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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팬덤의 고도화와 생산 장비의 발달 및 보급은 팬덤의 생산 능력 

강화로 이어졌고, 팬덤의 생산물은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과 맞물려 

팬덤 내×외부에서 널리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K-Pop 팬덤 내에서 사진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찍덕’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찍덕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지와 이 활동들이 트위터 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트위터 상 K-Pop 팬덤의 활동을 분석하여 찍덕의 

트위터 활용 전략, 팬덤 내 구별 짓기 양상 및 찍덕의 팬덤 내 위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찍덕의 활동은 어떠한 성분 및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와 트위터 상 K-Pop 팬덤의 활동 양상은 어떠한지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층 인터뷰와 

오프라인 관찰로 구성된 사용자 조사, 팬덤 조사와 찍덕 조사로 구성된 

트위터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찍덕의 활동을 한 가지의 주 활동 및 세 가지의 

보조 활동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주 활동인 사진 촬영 및 배포 

유형에는 출사, 프리뷰 사진 업로드, 보정본 사진 업로드 활동이 있다. 

보조 활동인 경쟁력 관리 유형에는 정보 수집 및 출사 준비, 팔로워 

관리 활동이 있다. 보조 활동인 팬 이벤트 유형에는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이벤트 활동이 있다. 보조 활동인 수익 활동 유형에는 굿즈 

제작 및 판매,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 활동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찍덕의 활동이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트윗 유형 및 

유형별 업로드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향력에 따른 찍덕의 트위터 업로드 전략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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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은 프리뷰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고 보정본 사진을 

적게 업로드하며, 굿즈 판매 트윗을 많이 업로드 한다. 팔로워 수가 

낮은 찍덕은 보정본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며, 온라인 이벤트 및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 트윗 역시 많이 업로드 한다. 찍덕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의 리트윗 수를 높이기 위해 출사 횟수 및 업로드일 수를 높이고, 

보정본 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트위터 상의 K-Pop 팬덤은 생산 능력과 소비 행태에 따른 팬덤 내부의 

구별 짓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찍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콘텐츠 

생산자 계층이 연예인과 기획사 및 기성 미디어 매체의 바로 아래, 즉 

팬덤 내에서 가장 상위 권력을 차지하며, 팬덤 내 콘텐츠 소비자 중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구별 짓기를 수행한 집단이 그 아래를 

차지한다. 가장 아래에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콘텐츠 

소비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연예 산업의 팬덤 내 다른 콘텐츠 생산자 

그룹, 혹은 타 분야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 그룹을 분석할 때의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K-Pop, 팬덤, 사진 이미지, 찍덕, 트위터, 콘텐츠 생산자,  

콘텐츠 소비자 

학  번 : 2016-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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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팬덤’이란 특정 연예인이나 대중 문화 콘텐츠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공유하는 팬들의 공동체 혹은 그 하위 문화를 일컫는 말이다. 

(Fiske, 1992) 최근 팬덤 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산업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차지할 만큼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찍덕’을 들 수 있다. 찍덕은 

‘찍다’와 ‘덕①’의 합성어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신이 향유하는 

연예인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팬, 혹은 그러한 팬의 

모임을 의미한다② . 이들은 콘서트와 팬싸인회 등 해당 연예인의 거의 

모든 활동에 등장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사진과 영상은 연예기획사나 

방송 매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 이상으로 팬덤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폭발적으로 소비된다. 찍덕이 생산한 콘텐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걸그룹 EXID의 사례를 들 수 있다. EXID는 

2012년에 데뷔하여 수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한 

찍덕이 촬영한 <위아래> 무대의 직캠③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음원 순위도 덩달아 상승하는 이른바 ‘차트 역주행’을 겪게 되었고, 결국 

                                            
① 특정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 ‘おたく(오타쿠)’를 의미한

다.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표현한 ‘오덕후’가 ‘오덕’과 ‘덕후’로 변용되면서 ‘덕’
만으로도 의미가 통용되고 있다. (이민희, 2013)  
② 이민희(2013)는 사진을 촬영하는 팬을 ‘대포여신’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팬을 

‘찍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찍덕’, ‘홈마(홈페이지 마스터의 준말)’, ‘대포(‘대포카메라’로 불리는 

고성능 망원렌즈를 사용하는 찍덕)’ 등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이헌율, 지혜민, 

2015; 김남옥, 석승혜, 2017; Kim, 2017;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여부 혹은 사용 장비의 종류에 대한 구분을 내포하지 않는 ‘찍덕’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③ https://youtu.be/cmKuGxb23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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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차트와 TV 음악방송 등에서 첫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찍덕은 팬덤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규탁, 2015) 

이와 같은 현상은 팬덤의 역할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팬덤을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팬덤 활동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 (De Kosnik, 2012) 그러나 최근에는 팬덤을 능동적 

미디어 수용자 혹은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하는 관점이 많아졌고, 

그와 동시에 생산력과 팬덤 내 역할에 따라 다양한 구별 짓기가 

벌어지는 등 팬덤의 역동성과 고도화에 주목한 연구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김훈순, 김민정, 2004; 정민우, 이나영, 2009; 윤명희, 2010; 

이헌율, 지혜민, 2015) 이같은 팬덤의 고도화와 맞물려 카메라와 컴퓨터 

등의 생산 장비 역시 고도화되고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소비자로 제한적 역할만 하던 팬덤의 생산 능력 강화로 이어졌다. 생산 

콘텐츠 역시 텍스트를 넘어 사진과 영상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팬덤의 생산물은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 확대에 따라 팬덤 내부와 

외부에서 널리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찍덕의 영상과 EXID의 사례와 같이 산업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팬덤 내 콘텐츠 

생산 및 소비 활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팬픽’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K-Pop 팬덤 내에서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진 이미지의 생산 

및 소비 활동과, 팬덤 내에서 이미지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찍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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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트위터 상 K-Pop 팬덤에서 발생하는 사진 이미지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찍덕의 활동 성분 

및 구조를 파악하고, K-Pop 팬덤이 트위터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찍덕 활동의 성분 및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오프라인 관찰로 이루어진 사용자 조사를 수행하였고, 찍덕이 

업로드한 트윗을 수집 및 오픈 코딩을 통한 유형 도출을 수행하였다. 

또한 찍덕을 포함한 K-Pop 팬덤의 트위터 활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또다른 찍덕의 트윗을 유형별로 코딩하고 요소별 상관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트위터 상의 K-Pop 팬덤을 포함하는 트윗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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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총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절에서는 국내외의 팬덤 문화 연구에 대한 계보를 서술할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팬덤의 생산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K-Pop 

팬덤 및 찍덕에 대해 적용하여 서술한다. 세 번째 절에서는 온라인 

팬덤과 트위터 분석에 대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개념 및 방법론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용할 부분을 정리한다. 

 

 

제 1 절 팬덤 문화 
 

대중문화 분야의 연구에서 팬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팬’의 어원이 지나치고 잘못된 신앙인 ‘광신’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fanaticus’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팬과 

그들의 집단인 팬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Jenkins, 2008; De Kosnik, 2012) 그러나 

Radway(1984)와 Jenkins(1992)를 필두로 팬덤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자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으면서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헌율, 지혜민, 2015) 다시 말해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팬덤은 자본주의 문화 산업에 포섭된 약자가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부터 그들만의 대안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대중 문화에서 

빌려온 미디어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전유하고 재전유하는 

‘텍스트 밀렵꾼 (textual poachers)’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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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Jenkins, 1992; Jenkins, 2006, Jenkins, 

2008) 

한국의 대중문화 연구에서도 팬덤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국 연예 산업에서의 초기 

팬덤은 여러 형태의 개인화된 열성 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집단화된 형태를 띄기 

시작했다. (김환표, 2013) 이에 따라 생산자에 대해 종속적인 

수용자로서의 팬덤이 아닌 집단적인 사회운동 주체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고, 팬덤의 실천적인 특성이나 정치적인 면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이승현, 박정애, 2001) 이후 거대 기획사가 

등장하고 그들이 다양한 아이돌 그룹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한국의 연예 산업은 가파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K-Pop과 한류라는 전 

세계적 문화 현상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정민우, 이나영, 2009; Jung, 

2010) 그 과정에 팬덤 역시 연령과 젠더와 같은 측면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고, 팬덤 연구도 그 점에 주목해 팬덤 활동 중 세대 및 젠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팬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시선을 탈피하고 팬덤 내부에서 

나타나는 복합성과 계층 구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윤명희, 

2010; 이헌율, 지혜민, 2015) 즉 과거에는 팬덤을 지배적인 대중 문화에 

대한 대안 집단으로 보거나 남성 연예인의 여성 팬덤이라는 젠더 

이분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집단적인 특성에 집중하였고 각 팬덤별 

풍선 색이나 집단적 행동 등을 통한 팬덤 외부와의 구별 짓기에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팬들이 자신의 기호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팬덤 

내부에서 구별과 차별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팬덤 내부에서의 구별 짓기는 팬픽, 팬아트, 직캠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해 팬덤 내부에서의 정체성 구축으로 드러난다. (김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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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04; 정민우, 이나영, 2009; 홍종윤, 2014) 

 

제 2 절 팬덤의 생산성 
 

팬덤을 광신적, 병리적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한 후 팬덤의 

생산성은 팬덤을 나타내는 주요한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ulloch와 Jenkins(1995)는 팬과 팬덤을 정의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팬덤과 일반인의 구분점으로 보았다. 이러한 팬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생산 활동은 Stebbins(1982)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의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진지한 여가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여가활동으로, 여가활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드러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다. 진지한 여가는 다시 하위 

