로 사용 주체가 아닌 자동차와 함께 

관람하는 대상으로 위치해온 역사적 배경이 있고, 홍보 기획의 주체들은 전시 공간과 

미디어 공간 양 쪽에서 이 공식의 효용성을 확인하며 점차 강화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기호를 자동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원하고 가급적 강

도를 높임으로써 자본의 투자 대비 홍보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광범위

하게 확산된다. 자동차 경기장은 엄청난 속도와 굉음으로 관중의 흥분이 극대화되는 

오락의 공간으로, 특유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흥분된 분위기에 걸맞

는 ‘더 섹시한’ 여성들의 의상은 행사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기

호 기능은 자동차 전시장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경기와 자동차 전시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 쪽 모두 자

동차 문화를 ‘현장’에서 향유하는 공간이지만, 자동차 경기가 스포츠, 오락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면 자동차 전시는 산업박람회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경기장에 

비해 여성들의 극대화된 성적 이미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당위성을 더욱 더 갖지 

못한다. 자동차 경기장과 전시장 모두 미디어가 갖지 못한 ‘현장성’을 살리는 홍보가 중

요하기 때문에 홍보 인력은 현장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 기능을 수행한다. 

자동차 경기장의 레이싱 걸은 비록 사진 촬영에 응하는 것이 역할의 대부분이기는 하

지만 ‘그리드 걸(grid girl)’106)로서 수행하는 직무 기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시장으로 들어온 레이싱 걸에게는 일체의 직무 기능의 부여되지 않

는다. 이들은 자동차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기호 기능’만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로 인

해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히 전시 기획의 주체(기업)가 의도한 홍보 효과에 그치지 않

는다. 자동차 경기의 경우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가 강력하다고 해도 경기 자체의 스펙

터클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성을 관람하려는 욕구가 눈앞에 펼쳐지는 속도감을 

느끼려는 욕구를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전시 공간에서는 전시된 여성의 육

106) 자동차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표지판을 들어 경기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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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이미지가 자동차의 스펙터클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다. 전시장에서 자동차

는 가만히 놓여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경기와 같은 역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동차와 여성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정적으로 전시될 때, 여성의 이미지는 충분히 자

동차의 스펙터클을 능가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107) 

따라서 서구의 사례처럼 포르노를 저항의 메시지로 사용하는 등의 특수한 의도가 포

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체의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자동차의 스펙터클을 통한 홍

보에 주력해야 하는 전시장에서 이 스펙터클을 넘어설 수 있는 여성의 육체 이미지를 

동시에 전시하는 기획은 당위성을 가장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홍보에서 흔히 일

어날 수 있는 역효과 –홍보하려는 대상보다 그를 위해 동원된 기호가 더 주목받음으로

써 정작 홍보 대상은 각인되지 않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전시는 이 같

은 모험을 감행해왔다. 자동차 경기의 역사는 서구가 더 오래되었고 레이싱 걸은 지역

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자동차 경기에 등장하지만, 레이싱 걸의 성적 코드를 자동차 

전시장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2000년대의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확

연히 포착되는 현상이다. 전시의 성격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기획의 당위성을 점검

하는 것보다, 그리고 홍보의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는 것보다, 이목을 끄는 볼

거리를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구와는 다른 전시 기획의 방향이 정해진

다. 이때의 볼거리는 관람대상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된다. 

4)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여성 볼거리화의 역사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주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전시의 목표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전시는 제품의 홍보가 주목적이 

되는 기업 전시에 해당한다. 자동차 전문 전시인 대형 모터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근

대는 박람회의 스펙터클과 함께 형성되어갔고, 당시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볼

107) 이와 관련해 채영석(2013)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모터쇼인지 모델쇼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플로어의 광경이다.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민망한 옷차림의 여성들 때문에 

자동차에 집중할 수가 없다. 세계 어느 자동차 전시장을 가보아도 국제 자동차 전시장을 

표방하는 서울 모터쇼처럼 ‘섹시’한 여성을 상품화한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개도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베이징이나 상해도 이 정도는 아니다.”｢서울 모터쇼인가, 서울 모델쇼인가?｣. 

�글로벌 오토뉴스�. 2013.4.3.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

n?seq=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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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서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개최한 전시의 성공 여부를 기간 내 관람객 수로 

가늠하는 현실에서 가급적 많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이벤트 요소의 첨가는 불가피하

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대형 기업 전시의 성격은 근대의 박람회보다 좀 더 복잡해진

다. 이는 기업 전시를 참관하는 관람객들의 요구가 훨씬 복잡해지는 상황에 기인한다. 

이제 소비대중은 새로운 제품을 접하는 것을 넘어 그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

화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연관된 요인

들 역시 다양하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한층 과잉된 소비문화, 이미 20세기 중

반부터 본격화된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이 미디어 장비를 소유하게 된 상황, 인

터넷을 통한 시각적 재현물의 공유 시스템 등이 진화된 소비 대중을 창조해냈다. 그리

고 위와 같이 기술의 진보, 산업의 진보가 가져온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문화 산업’

이라는 영역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광고 산업, 전시 산업, 이벤트 산업 등 문화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이 문화 산

업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며, 소비 대중의 다층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여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친다. 이때 매우 중요해지는 것은 오락적 측면이다. 예

술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문화 소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즐거움’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벤트 산업은 독자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문

화 산업 영역들과 결합하는 지원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업 전시 역시 제품의 정보

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벤트 요소

들을 동원한다. 이벤트 요소는 전시되는 주제품의 성격, 전시의 주목적, 기업의 철학과 

기업 이미지 및 제품 콘셉트에 대한 방향과 일치하는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마련

되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도 높은 이벤트로 우선 

고려되는 것은 여성의 육체 전시인 것이다. 즉,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고객)에게 제공

될 다양한 서비스의 하나로 이벤트가 준비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적 쾌락을 제공하

는 서비스에 가장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일종의 성 서비스가 고객 서비스로 제공되는 셈

이다.108)

108) 점차 자동차 전시장을 찾는 여성 관람객이 늘어나자 남성의 전시도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2013년에는 상의를 탈의하고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남성들도 전시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옆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성들에게서 성적 이미지는 전

혀 강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시 경향은 이성애적 관계에 기반한 시각적 쾌락을 전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 이성의 성적 이미지를 보려는 욕구가 적은 존

재로 가정하고 있거나, 여성을 위해 남성의 성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

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은 미디어 광고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이 주사

용자로 인식되는 제품에 남성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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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인식 기반과 관련되며, 이러한 인식 기반이 성립한 이유는 

일본과 한국 특유의 역사적 배경 위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자동차의 사용자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던 1960년대부터 광고

에 여성을 사용자의 이미지로 등장시키는 등 서구와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도 하지만, 한국은 여성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기반이 취약한 편이었

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오던 세기 전환기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경험

이 시작된 것은 우리도 서구나 일본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109) 그러나 여성이 자

동차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주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 전쟁 이후 자동차 

산업 및 광고의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도 일본에 비해 여성이 운전자로 묘사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당시에는 남성은 산업 역군으로, 여성은 가정주부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여성이 일터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거나, 

가정주부라고 해도 요즘처럼 자동차로 장을 보러 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한국

은 여성을 자동차 문화의 향유에 있어 주체로 위치시켜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전시장에 관람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기획만을 바로 진행하였다.

둘째, 여성을 볼거리로 전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인식의 기반이 일본과 한

국 모두 이미 20세기 초, 박람회의 시대부터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식민지 부족 전시처

럼 제국주의적 욕망을 담아낸 경우와는 달리, 인간의 육체를 볼거리로 전시하며 이미

지-소비주의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근대 일본과 한국(조선)의 전시에서 발견된

다. 일본에서 1914년 개최된 도쿄 다이쇼 박람회의 ‘미인도 탐험관’과 1922년 평화기념 

도쿄박람회의 미인 전시에 대해 요시미 순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10) 

이런 멋진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라.”라는 메시지가 많이 읽히

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이 제품과 여성을 함께 가져라.”와 같은 메시지가 많이 발견

된다. 자동차 역시 마치 한 세트처럼 구성되는 여성의 몸과 함께 전시될 때, 여성의 성

적 이미지를 강조할수록 여성은 에로틱한 자세를 취하며 차체에 기대거나, 눕거나, 심지

어 차체 위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얹혀진다’. 이 경우 자동차의 차체와 여성의 몸은 모두 

아름답고 유혹적인 이미지를 가진 물적 토대, body와 body라는 점에서 긴밀하게 연관된

다. 양자가 밀착하여 결합함으로써 두 body에 대한 소유 욕구가 결합하고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여성의 몸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욕을 촉발하는 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직무 기능이 아닌 기호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09) “우리보다 앞선 유럽이나 일본이 그랬듯이 초기의 자동차들은 황족이나 귀족, 부호들의 

노리갯감으로 퍼져나갔다.”(전영선, 2010: 48)

110) 요시미 순야가 <讀賣新聞> 1922년 3월 31일자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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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람회(도쿄 다이쇼 박람회)의 흥행성을 대표하는 전시관 중에는 미인도 

탐험관이 있었다. 이것은 ‘18세에서 22세까지의 미인을 각 동굴에 배치하여 사

람들의 시선을 끄는 동시에 물 속에 벌거벗은 미인을 내세워 줄곧 미소로 사

람을 불러모으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8년 후인 평화기념 도쿄박람회에서는 

이 기획을 더욱 확대해 만국 거리를 건설한다. 거기서는 ‘미인이 하늘을 달리

고, 천사가 하늘을 날며, 피아노를 치는 등 기기묘묘’의 아라비안 대마궁전과, 

…(중략) 미인을 태운 자동차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실연한다든지 자기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경거리 흥행물이 흥

행주에게 ‘박람회의 만국거리가 아닌 만국거리의 박람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

게 할만큼 인기를 불러모았던 것이다(요시미 순야, 2004: 173).

한국(조선) 역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1915년 개최된 가정박람회111)에서 진

행된 기생 동원 이벤트에 대해 이각규(2010)는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가족상을 보여준

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가 조선물산공진회의 성공을 위해112) 기생을 동원한 

흥행몰이 행사로 전락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의 행사내용과 그 과정을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기생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박람회 전략을 읽을 수 있다. 폐막 전날인 10월 30일에는 

공진회의 부대행사로 신창조합 기생 전부가 출장하는 ‘기생 대운동회’가 가정

박람회의 운동장에서 치러졌다. 이 운동회의 종복에는 ‘안상’이라는 이름의 원

숭이를 공으로 많이 맞추면 이기는 게임인 ‘안상공격’과 실에 바늘 열 개를 빨

리 꽂는 ‘바늘 꽂기 경주’, 그리고 ‘까막잡이’와 ‘술래잡기’ 등이 있었으며, 마지

막에는 기생 전체가 양편으로 나누어서 참여한 ‘줄다리기’로 행사를 끝맺고 있

다. 이러한 기생 관련 이벤트들은 관람객에게 ‘진기하고 신기하고 참신하고 재

미있는’ 구경거리로 제공되어 많은 호응과 인기를 끌었다. 가정박람회의 본 전

시보다는 폐막일을 며칠 앞두고 거의 매일 열린 각종 행사가 집중 보도되었

다. 이러한 기사는 박람회의 본말이 전도된 가치와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각규, 2010: 165-166).

111) 1915년 9월 11일-9월 26일 개최.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장소는 

경성 태평로에 위치한 양 신문사의 사옥이었으며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었다(이각규, 

2010: 161-164).

112) 가정박람회는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기간(1915년 9월 11일-10월 31일) 중에 함께 개최되

었다. “당시 대형 박람회였던 조선물산공진회와 연계하여 공진회와 함께 관람할 수 있어 

인기가 좋았다.”(이각규, 201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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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국주의와 소비주의가 혼합되어 있던 근대의 박람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 식

민지 부족의 전시와는 달리 위에서 살펴본 일본과 한국의 사례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

는 볼거리로서의 전시, 이미지를 소비하는 전시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113) 물론 가

정박람회의 경우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기생을 흥행요소로 동

원한 것을 단순히 흥행을 위한 오락 이벤트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의 

전시에도 미인도 탐험관을 설치하였고, 조선물산공진회에 경성권번에 속한 일본 기생

들이 출연하기도 했다는 점114)을 통해 본다면, 반드시 제국주의적 욕망과 결부되지 않

더라도 인간의 육체(특히 젊은 여성의 육체)를 볼거리로 전시하는 방식이 동아시아의 

박람회에서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근대의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본의 기획을 따라 당시 일본과 조선 양 쪽에서 자리를 잡아간 것으로 보인

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제국주의적 인간 전시의 시대부터 일본과 한국은 

그 제국주의적 시선을 타국이 아닌 ‘자국’의 ‘여성’들에게 향하게 했었다는 점이다. 이때 

시선의 권력 체계가 작동하는 기반은 제국주의가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서구의 여성 전시는 여신, 공주, 마네킹 걸 등 다양한 이미지 스펙트럼

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기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여성이 일관

되게 마네킹 걸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서구의 경우 일반 여성들이 여신이나 공주와 

같이 꾸며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과 한국은 매춘과도 관련이 있었던 특수한 지위의 여

성 –기생- 들을 볼거리로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서구는 실제 신분이 ‘일반인’인 여성들

113) 도쿄다이쇼박람회가 개최되던 시기의 상황에 대해, 요시미 순야는 “일찍이 식한흥업의 주

요 교화정책으로 시작된 박람회는 이 무렵까지는 구경거리를 관람하는 기분이 우선하는 

대중오락으로 크게 변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한다(요시미 순야, 2004: 174). 또한 일본 기

생과 조선 기생이 함께 박람회에 연예인으로 등장하면서도 조선 기생에게 일본 기생의 

예도를 따르게 하는 등 제국주의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다이쇼 시대 이후 점차 

소비주의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다소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이쇼 이후에는 주요 테마가 부인, 어린이, 가정 등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가 속속 

등장하였고 박람회는 오락화의 경향과 병행해서 생산의 장보다도 소비의 장에 대한 모델 

역할을 해 나갔으며, 이런 움직임을 적극 추진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국가 시

스템이 아닌 백화점, 전철, 신문사와 같은 민간기업이었다(이각규, 2010: 174-176).

