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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K-Pop 특성과 

K-Pop 아이돌의 패션 이미지

박 희 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2000년대 이후 한류(韓流 ; Korean-wave)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

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드라마와 영화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문화 인접국에 수출되었고, 하나의 유행현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드라마, 영화 중심의 한류는 내용·형식면

에서의 식상함으로 인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체기는 

‘K-Pop’이란 한국의 음악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극복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 K-Pop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한

류, 다시 말해 신(新)한류가 시작되었다. 

 K-Pop은 한류를 견인해 온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문화콘텐츠이다. 왜냐하

면 K-Pop이 가지고 있는 만국공통의 언어인 ‘음악’이라는 속성은 다른 어

떤 문화장르보다도 더 큰 파급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음악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청각, 시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문화 형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패션은 K-Pop에서 시각적인 면을 구성하는 필수 요

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패션에 반영된 K-Pop 특성 분석을 통해 K-Pop과 패션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한류를 이끄는 K-Pop 아이돌(idol)의 지배적인 패션이미

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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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언론 노출 빈도 분석, You-tube의 동영상 재생 횟수 및 선호 지역 

분석, 한류 동향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여성그

룹으로는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원더걸스(Wonder Girls), 카라

(KARA), 2NE1, 포미닛(4 Minute), 남성그룹으로 슈퍼주니어(Super 

Junior), 빅뱅(Big Bang), 샤이니(Shinee), 2PM, 비스트(Beast)가 추출되었

다.

 추출된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 관련 각종 문헌 자료 및 

K-Pop 아이돌에 대한 신문 기사, 보도 자료, 사진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른 

장르와 차별되는 K-Pop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K-Pop 특성에는 음정, 박

자, 리듬, 멜로디 등 음악의 구성요소와 관련 있는 내적 특성으로 혼종성

(hybridity), 역동성(dynamics), 통속성(popularity) 등이 있었다. 가수, 제작

환경, 소비환경 등 음악 외적 특성으로 집단성(collectivity), 일회성

(disposability), 체계성(systemicity), 신비성(mysticism) 등이 있었다. 

 패션에 있어 혼종성은 섹슈얼리티와 순수함의 혼종,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

종, 과거와 현대성의 혼종으로 나타났다. 역동성은 활동성을 중시하는 캐주

얼한 의상 및 액세서리 착용, 속도감을 주는 패턴 활용 등으로 표현되었다. 

통속성은 과도한 원색의 색조, 과장된 액세서리 등의 유희적 모습과 불필요

한 신체의 노출로 표현되었다. 집단성은 통일성 있어 보이는 유니폼과 같은 

복장으로 나타났다. 일회성은 고정되지 않고 매 시즌별 새로운 스타일을 제

안하는 것에서, 체계성은 정형화된 신체 사이즈 및 이상적인 외모 특성으로 

나타났다. 신비성은 K-Pop 내‧외적 특성들에 대한 결과적 특성으로서 주로 

옴므 파탈(Homme Fetale) 이미지와 팜므 파탈(Femme Fetale) 이미지, 롤

리타(Lolita)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상반된 이미지에서 오는 모호성과 동양적 

외모 특성을 통해 나타났다.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진 K-Pop 아이돌들에 대한 수식어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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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아이돌들의 지배적인 패션이미지를 혼종적 섹시(Hybrid Sexy), 통

속적 큐트(Popular Cute), 신비적 레트로(Mystic Retro), 체계적 모던

(Systematic Modern), 역동적 키치(Dynamic Kitsch)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K-Pop 특성들과 K-Pop 아이돌 패션이미지 사이의 상

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K-Pop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한국의 패션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이라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패션에 반영된 K-Pop 특성에 대해 아는 것은 현

재의 지배적인 문화 현상과 패션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K-Pop 아이돌들의 패션이미지는 당대의 패션 트렌드를 움직

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이들의 패션이미지를 통해 미래의 패션 트렌드

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주요어 : 한류, Korean wave, K-Pop, K-Pop 특성, K-Pop 아이돌, 패션 

이미지

 학 번 : 201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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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1세기 대중사회는 대중들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며, 매스미디어에 의해 형

성된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중문

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바로 매스미디어

(Mass Media)의 발달이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보편화와 접근성 증대,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화와 다양성의 증가는 대중문화의 확대 

재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이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도에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이 설립되어 국내의 다양한 문

화 활동들을 지원하였고, 해외에 분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전파에 

힘썼다. 2003년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 간 다양한 문

화산업 교류 및 협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산업교류

재단(KOFICE)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대중문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문화의 결과물들은 한류(韓
流)1)라 이름 붙여져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문화의 수신국(受信國)

이면서 소비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양한 문화 

수출을 단행하면서 문화의 발신국(發信國)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말에 시작된 한류는 약 1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부

1) 한류의 영어식 표기로는 Hanliu, Hallyu, Korean wave, Han wave, Korean fev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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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浮沈)을 경험했다. 그리고 잠시 주춤했던 한류는 2000년대 중반을 넘어

서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인접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한류가 K-Pop이란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미주와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新)한류 열풍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당대 문화의 산물로서 오늘날의 대중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

고 있는 패션은 대중문화의 여러 하위 장르 중 음악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날의 음악은 청각적인 요소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미

디어를 통해 청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공감각적 문화 형태로서 진화해가고 

있다. 예로부터 패션과 음악은 서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놓여왔다. 음

악이 새로운 변화를 거듭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청년문화가 창출되어 왔으

며, 이 문화들은 뚜렷한 패션 경향을 이루며 확산되었다.2) 

 음악에 있어 시각적인 요소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패션은 음악의 보조

자, 혹은 음악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협력자가 되었고, 자연스레 

음악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한 형식에 불과했던 패

션이 시각적 은유를 통하여 문화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다.3)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화현상은 바로 한류이다. 

2002년 월드컵, 2011년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주요 행사들이 있

어 왔지만, 모두 일시적인 흥밋거리로만 전락하고 말았다. 10여년 이상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가꾸어지며 존재해 온 문화현상은 한류가 유일

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류를 이끄는 K-Pop에 대해 패션의 시각에서 접근

해 보는 것은 지배적인 문화 현상과 한 시대의 패션성을 연관시켜 살펴 볼 

2) 김신우 (2005).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패션의 기호적 해석. 디자인학 연구, 
18(1). p. 234

3) 김영란 (2010).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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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K-Pop 아이

돌들을 추출한 후, 그들의 K-Pop 특성이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K-Pop과 패션의 긍정적 공생(共生)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의 급류 속에서 K-Pop을 필두로 앞으로의 한

류패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째, 대중문화와 한류, K-Pop, K-Pop 아이돌의 일반적 개념을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한류 및 K-Pop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둘 째, 국내·외에서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K-Pop 아이돌을 추출한  후, 

K-Pop이 가진 음악 내·외적 특성이 동시대의 K-Pop 아이돌의 패션에 어

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셋 째, K-Pop 아이돌의 패션 이미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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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00년대 중반 이후 K-Pop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패션에 반영된 K-Pop 특성과 K-Pop 아이돌의 패션 이미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문제를 수행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류와 K-Pop에 대한 개념 정리,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둘 째, K-Pop의 대표 문화 아이콘인 아이돌(Idol)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

례연구와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http:/

/www.kocca.kr),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http://www.kofice.or.kr)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한류 사진 및 한류 동향보고서를 참

고한다. 또한 유가 부수 발행 상위 기준 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

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연예/스포츠지 -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 경제지 - 매일 경제, 한국 경제 등 총 

10종의 언론사의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30일에 해당

하는 지면 기사 노출 빈도 조사와 You-tube(http://www.youtube.

com)의 선호지역 분포 통계를 분석하여 국내·외적으로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남녀 10팀을 추출한다. 