분류로 아마추어리즘(amateurism), 취미활동 (hobbyist pursuits), 

직업적 자원봉사(career volunteering)를 두고 있는데, 팬덤의 생산성은 

취미활동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미활동의 경우 직업적 

차원에서의 일반인-아마추어-전문가의 일직선상에 속하지 않고, 활동을 

통한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직업활동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팬덤의 생산활동 

역시 직업적 차원에서의 연예 기획사 입사, 전문 작가 혹은 사진사 

등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거나 생산 활동을 통한 금전적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당 활동 자체를 즐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Fiske(1992)는 팬덤을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스스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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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생성하는 프로슈머④로 봤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팬덤의 

생산성을 세 가지 분류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기호학적 생산성 

(semiotic productivity)으로, 자신이 향유하는 대상, 특히 그 대상의 

기호학적 자원으로부터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팬덤에서도 이러한 기호학적 생산성에 기반한 기호 체계를 통해 팬덤 

외부와의 구별 짓기를 수행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응원법이나 은어 

등의 언술 행위나 팬덤 별로 특정 색상의 풍선, 손수건 등 악세서리의 

사용 등 취향과 스타일로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 언술적 생산성 

(enunciative productivity)으로, 팬들이 만들어낸 (기호학적) 의미를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연예인이 즐겨 입는 

복장을 팬들이 입고 다닐 때 눈길을 끌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유통하려 하는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텍스트적 생산성(textual productivity)으로, 팬들 

스스로 공식 작품에 비견할 만한 텍스트를 생산해 공유하는 것이다. 

팬덤 내에서 나타나는 팬픽, 팬아트, 사진, 영상 등의 생산 활동이 그 

사례이다. (이동연, 2001; 이헌율, 지혜민, 2015)  

이와 같은 변화는 팬덤 내에서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생산활동 그 자체가 소비되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소영, 2001) 이와 같은 팬덤 내부의 콘텐츠 생산 

활동은 앞서 언급한 팬덤 내 구분 짓기의 측면에서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헌율과 지혜민(2015)은 K-Pop 팬덤 내에서의 계층 구별을 콘텐츠 

생산력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팬픽을 생산하는 

‘팬픽러’, 사진과 영상을 생산하는 ‘찍덕’, 팬아트를 생산하는 ‘팬아터’ 

등의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는 생산자들은 팬덤 내 지위에 있어서 숭배 

                                            
④ Prosumer.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 활동에

도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김기란, 최기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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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연예인과 그 기획자들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그들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린다. 반면 콘텐츠 생산 능력이 없거나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소비러’는 팬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비하적인 입장을 취하며, 팬덤 내 지위에서 가장 하위 그룹을 차지한다. 

그러나 소비러들 사이에서도 질적, 양적으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개선된 지위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팬덤 내 콘텐츠 생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대표적으로 

연구되어온 대상은 팬픽이다. 팬픽(fanfic)은 팬 픽션(fan fiction)의 

줄임말로, 소설이나 드라마 등의 스토리를 패러디 혹은 재구성하거나 

대중 스타를 등장인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의 팬픽은 1970년대 미국의 TV 시리즈물 <스타 트렉>의 

열성적인 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돌려 

읽었던 것을 기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작품의 캐릭터 및 설정을 차용하여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소설을 쓰는 문화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팬픽은 이 

두 계열의 팬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연구가 많다. 우리나라 

팬픽의 시초는 일본 만화 <우주전함 야마토>와 미국 드라마 <X파일>의 

팬픽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에서 팬픽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연예인 팬픽이 활기를 띠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팬픽은 H.O.T의 10대 여성 청소년 팬덤이 팬픽을 생산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팬픽 작가층과 독자층이 두터워지고, 

연령도 20~30대로 넓어졌다. 이러한 아이돌 팬픽은 남성 아이돌 

멤버간의 동성애적 서사가 주된 서술 관점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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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 팬픽의 특징인 슬래쉬 픽션 ⑤ , 일본 애니메이션 팬픽의 특징인 

야오이 문화⑥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적 서사로 

인하여, 팬덤 전반이 능동적 미디어 수용자 혹은 프로슈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반대로 팬픽은 점차 음지 문화로 숨어들어가고 

있다.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팬덤 내에서도 혐오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청소년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의 법률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감정으로 인해 점차 폐쇄적인 문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남성 간의 동성애적 서사에서 벗어나, 아이돌 멤버와의 

허구적 관계 맺기를 주제로 하는 ‘빙의글’과 ‘카스썰’이 새로운 팬픽의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빙의글은 팬픽의 등장인물에 자신이 빙의되어 

쓰는 글로, 빙의된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독자 

누구나 자가 투영을 통해 스타와의 로맨스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형식의 팬픽을 말한다. 카스썰은 주로 모바일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에 연재되는 팬픽으로, 아이돌 멤버와 가상의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 처럼 내용을 꾸며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남명희, 2004; 

Jenkins, 2008; 신지후, 김관진, 2014; 김남옥, 석승혜, 2017) 

이처럼 팬픽이 음지화, 폐쇄화되고 팬픽 작가(팬픽러)의 위상이 

하락하는 반면 좋아하는 스타를 촬영하여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찍덕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고성능 DSLR과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사진과 영상을 생산하고, ‘낙관’이라고 불리는 생산자 표식을 

명시하여 주로 트위터 상에 유통한다. 이들이 아이돌 팬덤 내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찍덕이 높은 품질의 

                                            
⑤ Slash fiction. 동성 간의 로맨스 혹은 성적 관계를 다루는 팬픽을 의미한다. 

(Bryson, Holly & Moxey, 1994) 
⑥ 일본어 단어 야마나시(やまなし: 내용 없음), 오치나시(おちなし: 핵심 없음), 

이미나시(いみなし: 의미 없음)의 합성어로 담론성보다는 동성애적 관계 묘사에 

집중하는 장르 혹은 문화를 의미한다. (김상하, 2014; 김남옥, 석승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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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생산하며 이른바 ‘대포 여신’으로 불리게 된 것을 시초로 보며, 

대중적으로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찍덕이 촬영한 여성 

아이돌 그룹 ‘EXID’ 멤버의 공연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룹의 인기 및 음원 성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사례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연예인의 거의 모든 스케줄에 등장하여 

촬영을 하는 특성 상 파파라치나 사생팬이라는 오명을 쓸 때도 있으나, 

연예인 혹은 연예기획사가 이들의 활동을 통해 홍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기획사에서는 찍덕의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초상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묵인해주거나 연예인의 

스케줄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에 

있기에 파파라치 혹은 사생팬과는 구분하여 보는 경우가 많다. 찍덕은 

영상기술과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팬덤 내 위계질서에서 

연예인과 기획자의 바로 아래, 즉 가장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동시에 

견제와 경쟁의 대상이 된다. 지위 유지를 위해 찍덕은 장비,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포토북, DVD, 시즌그리팅 등의 2차 생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수익은 연예인에 대한 ‘서포트’, ‘조공’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팬덤 내부의 인식이 있어 선물경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찍덕은 K-Pop 팬덤에서 사진작가, 편집자, 웹마스터, 

판매자, 후원자, 투자자를 겸하는 포괄적인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민희, 2013; 이헌율, 지혜민, 2015; Kim, 2017; Kim, 2018; 

닷페이스, 2018a; 닷페이스, 2018b) 

 

제 3 절 온라인 팬덤 활동과 트위터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들이 이처럼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팬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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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팬덤이 온라인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웹 2.0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팬덤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특히 2006년,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인터넷 포털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서 팬들을 수동적인 이용자에서 콘텐츠 

생산자이자 공급자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온라인 환경에서의 

팬덤은 기존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콘텐츠를 재가공하거나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여 스타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Fiske가 분류한 기호학적, 언술적, 텍스트적 생산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동적인 생산 활동을 보이고 있다. K-Pop 팬덤의 

경우에도 공식 팬 카페 이외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많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커뮤니티에 모든 팬들이 속해 

있던 과거와 달리 팬의 취향과 니즈, 지향점에 따라 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들은 팬픽, 사진, 영상 등 

개인이 작업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는 다시 유사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생산자들의 콘텐츠를 

먼저, 지속적으로 접하기 위해서 높은 진입 장벽과 거듭되는 ‘등업’을 

거치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콘텐츠 생산자들은 높은 위상과 권력을 갖게 

되었다. (장경진, 2009; Hills, 2013; 이민희, 2013; 홍종윤, 2014) 

실시간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의 등장은 기존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던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팬덤 활동을 보다 개방 및 확장하여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참여 문화적 

형태로 변화시켰다. 온라인 팬덤 활동의 중심이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SNS, 특히 트위터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기존의 

집단적이고 위계적이던 팬덤은 개인화 및 세분화되었다. SNS는 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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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자유롭게 문화 자본을 조합하고 축적할 수 

있게 했고, 팬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팬덤 내에서의 정체성을 무한 

조합하여 세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는 기존의 커뮤니티 안에서 보장받던 팬덤의 안정성에서 벗어나, 

각자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콘텐츠 생산자들 역시 생산 직능에 따라 찍덕, 팬픽러, 팬아터 

등으로 특성화되고, 편집 및 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직능도 생겨났다. 