114) 일본 기생은 1878년 부산에서 유입되기 시작하여 1923년 말 조선 내 일본 예기·창기·

작부는 총 5222명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기생들은 조선에 들어와 광범위하게 

가무활동을 하였으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 본토를 뜻하는 내지(內地)를 붙여 이들을 

‘내지 기생’, ‘내지 예기’ 등으로 불렀다(이각규, 2010: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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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를 재현하고 그 이미지에 내재된 신분의 단계적 하락(여신→공주→마네킹 걸)

이 일어난 반면, 실제 신분이 ‘기생’인 여성들은 여러 가지 신분들이 구현할 법한 행위

들(여신과 같은 아름다운 미모를 표현하거나 공주의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기예)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모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몸은 기본적으로 예

쁜 인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몸으로, 서구의 이미지 스펙트럼 중에서는 마네킹 걸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몸, 그 모든 기능을 

수행하면서 볼거리가 되는 몸으로 위치하는 여성을 만들어냈던 역사적 맥락은 현재의 

상황과 닿아있다.115)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미 세계 5대 모터쇼의 하나로 인정받는 도쿄 모터쇼를 가진 

일본과는 달리 서울 모터쇼의 세계 5대 모터쇼 진입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 

서구의 사례처럼 포르노에 저항의 메시지가 기입된 역사도 없고 일본처럼 만화와 극영

화 등에서 성적 코드를 강하게 표현해 온 역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자동

차 전시가 ‘여성 모델 전시로는 이미 5대 모터쇼에 진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여

성을 볼거리화하는 데 집중하는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

박람회를 통한 스펙터클의 경험과 자동차의 발명이라는 기술적 발전 위에 개막된 자

동차 전시의 시대는 줄곧 여성 육체의 보조적 전시라는 홍보 공식을 유지해왔다. 자동

차 문화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는 젠더보다 계급이 우선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상류층 

여성들이 자동차 문화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문화는 남성이 주도한다는 

전제 하에 여성은 자동차 옆에 나란히 볼거리로 전시되는 관람 대상으로 위치하였다.

관람 대상으로 전시되는 여성은 제품 사용의 예시를 보여주는 직무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기호로 전시되는 기호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여

성 전시의 공식은 여성의 이미지를 여신, 공주, 마네킹 걸로 변화시키며 다양한 스펙트

럼으로 기호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자동차 전시는 근대의 스펙터클에 젠더 

115) 성적 판타지와 관련된 다양한 코스프레를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들에게 대입시키거나 정

적인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자세히 관찰하는 이미지 관람 외에도, 별도의 무대를 마련

해 ‘섹시 댄스’를 추게 하는 기획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위와 같은 인

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Ⅲ장의 1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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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를 함축한 시각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성립된 공식은 시대별·지역별로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점차 강

화되었다. 20세기 중반 TV의 보급과 더불어 미디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고, 

자동차 홍보의 공간은 전시 공간과 미디어 공간으로 이원화되면서 미디어 속으로 들어

간 여성 전시의 공식은 한층 더 강력한 성적 기호로 압축되었다. 또한 미국이 주도했

던 여성 전시의 공식을 유럽이 참조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 공식을 이어받아 더욱 강력한 성적 이미지-기호로 발전시켜나간 것은 20세기 후

반의 일본과 한국이었다. 서구에 비해 다소 늦게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 일본과 한국

의 경우, 국가 기반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중심이 되던 시

기에는 전시되는 여성을 특별히 성적 이미지-기호로 재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 소

비를 넘어 문화 소비의 욕구가 폭발하는 20세기 후반,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전시에 이벤트 요소가 결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일본과 한국이 특히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볼거리로 제공함으로써 이벤트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기획을 선택하는 

양상은, 이미 근대 박람회부터 기생을 중심으로 여성을 볼거리로 만들었던 역사적 경

험과 맞닿아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문화적 조건이 일본과 유사한 것은 아닌 바, 비교

적 자동차 전시 역사도 짧고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자유롭게 드러내며 향유한 경험도 

적은 한국에서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가 두드러지는 것은 특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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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자동차 전시와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 방식

Ⅱ장에서는 자동차 전시 홍보의 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공식으로 성립·강화

되어온 여성 전시의 기획이 한국에 어떻게 흘러들어와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여성을 볼거리로 내세우는 전시 기획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결과,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생산된 여성의 이미지를 향유하는 방식도 다각화되었으며, 이때 중

심이 되는 것은 성적 이미지이다. 이번 장에서는 전시의 공간에서 생산된 성적 이미지 

재현물들이 새롭게 형성된 전시장 밖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유되는 양상을 탐색하

고자 한다. 이러한 장의 확장과 함께, 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성적 이미지 재현물이 향유되는 방식은 더 이상 생

산, 공급, 수용 등 단일한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상품화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1. 이미지 향유 공간과 행위성의 재구성

1) 향유 공간의 형성 : 전시장

한국에서 자동차 전시장이라는 공간은 자동차와 함께 전시되는 여성들의 강렬한 이

미지 스펙터클로 채워져 왔다. 이때의 이미지가 모두 성적인 이미지인 것은 아니며, 성

적인 이미지라 해도 그 강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또한 2000년대를 정점으로 한 뒤 

201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들 역시 여성

과 동일하게 전시되는 기획이 등장하기도 하였다.116) 그러나 여전히 여성 전시는 한국 

116)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전시장에 남성들 역시 전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남성의 경우 여

성보다 훨씬 적게 등장하는데, 빈도수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되는 방식’이다. 남성

들은 대체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으며,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

다. (상의를 탈의한 남성 여러 명이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모습으로 등장한 경우가 발

견된 적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한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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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시장의 핵심 기획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되는 여성들의 이미지는 성적 이미지의 표현 여부를 떠나 대체

로 매우 화려하고 강렬하다. 때문에 관람 행위 중 ‘여성의 몸을 응시하는 행위’가 전시

공간이 성립한 본래적 목적인 ‘자동차를 응시하는 행위’를 앞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사실 여성 모델의 성애화된 이미지가 홍보 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소유욕을 촉발시키

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스펙터클이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자극

의 강도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스펙터클의 과잉으로 인해 정작 홍보해

야 하는 주제품인 자동차보다 여성의 몸이 더 부각되고 전시 공간의 시각성을 압도해

버리는 결과가 파생된다. 주제품을 넘어설 정도로 스펙터클이 강력하다는 것은 바로 

그 강력함으로 인해 이미지가 단독으로 분리되어 주제품보다 더 주목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극적 이미지에서 파생되는 소유욕을 제품에 대한 소유욕으로 바꾸기 위해 

여성 모델의 신체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것은 이미지의 부착이 가능한 만큼 이미지의 

탈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자동차에게로 시선을 끌어오기 위해 보조적으로 

부착되었던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력해짐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정박되게 하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의 시선이 전시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자동차 전시인 서울 모터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시 기간은 10일 내외이며 기간 내 관람객의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117) 

이렇게 관람객의 수가 많은 만큼 전시장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말을 제

외하고는 원하는 자동차를 관람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한 부스에 관람객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자동차 관람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거의 예

외 없이 여성이 함께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1

구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 여성은 남성의 이미지에 맞추어 함께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표현하고 성적인 이미지는 제거된다. 이 경우, 남성이 단독으로 고급스러운 이미

지를 표현했던 것과 유사하게 여성과 남성이 고급스러운 자동차 문화를 향유하는 중산층 

커플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여성 관람객을 겨냥한 듯 남성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시도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 남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는 대체로 찾아보기 

어렵다.

117) 서울 모터쇼의 경우 처음 개최된 1995년 993,121명이 관람했으며, 가장 관람객 수가 적

었던 경우는 460,720명(1999년)이었다. 2005년 이후에는 꾸준히 100만명 내외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출처: 서울 모터쇼 공식사이트, http://www.motorshow.or.kr)



Ⅲ. 한국의 자동차 전시와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 방식

83

건118)을 제외하고는 관람객들이 몰려있는 경우는 모두 여기에 해당되었다(<그림 50>, 

<그림 51> 참조).

<그림 50> 레이싱 걸 주위에 사진을 촬영하는 남성 관람객이 몰려있는 모습119) 

<그림 51> 레이싱 걸 주위에 사진을 촬영하는 남성 관람객이 몰려있는 모습120) 

보통 한 여성(레이싱 걸) 앞에 모여들어 있는 관람객의 수는 20-50명 정도121)이고, 

118) 자동차 유리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신제품을 홍보하는 부스가 있었는데 4명의 직원

이 퍼포먼스처럼 흥미롭게 제품 시연을 하고 있었고, 이 부스에는 여성(레이싱 걸)이 없

었지만 꽤 많은 관람객이 모여서 구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9) 부산 모터쇼(2014년). 연구자 촬영.

120) 오토모티브위크(2014년). 연구자 촬영.

121) 2014 오토모티브위크(일산 KINTEX, 2014.3.28.-3.30.)는 주말 관람 기준 40-50명, 2014 

부산 모터쇼(부산 BEXCO, 2014.5.30.-6.8.)는 평일 관람 기준 20-30명 내외의 남성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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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람객 중 여성 관람객은 없거나 1-2명 정도122)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이상이었다. 스쳐지나가면서 잠깐 구경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이 

전시된 경우 그 앞에 몰려든 남성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다. 연구자가 촬영자들의 뒤쪽에서 핸드폰이나 카메라의 화면(액정)을 통

해 무엇을 촬영하는지 확인한 결과, 예외 없이 자동차가 아닌 여성을 촬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와 여성을 함께 찍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다

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촬영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만을 화면에 꽉 차게 배

치하여 촬영하고 있었다.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

은 경우는 상반신 촬영이었다. 강조된 가슴이나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

었는데, 상·하체의 신체 부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얼굴만을 따로 찍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중 절반 정도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머무는 시간이 3분 내외인 경우로, 

여성의 촬영 자체를 목적으로 방문한 관람객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절반 정도는 전문 촬영 장비를 지참하고 여성의 사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보통 3-4명 이상 무리를 지어 함께 다니는데, 레

이싱 걸 촬영을 목적으로 방문한 팬카페 혹은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카메라와 

각종 렌즈 등 고가의 전문 촬영 장비를 지참하고 이를 활용하여 장시간(촬영 대상인 

여성이 자리를 뜰 때까지) 여성들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촬영 장비 외에도 개인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는 것

이다.123) 이 장비는 여성들을 촬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촬영자의 신장이 작거나 

몰려있는 촬영자가 많아 촬영이 어려운 경우 이 사다리를 적절히 이용하여 촬영한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진들을 보면 여성들의 가슴골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도 

있는데, 이 사다리는 이러한 촬영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되는 여

성들은 대부분 170cm 이상의 장신이며 여기에 10cm 내외의 하이힐까지 신기 때문에 

객이 운집해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122) 자동차 전시장을 찾는 전체 관람객 중 여성 관람객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123) 연구자가 2005년에 서울 모터쇼를 관람했을 때에는 이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남성 촬

영자를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에는 최근보다 더 전시된 여성들의 스펙터클도 강력

했고 레이싱 걸 앞에 모여있는 남성 관람객도 많았는데, 사다리를 지참하고 있는 남성은 

한 장소에 3명 내외였다. 최근(2014년) 관찰 결과, 모여있는 남성 관람객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촬영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은 한 쪽 어깨에는 커다란 촬영 장비 가방을, 다른 한 쪽 어깨에는 사다리를 접어서 짊

어지고 레이싱 걸들이 있는 장소들을 옮겨 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었다.



Ⅲ. 한국의 자동차 전시와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 방식

85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큰 키가 된다. 상대적으로 관람객 중 앞쪽에 위치하여 사다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이 올라간 후 여성을 위에서 아

래쪽으로 내려찍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진의 내용과 종합하

여 보았을 때, 사다리는 여성의 신체 곳곳을 보다 자세히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

조 장비로 이용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그림 52> 참조). 이들은 촬영을 마친 

후 여성들에게 사인(sign)이나 함께하는 사진 촬영을 부탁하기도 하는데(<그림 53> 참

조), 여기까지는 관람객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이지만 간혹 퇴장하는 여성을 끝

까지 쫓아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으로 여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그림 

54> 참조)도 발생한다.