 셋 째, K-Pop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연구, 대중문화, 대중음악과 관

련된 이론서들을 참고로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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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각종 언론사의 기사 검색을 통해 K-Pop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수집한다.  

 넷 째, K-Pop 아이돌의 패션 이미지 분석을 위하여 앞서 선택한 언론사 

10종의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30일에 해당하는 지면 

기사와 인터넷 기사에서 K-Pop 아이돌을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분

석을 수행한다.

 

 이상을 종합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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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연구>

- 한류, k-Pop, K-Pop 아이돌에 대한 개념 정의

- 한류, k-Pop, K-Pop 아이돌 변화 양상

- K-Pop 특성 도출

K-Pop 특성과 K-Pop 아이돌의 패션 이미지

서 론

[표 1] 논문의 구성

⇓ ⇓

<사례연구> <실증연구>

- K-Pop 특성이 반영된 사례 

수집 및 분석

- K-Pop 대표 아이돌 선정

- K-Pop 아이돌의 패션 이미

지 분석

⇓ ⇓

종합적 논의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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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한류와 K-Pop에 대한 고찰

 제 2장에서는 한류의 기반이 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류, K-Pop, K-Pop 아이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제 1절에서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한류의 시

작과 변화 과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

류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 2절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K-pop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사회문

화적 배경에 따른 K-Pop 한류의 발전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3절에서는 K-Pop 아이돌의 개념 및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제 1절 한류의 개념 및 변화 양상

   1. 우리나라 대중문화 개념과 변화 양상

 대중문화에서 문화는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 등을 번역한 단

어로서 경작하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colore’에서 유래되었다. 사전적 의미

에서 문화(文化, Culture)란 한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의

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개인적 영역에서 사람들의 취향과 스타일, 

소비, 표상,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의 의미화 실천(signifying 

practices)이라고 볼 수 있다.4) 이에 따라 영국의 문화비평가 레이먼드 윌리

엄스(Raymond Williams)5)는 문화를 “문화는 일상이다(Culture is 

4) 김창남 (2010). 대중문화의 이해 (제 2 개정판). 경기 : 한울 아카데미. pp. 378-379. 
5) Williams, Raymond. (1958). Culture is ordinary. London : MacGibbon and K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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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라는 말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대중(大衆)문화는 문화 주체에 따른 문화 분류 용어로서 대중이 주체가 되

어 향유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대중(大衆)은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 이후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이 문화의 주체로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 

대중사회의 성립부터이다. 

 대중사회는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대량 생산의 보편화, 관료화된 조직체계

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형태로서, 이질적이고 불특정한 

다수의 집합체인 ‘대중’을 그 기반으로 한다. 대중에 관한 정의는 대중문화

를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대중문화

를 명명하는 용어에는 각각 ‘매스 컬처(Mass culture)’와 ‘파퓰러 컬처

(Popular culture)’가 있다. 

 '매스 컬처'의 매스(mass)는 독일어 마세(masse)에서 파생되었으며 유럽 사

회에서 귀족을 제외한 교육받지 못한 나머지 계층의 문화를 의미한다.6) 반

면, ‘파퓰러 컬처’는 대중의 인기와 동의를 얻어 생성된 문화를 의미한다. 

파퓰러 컬처는 다수의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성격을 지니며, 대중을 문화를 소비하고 수용하는 주체자로서 바라보는 개

념이다.7) 

 매스 컬처가 고급 문화에 반(反)하는 저급 문화의 의미를 가지고 문화에 

관한 이분법적 해석의 한 축을 담당했다면, 파퓰러 컬처는 고급과 저급이라

는 문화의 위계를 벗어나 문화적인 가치 자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립 혹

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위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될 문화를 바라보

6) Gans. Herbert J.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이은호 역. (1996).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서울 : 현대미학사. p. 24.

7) 김창남 (2010). op. ci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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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은 파퓰러 컬처로서의 문화이다. 한류의 바탕이 되는 한국의 대중문

화를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 향유하는 문화라는 관점으로 접근8)할 때, 파퓰

러 컬처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에 한정시켜 다

룰 예정이지만, 대중이 주체가 된 대중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문화

라는 인식에 있어서 대중문화를 파퓰러 컬처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에 언급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두 관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스 컬처 파퓰러 컬처

의미
우매한 대중들에 의해 향유되

는 문화

다수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생성된 민주적 문화

가치

판단
부정적 중립 혹은 긍정적

의미

주체
문화의 생산과정 문화의 소비와 수용

특성 수동적, 획일적, 저급(↔고급) 능동적, 민주적 

[표 2] 매스 컬처와 파퓰러 컬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사회의 시작 시기를 1960년대로 놓

고 있는데, 이 시기는 매스 미디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대중문화의 

속성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다. 왜냐하면 IT산업의 발전 이전 매스미디어의 

세 축을 이루던 주요 주간지와 상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1960년대

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스 컬처로서의 시각이 지배적이었

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나라 대중문화 형성이 정부의 주도에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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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부의 홍보수단으로서 전파매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9)을 통해 대중문화의 확산 양산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신문 

보급 부수, TV 보급 현황, 잡지 발행 종류 수 등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

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류

연도

신문보급

(인구1000명당)

텔레비전 

보급
라디오 보급

잡지 발행 

종류 수
1960년 - - 50만대 -
1961년 33부 - - -
1963년 - 3만8250대 - 240종
1965년 51부 - 100만대 -
1967년 66부 8만546대 - 389종
1968년 - - 200만대 -
1969년 89부 24만6060대 - -

[표 3] 1960년대 매체별 보급 실태

 1970년대에 TV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국민의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오락매체로 육성되고 있었다.10) 다시 말해 당시의 대중들은 문화의 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대중이 아닌, 관(官) 주도하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

하는 수동적인 대중에 불과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기명(無記名)적 대중문화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민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민중문화’가 유행하였다. 또한 1980년대는 ‘컬러TV 방송’이 대한민국에

서 최초로 방영되기 시작한 시기로, 전자산업을 넘어 생활 전반에 ‘컬러화’

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대중들의 생산과 소비 패턴 모두를 변화시

켰다.11)

9) 이 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대중문화’ 부분의 자료
(인구 1000명당 신문 보급 수, 텔레비전 보급 수, 잡지 발행 종류수)와 강준만의 저서 대
중문화의 겉과 속1. 서울 : 인물과 사상사. pp. 36-37.에 나와있는 자료(인구 1000명당  
신문 보급 수, 라디오 보급 수)를 인용하여 표로 재편집 한 것이다.