이들은 개인 단위로 생산물의 차별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팔로워 숫자와 리트윗 숫자로 대변되는 권력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트위터 상의 권력은 콘텐츠 유통 능력이자 팬덤 내에서이 

영향력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굿즈와 같은 2차 생산물을 노출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김수아, 2014; 이헌율, 지혜민, 

2015) 

트위터 상의 팬덤 활동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트위터의 특징인 

실시간성과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팬덤과 문화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Wood와 Baughman (2012)이 특정 드라마 시리즈 

팬덤의 트위터 계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적 활동과 생산자적 활동을 

확인했고, Highfield 외(2013)는 TV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준결승과 

결승이 방영될 때 분 단위의 업로드 패턴 분석과 국가별, 주제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방송에서 진행되는 무대가 팬덤의 트위터 활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한 것이 그 사례이다. 트위터 상의 K-Pop 

팬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수에 머물러 있는데, 김수아(2014)가 

박재범 팬덤의 트위터 상 활동을 분석한 사례 및 이헌율과 

지혜민(2015)이 팬덤 내부의 계층 구별을 트위터 상의 콘텐츠 생산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와 트위터 텍스트의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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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내 생산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팔로워 수와 리트윗 수로 

대변되듯이, 트위터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팔로워 수와 리트윗 수를 

유저와 트윗의 영향력 척도로 보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트위터 계정 혹은 트윗의 

내용(content) 측면 요소와 맥락(context) 측면 요소가 팔로워와 

리트윗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팔로워 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내용 측면에서 개인적 트윗보다 정보성 

트윗을 많이 업로드하고, 단기간에 팔로워들이 관심 없을 만한 트윗을 

올리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팔로워 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맥락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전체 트윗 수와 팔로워 수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거나, 웹 문서의 네트워크 상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페이지랭크 (PageRank)와 팔로워 수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는 등 특정 

요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Naaman, Boase & Lai, 2010; 

Weng et al., 2010; Kwak et al., 2010; Kwak, Chun & Moon, 2011; 

Beevolve, 2012) 리트윗 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내용 측면에서 URL, 해시태그 등의 요소가, 맥락 측면에서 팔로워 수, 

팔로잉 계정 수, 리스팅 횟수, 계정 개설일로부터의 날짜 등의 요소가 

리트윗 수준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Suh et al, 2010; 

Petrovic, Osborne & Lavrenko, 2011) 그 외에도 팔로워 수와 리트윗 

수에 더하여 계정 멘션 수나 트윗의 마음(구 관심글) 수를 영향력의 

척도로 본 연구 역시 존재한다. (Cha et al., 2010; Huang & Wu, 2018)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대부분 임의의 트윗 혹은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팬덤 혹은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들의 트윗 

혹은 트위터 계정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팔로워 수와 리트윗 수를 

늘리기 위해 이른바 ‘열일’하며 장비나 기술 등에 대해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의 트윗 혹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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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어떤 요소가 팔로워 수 및 리트윗 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헌율, 지혜민, 2015; K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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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또한, 연구 

수행을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한 용어들에 대해 기재한다.  

 

 

제 1 절 조작적 정의 
 

‘찍덕’은 Stebbins(1982)가 정의한 진지한 여가의 분류 내 

취미활동(hobbyist pursuits)의 일환으로, Fiske(1992)가 정의한 팬덤의 

텍스트 생산성(textual productivity)에 기반하여 Jenkins(1992)가 

정의한 텍스트 밀렵꾼(textual poachers) 활동을 사진 및 영상의 형태로 

수행하는 팬(들)이다.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 혹은 ‘콘텐츠 생산자’는 Fiske(1992)가 

정의한 팬덤의 텍스트 생산성에 기반하여 향유하는 대상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그를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팬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찍덕을 들 수 있다. 

‘팬덤 내 콘텐츠 소비자’ 혹은 ‘콘텐츠 소비자’는 콘텐츠 생산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소비하는 팬을 의미한다. 

‘활동 유형’은 찍덕이 팬덤 내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들을 유형화 한 것이다. 

‘트윗 유형’은 찍덕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트위터 상에 

업로드하는 트윗들을 유형화 한 것이다. 

 ‘영향력’은 찍덕의 팔로워 수와 찍덕이 생산 및 공유한 사진 

콘텐츠의 리트윗 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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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K-Pop 팬덤의 사진 이미지 생산 및 소비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찍덕의 활동을 분석하고, K-Pop 팬덤이 

트위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에서는 찍덕의 행동 요소 및 그의 트위터 상 반영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찍덕이 영향력에 따라 트위터 

상에서 취하는 전략에 대해 확인하고, 트위터 활용의 측면에서 K-Pop 

팬덤 내에 어떠한 구별 짓기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계층 

구분의 측면에서 찍덕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찍덕의 활동은 어떤 성분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연구문제 1-1. 찍덕의 행동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1-2. 찍덕의 행동 요소는 트위터 상에 어떻게 반영 

되는가? 

 

[연구문제 2] K-Pop 팬덤의 트위터 활용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찍덕은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 어떤 트위터 활용 

전략을 취하는가? 

연구문제 2-2. 트위터 상 K-Pop 팬덤은 트위터 활용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어떤 구별 짓기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3. 찍덕은 트위터 상 K-Pop 팬덤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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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사용자 조사와 트위터 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사용자 

조사는 심층 인터뷰와 오프라인 관찰로 진행되었으며, 트위터 조사는 

찍덕 조사와 팬덤 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방법 중 일부는 저자가 

제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작성 과정에 수행하였던 연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Han, Yoon & Lee, 2018) 

 

 

제 1 절 사용자 조사 
 

찍덕의 활동 양상을 조사하고 활동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로, 

연구문제 1-1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층 인터뷰와 오프라인 

관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을 사용하여 찍덕의 활동 유형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 

문제의 검증에 사용자 조사를 사용한 이유는 찍덕에 대한 초기 접근 

단계이고 물리적인 활동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트위터 상에 

드러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요소까지 이해가 필요하기에 

사용자 조사가 가장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총 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찍덕 

2명과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찍덕과 친분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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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고 찍덕의 활동에 동행한 경험이 있는 콘텐츠 소비자 1명을 

선별하여 모집하였다. 참가자 모집은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인터뷰는 인당 1회씩 총 3회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앞서 언급한 콘텐츠 소비자와 진행하였으며, 찍덕의 활동 및 콘텐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전반에 관해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으로 20분 가량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구조화된 가이드 

라인 작성한 후,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터뷰를 각각 1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찍덕의 활동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전반적인 활동 양상 및 트위터 활용 행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세 명의 인터뷰 참가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언급한 

나이와 기간은 인터뷰 진행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인터뷰이의 정보 

# 분류 나이 성별 특징 

P01 콘텐츠 소비자(팬) 23 남 다수 여성 아이돌 그룹의 팬덤 활동 

8년간 진행 

약 2년간 찍덕의 활동에 동행하고 

친분 유지 

P02 콘텐츠 생산자(찍덕) 20 여 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찍덕 활동 

약 3년간 진행 

P03 콘텐츠 생산자(찍덕) 26 남 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찍덕 활동 

약 1년간 진행 

 

2. 오프라인 관찰 

 

오프라인 관찰은 2017년 6월 4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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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의 공개 팬싸인회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행사를 관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는 공개 

이벤트이며, 행사 진행일이 해당 그룹 한 멤버의 생일이고, 1위 공약에 

따른 코스프레 및 무대 공연이 진행된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기에 찍덕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관찰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행사 종료 1시간 후까지 진행되었으며, 찍덕들의 사이에 들어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비침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행사는 

찍덕의 콘텐츠 생산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하기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찍덕의 활동 양상을 직접 관찰을 통해 검증 및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1. 오프라인 관찰 현장 

 

제 2 절 트위터 조사 
 

트위터 조사는 두 차례의 찍덕 조사와 한 차례의 팬덤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찍덕 조사는 찍덕이 업로드한 트윗을 수집 및 분석하여 찍덕 활동의 

트위터 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영향력 있는 찍덕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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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징을 도출 및 검증하는 단계이다. 연구문제 1-2를 해결하기 위한 

1차 조사와 연구문제 2-1을 해결하기 위한 2차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계정 및 트윗 수집, 트윗 유형 도출 및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선 오프라인 관찰 단계에서의 조사 

대상이었던 여성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의 찍덕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그룹의 찍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도출한 찍덕의 행동 요소가 트위터 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오프라인 관찰 단계에서의 조사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분석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찍덕의 계정 및 트윗을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유형화한 이유는, 찍덕 행동 요소의 트위터 상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찍덕이 업로드한 트윗을 수집하고 이를 유형화한 후 행동 

요소와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 조사는 

계정 및 트윗 수집, 유형별 코딩, 요소별 상관 관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찍덕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그룹의 찍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해당 그룹이 최근 빌보드 200 차트 1위 달성 ⑦  및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 ⑧ 하는 등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팬덤의 규모가 다른 그룹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1차 조사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찍덕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2차 조사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찍덕을 대상으로 한다면 성별의 영향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요소별 

상관 관계 분석은 찍덕의 위상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팔로워 수와 

                                            
⑦ https://www.billboard.com/music/bts/chart-history/billboard-200 
⑧ https://www.billboard.com/articles/news/bbma/8456936/bts-wins-top-

social-artist-2018-billboard-music-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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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 수와 상관 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확인하여 찍덕의 트위터 활용 

전략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수행하였다. 