<그림 52> 레이싱 걸을 촬영하는 남성 관람객들이 사다리를 이용하는 모습124) 

<그림 53> 레이싱 걸이 퇴장할 때 사인(sign)을 요청하는 모습125)

124) 오토모티브위크(2014년). 연구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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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퇴장하는 레이싱 걸을 계속 따라가 개인적인 용건을 말하는 모습126) 

또한 남성 촬영자들 사이에 상호 배려가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이들은 절대 서로 밀치거나 자리를 가지고 다투지 않으며 매우 질서정연

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레이싱 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반원

의 형태를 그리며 고른 간격으로 넓게 배치되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함께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합류하는 사람들은 중앙으로 끼어들지 않고 알아서 양 

측면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처럼 맨 앞줄 사람들은 앉은 자

세, 그 다음 줄은 약간 구부리거나 선 자세, 다시 그 뒷줄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자

세로 전체 대열의 형태를 잡아 촬영자들의 위치를 최대한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었다. 

특별히 누가 안내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레이싱 걸에게 이런 저런 자세를 요구하는 등 촬영에 방해가 될 만한 행

동127)을 하지 않으며 완벽한 침묵 속에 촬영이 진행된다. 매 순간마다 수십 개의 플래

시가 동시에 터지면서 눈이 부실 정도의 장관을 연출하지만 이 플래시 소리를 제외한 어

떤 잡음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촬영자 모두가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런 모습은 연구자가 관찰한 촬영 현장마다 일관되게 나타났다(<그림 55> 참조).

125) 오토모티브위크(2014년). 연구자 직접 촬영.

126) 오토모티브위크(2014년). 연구자 직접 촬영.

127) 연구자가 2005년 서울 모터쇼에 방문했을 때는 여성들에게 여러 자세를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촬영자

들이 다양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어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촬영자들이 특별히 자세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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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레이싱 걸을 촬영하는 관람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128) 

<자료1> 여성이 함께 전시되는 자동차 전시 기획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

128) 오토모티브위크(2014년). 연구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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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촬영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관람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 뭐야? 뭐

하는데 이렇게 몰려 있어?”라며 기웃거려보거나, “레이싱 걸 있어서 그러네.”라며 웃으

면서 지나가기도 했고, “아, 여기 자동차는 못 보겠네.”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레이싱 걸이 아닌 자동차를 보고 싶은 관객의 경우 촬영자 집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람을 포기하고 지나가거나, “이따가 다시 오자”라면서 레이싱 걸이 없을 때 

다시 관람하기로 일행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모든 관람객이 레이싱 걸을 

보거나 촬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자동차 관람에 방해되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자료 1> 참조), 자동차 전시장에 여성을 전시하는 기

획은 이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화려한 볼거리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차체와 여성의 몸은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스펙터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품인 자동차와 별도로 여성의 성적 이미지만 부각되더라도 이 이미지는 관

람객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시각적 서비스로 인식되며 자연스럽게 전시장 안을 표류

하게 된다.

이제 관람객이 미래(가까운 혹은 먼 미래)의 예비고객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별로 중

요하지 않게 된다. 관람객이 레이싱 걸을 촬영하려는 목적이 관람의 주목적이든 아니

든, 그 관람객이 남성이든 아니든 여성들을 볼거리로 전시함으로써 전시공간을 더욱 

북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여성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은 지

나가면서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자동차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보다 이 여성들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

획은 목적이나 정당성에 대한 성찰 없이 바로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로써 자

동차 전시에서 여성이 볼거리화되고, 관람대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고착된다.

2) 향유 대상의 기능 : 정적 기호기능에서 동적 기호기능으로

한편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는 사진의 형태를 넘어 영상의 형태로도 생산·소비된다. 

자동차 전시장에서는 여성들에게 일명 ‘섹시 댄스(sexy dance)’를 추도록 하는 무대가 

별도로 마련되기도 한다(<그림 56> 참조). 관람객들에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공하도

록 기획되는 전시회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은 거의 항상 곁들여지지만, 여성 

모델들이 보여주는 쇼의 일환으로 ‘섹시 댄스’가 기획된 것은 초창기의 자동차 전시에

는 없던 기획이다. 이러한 섹시 댄스는 가만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

각성을 자극하고, 촬영된 영상은 사진에 비해 더 강도 높은 시각적 쾌락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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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재현물이 된다. 최근에는 자동차 버블 세차쇼와 같이 댄스쇼와 제품 시연을 겸하

는 기획이 마련되기도 한다(<그림 57> 참조).

  

<그림 56> 자동차 전시장의 섹시 댄스 이벤트

<그림 57> 자동차 전시장의 세차쇼

여성들이 단지 가만히 서 있는 채로 전시될 뿐만 아니라 댄서(dancer)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성들의 활용 방식이 확장되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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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자동차 전시장 안에서 여성들이 직무 기능을 부여받는 

대신 ‘기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게 주로 부여되는 이미지-

기호로서의 역할은 주로 ‘섹시하고 화려한 이미지일 것’이라는 일종의 명령과 관계된다. 

이들은 자동차 경기장의 레이싱 걸(그리드 걸)과 같이 직무기능을 약간이라도 담당하

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 전시 초창기에 안내 요원의 기능을 겸했던 것과 같은 모습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전시장에는 각 부스마다 전시된 자동차의 소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 이 직원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로 구성되는데, 자동차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람객들에게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은 두 성별이 고루 섞여있고, 자동차를 계속 닦으며 광택을 유지하는 역할은 주로 남

성 직원들이 담당하며, 한쪽에 작게 마련된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부스의 첫인상을 좌

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여성 직원들 또한 젊

은 미모의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간혹 몸에 밀착되는 의상과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시선을 끄는 기호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성적 이미지를 강

조하지 않은 유니폼 차림으로 앉아 있다. 이들이 관람객 안내라는 직무 기능을 분명하

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바로 옆에 전시되는 여성들의 기능은 더욱 더 기호기

능에 국한된다.

그런데 섹시 댄스를 추는 기능이 추가로 부여된다는 점은 이러한 기호 기능의 확장

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가만히 서서 전시되는 경우와 섹시 댄스를 

추는 경우의 움직임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자동차 옆에서 자세를 취할 때

에는 사진 촬영을 위해 최대한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물론 끊임없이 자세를 ‘변경’하

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움직임이 발생하지만, 각각의 자세는 촬영이 용이하도록 정적

인 자세로 고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미지-기호로 기능하는 마네킹 걸과 같은 역할

을 수행하는 셈인데, 섹시 댄스를 출 때는 정반대가 된다. 섹시 댄스는 사진보다는 주

로 영상 재현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격렬하게 움직여 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

는 것이 관건이다. 즉, 여성의 육체는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자세를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르게 요구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성적인 이미지로 시선 끌기’라는 한 

가지 임무를 위한 것이다. 정적으로 전시될 때 안내데스크의 직원들처럼 일련의 직무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듯이, 동적으로 전시될 때도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

벤트의 공연자들처럼 특정한 예술적, 오락적 직무 기능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마네킹 걸의 역할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마네킹 걸로 변환되었을 뿐, 이미지-기호 기능으로 전시되는 상황에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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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초기 전시에서 볼 수 있었던 안내 

기능이 탈각되어 현재의 형식으로 전시 기획이 변화한 것은 여성의 육체에서 성적 이

미지를 뿜어내는 것 이외의 기능을 밀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섹시 댄스의 기능이 추

가된 것은 여성 육체의 의미를 이미지-기호로 규정하는 기획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다.

3) 향유 주체의 역할 : 수용하는 소비자에서 기획하는 생산자로

전시장에서 이러한 기획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할 의향도 없고 

자동차 자체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전시된 여성을 마음껏 관람하고 탐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제품인 자동차와 여성 모델에 대한 관심이 분리되면 여성 모델에 

대한 소유의 욕구가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이 두 

가지 소유욕이 결합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의 판타지와 여성 신체 소유에 대한 판타

지는 완전히 분리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는 애초에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소유 불가능한 대상이었음이 비로소 인지된다. 하지만 성적 이미지의 대상을 소

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129) 따라

서 여성들의 몸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각적 쾌락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관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촬영자들에게 기획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면서 확정된다. 예컨대 포

르노그래피와 같이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재현물로 생산·공급하는 경우 기획자는 정

해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남성 관람객들의 

경우 성적 이미지 재현물을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이미지 소비자의 위치에 고정되지 않

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이미지를 추출할 대상을 선택하며, 직접 구도를 정해 촬영

을 하는 이미지 기획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위치가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이미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 저작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일반적인 이미지 재현물들과는 달리 이들이 개인 촬영 장비에 담아낸 사진들

은 모두 개인의 소유이며 전시를 기획한 주최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통제도 가

하지 않는다. 전시 기획의 주체는 직접 이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들을 전시장에 성적 이미지가 부각된 상태로 배치시켜두고 그 장

소를 개방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관람객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촬

129) 심지어 소유 불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이미지 소비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화시키고 이미

지 자체에 몰입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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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권한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재현물의 소유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써 전시를 기획

한 주최 측은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를 생산·공급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쾌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람객들 역시 자동차 관람을 하러 왔다가 부수적으로 제공된 볼거리를 

촬영하며 전시의 오락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촬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육체가 전시·관람되고 성적 이미지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황이 선명하게 

일어나면서도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의 실체는 오히려 흐려진

다. 이와 같은 이중의 효과 속에서 여성들의 이미지 재현물들은 다양한 소비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황은 전시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전시 공간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장성’이다. 자동차 전시장과 같은 제품의 

전시 홍보 공간은 미디어 홍보 공간과는 달리 전시되는 대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갖는다. 전시 주최측의 입장에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제품 홍보의 공간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직접 찾아와주는 중요한 (예비) 고객

들이다. 따라서 전시장은 최대한의 개방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

객들의 부차적인 목적인 오락적 만족을 위해 세팅되는 공간이 된다. 전시 기획은 이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므로, 

기본적인 관람 질서 유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관람 행위에 대한 일체의 통제를 자제하

게 된다. 관람객들에게 부여되는 거의 무제한의 자율성은 전시 주최측에서 선사하는 

일종의 호혜적 권한인 셈이다. 이렇듯 이미지 재현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일방향적 

구조는 그 경계가 일부 무너짐으로써 행위자들의 행위성을 재배열한다. 

그런데 전시의 특수성(현장성)은 개방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폐쇄성을 의미하기도 한

다. 전시가 개최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현장은 최대한 개방되는 공간이지만, 그 시간

이 지나면 완벽하게 닫혀버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동차 전시는 상설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모터쇼와 같은 대형 전시의 경우는 2년에 단 한 차례, 10일 내외의 기간 

동안에만 열린다. 이러한 폐쇄성, 다시 말해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에서 여성들

의 이미지에 몰입하는 관람객들은 해당 시공간에서만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이 이미지들을 상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최초의 생산은 전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생산된 이미지를 소비하는 장은 해당 시공간을 넘어 확장된다. 이 확장

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부여되는 ‘권한(피사체인 여성

을 향한 접근권 및 촬영 이미지 소유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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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유 공간의 이동 : 인터넷 공간

전시장 현장에서 응시와 촬영을 통해 여성들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였

다면, 이제 제공받은 이미지의 소유 권한을 기반으로 관람객(여성 이미지 촬영자인 관

람객)들은 제한적 시공간을 벗어나 이미지 소비의 지속성을 이어나간다. 자동차 전시장

에서 남성 관람객들의 카메라에 담긴 여성 모델들의 성적 이미지는 전시장이라는 시공

간 밖으로 이동하여 사진과 영상 자료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서 유통된다. 이러한 성적 

재현물들은 각종 이미지 및 영상 공유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되면서 유사 포르

노의 장을 형성한다.

대형 포털 사이트130)의 이미지 카테고리에 ‘모터쇼’라고 검색을 하면 대부분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된 여성들의 사진이 나타난다. 자동차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여성들을 직

접 지칭하는 검색어 (모터쇼 모델, 레이싱 모델, 레이싱 걸)가 아닌 ‘모터쇼’라는 검색어

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서 자동차 전시장이 이미 본래의 기능을 넘어 

여성 모델들이 전시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모터쇼’라는 검색어에 주요 연관 검색어가 추천될 때 가장 앞에 놓이는 것이 

‘모터쇼 모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확도를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도 자동차 전

시장이라는 검색어에 가장 정확도가 일치하는 사진들이 출력되는 첫 페이지에 70% 이

상이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이미지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페이지 중 어떤 

페이지를 무작위로 확인해도 한 검색 페이지의 70-80% 이상은 이러한 사진으로 출력되

었다. (<그림 58>, <그림 59> 참조). 

<그림 58> 포털 사이트의 이미지 검색 화면 (검색어: 모터쇼, 권장검색어 출력)

130)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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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포털 사이트의 이미지 검색 화면 (검색어: 모터쇼, 정확도 1페이지 출력)

검색어 검색 건수 최초 이미지 게시일

모터쇼 963,634건 2002년 9월

모터쇼 모델 102,893건 2003년 6월

레이싱 모델 220,165건 2003년 11월

레이싱 걸 180,794건 2002년 11월

<자료 2> 포털 사이트 네이버 

– 이미지 카테고리의 검색 결과 (레이싱 걸 관련)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 카테고리에 위와 같은 검색어를 넣어 검색한 결

과,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적되어 유통되고 있는 성적 이미지의 수는 상당했다

(<자료 2> 참조).131) 또한 이미지가 유통되는 단일 사이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디시

인사이드132)에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레이싱 모델 갤러리>에는 위 검색어들을 통해 

검색한 이미지들의 최초 게시일과 비슷한 시기인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

131) 2014년 7월 26일 검색 기준.