10) 강준만. (2003). 대중문화의 겉과 속1. 서울 : 인물과 사상사. p. 40.
11) [전자산업 50년, 새로운 50년](31) 컬러TV 시대 개막. (2008. 08. 25). 전자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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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 들어서며 다시 상업적 측면이 강조된 대중문화가 등장하게 되

었다. 이 시기에 신세대(New generation)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획일성을 

벗어나 튀는 문화를 추구하는 집단이었다.12)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

화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이 대중문화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파퓰러 컬처로서의 

인식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신세대들은 기존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세대들과는 달리 문화수용 측면에서 상호작용 폭이 크며, 동질성을 추구함

과 동시에, 탈 대량화(demassification)를 추구하며, 정보와 메시지에 관한 

비동시성(asynchronism)이 증대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13) 이는 2000년대 

이후의 문화양상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될 한류의 시작이 되는 시기인 2000년대는 

세계화가 사회의 중심 화두로 등장한 시기로,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의 확산이 이러한 세계화를 뒷받침하였다. 국내에

서는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국외적으로는 

한류라는 지역적인 문화생산물의 초국가적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지

구적 문화의 흐름, 문화에 대한 자본의 규정, 여러 정체성 집단들의 상호적 

교류, 문화의 혼성성과 같은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 시기이다.14) 

 위에서 논의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발전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색일 2012. 04. 13.
12) 박규현, 박성미 (2000). 1990년대 한국 신세대문화의 속성과 제품디자인 경향 비교연구. 

디자인학 연구, 13(3). p. 204.
13) 최경구 (1996).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 일신사. p. 261.
14) 이영혜 (2010). 2000년대 대중문화와 사극의상 : TV드라마·영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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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문화양상 문화양상

1960년대
-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뚜렷

- 교통, 통신, 교육, 대중매체 발달 시작
매스컬쳐

1970년대

- 정부 주도하에 TV가 국민의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오락매체로 육성

- 대중문화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강화

- 문화상품에 상업주의의 성격 등장

매스컬쳐

1980년대

- 민중문화가 유행

- 포크송과 전투적 운동가요 창작

- ‘컬러TV 방송’이 대한민국 최초 방영

- 전자산업 활성화

매스컬쳐

1990년대

- 다시 상업적 측면이 강조된 대중문화 등장

- 문화시장의 급속한 팽창

- 반항세대인 신세대(New generation) 등장

- 음반시장의 비약적인 성장

파퓰러

컬쳐

2000년대 

이후

- 세계화가 사회의 중심 화두로 등장

-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인터넷을 통

   한 정보 공유의 확산

-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에 관한 관심 

   증가

- 문화생산물의 초국가적 유통

- ‘한류’를 통한 문화상품 선진국으로 도약

파퓰러

컬쳐

[표 4]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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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류의 시작과 변화양상

 ‘한류(韓流)’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불어 온 매서운 바람이라는 

뜻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문화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새롭게 생성된 단어

인 한류는 역사적 맥락에서 용어의 성립 근거, 즉 그 어원(語原)이 불분명

하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류를 

정책적으로 연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조차 정확

한 한류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표면상으로 한류(韓流)의 한(韓)은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의 한(韓)과 ‘흐

르다’라는 의미의 한자어 류(流)의 합성어로, 한국을 발원지로 하는 문화현

상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한류의 영어표현에는 ‘한류’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

한 형태인 Hanliu, Hallyu가 있으며, 한국발(發) 문화현상이라는 한류의 의

미를 담아 표기한 형태로 코리안 웨이브(Korean wave), 한(韓) 웨이브(Han 

wave)가 있고,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열중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코리안 피버(Korean fever)라는 용어도 존재한다. 여러 용어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한류’라는 용어 자체이며, 영어 표현으로는 

Hallyu와 Korean wave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류라는 용어의 발생에 관하여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은 한류의 어원이 2000년 2월 중국 매체에서 처음 사용된 것에서 

기인한다는 설(說)이다. 두산백과사전의 인터넷 버전인 두피디아15)에서는 

한류라는 용어가 한국의 대중문화가 알려지면서 대만, 중국, 한국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된 것으로,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

하자 2000년 2월 중국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한류'라는 

15)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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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현상을 연구하며 대중문화에 사용된 용어들을 분석한 

<대중문화사전>16)에서도 ‘한류’는 중국인들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을 

표현하기 위해 2000년 2월 중국 언론이 사용한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류 DNA의 비밀>17)에서는 한류의 뿌리와 개념이 1999년 중국 베이징의 

<청년보>에서 한류(寒流)의 동음이의어로서 한류(韓流)를 차용, 한국문화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것에 관한 경계의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 외에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중국 베이징의 한 

기자에 의해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했다18)는 주장과 1990년대 초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한류(Hallyu)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사용하였

다19)는 등의 다양한 설(說)이 존재한다.

 한류의 어원에 대해 연구한 장규수는 그의 논문20)에서 한류라는 용어는 

1999년 가을, 당시 한국문화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배포한 음반의 이름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2000년 2월 중국 

매체의 한류 용어 사용을 한류의 어원이라 보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 주장한

다. 또한 ‘한류’라는 용어에서의 ‘류’가 '~식', '~스타일', '~파' 등의 뜻21)으

로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류(流)'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홍콩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인 항류(港流)나 일본문화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일류(日流)라

는 용어의 발생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일본식 용어라고 주장한다.22)

16) 김기란, 최기호 (2009). 대중문화 사전. 서울 : 현실문화.
17) 유상철 외 4명. 한류 DNA의 비밀 : 소프트 파워, 소프트 코리아의 현장을 찾아서. 서

울 : 생각의 나무. p. 17.
18) Do Kyun Kim, Min-Sun Kim. (2011). Hallyu : Influenc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and Beyond.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 22.
19) Ibid., p. 30.
20) 장규수 (2011).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p. 167.
21) [O2플러스/장규수 박사의 ‘스타시스템’] <17> 한류의 시작은?. (2011. 10. 20). 동아일

보. 자료 검색일 2012. 04.14.
22) 장규수 (2011). op. cit., pp.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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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라는 용어의 기원이 한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중국 지역의 

한류와 한풍(漢風)에 대해 연구한 책23)에서도 등장한다. 연구자는 앞서 언

급한 장규수(2011)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한류라는 용어가 1999년 한국 문

화관광부가 해외 한국공관에 배포할 목적으로 한국 가요의 홍보용 음반을 

CD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장규수와 다른 점

은 일본풍 용어가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사용된 용어라고 주

장하는 점이다.24)

 용어로서의 한류는 1990년대 후반기에 시작되었을지라도, 개념으로서의 한

류는 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조용필25), 계은숙26) 등의 가수들

을 중심으로 국내 가수가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는 1990년대 이전부터 있어 

온 현상이다. 중국에서 한류(韓流)는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시작27)되었

고, 이후 1990년대 초반 사극 <임진왜란>이 일본 NHK 위성 채널을 통해 

방영되면서 우리 드라마의 일본 진출이 시작되었다.28) 또한 1993년도에 한

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되었다.29)

 한류를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자30)들이 공통적으로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

으로 보는 시기는 1997년 ‘사랑의 뭐길래’란 드라마가 중국 CCTV에서 처

음 방송되었을 때이다. 이 드라마는 4.2%의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며 중국 내 한국 TV 드라마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31) 이후 계속하여 한국 

23) 임향란 외 13명 (2009). 韓流 · 漢風 연구 - 중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 북코
리아.