팬덤 조사는 트위터 상 팬덤 내부의 구별 짓기 양상과 이들 간의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찍덕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연구문제 2-2와 2-3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 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음원 부문 시상식을 전후하여 트위터 상에서 

방탄소년단, 워너원, 블랙핑크를 언급한 트윗을 수집하고,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시상식은 정상급 K-Pop 아이돌 그룹이 다수 

참여하는 역사가 깊은 행사라는 점에서 선정하였고, 수집 대상 그룹인 

방탄소년단, 워너원, 블랙핑크는 해당 시상식에서 2개 이상의 상을 

수상해 트위터 상에서 팬덤의 트윗 작성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중 임의로 선정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은 트위터 상의 성분을 기준으로 

특징이 유사한 계정을 기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트위터 상 팬덤이 

내부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확인하고 그 중 어떤 그룹이 찍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찍덕의 위상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수행하였다. 

 

1. 1차 찍덕 조사 

 

1.1. 계정 및 트윗 수집 

 

계정 수집은 찍덕의 트위터 계정을 탐색 및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주요어 기반 탐색(seed term discovery), 

팔로잉 중인 계정 및 리트윗 계정 확인, 트위터 팔로우 추천 계정 확인 

기법을 활용하였다. 

주요어 기반 탐색 기법은 수집하고자 하는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22 

단어들을 검색하여 계정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특정 주제의 계정 탐색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한 바 있다. (Nagarajan, 

Purohit & Sheth, 2010; Balasuriya et al., 2016) 본 단계에서는 찍덕이 

촬영하는 아이돌의 그룹 명, 오프라인 이벤트 일자 (YYMMDD 형태) 및 

두 단어를 조합하여 탐색에 활용하였다. 탐색에 활용한 주요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탐색에 활용한 주요어의 예시 

수집 방법 주요어 

촬영 대상 아이돌 그룹 명 #러블리즈, 

#lovelyz 

오프라인 이벤트 일자 170604 

 

팔로잉 중인 계정 및 리트윗 계정 확인 기법은 앞서 수집한 

계정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및 해당 계정에서 리트윗 한 트윗을 

작성한 계정을 확인하여 수집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법이다. 

트위터 상에서 계정들은 관심 주제가 유사한 계정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Weng et al., 2010) 다른 찍덕 계정 발견을 

위해 기존 수집한 찍덕 계정의 팔로잉 및 리트윗을 확인하였다. 

트위터 팔로우 추천 계정 확인 기법은 연구용 트위터 계정을 신규로 

생성하여 기존 활동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기법들을 통해 

찾아낸 계정을 팔로우 해 나갔을 때 트위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팔로우 추천 계정으로 제공되는 계정들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트위터의 

팔로우 추천 기능은 현재 팔로잉 중인 계정 및 추천 대상의 팔로잉 중 

계정 등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팔로우 할 만한 

계정을 추천해주는 기능으로(Twitter, 2010; Gupta et al., 2013), 신규 

생성된 계정으로 찍덕의 계정을 팔로우 해 나간다면 팔로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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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으로도 찍덕의 계정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각 기법을 통해 찍덕의 트위터 계정을 탐색할 때, 어떤 계정을 조사 

대상 계정으로 삼을 것인지에 있어서 다음의 검증 기준을 조작적으로 

설정하였다.  

 

계정 및 트윗 수집 단계에서는 사전 검증 기준만을 적용하여 

수집하되, 다음 단계인 트윗 유형 도출 및 분석 단계에서 사후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49개의 연구 대상 계정이 수집되었다. 해당 계정들은 표 

 

사전 검증 기준 

l 최근 업로드 된 트윗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그룹 혹은 멤버를 

2개 이상의 행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 5회 이상 업로드 

되었는가? 

l 해당 아이돌 그룹 혹은 해당 아이돌 그룹 멤버만 촬영하는 

계정인가? (여러 아이돌 그룹을 촬영하는 계정이 아닌가?) 

l 해당 계정이 촬영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대표 수단이 맞는가? 

(프로필 설명이나 최근 트윗 등을 봤을 때 타 계정 혹은 타 

플랫폼이 주 업로드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가?) 

l 수집 기간보다 이전에 생성된 계정인가? 

 

사후 검증 기준 

l 찍덕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트윗이 전체의 1/3을 초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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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표 3. 수집 방법 별 수집한 트위터 계정 수 

수집 방법 계정 수 

주요어 탐색 19 

팔로잉 중 계정 및 리트윗 계정 확인 15 

트위터 팔로우 추천 계정 확인 15 

합계 49 

 

트윗 수집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Twitter-scraper ⑨ ’와 

‘Twarc⑩ ’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Twitter-scrapper는 트위터의 상세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계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작성된 트윗의 

고유번호(tweet id)를 수집하며, Twarc은 트위터의 REST API를 

활용하여 앞서 수집한 고유번호로부터 트윗 본문 및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 수집된 계정 및 트윗의 통계적 정보는 표 4와 같다. 

표 4. 수집된 계정 및 트윗의 통계적 정보 

분류 정보 

수집 시작일 2017년 5월 2일 

수집 종료일 2017년 8월 30일 

수집일 수 121 

수집 대상 계정 수 49 

수집된 총 트윗 수 4343 

계정 당 평균 수집 트윗 수 88.63 

계정 당 일 평균 트윗 수 0.73 

평균 팔로워 수 4621.68 

(최솟값: 280, 

최댓값: 13728) 

 

                                            
⑨ https://github.com/justinlittman/twitter-scraper 
⑩ https://github.com/edsu/tw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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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트윗 유형 도출 및 분석 

 

트윗 유형의 도출은 앞서 수집된 트윗을 대상으로 코딩을 수행하여 

유형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수집한 4343개의 트윗 본문 및 

첨부 미디어를 확인하면서, 해당 트윗을 작성한 목적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코딩 작업을 하였다. 이후 중복되거나 유사한 분류를 

통합하면서 2차 코딩을 진행하였다. 2차 코딩의 결과는 정보 과학 관련 

분야의 연구자 1명이 검토하였으며, 유형화된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도출된 트윗 유형은 앞서 도출한 활동 유형과 비교하여 찍덕의 

활동이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2. 2차 찍덕 조사 

 

2.1. 계정 및 트윗 수집 

 

1차 조사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탄소년단 찍덕들의 계정 및 

트윗을 수집하였다. 계정 탐색에 활용한 주요어의 예시는 표 5와 같으며, 

각 수집 방법 별로 수집한 트위터의 계정 수는 표 6과 같다. 수집된 

계정 및 트윗의 통계적 정보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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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탐색에 활용한 주요어의 예시 (2차) 

수집 방법 주요어 

촬영 대상 아이돌 그룹 명 #방탄소년단, 

#BTS 

오프라인 이벤트 일자⑪ 181106, 

181128 

181201 

 

표 6. 수집 방법 별 수집한 트위터 계정 수 (2차) 

수집 방법 계정 수 

주요어 탐색 25 

팔로잉 중 계정 및 리트윗 계정 확인 36 

트위터 팔로우 추천 계정 확인 37 

합계 98 

 

표 7. 수집된 계정 및 트윗의 통계적 정보 

분류 정보 

수집 시작일 2018년 11월 6일 

수집 종료일 2018년 12월 5일 

수집일 수 30 

수집 대상 계정 수 98 

수집된 총 트윗 수 9809 

계정 당 평균 수집 트윗 수 100.09 

계정 당 일 평균 트윗 수 3.34 

평균 팔로워 수 210793.64 

(최솟값: 5414, 

최댓값: 1069251) 

 

                                            
⑪ 2차 조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주요 시상식(MGA, AAA, MMA)의 일

자를 주요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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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트윗 유형별 코딩 

 

1차 조사에서 도출한 트윗 유형에 대해 코딩 가이드를 작성한 후, 

2차 조사에서 수집한 9809개의 트윗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진행했다.  

 

2.3. 찍덕 영향력의 요소별 상관 관계 분석 

 

요소별 상관 관계 분석은 ‘팔로워 수’와 ‘생산 콘텐츠의 리트윗 

수’를 기준으로 맥락(context) 요소와 내용(content)요소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찍덕의 트위터 업로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상관 관계의 분석에는 스피어만 상관 계수를 사용하였다. 

팔로워 수에 따른 상관 관계의 분석은 맥락 요소로 수집된 계정의 

생성일, 누적 트윗 수, 수집 기간 동안의 트윗 수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내용 요소로 앞선 단계에서 도출한 트윗 유형별 구성 

비율을 포함시켰다. 리트윗 수에 따른 상관 관계의 분석은 맥락 요소로 

팔로워 수, 주 활동 관련 트윗 수, 계정 전체 트윗 수, 계정 

생성일로부터의 날짜 수를 포함시켰으며, 내용 요소로 사진 업로드 관련 

트윗에서 도출할 수 있는 출사 횟수, 사진 업로드일 수, 사진 업로드 

소요일을 포함시켰다. 

출사 횟수는 찍덕이 사진 업로드 트윗의 본문에 ‘YYMMDD’ 

형식으로 제공한 촬영일을 추출하여 계수하였으며, 본문에 촬영일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 업로드 소요일은 

사진 업로드 트윗이 작성된 날짜에서 촬영일을 뺀 수치를 의미한다. 

사진 업로드 일수는 수집 기간 중 사진 업로드 트윗이 작성된 일자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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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팬덤 조사 

 

3.1. 트윗 수집 

 

트윗 수집은 2019년 1월 5일 진행된 ‘제 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음원 부문 시상식을 전후하여 2019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2019년 

1월 6일 오전 8시 59분 59초까지 ‘#BTS’, ‘#WannaOne’, 

‘#BLACKPINK’ 중 하나를 포함하고 업로드 된 트윗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Twarc을 사용하여 트위터의 Search 

API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집 내역은 표 8과 같다. 