132) 대형 이미지 공유 사이트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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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무려 235,596개133)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었다. 게시판 자체가 이미지 게시를 위

한 것이고 레이싱 모델이라는 범주를 분명히 설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게시물이 여성들의 노출을 최고 화질로 담아낸 이미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이 

여성들의 이미지를 동영상 위주로 공유하고 있는 영상 전문 사이트134) 역시 유사한 경

향을 드러내었다. 특히 사이트 첫 화면에 눈에 띄는 큰 배너를 배치하여 ‘레이싱 걸’ 전

문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놓기도 하는데, 이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페이지에서는 레

이싱 걸 영상을 24시간 감상할 수 있다(<그림 60>, <그림 61>, <그림 62> 참조).

연관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표현들은 이미지의 성격과 유통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섹시한 이미지’와 연결되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며,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레이싱 걸’이다. ‘-녀’를 붙여 ‘섹시

녀’로 표현하거나 ‘모터쇼 걸’로 부르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

조하는 표현들도 많이 관찰된다. ‘가슴’, ‘엉덩이’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표현

들은 ‘노출’이라는 단어와 자주 결합된다. 이때 꽤 선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며 여

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자료 3> 참조). 

검색어 주 연관검색어 비고

모터쇼
‘모터쇼 파격노출’
‘모터쇼 레이싱 걸’

서울 모터쇼 등 각 자동차 전시장의 
공식 행사명을 제외한 경우

레이싱 모델

‘레이싱 모델 순위’
‘레이싱 모델 노출’
‘레이싱 모델 화보’

모델들의 이름과 결합된 
검색어를 제외한 경우

레이싱 걸

‘레이싱 걸 노출모음’ 
‘레이싱 걸 성매매’ 
‘레이싱 걸 노출’ 

‘레이싱 걸 엉덩이’ 
‘레이싱 걸 비키니’ 
‘레이싱 걸 스타킹’
‘레이싱 걸 화보’
‘레이싱 걸 순위’

모델들의 이름과 결합된 
검색어를 제외한 경우

<자료 3>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 결과 (검색어: 모터쇼, 레이싱 모델, 레이싱 걸)

133) 가끔 광고글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 게시판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 전

체 게시물 수에서 광고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1,000개 정도의 게시물 제목과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 중 광고글이 섞여있는 경우는 없거나 1건 정도이다. 2014년 7월 

26일 검색 기준.

134) 대형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http://www.pandor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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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영상 공유 사이트의 ‘레이싱 걸 24시간 영상’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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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영상 공유 사이트 내 ‘서울 모터쇼 대표 채널’의 메인 배너 및 화면

     

<그림 62>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미지 검색 화면 

(검색어: 모터쇼, 정확도 1페이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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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유 대상/주체의 관계 : 관람대상/관람자에서 평가대상/평가자로 

여성의 이미지가 유사 포르노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게시물의 텍

스트(제목, 댓글 등)를 통해 파악해본 결과, 반응은 의외로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관찰

되었다. 게시물들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이미지에 간단한 제목만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인데, 게시물의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댓글들은 없거나 적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성적 이미지들은 제목과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도 게시물을 보

는 사용자에게 충분히 게시물의 성격을 전달하기 때문에 본문에 부가 설명이 거의 없

는 편이다. 설명이 있는 경우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이미지에 대한 소감을 표현하는 

정도이다. 

댓글들은 거의 달려있지 않거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반응을 보이는 편인데, 반응들은 

자세하지 않고 매우 간략한 편이며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반응들이다. 이런 게시물을 올려준 게시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잘 보겠

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든,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든 간에 이런 이미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시

각적 쾌락을 남성들 간에 공유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평가’135)에 대한 것인데, 이미지에 대한 각종 품평이 함께 공유된다. 이 

품평은 게시자가 본문에 간단히 기재하여 먼저 주도한 후 여기에 공감을 표하는 댓글

들이 달리는 방식도 있고, 게시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댓글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편으로, 가장 일반적인 찬사는 ‘섹시하다’이다. 그러나 

찬사와 거리가 먼 평가들도 존재한다. 이런 평가들은 ‘별로다’, ‘못생겼다’, ‘섹시하지 않

다.’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들이 아니다.136) 이런 식의 ‘평가 절하’라기보다는 ‘검열’에 

가까운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옷이 엉덩이에 끼어 ‘굴욕’이라고 표현한다

든가, 뱃살이 조금 접힌다며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한다든가, 메이크업이 다소 촌스럽다

고 지적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포착되었다고 해서 사진 속 여성들의 

135) Jagger(2002)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판단하는 힘을 여전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

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Lury(1996)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성들 자신이 문화적 중재자

임을 깨닫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새로운 몸의 정치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Jagger, 2002: 62).

136) 사진 속의 여성이 개인적인 취향에 맞지 않으면 조용히 게시물 페이지에서 나가면 그만

이고, 굳이 좋아하는 관람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않는 것이 불

문율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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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함’이 특별히 반감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으며, 심하게 희화화를 하거나 비난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지적 사항들 때문에 사진 속의 여성(혹은 사진의 이미지 자

체)가 싫어졌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마치 미인 대회의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몸매와 의상 등을 하나씩 점검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특별히 부

정적인 의미는 담겨 있지 않은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자동차 전시

장에 여성을 전시할 때 미인대회를 병행함으로써 여성들의 외적 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던 서구의 사례와 닮아있다. 여성들은 단지 ‘관람의 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아름답고 섹시할 것’이 이때의 요구사항

이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는 ‘소감’으로 나아간다. 지적할 사항이 없어 좋은 평가가 주어진 

경우에는 바로 ‘(이 사진을 보는 것이) 좋다’는 소감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댓글에서 평

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다’는 의견을 보태어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 사진

을 통해 자신이 성적 행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등장하

기도 한다.137) 

이상의 과정들은 정보를 공급받고 평가를 통해 취사선택이 이루어지는 상품 소비의 

과정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유사 포르노 이미지’라는 성상품의 소비과정이 구체화되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이미지 향유 방식의 확장

자동차 전시장이 제공하는 전시의 개방적 속성은 전시된 여성에 대한 접근권과 이미

지 촬영 및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시장이라는 시공간적 제한을 벗어나 인터넷 공간

에서 여성들의 이미지가 유사 포르노로 소비되는 장을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자료의 공유를 통해 시작되는 일련의 소비과정은, ‘(무료 공급을 통한) 공유→관찰→평

가→선별→수용→공감 및 감사 표시’라는 흐름을 보인다.

그런데 관람객(촬영자)들은 전시장에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를 제한 없이 촬영하여 

가져오는 경험을 통해 자동차 전시와 관계없이 여성들의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는 기

획이 가능함을 습득하게 된다. 여성의 이미지를 관람하는 것은 자동차 전시장에서 제

137) 이를 통해 여성들의 이미지가 유사 포르노로 소비되는 측면이 재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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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기획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시각적 경험이지만, 자동차 전시와 무관하게 이미 분

리된 시각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향유한 경험은 이러한 분리를 통한 별도의 시각

장 구성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다. 따라서 이미지를 

소비하는 공간에 참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성적 이미지를 향유하는 기획을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람 및 평가의 대상인 여성을 호명하는 다른 이

름이 부여되면서 향유 대상인 여성과 향유 주체인 남성 각각의 성격은 물론 이들의 관

계가 재정의된다. 이를 통해 이미지 향유가 일어나는 장이 다시 확대될 뿐 아니라 향

유의 성격 자체도 재정의되고, 향유 방식은 다각도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의 중심에는 여성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형 에이전시가 존재한

다.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각종 이벤트에 여성들(레이싱 모델)을 공급하는 에이전

시이자 이 여성들을 둘러싼 팬덤 문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M社138)의 

다양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향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향유 방식 관리 주체의 등장과 향유대상 성격의 재정의

(1) ‘모델’을 관리하는 커뮤니티형 에이전시

이 장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게 될 M社는 2003년 11월에 시작된 사이트로 10

년 이상의 역사139)를 가지고 있으며 레이싱 모델 섭외, 공급, 이벤트 주최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2004년 6월에 등록된 글에

는 <자료 4>와 같이 운영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138) M社의 이름 및 사이트 주소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139) 2009년 12월 인터넷신문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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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M社는 2003년 11월에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 10월 동경자동차 전시장을 참관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레이싱 걸인 OOO, OOO, OOO님의 사진

과 다른 일본 모델들의 사진을 많이 찍은 후, 그 사진들을 우리끼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여 홈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이트

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社는 ‘사진 찍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리고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모델 여러분들께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M社는 모델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레이싱 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자료 4> M社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이트 운영 취지’

‘(모델들의 사진을) 우리끼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여’, ‘사진 찍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와 같은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들의 사진을 감상, 공유하려는 목적과, 단순한 감상을 넘어 직접 사

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모델들을 관리하며 필요한 행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에이전시의 기본

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모델과 직접 만나는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하는 성격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로 호명되면서 자동차 전시

장에 전시되는 여성들은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호 기능과 직무기능에 대한 논의140)를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모

델’은 일종의 예시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다. 모델들이 일

반적으로 제품 사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기호 기능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시’라는 직무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오로지 ‘기호 기능’

으로 ‘전시’되는 것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이미지-기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모

델의 대표적인 기능처럼 여겨지면서 사실상 ‘이미지-기호’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레이싱 

걸이 모델이라는 이름을 획득한다. 이로써 직무 기능의 존재 여부, 직무 기능과 관련된 

이미지 사용의 목적 등과는 무관하게 ‘이미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인간(여성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전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성격이 무엇이든 ‘모델’이

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애초에 직무 기능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호칭-모델-의 

140) 본 논문 Ⅱ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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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임의로 확장함으로써 이 이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는 추출된 이미지의 사용 방

식, 즉 모델(로 불리는 주체)의 활용 방식 역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2) 스타와 모델로 재정의되는 향유대상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 서울 모터쇼의 개최와 함께 대형 자동차 전시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전시가 병행되고, 2000년대 들어 이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람객들

은 눈여겨봐둔 여성 모델의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팬덤(fandom) 문화

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모델을 발견하면 

카페 활동을 통해 팬을 자처하고 행보를 계속 주시한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카페를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본격화

된 현상으로, ‘레이싱 모델 팬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팬카페는 개설자 및 운영진

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일도 잦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레이싱 모델은 미모의 젊은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변동이 많고 활동 기

간이 가수·배우 등의 연예인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레이

싱 모델들이 등장하고 관심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특정 레이싱 모델 개인의 팬카페

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개설

된 레이싱 모델 팬카페는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폐쇄 혹은 방치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레이싱 모델 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형 팬카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M社와 같은 에이전시형 커뮤니티이다. 따라서 레이싱 모델의 개별 

팬카페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M社의 게

시판을 통해 주요 레이싱 모델 팬카페의 규모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M社는 

레이싱 모델에게 관심이 있는 남성들이 집결하는 광장처럼 한국에서 대표적인 레이싱 

모델 관련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지 이미지 갤러리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여러 모델들의 팬카페 현황 및 활동 상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M社는 ‘모델 안부 인사’, ‘레이싱 모델 소식’, ‘레이싱 모델 인

기차트’, ‘레이싱 모델 인기투표’ 등의 게시판을 마련하고 팬카페 소식, 팬카페 활동 현

황을 전하는 등 레이싱 모델들의 인기 관리를 통해 팬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 팬카페 운영자 현황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팬카페는 148개에 이른다(<자료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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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M社에서 제공하는 레이싱 모델 팬카페 운영자 현황141)

141)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만 26번에 걸쳐 명단에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내용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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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델 안부 인사’ 게시판은 모델들이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근황을 전하는 

글을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모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사진과 인사글을 올린다. M

社에 회원 가입한 모델만 2013년 11월 기준으로 344명에 이른다. M社에서 직접 에이

전시 활동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모델 프로필 게시판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레이싱 모델의 관리는 인기 차트 발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차트는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26회 발표되었는데, 인기 순으로 40명의 모델 이름이 명시된다. 이 차트

는 이번 차트 순위와 지난 차트 순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This Time’과 ‘Last Time’, 그

리고 지금까지 기록했던 가장 높은 순위인 ‘Peak’과 차트에 계속 남아 있는 횟수를 표

시한 ‘Times On’까지 꼼꼼하게 보여주며 모델들의 인기도를 관리한다(<그림 63> 참조).

 

<그림 63> M社에서 관리하는 레이싱 모델 인기차트 TOP 40

세히 공지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자료 보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생겨나는 팬카페는 최근(2013년 12월)까지도 계속 게시판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Ⅲ. 한국의 자동차 전시와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 방식

105

이상의 내용에서 여성들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구조는 유사 포르노로 소비하는 과정

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미지 소비 과정 전체를 가능하게 했던 이미지의 주인, 

즉 여성 주체를 호명하는 방식에 변동이 생긴다.