24) Ibid., p. 202.
25) 1984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일본 소니 CBS의 골든디스크상을 수상
26)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데뷔
27) [한마당] 미인. (2002. 10. 03). 국민일보. 자료검색일 2012. 05.02.
28) 박재복 (2005). 한류, 글로벌 시대의 문화경쟁력.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p. 26.
29) <한중수교20년 기회의땅> 한중수교 20년을 읽는 10대 키워드. (2012. 01. 02). 아주경

제.  자료검색일 2012. 05.02.
30) 박재복(2005), 방정배 외 2명(2007), 유상철 외 4명(2005), 임향란 외 13명(2009) 등의  

책에서 한류의 시작시기를 1997년으로 보고 있다. 
31) 방정배, 한은경, 박현순 (2007). 한류와 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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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에 한국 문화콘텐츠32) 수

출이 증가하였고, 1999년도엔 한국의 댄스 그룹 클론과 아이돌 그룹 

H.O.T가 성황리에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열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류는 그 용어의 확산에 있어 급물살을 타게 된

다. 2000년대에 주요한 사회현상인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부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왜냐하면 대중사회에서 문화는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

는데, 200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문화 유통망을 통해 드라마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들

이 수출되었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장르들이 문화상품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전 세계의 문화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

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의 일상과 문화적 감각 등은 빠르게 세계화되었고, 

특히 문화상품 선진국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취향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

어 갔다.33) 200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한류’를 통해 문화상품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문화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개최와 전 국민적인 열광적 성원은 미디어

를 통해 해외로 전해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월드컵을 계기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멕시코,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지구 반대편의 많은 중남미 국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

다.34) 

32) “‘문화콘텐츠’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쓰는 용어이다. 이를 미국에서는 entertainment ind
ustry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고 부른다. 문화콘텐츠란, 말 그대로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했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culture와 technology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CT라는 약자를 쓴다.”(김응교 (2010). 한일 쿨투라 : 인문학 토론을 위한 와세
다대학 강의록. 경북 : 열린길. p. 66에서 참고)

33) 김창남, op. cit., pp.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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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일본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겨울연가>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

던 배용준을 ‘욘사마’라는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만들어 내면서 일본 내 

선풍적인 한류 열풍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

기를 끌면서 촉발됐던 한류는 2000년대 중반 정체기를 맞게 된다. 그 이유

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천편일률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한류 드라마 피로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5) 

 몇 년 동안에 걸친 드라마 한류의 지지부진한 정체기를 겪은 이후, 대중음

악의 일본 진출이 본격화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한류는 역동적이고 리드

미컬한 K-pop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한류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르러 K-Pop을 통한 한류는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K-Pop은 드라마와 달리 문화 장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음악’이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K-Pop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는 단순히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등의 대중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음식과 패션, 한국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이에 따라 K-Pop에 의해 주도된 한류는 ‘신한류

(新韓流 ; New Korean Wave)’라고 이름 붙여져 제 2의 한류 전성기를 맞

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한류의 확산은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시금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표 5]는 앞에서 살펴본 한류의 발전 양상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표로, 한

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발간한 책자36)에 수록된 내용을 재편집한 것이다.

34) 아르헨티나가 한류 사각지대라는데…. (2010. 11. 15). 공감코리아. 자료검색일 2012. 0
5. 02.

35) [이머징 이슈] 신한류 2.0 : 세계가 GEE…지금은 `新한류시대`. (2011. 07. 13). 전자신
문. 자료검색일 2012. 05. 03.

36) 고정민 (2009).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서울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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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류 1기 한류 2기 한류 3기
키워드 한류 생성 한류 심화 한류 다양화

기간
1999~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이후

주요분야 드라마, 음악
드라마, 음악, 영
화, 게임

음악, 드라마, 게
임, 영화, 만화, 
캐릭터, 한식, 한
글

주요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대표 콘텐츠
사랑이 뭐길래
HOT

겨울연가
대장금

K-Pop, 아이돌, 
온라인게임

[표 5] 한류의 발전 단계 (*고정민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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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K-pop의 개념과 K-Pop 한류의 성장

 K-Pop은 한국의 대중가요를 뜻하는 코리안 파퓰러 뮤직(Korean Popular 

Music)의 약자로 주로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

어이다. K-Pop이란 용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외의 나라에 거주하

는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가요를 즐기기 시작한 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K-Pop은 의미상 넓게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좁게

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음악 중 댄스 · 힙합 · R&B · 발라드 · 록 · 

일렉트로닉 음악 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37) 

 문화 현상인 한류에서 사용되는 K-Pop이란 용어는 좀 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 바로 한류가 아이돌38) 가수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이돌 음악을 특정하는 용어로서 K-Pop이 사용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사용할 K-Pop을 ‘아이돌에 의해 불려지는 한국의 

대중가요’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모든 K-Pop

이란 용어는 아이돌에 의해 불려지는 아이돌 음악이란 단서를 가진다. 

 K-Pop이란 명칭은 일본의 대중가요를 의미하는 제이팝(J-Pop), 광둥어와 

서양 팝음악이 결합된 형태로 홍콩의 대중음악을 뜻하는 캔토팝

(Canto-Pop)과 그 어원적 맥락을 같이 한다. K-Pop은 대중음악 전반을 가

리키는 용어인 팝(Pop)에 ‘대한민국(Korea)’을 지칭하는 영어 알파벳 Korea

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당위적으로 제이팝과 캔

토팝과는 다른, 대한민국(Korea)이라는 국적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특성들을 

37)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38) 아이돌(idol)은 사전적 의미로 ‘우상’을 뜻하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을 의미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3절 K-Pop 아이돌의 개념 및 변화 양상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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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

는데, 1990년대 중반 한때 세계 7-8위권 규모로까지 성장하기도 했다.39)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K-Pop은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

작하였다.

 K-Pop 한류는 1997년 중국에서 한국 대중가요를 소개하는 ‘서울음악실’이

란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K-Pop 한류는 지

금처럼 전문적이고 체계화되기 이전의 아이돌 제작 시스템에 의해 기획되어 

1세대 아이돌로 분류되는 H.O.T., NRG, S.E.S 등을 통해 주도되었다. 이외

에 아이돌로 분류되진 않지만, 화려한 댄스와 신나는 음악으로 중국에서 높

은 인기를 구가한 가수로 클론이 있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며 K-Pop은 중국을 거점으로 하여 대만, 홍콩, 동남아

시아 일부 지역과 일본으로 확대되게 된다. 특히, 2001년은 아이돌 가수로 

분류될만한 가수로는 최초로 보아가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표하며 정식으로 

데뷔한 해이기도 하다. 이 것은 보아의 일본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과 함께 K-Pop 한류의 가장 주요한 소비처이자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

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드라마 중심의 한류가 2000년대 중반 갑작스런 정체기를 맞게 된 반면, 

K-Pop 중심의 한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조용하지만 굴곡 없이 한류의 명

맥을 이어 나갔다. 이 사이에 K-Pop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도 했는데, 예를 들어 2002년 보아는 일본 진출 단 1년만에 오리콘 앨범 

차트 1위를 거머쥐었고, 2006년 비(Rain)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단독 

39) 김창남, op. cit.,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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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동방신기, SS501, 파란 

등의 아이돌 그룹의 본격적인 일본 진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K-Pop은 다시 한 번 전환기를 맞게 된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전 세계를 잇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생기기 시

작하면서 K-Pop은 아시아 권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제 2의 한류 

전성기이자 신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2010년 이후 K-Pop이 문

화 선진국인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까지 인기를 끄는 현상은 이전엔 상상하

기조차 어려웠던 일이었다. 