표 8. 팬덤 트윗 수집 내역 

분류 #BTS #WannaOne #BLACKPINK 

수집 트윗 수 31960 5768 10734 

수집 계정 수 14507 2814 4470 

 

이와 같이 수집된 트윗은 해당 그룹이 참가하는 시상식을 전후하여 

업로드 되었고 해시태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부분 각 그룹 팬덤의 

계정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이나 일반 시청자 등 팬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에서 작성한 트윗도 일부 포함되었다. 

 

3.2. 클러스터 분석 

 

앞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계정별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팔로워 수, 팔로잉 계정 수, 수집된 

트윗의 평균 리트윗, 그리고 계정의 총 트윗 수를 계정 생성일로부터의 

일자 수로 나눈 값인 일 평균 트윗 수로,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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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상 팬덤에서 나타나는 역할과 영향력에 따른 구별 짓기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을 선정하였다. 팔로워 수와 리트윗 수는 다수의 

선행 연구로부터 확인된 트위터 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기에 

포함하였다. 팔로잉 계정 수와 일 평균 트윗 수는 유사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위계나 역할 측면에서 구별되어지는 계정들을 클러스터링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이헌율과 

지혜민(2015)의 연구에 언급된 콘텐츠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의 질과 양에 따른 위계질서와 구별 짓기의 확인에 일 평균 트윗 

수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의 콘텐츠 생산자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의 콘텐츠 소비자의 구분에는 팔로워 수 대비 

팔로잉 계정 수가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러스터링은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R’을 사용하여 k-평균(k-means) 알고리즘으로 

진행하였으며, 클러스터의 수는 엘보우 기법(elbow method)을 통해 

선정하였다. 데이터는 표준화를 거치고, 클러스터링은 50회 재수행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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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 

문제 1에 대한 결과인 찍덕 활동의 성분 및 구조, 연구 문제 2에 대한 

결과인 트위터 상 K-Pop 팬덤의 사진 이미지 생산 및 소비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절 찍덕 활동의 성분 및 구조 
 

 

1. 찍덕의 행동 요소 

 

그림 2. 찍덕의 행동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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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덕의 행동 요소는 콘텐츠 생산 및 공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한 

분류의 주 활동과, 콘텐츠 생산 및 공유와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콘텐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분류의 보조 활동으로 

나뉜다.  

 

1.1. 사진 촬영 및 배포 

 

이 분류는 찍덕의 주 활동에 해당하는 분류로, 찍덕이 사진을 

생산하고 이를 트위터 상에 공유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들이 

속해있다.  

 

“(사진) 찍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바로 프리뷰 올리고 

그러지.”(P01) 

“애들이 예쁘게 나와야 하니까 (보정을 열심히 하지). 나도 그래서 

포토샵만으론 아쉬워서 라이트룸도 사고…”(P03) 

 

출사는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연예인의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뷰 사진 업로드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상에 표출된 

사진의 미리 보기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먼저 업로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보정본 사진 업로드는 촬영한 사진의 선별 및 보정 과정을 

거쳐 고화질로 업로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슈가 될 만한 순간의 

포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 기자나 파파라찌와는 달리, 찍덕은 촬영 

대상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촬영 대상이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만큼이나 사진 선택 및 

보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진 

업로드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어지기에, 실시간성 유지 및 추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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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보정본 사진에 대한 기대감 유발을 위해 프리뷰 사진을 먼저 

업로드하게 되는 것이다. 

 

1.2. 경쟁력 관리 

 

이 분류는 찍덕의 보조 활동에 해당하는 분류로, 찍덕이 팬덤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판에서는 정보력이 곧 힘이에요.”(P02) 

“찍덕들은 스케줄 정보 얻으려고 매니저랑 친목질 하는 경우도 

많지. 따로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P01) 

 

정보 수집 및 출사 준비는 보다 희소하고 높은 가치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예인의 스케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사의 

입장권 등을 구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연예 기획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속 연예인의 스케줄 정보는 한정적이고, 그렇기에 찍덕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찍덕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경로 중 하나는 매니저를 비롯한 연예 

기획사의 스탭이다. 찍덕은 정보 수집을 위해 스탭과 비공식적인 친분 

관계를 쌓고, 이렇게 쌓은 친분을 활용해 연예인의 스케줄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대행사’로 불리는, 연예 기획사와 협업 관계에 있는 

각종 단체 혹은 개인 역시 주요한 정보 수집 경로이다. 찍덕은 이들을 

통해 연예인의 출입국 정보나, 출연하는 행사의 VIP티켓 혹은 출입 

권한을 얻곤 한다. 이러한 대행사 가운데에는 해외 소재인 경우도 

존재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부 찍덕은 웨이보 등 해외 S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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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콘텐츠 소비자 관리는 콘텐츠 소비자와 상호작용하며 팔로워 수 및 

리트윗 수라는 권력 기반을 유지 및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의견 및 요청을 받고 답변 및 반영을 하거나, 

팔로워 수 혹은 리트윗 수 증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연예인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친목성 대화를 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1.3. 팬 이벤트 

 

이 분류는 찍덕의 보조 활동에 해당하는 분류로, 찍덕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향유하는 연예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이벤트는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팬 이벤트 활동이다. 주로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축하하거나, 음악방송이나 시상식 등에서 투표가 

필요하거나 음원 차트에서의 순위 향상을 위해 음원 스트리밍 횟수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독려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투표 참여 혹은 음원 스트리밍 등을 독려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팬 이벤트 활동이다. 

주로 연예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축하하기 위해 콘텐츠 

소비자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해당 금액으로 선물이나 음식 등을 

전달하거나, 지하철역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콘서트 등의 행사에 기부 

화환을 설치하는 활동 등 흔히 ‘서포트’로 불리는 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생일 및 기념일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넣어 

제작한 컵 홀더를 카페에 지원하는 컵 홀더 이벤트, 콘서트장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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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⑫를 무료로 배포하는 나눔 이벤트 등 콘텐츠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상 활동을 이끌어내는 이벤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1.4. 수익 활동 

 

이 분류는 찍덕의 보조 활동에 해당하는 분류로, 찍덕이 자신의 

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익 추구 행동 

요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익의 추구나 직업으로의 

전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에, 찍덕의 수익 활동은 찍덕의 주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 충당을 위한 보조 활동에 해당한다. 

 

“굿즈 팔이나 데이터 팔이(를 하)죠. (중략) 서포트도 해야하고, 

해외행사도 가야 하니까…”(P02) 

 

굿즈 제작 및 판매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굿즈를 

제작하고, 이를 콘텐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슬로건이나 포토북, 시즌그리팅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작되는 

굿즈이다. 이러한 굿즈는 트위터를 통해 사전 주문을 받고, 해당 

수량만큼만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굿즈 파는 건 홈계⑬로 하는데, 데이터는 홈계로 팔면 절대 안되죠. 

욕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 대리찍사 계정이 따로 

                                            
⑫ 연예인의 사진, 혹은 로고 등의 상징이 삽입된 기념품 혹은 생활용품 
⑬ ‘홈 계정’의 준말.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는데 사용하는 계정이자, 찍덕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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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중략) 행사 다 끝나고 (데이터) 팔기도 하는데 (미리 대리 촬영 

계약을 맺고, 행사 중간에) 프리뷰 보내주는게 더 비싸게 치죠.” (P02)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는 여러 명의 연예인이 출연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다른 연예인의 찍덕을 대상으로 대리 촬영 사전 계약을 

맺거나 사후 촬영 데이터 판매를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별도의 계정에서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팔로워들로부터 타 연예인을 촬영하는 사실 혹은 연예인의 사진을 

판매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사실에 대해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찍덕의 트윗 유형 

 

찍덕의 트윗 유형은 찍덕의 주 활동과 관련된 업로드 유형,  부 

활동과 관련 업로드 유형 및 찍덕의 활동 유형과 무관한 업로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1차 수집 트윗의 유형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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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찍덕의 트윗 유형 

트윗 유형 수집된 트윗 수 비율 

사진 촬영 및 배포 3160  . 72.8%  . 

프리뷰 사진 941 21.7% 

보정본 사진 2219 51.1% 

경쟁력 관리 260  . 6.0%  . 

출사 준비 7 0.2% 

인터랙션 253 5.8% 

팬 이벤트 295  . 11.2%  . 

온라인 이벤트 261 6.0% 

오프라인 이벤트 227 5.2% 

수익 활동 168  . 3.9%  . 

굿즈 판매 168 3.9% 

활동 유형과 무관한 트윗 267  . 6.2%  . 

개인적 감상 및 의견 95 2.2%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 172 4.0% 

 

 

2.1. 주 활동 관련 트윗 유형 

 

찍덕의 주 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 및 배포와 관련 있는 

트윗 유형으로는 프리뷰 사진과 보정본 사진이 있다. 프리뷰 사진은 

찍덕의 활동 유형 중 프리뷰 사진 업로드 과정에 생성되는 프리뷰 사진 

트윗을 의미하며, 트윗 본문에 ‘프리뷰’, ‘preview’, ‘pre’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첨부 사진의 화질이 다소 떨어지고 카메라 

디스플레이의 픽셀이나 인터페이스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정본 

사진은 찍덕의 활동 유형 중 사진 선택 및 보정을 거친 보정본 콘텐츠 

업로드 트윗을 의미한다. 프리뷰 사진에 비해 사진의 질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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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덕에 따라 트윗 본문에 ‘HD’, ‘HQ’, ‘고화질’ 등을 적거나 마음(구. 