유사 포르노로 이미지가 소비되는 과정에서는 여성들을 ‘레이싱 걸’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호칭으로 부를 뿐 직접적으로 여성들이 포르노라는 하나의 쇼 장르를 보여주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지 소비의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사실상 유사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미지 속 여성들

의 역할은 ‘포르노 걸’이 되며, 특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경우라 해도 ‘포르노 

스타’가 최상의 지위가 된다.142)

그러나 팬덤이 형성되면서 여성 모델들을 ‘레이싱 걸’이 아닌 ‘레이싱 퀸’이라는 이름

으로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레이싱 모델’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퀸’, ‘여신’ 

등으로 호명하며 이들의 지위를 ‘스타’ 혹은 그 이상으로 격상시킨다. 따라서 이미지에 

동반되는 텍스트 반응들도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다수의 레이싱 모

델 사진을 동시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게 된 한 명의 모델에게 집중하고 

있는 팬카페나 게시판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모델 중 가장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별한 

후 이 모델의 팬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반응(소감)

이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소감’ 단계에서 찬사 위주의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평가’ 단계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들의 신체적 조건 및 

꾸며진 상태를 통해 얼마나 아름답고 섹시한지 평가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미 취향에 따라 평가와 선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호감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반응

(소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정리하면, 유사 포르노로 향유할 때 

검열 위주의 부정적 반응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상황, 그리고 팬덤으로 향유할 때 대체

로 찬사 위주의 긍정적 반응들이 나타나는 상황 모두 여성을 대상화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142) 한국에서는 팬덤이 형성되는 분위기와 함께 ‘레이싱 모델’, ‘(자동차 경기장의 경우) 그리

드 모델’ 등의 직업적 존중을 내포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눈에 띄

게 되었다. 여러 명칭들이 혼용되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지

만, 대표적인 해외 검색 엔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확인

할 경우 ‘걸(girl)’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를 유통하고 소비할 때, ‘레이싱 걸’, ‘모터쇼 걸’, ‘모터쇼 섹

시 걸’, ‘쇼걸’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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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의 기본 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여성 모델들의 이미지

를 팬덤으로 향유하는 남성들이 유사 포르노 이미지 소비를 교묘하게 은폐한다.’고 단

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이 어떤 은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며, 

진심으로 이 여성들을 좋아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여성 레이싱 모델들

을 둘러싸고 이미지를 향유하는 남성들이 실제로 이 여성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

고 있으며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지 않은 채 일반화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여성들을 호명하는 방식이 변화함으로써 남성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평가의 대상이 

되는 마네킹 걸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변한 점이 없는

데 호명하는 방식만 변화한다는 점은, 여성들의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욱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활용되는 방식을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호명의 등장은 여성들을 활용하는 양상, 즉 성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양상을 변

용·확장할 개념적 기반이 마련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호명이 담고 있는 

주체의 성격(이것이 허위이든 아니든)에 걸맞은 다양한 활용방식이 정당성을 자동으로 

획득하며 무한정 부착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즉, 팬덤을 통해 ‘레이싱 퀸’, ‘여신’ 등으로 호명되는 순간, 문화 산업의 스타시스템과 

연관되는 모든 형태의 향유 방식이 접합되며 정당성도 동시에 획득되는 효과가 생긴

다. 호명의 재설정은 관계 정의의 재설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주체이자 향

유의 대상인 여성과 이미지 향유의 주체인 남성 간의 관계가 팬과 스타의 관계로 정의

되면서 ‘팬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더 다양하게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획이 가능해

진다. 

2) 향유대상 활용 방식의 다양화

(1) 출사대회와 촬영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社는 한국에서 레이싱 모델을 둘러싼 팬덤을 관리하는 동

시에 레이싱 모델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커뮤니티형 에이전시의 성

격을 갖고 있다. M社에서 주도하는 출사대회와 촬영회(<그림 64> 참조)는 레이싱 모델

들을 자동차 전시장 안팎에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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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M社에서는 20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싱 

모델과 함께 하는 출사대회와 촬영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출사대회는 주로 서울 모터

쇼, 자동차 업체, 타이어 등 관련 분야 업체143) 등과 함께 개최하는데 업체 홍보의 목

적과 모델 촬영 이벤트의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社에서는 소규

모 모터쇼 형태로 출사대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한다.144)

 

<그림 64> 레이싱 모델들이 단체로 동원되는 출사대회 홍보 포스터

143) 자동차 업체의 홍보를 위해 이벤트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고, 업체의 특정 차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모터쇼 등 대형 자동차 전시장은 물론 레이싱 경기, 

해외 자동차 업체,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 등과 다양하게 연계한다.

144) ‘M社 10주년 기념 가을 출사대회’라는 이름으로 몇 대의 슈퍼카를 협찬 받아 전시하고 

모델 20여명을 동원하여 출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경우에는 업체나 제품의 홍보보다 

모델의 촬영 그 자체가 이벤트의 중심이 된다. 이 행사에서 기본 참가비는 1만원이었으

나 6만원을 내고 모델들과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옵션도 주어졌다. 업체의 홍보와 

관련된 출사대회라면 불가능한 밀착형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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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대회 참가 희망자들이 게시판 등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히면 모집 인원을 파악

하고 집결하여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 후 촬영을 진행한다. 인원은 보통 선착순으

로 모집되며 신청 후 취소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벤트 참가에 제약을 받는

다. 또한 출사대회 당일 정해진 시간 외에는 모델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이벤트 진

행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참가 신청자들은 DSLR 카메라 또는 미러리스(mirrorless) 카

메라145)를 소지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대회 전 조별 편성되어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되기까지 한다. 출사대회 참가비는 무료인 경우도 있고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로 무료셔틀버스가 제공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전에 촬영 대상이 되는 모델들의 이름이 공지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모델이 있는지 확인하고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모

델들 의상 콘셉트에 대해 명시해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촬영회는 M社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촬영회와 회원들이 소규모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촬영회로 양분된다. 우선 공식적인 촬영회는 주로 특정 모델의 팬 미팅 형태

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업체 홍보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도 촬영회라는 이

름을 사용하고, 출사대회인데 M社의 주최로 모델 촬영 중심의 행사가 열린 경우도 있

는 것으로 보아 촬영회와 출사대회라는 명칭에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회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단체 촬영의 형태로 7회 가량 개최되었는데, 이후

에는 특정 모델의 이름을 걸고 보다 팬미팅 형태에 가깝게 진행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

어나고 있었다.146) 2012년에만 6회, 2013년에는 7회 등 야외와 스튜디오에서 모델 촬

영회가 자주 개최되었고, ‘섹시 밀리터리 룩 촬영회’와 같이 촬영자들의 판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콘셉트로 진행되기도 한다.

한편, 회원들이 자유롭게 소규모로 조직하여 촬영회에 대한 공지는 2014년 1월 기준

으로 4,725건(스튜디오 촬영회 4,181건, 야외 촬영회 544건)에 달한다. 출사대회나 야

외 촬영회와는 달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한 명의 모델을 집중적

으로 촬영한다. 참가 인원은 소수(3명-6명 정도)로 모집하며 ‘소수 콘셉트’, ‘소수 촬영

회’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공지 제목에 붙어있다. 또한 참가비는 3만원-8만원 선으로 다

양한데, 모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시간 기준으로 2만원 선에서 책정되는 것으

145) DSLR은 SLR(Single Lens Reflex)의 디지털 방식을 말하며, 미러리스는 DSLR에서 반사거

울과 프리즘을 없앤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고사양 촬영 장비로 손꼽힌다. 

146) ‘모델 OOO 팬카페 1000명 돌파 기념 무료 촬영회’ ‘(모델과 함께 하는) 벚꽃 소풍 촬영

회’ 등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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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할인 상품처럼 ‘특가’라는 제목을 붙여 저렴하게 촬영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앞서 M社가 주최하는 야외 촬영회에 ‘섹시 밀리터리 룩 촬영회’ 등의 의상 콘셉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면, 소규모 촬영회에서는 ‘콘셉트: 섹시, 발랄’과 같이 

의상 디자인에 대한 설명보다 더 포괄적으로 촬영자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분위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해당 분위기를 위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의상 콘셉트를 지정하기

도 한다. 콘셉트는 공지에서 특별히 붉은 색의 커다란 글꼴로 부각되는데 ‘바니 걸, 세

라복, 메이드, 스튜디어스’ 등이 내용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포르노그래피에서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코스프레’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촬영 콘셉트 등을 자유롭게 설

정할 수 있고, 누드 촬영회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누드 촬영회에서 촬영된 사

진들은 별도의 ‘누드 갤러리’에 등록된다.

촬영회 공지에는 촬영 대상이 될 모델의 간단한 프로필과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 성적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낸 사진들로, 이 공지게시판 자체가 다른 여러 갤러

리들처럼 ‘섹시 이미지 갤러리’의 역할을 한다(<그림 65> 참조). 사진들 외에 모델의 키

와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명시하는 등 촬영하고 싶은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65> 레이싱 모델들의 촬영회 진행을 알리는 안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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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파티와 이벤트

촬영회가 모델의 이미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춘 행사라면, 모델 파티에서는 보다 더 

가까이 모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그림 66>, <그림 67> 참조). 모델과 함께하는 파

티는 1박 2일 합숙 형태로 진행되는 파티와, 클럽을 빌려 진행하는 당일 파티로 나뉜

다. 합숙 파티는 여름철에 ‘썸머 파티’라는 이름으로 펜션을 빌려 진행된다. 모집 인원

은 30-40명 정도이며, 참가비 12만원으로 1박 2일 동안 모델과 물놀이, 산책, 바비큐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다. 모델과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

라는 자유 시간도 주어진다. 클럽 파티는 M社에서 발행하는 C 잡지에서 주관하는 것

으로 ‘레이싱 걸들이 키스마크를 현장에서 직접 찍은 선물’ ‘레이싱 걸들의 아찔한 포토

존 이벤트’ 등 자극적인 문구로 이벤트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림 66> 레이싱 모델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인 ‘썸머 파티’ 사진

<그림 67> 레이싱 모델들과 함께 하는 클럽 파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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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제품 홍보에 레이싱 모델들을 동원하면서 이들의 성적 이미지를 한층 강조할 

수 있는 이벤트 형태의 자리를 마련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레이싱 모델 당구대회’를 꼽을 수 있다(<그림 68> 참조). 레이싱 모델 당구대

회는 2007년 케이블 채널인 엑스포츠(Xports)에서 방영한 ‘프리챌배 레이싱 모델 빌리

어드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주류 브랜드인 ‘위스키 킹덤’의 홍보를 겸해 개

최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엑스포츠에서 방영한 레이싱 모델 당구대회에 대한 당시

의 기사를 통해 이 대회의 성격과 대중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8> 레이싱 모델 당구 대회와 주류 업계 마케팅의 연계를 보여주는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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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모델들이 당구를? 케이블채널 엑스포츠(Xports)가 방송한 ‘프리챌배 레이싱 모델 빌리어드 챔피언

십’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도 늘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일 첫 방송이 시청률 1.099%(AGB닐슨미디어 리서치 집계)를 기록하며 케이블 동시간

대 2위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특히 40대 남성층에서 평균 시청률을 상회하는 1.142%의 시청률

을 보이는 등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레이싱 모델 중 포켓볼 최강자를 가린다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노림수는 레이싱 걸들의 

당구 실력보다는 레이싱 걸들의 화끈한 대회 의상과 노출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 ‘대한민국 1%’ 환상 몸매의 레이싱 모델들이 펼치는 섹시 포켓볼 대회”, “이기적 몸매를 소유한 그녀들이 

화끈한 당구실력을 뽐낸다”, “그녀들의 터질 듯한 섹시함이 가득한 챔피언쉽 경기”. 바로 엑스티엠 홈페이지에

서 이번 대회를 설명하는 문구들이다.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처음 기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너무 선정적이다”, “성상품화다”라는 지적이 일었

다. 더욱이 가슴을 드러나는 톱과 아찔한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델들이 하필이면 허리를 깊숙히 숙이고 다리를 

벌려야 자세를 잡을 수 있는 당구를 친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

방송이 시작되고 재방과 삼방이 거듭되면서 지적은 더욱 늘고 있다. 출연자들의 야하고 타이트한 옷차림은 

아마추어에 불과한 당구 실력과 더욱 비교되는데다 자정 무렵 방송된다는 점을 방패막이 삼아 노골적인 카메

라 앵글을 서슴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하 생략)

<자료 6> 레이싱 모델 당구대회 관련 기사147)

이와 같이 모델에게 접근하고 모델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끊

임없이 고안됨으로써 자동차 전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시공간에서도 이들을 ‘자동차 

전시장에서 저장해온 이미지’가 아닌 ‘실제의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즉, 자동차 전

시장에서 체험했던 모델 육체의 현전성은 다시 시각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무대에서 댄스를 선보이는 모델들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 자동차 전시장에서 확보되는 관람객의 자유로운 응시였다면,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 

모델의 현전성은 훨씬 더 구체화된다.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델의 육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많이 확보되고, 무대 위가 아닌 바로 옆에서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M社에서는 모델을 만날 기회를 좀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벤트를 마련하

고 이들을 팬의 이름으로 소환한다. 에이전시 형태의 조직에서 모델과 팬들을 중개하

는 역할을 한다면 팬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접근을 감행하는 위험한 형태가 아니라 이

147) “당구치는 레이싱 걸? 시청률은 ‘껑충’, 시청자는 ‘민망’ ”. ｢머니투데이｣. 20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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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 참가의 형태로 모델과 만날 수 있다. 좋아하는 모델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팬카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만남을 요청한다고 해도 쉽게 성사되기 

어렵지만 대형 중개 조직의 이벤트 기획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즉, 모델이자 스타로서 여성들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들의 이미지를 향유함은 물론 

실제로 만나는 장까지 마련되는 상황은 커뮤니티형 에이전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이 임무인 모델은 사진 촬영을 위해 언

제든 소환될 수 있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는 언제든 팬의 관심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 모델과 스타라는 이중 호명을 통해, 이 여성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기획은 

이중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관리 주체가 에

이전시 형태와 같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3) 관리 체계의 탄생

에이전시에 팬카페의 기능까지 덧입혀짐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공유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M社의 경우, 모델을 섭외하여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주로 남성인) 참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이벤트 정보 제공 

및 사전,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성 참여자들은 게시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지를 숙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구축된 시스템을 적극 이용한다. 또한 편의를 제공

해주는 기획사 측에 이벤트 참가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줄 것을 독려하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유사 포르노를 공유할 때와 비슷한 

모습도 나타난다. 이처럼 조직과 개별 사용자들이 조응함으로써 여성 모델들을 더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양상을 보인다.