 [그림 1]은 K-Pop에 열광하는 서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며, 지

금까지의 K-Pop 한류 발전 단계를 정리하면 [표 6]40)과 같다.

[그림 1] K-Pop에 열광하는 모습

40) 이 표는 임학순 (2012). 필리핀 청소년들의 K-Pop 소비요인 및 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비교한국학회, 20(1). p. 87.에 실린 표를 연구자가 재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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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2000년 2001-2008년 2009년 이후
발전

단계

K-Pop 한류의

 형성

일본 및 아시아 K-Pop한

류 확산

K-Pop 한류 권역의 다양화 

및 디지털 한류의 발전

지역 중국, 대만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시아 일부 국가 (태국, 베

트남 등)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전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

남 등), 미국, 남미, 유럽 등

가수
클론, H.O.T., 안재

욱, 베이비복스, NR

G, 신화, S.E.S 등

보아, 동방신기, 세븐, 비, 

장나라, SG 워너비, Fly to 

the sky, 파란 등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

스, 빅뱅, 2PM, 2NE1, 카라, 

비스트 등

특성

- 1997년 중국시장

에 한국음악 소개(한

국음악 라디오 방송 

개국, TV 음악채널에 

한국 음악 소개 등)

- 1998년, 클론 대만 

진출

- 1998년, H.O.T. 

중국시장에 한국 가

수 첫 음반 발매

- 2002년, 보아 일본 오리

콘 앨범차트 한국 가수 첫 

1위

- 태국,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한

국 가수 공연 개최 및 음

반 발매를 통한 K-Pop 인

지도 상승

- 동방신기(2005), 세븐(2

005), 비(2005), SS501(20

07) 등 일본 데뷔

- 2006년, 비 미국 공연

(뉴욕, 라스베가스)

- 2007년, 동방신기 일본 

오리콘 싱글차트 1위

- 2007년, 그룹 ‘파란’ 한

국가수 최초 태국어 음반 

발매 및 차트 1위

- 2009년 이후 페이스북/트

위터/유투브 등 SNS 기반 K

-Pop 전세계 급속 확산

- 2009년 초, 보아/세븐 미국 

데뷔

- 2009년 말, 원더걸스 미국 

발매 싱글 ‘Nobody' 미국 빌

보드 싱글 차트 한국가수 첫 

진입(76위)

- 2009-2010년, 빅뱅, 2PM, 

소녀시대, 카라, 2NE1, 포미

닛, 애프터스쿨 등 아이돌 그

룹 일본 진출 성공

- 2010년 이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등 동남아 주요국가 음악 

차트 및 판매량 부문 한국 가

수들이 상위권 점령 시작

- 2011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들 원드투어 콘서트 

개최(파리/영국/미국/동남아 

등)

- 2011년 8월, 미국 빌보드 

차트에 ‘K-Pop차트’ 신설

[표 6] K-Pop 한류의 변화양상(* 임학순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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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절 K-Pop 아이돌의 개념과 변화 양상

  아이돌(idol)은 그리스어의 에이돌론(eidolon:복수형 eidola), 라틴어의 이

돌룸(idolum:복수형 idola)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 금속·돌·나무 등으로 만들

어 인간이 숭배하는 상(像)41)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돌은 우상적인 

존재, 인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음악시장에서 아이돌이란 말은 주로 

청소년층에게 큰 인기를 얻는 가수를 말한다. 

 서양 대중문화에서 아이돌은 팝 아이돌(Pop idol)을 의미하며, 1960년대 

영국의 비틀즈(The Beatles)나 1970년대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 데이비

드 보위(David Bowie) 같은 펑크록(Punk Rock)이나 글램록(Gram Rock) 

스타부터 1980년대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처럼 파격적이고 혁신적

인 문화 유행을 몰고 온 스타에게 부여된 칭호이다.42)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아이돌은 서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음악 

시장에 아이돌 가수의 등장은 서양에 비해 다소 늦은 서태지와 아이들43)이 

가요계에 등장한 1990년대 초중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

이돌은 크고 작은 두각을 나타내며 꾸준히 가요 시장에 존재하여 왔다.44)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수동적으로 음악을 향유하던 10대가 적극적으로 

음반을 구입하는 층이 되었으며, 가수들의 ‘이미지화’된 모습에 열광하는 음

반 산업의 주 소득층으로 부상하였다45)는 점에 있어서 아이돌 등장에 의한 

41)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42) 이동연 (2011). 아이돌 : H.O.T.에서 소녀시대까지, 아이돌 문화 보고서. 서울 : 이매

진. p. 20.
43) 1992년에 데뷔한 서태지, 양현석, 이주노로 구성된 3인조 댄스 그룹
44) 김진아 (2010). 아이돌 중심 대중음악시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아이돌 가수 탄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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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층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K-Pop 아이돌은 크게 1세대 아이돌과 2세대 아이돌로 구분할 수 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한 최초의 아이돌로 인정받지

만, 본격적으로 다수의 아이돌이 음악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H.O.T.와 젝스키스, 핑클, S.E.S 등이 활동한 1990년대 중후반이고, 보통 

이 시기에 활동한 아이돌들을 1세대 아이돌이라 명명한다.  1990년대 중후

반을 본격적인 1세대 아이돌 분류의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대형 연예기획사에 의해 기획된 가수로서 주로 다인조(多人調) 그룹을 

결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며, 그룹을 결성하는 멤버들의 연령대 

역시 대다수가 10대 후반의 청소년 계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세대 아이돌을 구분하는 기점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동연

의 저서46)에서는 2세대 아이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 신화, 1999년 god, 2003년 동방신기, 2006년 빅

뱅 등이 각각 2세대 아이돌의 기점으로 고려된다고 하였다. 김진아 (2010)

의 논문47)에서는 1세대 아이돌들이 하나씩 해체되어 사라지면서 공백이 된 

아이돌 그룹의 자리를 메운, 2000년대 중반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하

여 데뷔한 동방신기를 2세대 아이돌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도 이러한 시각에 따라 2003년 동방신기의 등장을 2세대 아이돌의 기점

으로 하였다. 2세대 아이돌들은 K-Pop을 통한 한류의 부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신한류’를 이끌고 있는 주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45) 최희선 (2011). 아이돌 가수 ‘Kara’의 일본 프로모션을 위한 패션스타일링 디자인 제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46) 이동연 (2011). op. cit., pp. 135-138.
47) 김진아 (2010). op. cit.,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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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다음에 제시된 [표 7]48)은 2세대 K-Pop 아이돌의 데뷔년도와 기획사에 

대한 표이다.