관심글) 설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리뷰 사진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 프리뷰 사진 트윗 예시 

 

 

그림 5. 보정본 사진 트윗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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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 활동 관련 업로드 유형 

 

찍덕의 보조 활동 유형 중 경쟁력 관리 유형과 관련 있는 트윗 

유형은 출사 준비와 인터랙션이 있다. 출사 준비는 콘서트 혹은 행사의 

입장권을 구하는 등 출사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트윗을 의미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팔로워들에게 리트윗을 요청하는 의미로 ‘RT’, 

‘RT요청’ 등을 붙여 트윗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랙션은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 목적의 트윗을 의미한다. 업로드한 사진의 반응에 대한 응답, 

질문에 대한 답변, 아이돌 그룹의 음악, 공식 사진, 공식 영상 등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대화 등이 포함된다. 

 

 

그림 6. 출사 준비 트윗 예시 

 

그림 7. 인터랙션 트윗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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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덕의 보조 활동 중 팬 이벤트 유형과 관련 있는 트윗 유형은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다. 온라인 서포트는 찍덕의 활동 

중 온라인 이벤트 개최 및 당첨자 발표 등을 위해 업로드하는 트윗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찍덕의 동명의 활동 중에 생성되는 모금,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상황 공유 등의 트윗을 의미한다. 

 

그림 8. 온라인 이벤트 트윗 예시 

 

그림 9. 오프라인 이벤트 트윗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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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덕의 보조 활동 중 수익 활동과 관련 있는 트윗 유형은 굿즈 

판매가 있다. 굿즈 판매는 찍덕의 활동 유형 중 굿즈 제작 및 판매 

과정에 생성되는 굿즈 수요조사 및 판매 관련 트윗을 의미한다. 

 

 

그림 10. 굿즈 판매 트윗 예시 

 

2.3. 활동 유형과 무관한 트윗 유형 

 

찍덕의 활동 유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트윗 유형은 개인적 감상 

및 의견, 그리고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가 있다. 개인적 감상 및 의견은 

연예인 혹은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적인 감상 혹은 의견과 관련한 

트윗을 의미한다.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는 연예기획사 혹은 방송매체가 

생산한 공식 콘텐츠를 재 게시하는 트윗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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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찍덕 활동의 트위터 상 반영 

 

 

그림 11. 찍덕의 활동 유형별 트윗 유형 상 반영 

 

찍덕의 활동 유형은 기본적으로 찍덕의 트윗 유형에 반영되어 있어, 

찍덕의 활동을 트윗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찍덕의 주 활동에 해당하는 두 트윗 유형인 프리뷰 사진과 보정본 

사진의 트윗을 업로드 일자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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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자 별 프리뷰 사진 업로드 수 

 

 

그림 13. 일자 별 보정본 사진 업로드 수 

 

그림 12를 보면 프리뷰 사진 트윗의 경우 특정일에 집중되어 있어 

간헐적인 피크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프리뷰 사진의 촬영 후 빠른 

공유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대부분 출사일에 집중적으로 업로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그림 13을 보면 보정본 사진 

트윗의 경우 피크가 나타나는 날이 아닌 경우에도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정본 사진의 경우 선택 및 보정 과정으로 

인하여 행사일 이후에 천천히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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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프리뷰 사진 트윗과 보정본 사진 트윗이 어떤 패턴으로 업로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프리뷰 사진의 업로드 수가 상위 10위인 

일자를 선정하고, 해당 일자를 YYMMDD 형식으로 트윗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프리뷰 사진 트윗 및 보정본 사진 트윗을 대상으로 

출사일로부터 몇 일 째에 해당 트윗이 업로드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프리뷰 사진 트윗과 보정본 사진 트윗의 업로드 시점 

 

그림 14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프리뷰 사진 트윗은 출사 당일에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본 사진 역시 출사 당일에 업로드 

된 트윗이 가장 많았으나, 프리뷰 사진에 비해 천천히 업로드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리뷰 사진을 먼저 빠르게 

업로드하고, 추후 보정본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인터뷰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리뷰 사진이 대부분 출사 당일에 업로드 된다는 

사실로부터, 프리뷰 사진 업로드 패턴을 통해 찍덕의 출사 활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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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활동 유형은 찍덕의 트위터 계정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출사 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에서 촬영한 사진이 프리뷰 사진 및 

보정본 사진으로 업로드 되고 있고, 앞서 언급했듯 프리뷰 사진 트윗의 

패턴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사 활동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해당 

활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트윗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보 수집 및 출사 준비 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이 비공개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위터 상에 원활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는 콘서트나 행사의 티켓을 수소문하는 트윗 등 

출사 준비 활동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스케줄 정보 

수집 등 그 외의 활동의 경우 공개적인 트위터 계정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 모바일 메신저나 비공개 SNS 계정 등을 활용하여 

진행한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었다.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 활동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팬덤 내에서 

연예인의 사진 혹은 영상 촬영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 추구가 

금기시되고 있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별도의 트위터 계정에서 

진행한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었다. 그렇기에 앞서 수집된 찍덕의 

계정에서는 해당 활동을 반영하는 트윗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트위터 상에서 ‘#대리찍사’ 등의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찍덕들의 부계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트위터에서 나타나는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 활동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Twarc을 사용하여 트위터의 Search API를 통해 2017년 5월 

4일부터 2017년 5월 17일까지 업로드 된 ‘#대리찍사’를 포함한 

2406개의 트윗을 수집하였다. 해당 트윗의 49.3%는 대리 촬영 계약과 

관련된 트윗이었고, 45.6%는 사후 데이터 판매와 관련된 트윗이었다. 

해당 트윗들의 일자별 업로드 패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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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자 별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 트윗 수 

 

그림 15를 보면, 평균적으로 대리 촬영 트윗이 약간 많이 업로드 

되고 있으나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 판매 트윗의 업로드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였듯 사전에 대리 

촬영을 맺는 것이 수익이 높고 안정적이기에, 찍덕들은 여러 연예인이 

출연하는 대형 행사일보다 먼저 트위터 상에서 대리 촬영 계약을 맺는다. 

미처 계약을 맺지 못한 찍덕은 행사 직후에 데이터 판매에 나서는데, 

특정 시점에 데이터 판매 트윗의 업로드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트윗의 수집 기간 내에는 2017년 5월 

6일 2018 아시아 모델 어워즈, 2017년 5월 12일 제 24회 드림콘서트가 

개최되었는데, 5월 6일과 7일의 데이터 판매 트윗의 증가는 아시아 모델 

어워즈, 5월 13일과 14일의 데이터 판매 트윗의 증가는 드림콘서트에서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고자하는 찍덕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는 5월 9일에도 데이터 판매 트윗의 업로드 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 가능한데, 이는 한 계정에서 재고 사진의 판매를 

위해 다량의 트윗을 올렸기 때문으로 대형 행사와는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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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Pop 팬덤의 트위터 활용 양상 
 

 

1. 찍덕의 트위터 활용 전략 

 

찍덕의 트위터 활용 전략은 계정의 팔로워 수에 따른 전략과 사진 

콘텐츠의 리트윗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나뉜다. 팔로워 수에 따른 

업로드 전략은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과 낮은 찍덕 사이에 존재하는 

유형별 트윗 업로드 양상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리트윗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사진 콘텐츠에 드러나는 사진 촬영 및 업로드 행태를 통해 

도출하였다. 

 

1.1.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찍덕 계정의 팔로워 수와 각 맥락 요소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맥락 관련 요인과 팔로워 수와의 상관 계수 

요소 상관 계수 

기간 내 수집된 계정별 트윗 수 -0.041 

계정별 업로드된 총 트윗 수 0.601 

계정 생성일로부터 트윗 수집일까지의 일자 수 0.746 

 

표 10의 상관 계수 분석 결과를 보면 계정별 총 트윗 수와 팔로워 

수, 그리고 계정 생성일로부터의 일자 수와 팔로워 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기간내 수집된 트윗 수와 팔로워 수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은 낮은 찍덕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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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총 트윗 수 및 계정 생성일로부터의 일자 수가 많고, 기간 내 

수집된 트윗 수는 차이가 없다. 이는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은 팔로워 

수가 낮은 찍덕에 비해 지금까지의 활동량이 많고 활동 기간이 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의 활동량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용 요소인 트윗 유형별 트윗 구성 비율과 팔로워 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트윗 유형별 구성비와 팔로워 수 간의 상관 계수 

트윗 유형 상관 계수 

프리뷰 사진 0.291 

보정본 사진 -0.392 

출사 준비 0.023 

인터랙션 -0.042 

온라인 이벤트 -0.177 

오프라인 이벤트 -0.030 

굿즈 판매 0.268 

개인적 감상 및 의견 -0.067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 -0.163 

 

주 활동 관련 트윗 유형 중에서는 프리뷰 사진의 비율과 팔로워 수 

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고 보정본 사진의 비율과 팔로워 수 

간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확인된다. 보조 활동 관련 트윗 유형 중에서는 

굿즈 판매의 비율과 팔로워 수 간에 양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고, 

온라인 이벤트 및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의 비율과 팔로워 수 간에 약한 

음의 상관 관계가 확인되었다.  