(1) 향유 정보의 제공과 공유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객에게 물품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서비

스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거래와는 무관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모

델들에 대한 정보가 금전적 거래와 관계된 이벤트의 기본 정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

는 한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모델을 만날 수 있는 대형 공개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에이전시에서 기획하는 이벤트의 참여를 통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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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모델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외한다면 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레이싱 모델의 전시’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모터쇼와 같은 자동

차 전시회이므로, M社는 대형 자동차 전시회에서 ‘레이싱 모델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배포한다. 해당 자동차 전시회의 공식 홍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전시장 내 참관 업체별 배치도를 ‘레이싱 모델 배치도’로 편집하여 이미지 파일

로 제공한다(<그림 69> 참조).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하는 목적이 자동차의 관람과 체

험이라기보다는 여성 모델들의 관람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에게 

‘여성 전시장’인 이 자동차 전시장에서, 배포된 이미지 파일은 전시 관람 안내도의 역할

을 하게 된다. 이 이미지 파일은 M社 이용자들에 의해 다른 레이싱 모델 팬카페나 일

반 블로그 등으로 옮겨져 확산, 공유된다. 

<그림 69> 서울 모터쇼의 자동차 업체별 부스 배치도를 

레이싱 모델 배치도로 바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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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사이트 이용자들은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자료를 유포하는 과정에만 참

여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 운영자(M社 직원)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모아봅시다.”라고 말한다. 여러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추가 정보, 

최신 정보 등을 올리며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데 동참한다. M社가 자료의 생산·제공

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들 역시 자료를 공급받는 일방적 수

용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료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2) 향유 서비스의 판매 체계

M社와 같이 레이싱 모델의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다루며 다양한 이벤트 기획을 주

도하는 조직은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사이트 내의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 이로써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와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의 ‘카페’ 카테

고리에서 개인들이 시작한 팬카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팬카페의 경우

에도 여러 종류의 하위 게시판을 생성하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들을 공유해나가지

만, M社와 같이 사업체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이트 내의 게시판들은 ‘업

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메뉴판’으로 기능한다. M社는 주식회사로써 서비스를 제공, 판

매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포털 사이트의 팬카페에서

도 회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획한 이벤트 진행에 있어 금전적 거래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M社의 게시판 곳곳에서는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사이트 메뉴에 물

품을 전시하는 일반적 형태의 쇼핑몰과는 달리 팬덤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포

착되기도 한다. 

그러나 회원들이 특정한 스타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좋아하기 위해 모이는 팬카페와

는 달리 M社는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조

직의 성격이 달라진다. M社의 게시판에는 이벤트 공지마다 ‘이번 행사 참여 모델’을 소

개하는데, 이때 모델들의 사진(주로 노출이 심하고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

들)과 함께 안내되는 것은 모델들의 키와 몸무게, 가슴-허리-엉덩이로 이어지는 신체 

사이즈이며, 심지어 발 사이즈를 공개하기도 한다. 신체 이미지 외에 모델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오랜 촬영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해당 촬영회 

콘셉트와 맞는 자세를 잘 취할만한 모델인지’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리고 이 

모델을 촬영하기 위한 모임을 공지할 때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시간, 장소, 그리고 ‘촬영

료’이다. 상품의 외양과 성능을 안내하고 가격을 공지하는 것이 쇼핑몰에서 ‘물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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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모델들과 만나는 이벤트들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양상도 이 기본적인 거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이트

의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성 모델들의 이미지인 만큼 갤러리 게시판의 

분류 체계가 가장 돋보이는데, 선정적인 이미지들은 무려 11개의 갤러리로 세분화되어 

지속적으로 전시, 관리된다. 이 중에는 모델들의 전신 누드 사진만 게시하는 ‘누드 갤

러리’도 존재한다.148)

(3) 규율의 생성과 준수

여성 모델들의 촬영회가 전체 이벤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규칙도 존재한다. 이 규칙은 M社 측에서 공지한 것으로, M社

가 마련하는 이벤트 공지 대부분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나 여러 스튜디오

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촬영 이벤트들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공지한다. 여성 모델

들의 이미지를 향유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골고루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나름의 규범을 생성하고 준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공지되는 내용은 M社에서 이벤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제적

인 성격을 내포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규율을 따른다. 이용자들은 

규율의 강제성에 기꺼이 동의함으로써 여성 모델을 향유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종합적

으로 누리게 해주는 장을 지켜나갈 수 있다.

건전하고 즐거운 촬영을 위하여 

   - 본 촬영회에서 촬영하신 사진은, 저작권은 작가분에게, 초상권은 모델에게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하

실 수 없습니다. 

   - 모델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사진이나,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 있는 사진은 포스팅 하시면 안 됩니다. 

   - 모델에게 무리한 포즈 요구나 반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델 섭외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모델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명함 전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촬영 작가분 본인만 참석하셔야 하고 지인분과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 협

의 바랍니다.) 

   - 해당 촬영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촬을 자제해 주시고, 크게 떠들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되므로 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자료 7> 모델 촬영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

148) 이 갤러리는 회원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설정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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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델 촬영 시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촬영자에게 피해

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우려될 만한 요인들이 있으리라

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모델의 동의 없이 상업적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모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초상권에 관한 명시에서 이 촬영 이벤트들의 주목적이 이미지의 개인 소장과 

감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촬영해서 가져간 이미지는 오로지 개인적 감상을 위

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델이라는 직업이 성립하는 이유는 모델의 이

미지가 다른 어떤 산업(주로 문화산업)의 특정 요소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유의 직무 기능에서 이탈하여 레이싱 모델들이 크고 작은 

촬영회들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촬영 현장에서의 육체 관람 서비스, 그리고 개인이 소

장하고 감상할 수 있는 성적인 이미지들이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언뜻 보면 모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문

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생산된 창작품들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듯이 작품으로 

촬영된 사진 역시 ‘예술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물의 얼굴이 포함되었을 경우 

초상권이라는 특정한 권리가 발생한다. 모델들의 얼굴뿐 아니라 신체의 구석구석을 최

대한 노출시켜 공공연하게 전시·공유하는 문화를 강화시키는 가운데, 이 모델들의 초

상권에 대한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성격을 ‘포르노 즐기기’가 

아닌 ‘사진 작품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에서는 촬영 현장에서 모델들에게 과도한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하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다. 모델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리한 

포즈(자세)를 요구하거나, 개인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다른 조의 촬영 시간에도 도

촬149)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우려될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델을 전문 직업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동차 전

시장과는 무관하게 형성된 이벤트의 장을 향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향

유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은 이 모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말해

주는 지점이다.

149) 도둑 촬영의 줄임말. 몰래 촬영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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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산업과의 연계 

(1) 정보 제공 콘텐츠와의 연계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와 평가 역시 보다 체계화되면서 각종 관련 산업과도 연계가 

이루어진다. M社는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사업체로, 모델 에이전시의 역할

을 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트 내의 게시판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면서 이벤트 정보와 이미지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M社는 레이싱 모델의 성적 

이미지가 유통되는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한편, 다른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를 이어나

간다. 여기서 추가로 살펴볼 대상은 자동차 산업의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광고기획사 

N이다. 이 회사는 ‘콘텐츠/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편, ‘클라이언트에게 활용도 높은 미인계를 기획하고 있다’는 문구를 통해 

자신들이 주력하는 자동차 브랜드 마케팅에 모델의 외모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그림 70> 참조). 

<그림 70> 자동차 관련 산업의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는 N社의 회사 소개 문구

N社가 모델을 활용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마케팅을 기획한다는 점은 이 업체의 여

러 프로젝트 현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커뮤니티를 조직·운영하는 데 관여한다

는 점과 사진대전을 개최하는 부분은 M社와 유사하다.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매거진

(on-line magazine)을 발간한다는 것인데, 월간지의 형식을 갖추어 꽤 오랜 기간 발행

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N社의 두 매거진 중 하나는 ‘자동차 전문 남성 매거진’이라는 

수식을 달고 있으며 잡지명에 아예 ‘mode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잡지들은 인쇄물 형태로 제작되어 서점 등에 배포되는 만

큼 선정적인 레이싱 모델의 사진을 가득 싣는 데 있어서 신중한 모습들이 관찰된다. 

신차 소개, 자동차 브랜드 홍보, 자동차의 기술적인 면을 다룬 리뷰 등을 주로 다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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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모델의 사진으로 지면의 상당 부분을 채우지는 않는다.150) 한국에서 자동차를 

향유하는 문화와 여성 모델의 신체를 향유하는 문화가 교집합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온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 권위를 가지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는 문화의 속

살을 비교적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다. 반면에 N社의 잡지 C는 온라인 

월간지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여 M社의 갤러리들과 유사하게 수많은 여성 모델들의 선

정적인 이미지들을 전시한다. 이런 잡지의 등장은 한국에서 자동차 문화가 여성 레이

싱 모델들을 향유하는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스스로를 ‘남성 매거진’

으로 지칭함으로써 이 문화를 남성들의 문화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151) 이와 같

은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이 관련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정제된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외모평가 산업과의 연계

N社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이싱 모델들의 주역할인 이미지-기호 기능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외모(특히 ‘섹시한 외모)라고 볼 수 있다. 모델들의 외모에 대한 평

가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미인대회의 

형식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평가를 공식화함으로써 평가 체계가 보다 가시적으로 드

러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형식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자동차 전시에 병행된 레이싱 모델 콘테

스트를 꼽을 수 있다. 2014 오토모티브위크에서는 ‘KMS 모텔 콘테스트’를 함께 진행하

고 이를 행사의 주요 이벤트로 홍보하였다. KMS는 Korea car Model Show의 약자로 

한국차와 한국모델들이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쇼이며, KMS 2014 모델 콘테스트 우승

자에게는 미국 최고의 튜닝카 & 모델 클럽 모터쇼인 HIN (Hot Import Nights)에 한국

을 대표하는 모델로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152) 

주최측인 2014 오토모티브위크의 공식 사이트에 설명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회는 

“파티형식으로 구성된 콘테스트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를 표방하고 

150)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전문지들은 해외의 자동차 전문지에 비해 표지에 레이싱 모델의 

사진을 싣는 경우가 많다. 서점의 자동차 전문지 코너에서 한눈에 비교될 정도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151) 이 ‘드러냄’의 현상은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대한 자기 고백적 성격을 

갖는다기보다는 ‘자동차+여성’이라는 도식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개의치 않는 상

황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152) 출처: 오토모티브위크 공식사이트(http://www.automotive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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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자동차 모델을 뽑아, 미국에서 자동차 모델 한

류 붐을 일으킨다.”, “한국과 미국 간 자동차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미국 유명 자동차 

쇼브랜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자동차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

벤트”, “한국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동차와 모델들을 뽑아 미국 등 선진 자동차 문화 

시장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와 같이 소개하였다.153) 또한 이 이벤

트는 미국의 HIN(Hot Import Nights)를 한국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HIN뿐 아니라 미

국의 자동차 전문 마케팅&미디어 그룹인 SK마케팅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계된 다

양한 주체들이 공동 주최진으로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이벤트의 형식과 목적은 엔터

테인먼트 산업 분야들이 결합하여 오락적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자동차 문화를 다채롭

게 향유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게 한다. 

그러나 그 오락적 효과를 위해 동원되고 상품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적 

이미지이다. 이벤트는 ‘모델 선발대회’와 ‘카 콘테스트(car contest)’로 구성되었는데, 모

델 선발대회는 포즈(자세) 대결뿐 아니라 댄스 대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카 콘테스트는 

(자동차 옆에서 취하는) 포즈 대결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된다.154) 물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섹시함’이다. 육체의 성적 매력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즐기는 것은 오락 그 

자체이지만, 이것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점수를 매김으로써 ‘평가’를 실행하는 순간, 성

적 이미지는 상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진열대에 올려놓고 가치를 매기는 상품과 동

일한 구조에 포섭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 여러 문화산업 자본들이 개입함으로써 여성

의 몸과 성적인 이미지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상품’으로 구성되며, 이미지의 상품 가

치는 성적일수록, 즉 섹시할수록 상승한다.155)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 활동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는 대회도 존재한다. 앞서 살펴

보았던 M社에서는 2013년 12월 ‘제2회 한국레이싱 모델어워즈’를 개최하였다.156) 이 

153) 출처: 오토모티브위크 공식사이트(http://www.automotiveweek.co.kr).