  2세대 아이돌도 1세대 아이돌과 마찬가지로 대형 기획사에 의해 기획되

었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2세대 아이돌 가수들은 보다 철저하게 해외

시장 진출을 겨냥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1세대 아이돌이 소속된 기획사들은 빠른 시간에 캐스팅을 완료하고 데뷔시

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캐스팅 등 즉흥적인 캐스팅

들이 빈번하였고,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더라도 연습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

이 특징이었다. H.O.T.나 젝스키스, 핑클, S.E.S 등 대부분의 1세대 아이돌

들은 캐스팅 시기가 10대 후반임에도 짧은 연습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데뷔

시기 역시 10대 후반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2세대 아이돌 기획사들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 OSMU)’를 통한 ‘토털 매니지먼트’ 전략을 구사하면서 제작과 매니

지먼트는 물론 스타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모든 기능을 통합한 거대 조직으

로 발전하였다.49) 이를 통해 아이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

템들이 만들어졌고, 기획사들은 ‘연습생 문화’라는 새로운 연예기획 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서 보다 체계화된 선발과정과 훈련과정을 거친 아이돌들을 만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세대 아이돌들은 대다수가 10대 초·중반에 

기획사 오디션 등의 공식적 루트를 통해 캐스팅되어 다년간의 연습생 기간

48) 이 표는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대한민국의 대중 음악 아이돌 그룹 연대표>
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49) 이동연 (2011). op. cit.,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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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10대 중·후반에 데뷔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진다. 또한 철저한 기

획의도와 체계화된 연습 과정을 통해 노래 및 댄스, 예능 등 다방면에서 뛰

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완성형 아이돌’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한계를 타개하려는 목적50)으로 이처럼 특화된 아이돌 육성 시스템

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K-Pop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한류라는 이름으로 가시화되었다. 

 

 

50) 이동연 (20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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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년도

아이돌 명 기획사

2003 동방신기(東方神起) SM 엔터테인먼트

2004
트랙스(TRAX) SM 엔터테인먼트
버즈(BUZZ) 에이원 엔터테인먼트

2005

슈퍼주니어(Super Junior) SM 엔터테인먼트
아이써틴(i-13) 라임 엔터테인먼트
파란(PARAN) NH 미디어

더블에스오공일(SS501) DSP 미디어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天上智喜 The Grace)

SM 엔터테인먼트

2006

빅뱅(BIG BANG) YG 엔터테인먼트
씨야(SeeYa) 코어 콘텐츠 미디어

브라운 아이드 걸스
(Brown Eyed Girls)

내가 네트워크

2007

초신성(超新星) 마루 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SM 엔터테인먼트
F.T. 아일랜드(F.T. Island) FNC 엔터테인먼트

카라(KARA) DSP 미디어
원더걸스(Wonder Girls) JYP 엔터테인먼트

2008

유키스(U-KISS) NH 미디어
샤이니(SHINee) SM 엔터테인먼트
투에이엠(2AM) JYP 엔터테인먼트
투피엠(2PM) JYP 엔터테인먼트

다비치(Davichi) 코어 콘텐츠 미디어

2009

레인보우(RAINBOW) DSP 미디어
시크릿(Secret) TS 엔터테인먼트

엠블랙(MBLAQ) J. 튠 엔터테인먼트
비스트(BEAST) 큐브 엔터테인먼트
에프엑스(f(x)) SM 엔터테인먼트
티아라(T-ara) 코어 콘텐츠 미디어

포미닛(4minute) 큐브 엔터테인먼트
투애니원(2NE1) YG 엔터테인먼트

애프터스쿨(After School) 플레디스

[표 7] 2세대 K-Pop 아이돌의 데뷔년도와 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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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K-Pop 특성과 K-Pop 아이돌 패션이미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대중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문화이며 다른 문화와 달

리 대중이 직접 행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하위문화적 양상이 다

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51)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K-Pop을 패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제 3장에서는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을 선정한 후, 그들을 분석하여 

K-Pop이 가진 음악 내·외적 특성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K-Pop 특성들이 K-Pop 아이돌의 패션이미지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1절 K-Pop 대표 아이돌 선정

 K-Pop이라는 초국(超國)적 현상을 대표하는 K-Pop 아이돌이 되기 위해

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발휘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절에서는 국내 언론 노출 빈도 

조사와 You-tube를 통한 동영상 재생 횟수 및 통계 분석, K-Pop동향 보

고서에 보고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

합하여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돌 10팀을 선정하였다.

51) 엄소희 (1995). 청소년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복식에 대한 연구 -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26.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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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노출 빈도 조사

 국내에서의 K-Pop 아이돌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유료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

보 등의 일간지 5종,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 등의 연예지 3

종, 매일 경제, 한국 경제 등 경제지 2종을 포함한 총 10종의 언론사를 선

택하였다. 

 이 후 한류 전반이 아닌, K-Pop에 한정된 연구를 위하여 K-Pop을 통해 

한류가 절정기에 다다른 시기인 2010년을 기점으로 2012년 04월 30일까지

의 지면 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K-Pop’을 주요 키워드로 

국내 미디어에 가장 많이 노출된 K-Pop 아이돌의 빈도수를 측정하는 방식

을 취했고, 이를 통해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2]와 [그림 3]은 총 212건의 K-Pop 보도 기사에 언급된  K-Pop 

아이돌들의 노출 빈도를 남녀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국내 언론에

서 가장 많이 노출된 여성 그룹은 전체 212건 중 62건이라는 압도적인 횟

수로 소녀시대가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카라-2NE1-f(x)-보아-원더걸

스의 순으로 뒤따랐다. 남성 K-Pop 그룹의 경우 총 45건으로 슈퍼주니어

가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는 빅뱅-동방신기-샤이니-2PM-비스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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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언론에 노출된 여성 K-Pop 아이돌 빈도수 

  

[그림 3] 국내 언론에 노출된 남성 K-Pop 아이돌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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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노출 빈도 조사

 해외에서 가장 선호되는 K-Pop 아이돌 추출을 위해 한국문화산업교류재

단(KOFICE)에서 발행하는 K-Pop과 한류 동향 보고서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K-Pop의 소비가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하여 

범세계적인 동영상 검색 사이트 You-tube52)에서 K-Pop가수 동영상 조회

수 및 인기지역 경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한류 동향 보고서 자료 총 23종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해외에서 선호되는 K-Pop 아이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한류 동향 보고 자료가 지역별로 분리된 자료

였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 역시 지역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역 선호 K-Pop 아이돌

동남아시아(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2PM, 2NE1, 빅뱅, 비스트

일본 카라, 소녀시대, 2PM, 동방신기

중화권(중국/홍콩, 대만)
원더걸스,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포미닛, 빅뱅, 동방신기

유럽(프랑스, 영국, 독일) 슈퍼주니어, 샤이니, 비스트

미주(미국, 캐나다)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남미 (브라질) 엠블랙, 포미닛, JYJ

[표 8] 한류 동향 보고서에 언급된 해외에서 선호되는 K-Pop 아이돌

 You-tube를 통한 분석은 You-tube에 올려진 K-Pop 아이돌의 뮤직비디

오(M/V)에 대한 세계 각국 팬들의 접속 통계를 보여주는 ‘동영상 통계 표

시’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소녀시대

52) 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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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he Boys' 뮤직비디오 동영상 밑에 나타나는 동영상 통계 표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5]와 같이 총 조회수, 검색 유입 기록 및 인기 지역 

조사 통계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4] You-tube에서의 소녀시대 M/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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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You-tube 동영상 통계 표시 화면

 동영상 통계 표시 분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선호되는 K-Pop 아이

돌들이 누구인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동

영상 통계 표시 분석을 통해 인기도를 확인한 결과, 여성그룹에서는 소녀시

대와 2NE1, 원더걸스, 카라의 인기가 두드러졌으며, 남성그룹에서는 슈퍼주

니어와 샤이니, 빅뱅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류 동향보고서에서 도출한 해외 선호 아이돌과 You-tube 동영

상 통계 표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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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선호되는 여성 K-Pop 아이돌에는 소녀시대, 2NE1, 카라, 원더걸

스, 포미닛 등이 있었고, 남성 K-Pop 아이돌에 슈퍼주니어, 2PM, 빅뱅, 비

스트, 샤이니, 엠블랙, JYJ 등이 있었다. 