사진 콘텐츠 관련 트윗 유형, 즉 프리뷰 사진 트윗과 보정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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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의 평균 리트윗 수와 맥락 요소와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맥락 관련 요소와 리트윗 수와의 상관 계수 

요소 상관 계수 

계정별 팔로워 수 0.671 

계정별 주 활동 관련 트윗 비율 -0.058 

 

표 12를 보면 주 활동 관련 트윗 유형의 평균 리트윗 수와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이 그렇지 않은 찍덕보다 주 활동 관련 트윗의 리트윗 수가 

높다. 이는 팔로워 수가 높을 수록 초기 리트윗을 수행할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리트윗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 활동 관련 트윗이 차지하는 

비율과 리트윗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 활동 관련 트윗의 평균 리트윗 수와 사진 내용 요소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사진 내용 요소와 평균 리트윗 수와의 상관 계수 

내용 요소 상관 계수 분석 대상 상관 계수 

계정 당 평균 출사 횟수 주 활동 관련 트윗의 

평균 리트윗 수 

0.417 

계정 당 평균 주 활동 관련  

트윗 업로드일 수 

주 활동 관련 트윗의 

평균 리트윗 수 

0.238 

계정 당 평균 프리뷰 사진 업로드 

소요일 수 

프리뷰 사진의  

평균 리트윗 수 

-0.126 

계정 당 평균 보정본 사진 업로드 

소요일 수 

보정본 사진의  

평균 리트윗 수 

-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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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을 보면 유형별 사진 업로드 소요일이 유형별 평균 리트윗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출사일 수와 업로드일 수가 주 활동 

유형의 평균 리트윗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리트윗 수가 높은 찍덕은 더 많이 출사를 나가서 더 많은 일자에 

업로드했으며, 사진을 더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팔로워 수에 따른 트위터 활용 전략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과 팔로워 수가 낮은 찍덕은 트위터 활용 

전략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팔로워 수와 각 트윗 유형별 구성 

비율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은 프리뷰 사진과 굿즈 판매 트윗을 많이 올리고, 

팔로워 수가 낮은 찍덕은 보정본 사진과 온라인 이벤트,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 트윗을 많이 올리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트윗 유형별 차이는 팔로워 수에 따른 콘텐츠 유통 

권력의 차이에 기반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은 

콘텐츠 유통에 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굿즈와 같은 2차 생산물을 

노출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수아, 2014; 이헌율, 

지혜민, 2015) 따라서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들은 높은 콘텐츠 유통 

권력에 기반하여 프리뷰 사진의 공유만으로도 팬덤 내 영향력을 유지 

혹은 증가시킬 수 있고, 보정본 사진은 일부만 공유하고 잔여 사진들은 

추후 굿즈 제작 및 판매를 통해 공유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들이 보정본 사진을 공유할 때 

보정본 사진을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공유한다는 언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이 콘텐츠 유통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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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보정본 사진의 공유는 선택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보정본 사진 유형의 비율과 굿즈 판매 유형의 비율 간의 

상관 계수는 -0.314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굿즈 판매 

트윗을 많이 올릴 수록 보정본 사진을 적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앞서 기술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반면 팔로워 수가 낮은 

찍덕들은 콘텐츠 유통 권력이 낮기에 프리뷰 사진 뿐만 아니라 보정본 

사진도 최대한 공유해야하며, 사진 이외에도 팬덤 내에서 자신을 노출할 

기회를 얻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나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 등의 트윗을 

업로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6. 요청에 따른 선택적 보정본 사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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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진 콘텐츠의 리트윗 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사진 콘텐츠, 즉 프리뷰 사진 유형 및 보정본 사진 유형의 리트윗 

수가 높은 찍덕은 보다 많은 출사를 나가고, 사진(특히 보정본 사진)을 

보다 짧은 시일 내에 업로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출사일 수가 사진 유형의 평균 리트윗 수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출사일 수가 많을 수록 업로드 된 사진이 다른 행사에서 

촬영된 새로운 사진일 가능성이 높기에 더 많은 리트윗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로드일 수가 사진 유형의 평균 리트윗 수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출사일 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사일 수가 많을 수록 사진을 업로드하는 일자 수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출사일 수와 업로드일 수는 0.754의 높은 양의 

상관 계수를 보였다. 그러나 업로드일 수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날 

촬영한 사진을 여러 일자에 나눠 올리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업로드일 수를 출사일 수로 나눈 값과 사진 유형의 평균 리트윗 수는  

-0.249의 음의 상관 계수를 보였다. 이는 출사일 수가 같다면 업로드일 

수가 낮을 수록, 즉 같은 날에 모두 올릴 수록 리트윗 수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로드 소요일이 해당 유형의 평균 리트윗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업로드 소요일이 짧음은 곧 동일한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빨리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동일 시점에서는 업로드 

소요일이 짧은 계정의 사진이 더 새로울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리트윗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2 

 

표 14. 동일 시점에서 업로드 소요일별 평균 리트윗 

업로드 일자 행사 일자 평균 리트윗 

2018년 11월 11일 2018년 10월 31일 526.33 

2018년 11월 6일 1971.96 

2018년 11월 10일 3939.20 

2018년 11월 22일 2018년 11월 6일 1768.43 

2018년 11월 21일 15773.11 

2018년 11월 26일 2018년 11월 6일 914.00 

2018년 11월 21일 2677.67 

2018년 11월 24일 4799.46 

 

표 14는 임의로 선정한 세 일자에 업로드 된 보정본 사진의 행사 

일자별 평균 리트윗을 정리한 것이다. 앞선 해석과 같이 동일 일자에 

업로드 된 보정본 사진은 행사 일자가 최근일수록, 즉 업로드 소요일이 

짧을 수록 많은 리트윗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K-Pop 팬덤 내 구별 짓기 양상 

 

각 그룹별로 수집된 트윗 작성 계정에 대해,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트위터 상 팬덤에서 나타나는 역할과 영향력에 따른 구별 

짓기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값들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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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BTS 트윗 작성 계정 별 클러스터링 결과 

구분 팔로워 팔로잉 일평균  

트윗 수 

평균  

리트윗 

계정 

수 

비율 

A 4207208.0 378.5 45.0 15087.0 2 0.01% 

B 58128.1 28609.7 27.5 151.8 27 0.19% 

C 392408.6 467.6 13.7 4892.2 51 0.35% 

D 2144.6 1131.22 109.6 10.8 795 5.48% 

E 2016.1 418.6 9.7 15.9 13632 93.97% 

 

표 16. #WannaOne 트윗 작성 계정 별 클러스터링 결과 

구분 팔로워 팔로잉 일평균  

트윗 수 

평균  

리트윗 

계정 

수 

비율 

A 884075.3 3757.3 16.7 2237.3 3 0.11% 

B 137134.3 84916.7 227.6 21.6 3 0.11% 

C 39803.3 54.7 5.6 1083.5 91 3.23% 

D 2726.9 753.6 101.5 16.9 169 6.01% 

E 1310.3 335.7 8.8 19.4 2548 90.55% 

 

표 17. #BLACKPINK 트윗 작성 계정 별 클러스터링 결과 

구분 팔로워 팔로잉 일평균  

트윗 수 

평균  

리트윗 

계정 

수 

비율 

A 860000.3 2327.3 114.8 624.0 8 0.18% 

B 109503.1 58794.6 60.4 11.6 7 0.16% 

C 24745.1 106.5 6.2 2251.0 53 1.19% 

D 2881.4 1532.4 89.8 28.4 345 7.72% 

E 1173.3 325.8 9.1 18.5 4057 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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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그룹의 경우 팔로워 수가 매우 많고, 팔로잉 수가 적으며, 일 평균 

트윗 수가 높고 평균 리트윗 수도 높은 계정이다. 팔로워 수와 리트윗 

수의 측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이들 계정은 0.1% 내외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BTS 트윗에서는 클러스터링 된 두 계정 모두 

미디어 매체의 공식 계정이었고, #WannaOne 트윗의 세 계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BLACKPINK 트윗의 경우 6개 계정이 미디어 매체 공식 

계정, 2개 계정은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블랙핑크와 블링크(블랙핑크 

팬덤)의 공식 계정이었다. 따라서 이 그룹은 영향력이 높은 미디어 공식 

계정의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다. 

B그룹의 경우 팔로워 수가 A그룹에는 비해서 적으나 전체 중에서는 

많은 편이고, 팔로워 대비 팔로잉 계정 수가 많으며, 일 평균 트윗 수는 

높은 편이며 평균 리트윗 수는 낮은 편인 계정이다. 이들 역시 

0.1%대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은 A그룹에 비해 낮다. 

#BTS 트윗에서는 8개의 미디어 매체 계정, 14개의 개인 계정, 1개의 

2차 팬 생산자 계정, 4개의 기타 계정이 클러스터링 되었다. 2차 팬 

생산자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공식 계정과 찍덕 등의 1차 팬 

생산자의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거나 2차 편집하여 제공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WannaOne 트윗에서는 3개의 미디어 매체 계정이, 

#BLACKPINK 트윗에서는 5개의 미디어 매체 계정, 1개의 2차 팬 

생산자 계정, 1개의 기타 계정이 클러스터링 되었다. 따라서 이 그룹은 

(‘맞팔로우’를 수행중인) 영향력이 낮은 미디어 계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C그룹의 경우 팔로워 수가 높고, 팔로워 수 대비 팔로잉 계정 수가 

낮으며, 일 평균 트윗 수가 낮고 평균 리트윗 수는 높은 계정이다. 