154) 온라인 투표 40%, 현장 투표 40%, 심사위원 투표 20%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155) 성적인 이미지를 입는 것이 육체에 기대되고 권장되는 하나의 기능이 되는 현대 소비사

회의 매커니즘은 보드리야르(Baudrillard)의 논의에서 읽을 수 있다. 보드리야르는 기능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에로티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육체를 신성시하는 오랜 과정에서는 아

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이 두 개의 주된 주제였으며, 이 둘은 “인간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때 아름다움의 윤리라는 것은 유행의 윤

리이며, “육체의 에너지적, 동작적, 성적 ‘사용가치’를 유일한 기능적 ‘교환가치’로 환원하

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체의 ‘재발견’과 소비를 방향짓는 것은 성욕(性

慾)”인데, 육체의 개발을 부추기는 아름다움의 지상명령은 성욕의 개발로서의 에로티시즘

을 초래“한다(보드리야르, 1992: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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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한 해 동안 주요 자동차 관련 전시(서울 모터쇼, 서울오토살롱, 아웃도어 모터

쇼 등)와 주요 자동차 경기(F1 코리아 그랑프리, CJ헬로비전 슈퍼레이스,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레이싱 모델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라고 소개되고 

있다.157) 즉, 이 대회에서는 KMS와 같이 직접적인 외모 평가보다 활동 평가를 통해 수

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모델어워즈(AMA)’158)의 ‘레이싱 모델 부문’도 활동 평가가 중심이 

되는 비슷한 사례이다. 아시아모델어워즈는 아시아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며, 각국의 연

예 스타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공식 사이트는 이 행사를 “유명 브랜드 패션

쇼, 갈라쇼, K-POP 공연, 뷰티쇼 등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아시아 15개국 최고의 탑모

델뿐만 아니라 아시아스타, 유명 연예인, 관련 명사 등이 참석하며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방송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설명하고 있다.159) 이와 같이 ‘뛰어난 외

모’를 가지고 있는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상 부분도 매우 다양하다. 

이 중 한 부문이 ‘레이싱 모델 부문’으로, 레이싱 모델상과 레이싱 모델 인기상 두 부문

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중 ‘레이싱 모델상’은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한

국레이싱 모델어워즈와 동일하지만, ‘레이싱 모델 인기상’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

다. 다른 수상부문들160)은 드라마, 광고, 대중음악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거나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상자를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반면, 레이싱 모델 

인기상은 사이트에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하여 후보들의 동영상을 올리고 투표를 진행

한다. 게시된 동영상은 대부분 레이싱 모델의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비추면서 섹시한 

의상, 표정, 자세를 강조하는 동영상들이다. 이처럼 외모와 활동성 모두를 근거로 하여 

직무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는 모델 시상식에서 레이싱 모델은 섹시한 이미지만을 별

도로 평가받는 존재가 된다. 스타라는 이름이 주어지지만 배우, 가수, 패션모델 등 기

호 기능과 직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스타와는 차등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156)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와 한국모터스포츠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한다.

157) 출처: M社

158) 아시아모델어워즈는 한국모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159) 출처: 아시아모델페스티발 공식사이트(http://www.amfa.or.kr).

160) 아시아모델어워즈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스타상, 아시아 특별상, 모델스타상, 

국제문화교류공로상, 모델특별상(뉴스타가수상, 뉴스타연기자상, 패셔니스타상), AMFA 인

기스타상,AMFA 드라마스타상, AMFA 인기가수상, 베스트모델상(CF모델상,패션모델상), 

레이싱 모델상(레이싱 모델상,레이싱 모델인기상), 신인모델상(아시아뉴스타모델상, 코리

아키드모델상, 코리아미즈모델상, 코리아슈퍼모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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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외모를 바

탕으로 기호 기능을 수행한 점을 인정하는 활동성 평가가 이루어지든 간에 레이싱 모

델 선발 대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외모 평가’이다. 그리고 일련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벤트 역시 인터넷 공간과 유사한 이미지를 소비 구조((무료 공급을 

통한) 공유→관찰→평가→선별→수용→공감 및 감사 표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

초의 단계가 무료 공유가 아닌 입장권 구매를 통해 이미지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 달라질 뿐, 나머지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지막 단계인 ‘공감 및 감사 표시’가 보다 분명한 ‘포상’의 

형태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

다는 것은 성적 이미지가 상품화되는 양상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

이다. 우선 콘테스트에서 ‘수상자’의 칭호를 부여받는 것은 일종의 ‘명예’가 선사되는 것

으로, 팬들이 ‘여신’, ‘퀸’ 등으로 호명하며 찬사를 보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을 가진다. 

또한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들은 거대 자본의 조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팬들이 

건네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 혹은 더 큰 부를 향한 ‘기회’의 획득을 의미한

다.161) 이러한 보상은 문화산업 기획자들이 공식적인 형태로 대형 행사를 개최하고, 여

기에 자본을 투입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커뮤니티형 에이전시인 M社와 마찬가지로, 

자본과 체계를 갖춘 조직만이 평가와 보상의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매력적인 보상 체계가 갖추어짐으로써, 여성 모델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파생될 수 있다. 여성 모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향유되는 장에 자발성을 가

지고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단지 성상품으로 ‘평가’되기만 할 경우에는 

일종의 수치심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공적인 명예와 부가 주어지면 성상품으로서의 

육체 자본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셈이고, 이는 곧 권력의 소유를 의미하게 된다. 

대상화된다는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대상화되는 주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수치심이 아

닌 명예, 부, 기회로 전환해줌으로써 성상품화의 구조가 정식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가 정식화되면 기획의 내용 역시 정당화되는 효과가 생기고, 젠더 

정치의 문제에서 이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행위 주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장은 

더욱 활성화된다.162) 

161) 예를 들어 KMS 모델 선발대회 수상자에게는 미국 HIN쇼에 한국대표 모델로 참가할 자

격이 주어지고, 왕복항공권과 미국 내 행사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카 콘테스트 수

상자에게는 미국 HIN쇼 관람특전 및 쇼 참가금과 항공료, 그리고 협력업체의 각종 경품

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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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자동차 전시장은 여성이 전시되고 이들의 성적 이미지가 생산되는 1차적 공간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 스펙터클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0년대 들어 이러한 양상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

시장은 ‘섹시함’을 강조한 여성들의 전시로 넘쳐난다. 또한 전시 현장에서 여성들에게 

마네킹 걸처럼 전시되는 역할뿐 아니라 섹시 댄스를 추는 역할까지 부여됨으로써 이들

이 수행하는 이미지-기호의 기능을 확장시킨다. 이 공간에서 여성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관람객은 대부분 남성이며, 적절한 촬영 장비를 갖추고 촬영자들끼리 질서를 

지키며 매우 일사불란하게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촬영자들은 단순한 이미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과 기획에 참여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이렇게 생산된 이미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유사 포르노로 소비된다. 사진 이미지와 

영상물 모두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색어를 통해서도 

이미지들의 어떻게 소비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이미지

들은 구체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공유에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자동차 전시장과 관계없는 별도의 시공간에서 여성들의 이미지를 향유하는 것이 가

능해짐을 습득함에 따라, 성적 이미지를 향유하는 기획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레이싱 모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형 에이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 

162) 이밖에도 2000년대 중후반에 다양한 형태의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모터쇼의 부대행사로 열린 경주 밀레니엄모터쇼(2009)와 구미S모터쇼 레이싱퀸 선발대회

(2011), 자동차 전문 케이블 TV인 CAR-TV 주최로 열린 도전! 레이싱 모델퀸선발대회

(2007), 특정 기업이 주관하는 타이어뱅크슈퍼레이싱 모델선발대회(2007), CJ슈퍼레이스

어워드의 부대행사인 레이싱 모델선발대회(2008-2010) 등이 대표적인 행사이다. 서울 모

터쇼나 부산 모터쇼만큼의 대형 행사는 아니지만 주요 모터쇼의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오

토살롱에서 부대행사인 레이싱 모델선발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F1 그리드걸 선발

대회(2011)에서는 자동차 경기인 F1 전문 레이싱 걸을 선발하였고, 슈퍼레이스레이싱 모

델선발대회(2014)가 개최된 것이 가장 최근의 선발대회이다. 심지어 레이싱 모델과 아무 

관련이 없어보이는 대구 치맥(치킨과 맥주)페스티벌(2014)의 부대행사로 레이싱 모델선발

대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런 대회들은 부상으로 현금, 상품권, 모델 활동 특전을 주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댄스 강좌 12개월 수강권이나 무료 성형시술권 등 섹시한 외모를 

가꾸고 섹시한 댄스를 추는 이미지-기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기 관리를 지원하

는 것으로 부상을 대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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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들이 관찰된다. 우선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레이싱 모델들을 여신, 퀸 등으로 호명

하면서 여성들을 스타로 재정의한다. 이는 향유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효

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팬 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이미지를 향유하는 기획을 계속 확장시

킬 수 있다. ‘모델’이라는 호명 역시 향유 기획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이다. 모델은 특정한 제품의 사용에 관한 예시를 보여주는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데, 레

이싱 모델들의 경우 오로지 이미지-기호 기능을 담당하지만 모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

는 동시에 이미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동원될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따라서 이들의 활용 방식은 매우 다양해진다. 출사대회와 촬영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모델 파티와 특정 기업의 이벤트에 동원되는 등 섹시한 이미지를 원하는 모든 장소에 

투입 가능해진다. 이제 이미지의 향유뿐 아니라 다시 현장의 향유가 가능해지면서 자

동차 전시회와 같은 현장성을 가진 공간이 상시 준비되는 상황이 된다. 또한 향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탄생한다. 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

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사진 촬영 대회에 모델이 되는 여성들에게 가격이 

매겨지며, 촬영자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규율도 생성된다. 이와 함께 레이싱 모델들에 대

한 정보가 온라인 매거진 형식으로 배포되고, 여러 분야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이

들의 정보를 공급하는 기획사가 생기는 등 관련 산업 분야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델들의 ‘외모’이고, 따라서 이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미인대회 

형식의 이벤트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획되어 하나의 문화 산업 분야로 자리잡기도 한

다. 



125

Ⅳ. 결론

1. 연구 결과

본 논문은 자동차 전시장에서 여성을 함께 전시하는 공식이 유지되어온 역사를 토대

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를 향유하는 양상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전시장에 여성을 함께 전시하는 것은 자동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기획으

로, 처음부터 여성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 병행 전시의 공식

은 20세기 초반부터 여러 자동차 개최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문물이 거대한 스펙터클로 펼쳐지며 대중의 시각을 사로잡던 근대에 

자동차의 발명과 보급은 곧바로 대형 자동차 전시의 개최로 이어졌다. 유럽과 미국에

서 먼저 시작된 자동차 문화는 주로 상류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으며, 상류층 ‘여성’ 역

시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향유의 주체였다.

그러나 자동차 전시 홍보의 장에서 여성을 자동차와 함께 하나의 관람대상으로 위치

시킴으로써 볼거리로 재현하는 시도들이 시작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미국에서 관찰

된다. 20세기 초반 전시 홍보 포스터에 여신의 이미지로 등장하던 여성은 1930년대에 

들어 전시 현장에서 자동차 옆에 자세를 취하고 함께 전시된다. 1950년대에는 미인대

회가 하나의 이벤트로 전시에 결합되면서 여성들은 공주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전시장

의 관람 대상이자 외모 평가 대상이 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여성들이 자동차 옆에 

1대 1로 세트 상품처럼 구성되는 전시 공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여성들은 여신, 

공주를 거쳐 섹시한 자세를 취하는 마네킹 걸이라는 하나의 이미지-기호가 된다. 이런 

기호들은 대형 전시회와 동형성을 형성하는 근대적 스펙터클의 문화장치인 올림픽, 테

마파크, 백화점 등에 동원되는 대표적 이미지-기호들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은 근대를 구성해온 대형 스펙터클의 욕망과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근대의 이미

지-기호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으며, 오직 여성만이 이 기능을 담당했다는 점은 젠더 이

데올로기가 근대의 여러 이데올로기들을 이미지로 묶어주는 큰 틀이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기획은 20세기 중반 이후 미

디어 공간으로 확장된다. TV의 보급으로 본격적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고 자동차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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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간은 전시 공간과 미디어 공간으로 이원화된다. 자동차는 여러 문화적 상징을 함

축하고 있는 소비재이지만, 그 중 ‘섹시함’을 부각시켜 광고할 때에는 주로 여성 육체의 

성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을 성적 행위 주체보다는 성

적 관람 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동차 전시장의 시선 체계와 유사한 성격을 드러낸다.