   3. K-Pop 대표 아이돌 추출

 국내외의 K-Pop 아이돌 선호경향을 종합한 결과로 여성 K-Pop 아이돌로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원더걸스(Wonder Girls), 카라(KARA), 2NE1, 

포미닛(4 Minute)을 선정하였고, 남성 K-Pop 아이돌로 슈퍼주니어(Super 

Junior), 빅뱅(Big Bang), 비스트(Beast), 2PM, 샤이니(Shinee)를 선정하였

다.53) 

 K-Pop 대표 아이돌을 추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53) 이외에 고려된 선정 기준으로는 K-Pop 해외진출 및 공연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2010년  
이전에 데뷔했어야 한다는 것과 3회 이상 해외에서 공연을 개최했는지 여부가 고려되었
다. 결과값에서 예외적으로 동방신기와 JYJ는 배제되었는데, 이는 동방신기가 동방신기와  
JYJ로 분리되어 활동하는 시점이 2010년 10월 경으로 조사 시작 기간인 2010년 상반기  
때의 동방신기 이미지와 2010년 하반기 때 분리된 두 그룹의 이미지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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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K-Pop 대표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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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패션에 반영된 K-Pop 특성

 제 2절에서는 다른 나라의 음악들과 차별화되는 K-Pop이 가진 특성들을 

크게 음악내적 특성과 음악외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 2절에서 K-Pop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첫 째, 제 2장 한류와 K-Pop에 대한 고찰 부분에서 수행한 K-Pop의 개

념 및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 대중음악 관련 각종 문헌 자료 및 

K-Pop 아이돌에 대한 신문 기사, 보도 자료, 사진 자료들을 참고하여 

K-Pop과 K-Pop 아이돌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출하여 나열하였다. 

 둘 째, 1차적으로 K-Pop 관련 단행본, 학술지, 신문 기사 등의 문헌 자료

에서 K-Pop 특성을 설명할 때 언급된 단어들을 추출해 냈다. 2차적으로 

연구자는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추출된 K-Pop 특징들을 범

주화하는데 적합한 단어들을 찾아냈다. 이후 1차, 2차 단계에서 도출된 단

어의 의미를 종합하여 K-Pop 특성을 혼종성, 역동성, 통속성, 집단성, 일회

성, 체계성, 신비성 등 총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소(小) 카테고리로 분류하

였다. 

 셋 째, 7개의 특성들을 음악의 구성요소와 관련 있는 음악 내적 요인,  음

악 이외의 가수, 제작환경, 소비환경 등과 관련 있는 음악 외적 요인에 따

라 2개의 큰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K-Pop은 혼종성, 역동성, 통속성, 집단성, 일회성, 체계성, 신비성 등의 특

성들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음악양식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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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K-Pop의 내·외적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

상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K-Pop 특성

들이 K-Pop 가수들의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

도록 한다. 

 

  1. K-Pop 내적 특성

 K-Pop의 내적 특성은 음정, 박자, 리듬, 멜로디 등의 음악의 구성요소와 

관련 있는 특성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특성으로 혼종성, 역동성, 통속성 

등이 있다. 

 K-Pop의 내적 특성은 K-Pop 이외의 동시대의 대중음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성들이다. 2000년대 후반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일렉트로닉 

계열의 팝 음악은 K-Pop의 내적 특성과 거의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한다. 

따라서 혼종성, 역동성, 통속성을 K-Pop만이 가진 독창적이고 고유한 특성

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적 특성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비되는 동시대의 대중음악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라는 

점은, K-Pop에 보편적 감성을 부여해주고, 문화 할인율을 낮춰 K-Pop에 

대한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가진다.

 K-Pop의 음악 내적 특성에 해당하는 각 특성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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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종성(Hybridity)

 ‘혼종성’이란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이 뒤섞여 새로운 형질의 문화를 만들

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잡종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혼종성은 탈식민주의 

이론과 문화 연구에서 ‘문화의 섞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54) 문화

라는 거대 가치의 뒤섞임을 설명하는 이 말은 문화의 하위 개념인 K-Pop

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K-Pop의 장르적 구분은 힙합, 락, R&B 등의 특정 장르로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한국의 K-Pop이 아이돌을 중심으로 개편되

고, 필수적으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서 특정 장르가 아닌 동

시대의 여러 유행 음악 스타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

다. 따라서 K-Pop은 장르의 구분이 모호하며, 동시대의 유행 음악 장르들

을 모두 아우르는 형태로 우리나라만의 독립적인 음악스타일을 구축하였다. 

 아직까지 K-Pop의 음악적 특성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Pop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K-Pop의 장르

적 특징은 힙합(Hip-Hop), 일렉트로닉 팝(Electronic Pop), 

R&B(Rhythm&Blues), 유로 테크노(Euro Techno) 등이 혼합된 ‘댄스 음악’

이라는 것이다.55) 그 중에서도 200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

를 형성한 일렉트로닉 팝 장르가 중심을 이루면서 나머지 음악 형식들이 합

쳐진 변종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렉트로닉 팝은 신시사이저 등의 전

자 악기를 중심으로 둔 팝 음악으로서 친숙해지기 쉬운 멜로디와 10대 취

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서울 : 도서출판 아시아.
55) 이동연 (2011). op.cit., pp.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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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곡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56) 

 또한 대다수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 음악에는 랩(Rap) 부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랩은 흑인음악인 '힙합'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멜로디 

라인의 일부로서만 랩이 사용된다. 힙합 장르가 가진 특성을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변형하여 흡수한 것이다. 이렇듯 K-Pop의 트렌디한 음악장르의 

적극적 수용은 외국의 수용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해외 팝 음악과 가장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음

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57) 

 K-Pop이 가진 혼종성은 서구와 비서구권의 문화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

서도 찾을 수 있다. K-Pop이 세계무대를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반의 

작곡 시스템을 넘어 해외 작곡가의 음악들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

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는 유럽 작곡가 그룹 ‘디자인 뮤

직’이, f(x)의 `chu`는 스웨덴,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은 덴마크 작곡팀에 

의한 작품들이며,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Run Devil Run)이란 곡은 미국

(busbee)과 영국(Alex James), 스웨덴(Kalle Engstrom) 등 다국적 작곡가들

의 합작품이다.58) 

 K-Pop에서 중요한 퍼포먼스적 요소인 안무 역시 서구 안무가들과의 협업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원더걸스와 티아라는 비욘

세(Beyonce)의 안무가인 존테(Jonte Moaning)에게서, 샤이니와 보아는 저

스틴 팀버레이크, 힐러리 더프 등의 안무를 맡은 미샤 가브리엘(Misha 

56) 네이버.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57) 김학선 (2012). K·POP 세계를 홀리다. 서울 : 을유문화사. p. 20.
58) [Music] 유럽 한복판에서 울린 한류 함성. (2011. 09. 15). MK뉴스. 자료검색일 2012.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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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에게서 안무를 전수 받았다. 