이들은 앞선 A, B그룹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은 

높은 편이다. #BTS 트윗에서는 41개의 팬 생산자 계정과 7개의 미디어 



 

 55 

공식 계정, 3개의 개인 계정이 클러스터링 되었다. 팬 생산자 계정은 

32개의 찍덕 계정, 4개의 팬아터 계정, 5개의 2차 팬 생산자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WannaOne 트윗에서는 81개의 팬 생산자 계정과 

5개 미디어 계정, 4개 개인 계정, 1개 기타 계정이 클러스터링 되었다, 

팬 생산자 계정은 72개의 찍덕 계정과 9개의 2차 팬 생산자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인 계정 중 3개의 경우 정황 상 찍덕으로 추정되나, 

조작적으로 정의한 찍덕 계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개인 계정에 

포함시켰다. #BLACKPINK 트윗에서는 37개의 팬 생산자 계정과 3개의 

미디어 계정, 13개의 개인 계정이 클러스터링 되었다. 팬 생산자 계정은 

30개의 찍덕 계정, 1개의 팬아터 계정, 6개의 2차 팬 생산자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인 계정 중 2개 계정의 경우 정황 상 찍덕으로 

추정되나, 찍덕 계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개인 계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그룹은 팬 생산자 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다. 

D그룹은 팔로워 수가 낮고, 팔로워 수 대비 팔로잉 계정 수는 높은 

편이며, 일 평균 트윗 수가 높으며 평균 리트윗 수는 낮은 계정이다. 

5~8%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계정의 수가 많아 이들 계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팔로워 수 대비 팔로잉 계정 수가 높고 

일 평균 트윗 수가 높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의 수행으로 다른 소비자와 구별 짓기를 수행하는 소비자로 간주할 

수 있다. 

E그룹은 팔로워 수가 낮고, 팔로워 수 대비 팔로잉 계정 수 역시 

낮으며, 일 평균 트윗 수가 낮고 평균 리트윗 수 역시 낮은 계정이다. 

이들은 90% 이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계정 역시 일일이 

확인은 불가능했으나, 팬덤의 가장 아래 지위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로 간주할 수 있다. 

세 아이돌 그룹의 클러스터링 결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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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의 경우 팬 생산자의 비율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높았다. 이는 

워너원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그룹이 편이기에 개인 단위의 

팬덤이 많이 형성되어있고, 멤버 수(11명) 역시 다른 두 그룹 

(방탄소년단 7명, 블랙핑크 4명)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찍덕의 영향력 

 

A그룹과 B그룹이 대부분 미디어 매체의 공식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실제 팬덤의 범주에는 C그룹부터 E그룹까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그룹의 대부분은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들이 팬덤 내에서 사실상의 가장 높은 

위치인 연예인 바로 아래를 차지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C그룹의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바로 찍덕인데, 이 역시 팬픽 작가 등 전통적인 생산자들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사진과 영상을 주 콘텐츠로 하는 찍덕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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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의의 
 

 

대중문화 분야의 연구에서 팬덤은 한 때 병리적 집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텍스트 밀렵꾼’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능동적 

미디어 수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미디어 수용자의 역할을 넘어 미디어 

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산업 내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들은 Stebbins(1982)의 적극적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Fiske(1992)의 텍스트 생산 활동을 수행한다. 팬덤 내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생산물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대상은 팬픽이지만 점차 음지화 및 폐쇄화되고 팬픽 작가의 위상이 

하락하는 반면, 최근에는 좋아하는 스타를 촬영한 사진 이미지 생산 및 

소비가 온라인 팬덤의 주된 활동으로 자리잡았으며 사진 이미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찍덕의 위상과 콘텐츠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찍덕은 K-Pop 팬덤에서 사진작가, 편집자, 웹마스터, 판매자, 후원자, 

투자자를 겸하는 포괄적인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 중에서도 찍덕에 집중하여 

그들의 활동과 트위터 활용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찍덕의 행동 요소를 한 가지의 주 활동 및 세 

가지의 보조 활동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주 활동인 사진 촬영 및 

배포 유형에는 출사, 프리뷰 사진 업로드, 보정본 사진 업로드 활동이 

속해 있다. 보조 활동인 경쟁력 관리 유형에는 정보 수집 및 출사 준비, 

팔로워 관리 활동이 속해 있고, 보조 활동인 팬 이벤트 유형에는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이벤트 활동이 속해 있으며, 보조 활동인 수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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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는 굿즈 제작 및 판매, 대리 촬영 및 데이터 판매 활동이 속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찍덕의 활동이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트윗 유형 및 유형별 업로드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찍덕의 트위터 업로드 전략의 측면에서, 팔로워 수가 높은 찍덕은 

프리뷰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고 보정본 사진을 적게 업로드하며 굿즈 

판매 트윗을 많이 업로드한다. 팔로워 수가 낮은 찍덕은 보정본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며, 온라인 이벤트 및 공식 콘텐츠 재업로드 트윗 역시 

많이 업로드 한다. 또한, 공유하는 사진의 리트윗 수가 높은 찍덕은 더 

많은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의 팬덤 연구에서는 하나의 동질성 있는 집단으로 팬덤 

외부와의 구별 짓기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팬덤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별 짓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팬덤 내부에서의 구별 

짓기는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팬덤 내부에서의 정체성 구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팬덤 활동의 중심이 트위터로 이동한 

최근에는 팬덤의 세분화 및 개인화가 가속되었고, 개인 단위로 팬덤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 역시 이 같은 

관점에서 트위터 상 K-Pop 팬덤 내에서 발생하는 구별 짓기 양상을 

확인하였다. 

트위터 상의 K-Pop 팬덤은 생산 능력과 소비 행태에 따른 팬덤 

내부의 구별 짓기가 존재한다. 찍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콘텐츠 생산자 

계층이 연예인, 기획사와 기성 미디어 매체의 바로 아래, 즉 팬덤 

내에서 가장 상위 권력을 차지하며, 팬덤 내 콘텐츠 소비자 중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구별 짓기를 수행한 집단이 그 아래 위치를 차지한다. 

가장 아래에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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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팬덤 문화, 팬덤의 생산성 및 온라인 

팬덤의 활동에 대한 연구의 계보를 이어 K-Pop 팬덤의 사진 이미지 

생산 및 소비 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중심인 찍덕의 활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K-Pop 

팬덤 내에서 팬픽 작가의 뒤를 이어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생산자가 

된 찍덕의 활동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융합적인 

측면에서는 대중문화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다뤄온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를 사용자 조사 뿐만 아니라 트위터 조사에 있어서 통계적, 

공학적 분석 방법 역시 적용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 연예 산업의 팬덤 내 존재하거나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 생산자 그룹, 혹은 타 분야 팬덤 내 콘텐츠 생산자 그룹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특정 시기 일부 팬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비록 다양성을 고려하고 검증을 위한 절차를 거쳤지만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 사례에 대한 축적 및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난 활동 및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했기에, 사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찍덕의 활동 및 

찍덕의 보조 트위터 계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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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hotographic 

Images in K-Pop Fandom Based 

on 'Photaku' Twitter Usage 

 

Sugyo Ha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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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dvancement of fandom and the dramatic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production equipment has led to the enhancement of 

fandom's production capacity. Fandom's products have become 

widely distributed both inside and outside of fandom due to the 

power and ubiquity of the internet. This phenomenon is exemplified 

by 'photaku⑭',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otographic images within K-Pop fandom. This study explores 

the photaku's activities and how they are reflected on Twitter. This 

                                            
⑭  A portmanteau of 'photo-taking' and 'otaku', referring to a particular 

group of fans who take photographic images of their favorite celebrities and 

distribute them online. This word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word '찍덕 (jjik-deok)' first presented in the paper A Multi-method 
Approach to Activities of ‘Photaku’:… of which I was the main author (Han, 

Yoon & Lee, 2018); cited in full in the reference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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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lso investigates the activities of K-Pop fandom on Twitter, 

and identifies the Twitter usage strategies and differentiation 

strategies of K-Pop fandom and the influence of photaku on the 

fandom. 

This study addresses two research questions: What are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photaku's activities, and what are the 

activities of K-Pop fandom on Twitter.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I conducted a user study consisting of an in-depth 

interview and offline observation. I also conducted a Twitter activity 

analysis of both photaku and fandom. 

The study classified photaku's activities into one main activity, 

photography and content distribution, and three secondary activities:  

competitiveness management, fan event and monetization. 

Photography and content distribution include photo-taking, uploading 

preview images and uploading edited images. Competitiveness 

management includes information gathering, preparation for photo-

taking, and follower management. Fan events include online events 

and offline events. Monetization includes making and selling goods, 

surrogate shooting and data sales. The classification of photaku 

activity is reflected on Twitter by tweet type. 

I confirmed photaku's Twitter upload strategies based on their 

influence. I found that photaku with many followers upload a higher 

percentage of preview photos, and photaku whose photos have a high 

number of retweets attend more photo-taking events, have more 

uploading dates, and upload edited photos faster. I confirmed that K-

Pop fandom on Twitter distinguishes itself within fandom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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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duction capacity and consumption behavior. The content 

producers, the majority of whom are photaku, occupy the top position 

in the fandom, right below the entertainers,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agencies and the established media. Among content 

consumers in the fandom, the group distinguished by active 

consumption activities are situated right below the content producers. 

At the bottom are general content consumers who represent over 

90% of the total.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research for 

analyzing content creators in the fandom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nd other fields.  

 

Keywords: K-Pop, fandom, photographic image, photaku, Twitter,  

        content creator, content consumer 

Student Number: 2016-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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