미디어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유럽의 자동차 전시에서 여성 전시가 시작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에서 자동차 문화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로 볼 수 있는 프랑스, 독

일, 영국의 경우 1950년대까지는 미국과 유사한 여성 전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자동

차의 생산 및 전시 개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 경제

적·정치적·문화적 배경 때문이지만, 특별히 미국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경향을 

참조하지 않았었다는 점은 유럽의 특색으로 묶어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소

비 대중에게 침투해 들어간 20세기 중반 이후 유럽의 국가에서 자동차 전시에 여성을 

전시하는 기획이 발견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경향은 1960-1970년대의 영국에서 두드러

진다. 이 경향의 원인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경향을 참조했을 가능성과, 포르노

가 하나의 저항으로 읽히던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미국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자동차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여성 전시 등의 

이벤트를 강조하기보다 자동차 자체에 집중하는 전시 기획으로 돌아선다. 유럽의 주요 

자동차 생산·전시 개최국들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서구의 자동차 전시 경향이 

여성 전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대형 모터쇼의 경우에는 여성을 

병행 전시하는 경향을 줄여나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전시 

경향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여성을 성적 관람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전시 경향은　오히려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일본과, 그보다는 늦지만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빠르게 발돋움

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자동차 생산과 문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일본은 

최초의 대형 자동차 전시인 도쿄모터쇼를 이미 1950년대에 시작한 반면, 한국은 1990

년대에 서울 모터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차 전시의 역사에서는 양국의 격차가 40여

년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업이 주관하는 소규모 자동차 전시는 서울 모터쇼 

이전에도 있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

서 양국은 나란히 자동차 생산과 홍보의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홍보의 공간이 구축되던 때였으므로 일본과 한국 모두 전

시장의 현장 홍보와 미디어 홍보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자동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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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국가의 주도 아래 성장에 주력하던 시기에는 양쪽 홍보 공간 모두 여성을 성적으

로 전시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전시되는 여성의 이미지에서 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키

고, 이 시기 서울 모터쇼를 시작한 한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2000년대에는 일본과 한국 모두 자동차 전시장에서 성적 이미지

를 중요하게 드러내는 여성들의 의상, 표정, 자세 등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

른 아시아 국가의 자동차 전시에서도 발견되지만, 자동차 생산과 전시 모두를 세계적

인 수준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자동차 경기장에서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레이싱 걸을 

그대로 전시장 안에 호출시킨 데서 비롯된다. 경기장의 레이싱 걸은 성적 이미지-기호

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일련의 직무 기능을 수행한다. 자동차 

전시장도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현장성을 가진 공간인데, 레이싱 걸의 기호기능만을 가

져와 사용함으로써 미디어 공간보다 더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 성적 이미지를 

전시한다. 이로써 여성은 자동차의 스펙터클을 압도하는 ‘성적’ 관람 대상으로 위치하

게 된다. 일본과 한국의 이 같은 특징은 이미 근대의 박람회부터 ‘기생’인 여성을 다양

한 볼거리로 활용해온 역사와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성적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해온 영상 산업 분야의 경험이 부재하는 등 사회문화적 

배경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 전시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더욱 특징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 안팎에서는 여성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하

게 나타난다. 전시된 여성으로부터 이미지 재현물이 생산되는 일차적 공간인 자동차 

전시장은 전시된 여성들의 강렬한 이미지가 범람하는 장소이다. 여성들이 특히 성적인 

이미지로 전시되는 경향은 2010년대에 들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은 섹시한 여성들이 전시되는 공간이다. 이 여성들은 전시장에서 마네킹 걸의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섹시 댄스를 추는 기능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정적·동적 기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전시장에서는 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남성 관람객들이 운집해있는 모습

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전시된 여성들의 사진 촬영을 주목적으로 관람한 남성 관람

객들은 일반 관람객들과는 달리 전문 카메라 장비와 사다리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움직

이며 촬영에 임한다. 이 촬영자들은 피사체인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 재현물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전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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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장성이 갖는 주요한 특징인 개방성으로부터 비롯된 이 권한들을 부여받음으로써 

촬영자들은 재현물을 ‘수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기획하는 생산자’로 거듭난다. 또한 이 

권한을 통해 이미지 재현물을 전시장 밖의 공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유 방

식은 점차 다각화된다.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 공간으로 이동하여 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육체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특히 강조한 대부분의 사진들은 유사 포르노로 소비된다. 

또한 촬영된 여성들의 이미지를 등록한 게시물에는 사진 공유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여성에 대한 평가 및 소감의 표현들이 첨가된다. 여성들은 이제 관람 대상일 뿐 아니

라 평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미지 게시물은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체로 게시물의 

성격이 설명되기 때문에 많은 반응들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연관 검색어 등을 

통해서 이 사진들이 유사 포르노의 성격으로 소비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전시장과 무관한 공간에서 여성들의 이미지를 향유하는 경험을 통해 성

적 이미지를 상시 향유하려는 기획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관리

하는 에이전시가 등장함으로써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되었던 여성들에게 ‘모델’이라는 

이름이 부여된다. 이 에이전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여성 모델들의 팬카페 현황을 

정리하고 팬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에이전시로 

볼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여성들은 직업적 인정을 받는 모델이자 팬들을 거느린 스타

로 호명된다. 이로써 향유 대상인 여성과 향유 주체인 남성 간의 관계는 모델-사진 촬

영자(작가), 스타-팬으로 재정의된다. 행위자들의 호명과 성격이 재구성됨으로써 섹시

한 이미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 여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모델이자 스타인 여성들을 활용하고 성적 이미지 재현물을 향유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진다.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한 출사대회와 촬영회가 상시 마련되고, 모델 

파티를 통해 남성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며, 기업의 이벤트에 동원되는 등 섹시한 이미

지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투입된다. 이미지의 향유를 넘어 다시 자동차 전시장과 

같은 현장성을 가진 공간에 여성들을 호출함으로써 향유의 방식이 확장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향유를 위한 관리 체계도 탄생한다. 여성들을 촬영할 때에는 촬

영 대상인 여성들의 프로필이 성적 이미지들과 함께 게시판에 올라오면 의상 콘셉트, 

촬영 참가비, 지켜야하는 규칙 등을 참고하여 참가 신정이 이루어진다. 촬영 콘셉트의 

설명을 확인해보면 이 여성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의상을 갖

추고 외모 및 자세 등의 평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 상태로 촬영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형 에이전시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구성해놓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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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들은 누드 갤러리를 포함하여 여성들의 성적인 이미지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이

를 향유하는 것은 모델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는 문화예술적 행위인 동시에 좋아하는 

스타를 추종하는 팬덤이 된다.

또한 여성 모델들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매거진 형식으로 배포되고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이 여성들을 중개하는 광고 기획사가 생겨나는 등 관련 산업 

분야와의 연계도 이루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델들의 ‘외모’이기 때문에 이

들의 외모만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미인대회 형식의 이벤트들이 기획되어 

일종의 문화 산업 분야로 성장하기도 한다.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물질

적 보상은 물론 명예와 더 큰 스타가 될 기회 등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보상들은 

일종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장으로 형성된 ‘성적 이미지 향유의 장’

에 여성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상화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2. 연구의 함의와 후속 과제

본 연구의 함의는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싼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 양상을 탐색하

여 드러냈다는 점이다. 제품 홍보의 장인 자동차 전시에서 여성을 병행하여 전시하는 

기획이 유지되는 것은 성상품화의 단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또한 자동차 전시장 안팎에서 발견되는 성적 이미지의 향유 양상은 매우 다

양한 방식을 취하며 역동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추적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젠더 동

학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 전시장에서 시작된 여성의 

성적 이미지 향유가 여러 문화 산업 분야와 연계되고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는 시

도되지 않았다. 즉, 성적 이미지를 향유하는 양상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포착

되는 반면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재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비가시화된 

성상품화의 양상을 탐색하여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현상들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한 장면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념적 정리들이 필요하였

다. 드러난 현상들을 읽는 중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질문들을 통과하려면 기존의 인식

들을 재개념화함으로써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모순들을 그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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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전시에서 여성이 병행 전시되는 홍보의 기획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시대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

을 띠는 점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정하고 이 공식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시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주로 유사 포

르노로 향유하고 성적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와 한 세트로 구성되는 상품처럼 위

치시키는 한편 모델과 스타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시

와 예시, 직무 기능과 기호 기능 등을 재개념화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을 성상

품화할 때 주어지는 기능의 본질과 표면적인 호명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함으

로써 자동차 전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상품화의 모순적 양상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모순들을 확인해나가는 작업을 통해 특정

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성찰과 논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당한 기간의 역사적 상황들을 간략하게 개괄하는 과정에서 각 

시대별, 지역별 특징들을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한국적 특징을 도출하여 한국의 향유 양상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주요 자동차 전시 개

최국의 역사적 맥락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루었다. 때문에 미처 발굴되지 않은 자료에서 더 많은 사실과 의미들이 확

인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방대한 자료들을 보다 촘촘하게 엮어내는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자동차 전시장의 여성 전시 기획이 이토록 오래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향유 양상을 다루는 부분 역시 더욱 풍부한 논의들로 보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유의 중심에 위치한 커뮤니티형 에이전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사실 

연구에서 밝힌 여러 가지 향유의 특징들을 각각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전시장 내부의 공간 구성과 촬영에 집중하는 남성 관람객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공간의 향유 방식을 별도로 분석할 수도 있고, 에이

전시의 영향과는 별개로 남성들의 팬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

다.163) 전시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관람 대상이 되는 선택

163) 연구자가 관람한 오토모티브위크(2014)에서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데 집중하는 남성 관람

객들의 대다수가 20-30대로 보였던 반면, 부산 모터쇼에서는 50-60대의 남성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부산에서는 고학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욕설을 섞어 전시된 여성들의 몸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어느 위치에 있는 

여성이 어떤 모습인데 빨리 보러 가자고 권유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남성들이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된 여성들의 이미지를 향유함에 있어 지역별, 연령별 특징이 나타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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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한 전시를 기획하는 주체들의 인터뷰

나 기획 의도에 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164) 이상과 같은 각 행위자들의 행위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풍부한 자료의 축적을 바탕으로 심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확인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64) 연구자가 부산 모터쇼(2014)에서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브랜드마다 여성, 혹은 

남성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에 크고 작은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각 자동차 브랜드 홍보 담당자들의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국

가적 특징과 브랜드 고유의 철학이 혼재된 상태로 개최지의 문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

시 기획이 매 시기별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대자

동차에서는 레이싱 모델의 활용에 집중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점차 자동차 중심의 전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서울 모터쇼 조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레이

싱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전시 기획에 참

여하는 여러 주체(조직)들이 경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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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차의 역사 : 시간과 공간을 바꿔놓은 120년의 이동혁명�p.72.

<그림 2> �달리는 꿈, 자동차의 역사�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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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Enjoyment of Sexual Images Used

in Korean Automobile Exhibitions

Park So 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automobile exhibition halls are places where the sexual imagery of 

women is put on display next to the cars and these images are proliferated. Also, 

the creation and the subsequent enjoyment of the sexualized imagery of women 

begins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utomotive exhibition halls. the aspect of 

reproduction and indulgence of women’s sexual imagery both in and out 

automobile exhibition hall reveals various activities. This paper analyzes the detailed 

aspects of how women have been put on display along with cars at automotive 

exhibitions based on history, and how the imagery produced in Korea is 

consum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how the sexual media and culture in 

Korea has been made to be dynamic.

The history of “car culture” can trace its roots to the West, and because the 

enjoyment of automotive culture began with the higher classes, women were 

objectified. Since then, in the United States, displaying women with cars at 

exhibitions became the norm. At this time, women were displayed alongside the 

cars, and became a symbol. The image which the exhibited women are represented 

as was related to various things, including goddesses, princesses, and mannequins. 

These corresponded to fantasy-themes which represented a big spectacle along with 

modern society, we get to know that women in automobile exhibition halls 

functioned as symbols which contained desires and ideologies of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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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acles. Also, given that only women could fulfill function, it meant gender 

ideology was the focal point which bound which bound modern ideologies with 

their imagery.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media in the mid-20th century, 

the places of exhibitions of the products known as cars became places where the 

imagery prevalent in media permeated into these events. During the initial planning 

of these events, women and cars were formalized as a single attraction; this spread 

to the media, which was reflected advertisements, leading US exhibitions with 

women as a focal point was shown to other regions in other countries. Major 

Western countries involved with automotive manufacturing and exhibitions have 

kept their original planning, which have put women on display, but the severity of 

which exhibited women have been shown in a sexual light has decreased 

gradually. Japan and Korea developed their automotive industries as national 

industry since the mid-20th century and became the leading countries in Asia for 

automotive manufacturing and exhibition. On the contrary to their Western 

counterparts, the tendency to strongly exhibit women in a sexual has increased 

drastically since the 1990's. Korea especially has set the goal to raise the standards 

of its automobile exhibitions to world-class standards, differently from Japan, 

however they actively display women during these exhibitions, despite not being as 

sexually liberal as Japan.

Due to this, there are various ways of immersing oneself at the sight of the 

women at the exhibition both within and outside the automobile exhibition hall. 

The women on display perform as both static mannequins and erotic dancers, 

fulfilling the roles of both an image and a symbol. The ability of this symbol is to 

effectively lead proceedings of the exhibition. These women perform duties that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 other staff at the exhibition. Male members of the 

audience concentrating on taking photographs are not consumers of the sexualized 

culture, but rather the ones who propagate the culture. By being able to easily 

approach the women on display, the copyright of the photographs taken at the 

exhibitions belong to the audience, and due to this, the records of the women at 

the exhibitions remain. The images are distributed as softcore porn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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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watched, evaluated, and objectified.

Furthermore, community-style agencies with links to the male fandom have 

appeared to manage these women professionally, and expanding the culture 

involving wome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women, who used to be the 

subject of viewing and examination, and the men, who were the ones doing the 

viewing and examining, are re-defined as that of a model and the photographer, 

and the celebrity and the fan. Like the automobile exhibition halls, this culture has 

become justified in society, this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men to enjoy the 

physical presence of women, and have a place in society where they can practice 

their culture. As the culture and the ways of practicing it expands, the laws 

regarding the sharing of imagery and regulations are created to easily indulge in 

the culture. Also based on capital resources, these women are also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marketing and holding events based on appearance 

evaluation, to link them to various corporate industries. Through these opportunities 

which provide honors, material rewards and fame, the women voluntarily enter 

themselves into the culture of the enjoyment of the sexual imagery of women, 

which further intensifies the phenomenon.

Key Words: automobile exhibition, motor show, racing girl, racing model, sexual 

image, representation, sexual com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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