 [표 10]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발표되어 본격적으로 K-Pop 중심의 

한류 열풍을 견인한 K-Pop 음악의 작곡가와 안무가들에 대해 조사한 표이

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수의 K-Pop음악들은 서구의 작곡가와 안

무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K-Pop을 

노래하고, 춤을 추는 주체는 대다수의 비서구적59) 감성을 가진 인물들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벗어나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듯 음악과 

안무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은 서구적인 것에 기인할지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감성은 동양적 감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K-Pop에서의 동서양 문화의 혼

종성을 찾아볼 수 있다.60)

59) 물론 K-Pop 그룹들의 대다수는 다국적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
에 기반이 전무(全無)하기보다는 교포 출신이거나 혹은 중국, 일본 등 한국과 문화 유사
도가 큰 지역에서 온 경우가 많다.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기획사를 통한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 온 탓에 한국적인 문화를 습득한 경우가 많다. 

60) 음악 외적 특성에 해당되지만 K-Pop 가수들의 국적이 점차 다국적화(多國籍化) 되는  
경향도 혼종성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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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곡명 작곡가 안무가

2

0

1

0

년

소녀시대
oh! KENZIE

Rino Nakasone(일

본)

run devil run
Thomas Troelsen(덴마

크)

Lisette Bustamante

(미국)
원더걸스 2different tears 박진영 박남용

카라
Jumping 한재호 김승수 배윤정
루팡(Lupin) 한재호 김승수 -

2NE1
박수쳐 e.knock 이재욱
can't nobody Teddy 이재욱

4minute
Huh 신사동 호랭이 유정완
I My Me Mine 신사동 호랭이 -

슈퍼주니어 미인아 유영진 Nick bass(미국)
빅뱅 lollipop 2 Teddy -

샤이니

루시퍼(Lucifer)

Ryan Jhun, 유영진, Ad

am kapit(미국), Bebe r

exha(미국)

심재원 &

Rino Nakasone

Hello

Jess Cates(미국), Tim 

McEwan(덴마크), Lars 

Jensen(덴마크)

Rino Nakasone

2PM without u 박진영, Tommy Park 박남용

비스트
shock 신사동 호랭이 하우신
숨 신사동 호랭이 하우신

2

0

1

1

년

소녀시대

the boys Teddy riley(미국) Rino Nakasone

mr.taxi

Allison veltz(미국), Pao

lo prudencio, Charles 

M. royc, Scott pearson 

mann(유럽작곡가 그

룹), Sty(일본)

심재원 & Rino Nak

asone

원더걸스 Be my baby 박진영
Jonte Moaning(미

국)
카라 Step 한재호, 김승수 배윤정

2NE1
내가 제일 잘나가 Teddy 이재욱
ugly Teddy 2NE1

4minute Heart to heart 신사동 호랭이 -
슈퍼주니어 mr.simple 유영진 Nick bass
빅뱅 tonight G-dragon, Top 이재욱
2PM hands up 박진영 박남용
비스트 fiction 신사동 호랭이 -

[표 10] 2010년-2011년 K-Pop 작곡가 및 안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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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이 가진 이러한 혼종성은 K-Pop 가수들의 패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K-Pop에서의 혼종이 ‘장르의 혼종’과 서구와 비서구권이라는 ‘지역적 

혼종’이었다면, 패션에 나타난 혼종성은 ‘성(性)적 측면에서의 혼종’과 ‘시대

적 측면에서의 혼종’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성적 측면에서의 혼종성은 K-Pop 가수들의 복합적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다. K-Pop 여성 걸그룹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성적 혼종은 순수이미지

와 섹슈얼이미지의 혼종으로, K-Pop 남성 보이그룹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성적 혼종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종으로 나타난다. 

 여성 걸그룹 중에서 순수와 섹슈얼리티를 가장 적절히 혼합해 활용하는 사

례로 소녀시대가 있다. 2010년 발표한 소녀시대의 ‘Oh!’를 예로 살펴보면, 

순수한 매력을 표현하는 화이트 컬러의 의상을 착용하고, 누드 메이크업 및 

긴 생머리, 웨이브 머리로 소녀다운 순수함과 귀여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짧은 상의에 의해 노출된 허리, 쇼츠의 착용으로 인한 허벅지의 

노출, 높은 힐이 달린 니 하이(Knee-high) 부츠의 착용 등을 통해 섹시미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보이 그룹에서 보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종은 그룹 샤이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샤이니는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 초식남61)이라는 말

로 대표되는 그룹이다. 2012년에 발표된 샤이니의 ‘셜록’ 뮤직비디오를 보

면, 멤버 태민의 긴머리는 미소년적 외모에 더해져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를 

모호성을 보여주며, 멤버 전원의 다소 마른 듯한 늘씬한 몸매와 파스텔톤의 

스키니한 의상 착용은 남성성을 거세하고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61) 남성다움과는 대비되는 초식동물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여성스런 감각과 섬
세한 성격을 지닌 남자를 일컫는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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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측면에서의 혼종은 현대적인 것과 복고적인 것의 혼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패션에서 이는 레트로(Retro) 무드로서 표현된다. 레트로는 과거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통한 현대적 유행스타일

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요소를 현재의 시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감

성적 표현으로 이해된다.62) 

 이러한 레트로 룩과 관련 깊은 K-Pop 가수로는 걸그룹 원더걸스가 있다. 

원더걸스는 음악적 양식에 있어서 디스코 풍이 가미된 복고적인 음악을 추

구하며, 이와 동시에 패션에 있어서 레트로 룩을 선보였다. 원더걸스는 

‘Tell Me’를 통해 7-80년대의 디스코 풍의 의상을 선보였고, 미국 진출을 

겨냥한 노래 ‘Nobody’에서 복고풍 헤어스타일과 골드 컬러의 드레스를 착

용한 패션을 선보였으며, 이후 ‘Be My Lady’에서는 블랙 컬러와 시스루 소

재를 사용한 모던한 복고풍 의상을 선보이며 다양하게 변형된 레트로 룩을 

보여주었다. 원더걸스의 레트로 룩을 통해 보여지는 과거와 현재의 혼종은 

패션의 다양함과 새로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62) 양리나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스타일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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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혼종성의 예 1 (소녀시대)

[그림 7] 혼종성의 예 2 (원더걸스)

[그림 8] 혼종성의 예 3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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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동성(Dynamics)

 평균적인 대중가요의 음악 속도가 약 100bpm63)인 것에 비해 아이돌 음악

으로 대표되는 K-Pop의 후크송(Hook Song)64)은 평균 123bpm의 속도로 

나타나며, K-Pop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댄스 음악은 약 120-140bpm 사이

의 속도를 보인다.65) 댄스음악은 다른 대중가요 장르들과는 다르게 음악적

으로 선율이나 화성보다는 리듬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가사의 메시지

는 노래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66) 빠른 속도감을 

지향하는 K-Pop의 이러한 특성을 ‘역동성’이라 이름 붙였다.

 K-Pop이 가진 역동성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음악 공유 환경의 변

화에 기인한다. 음반 대신에 음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사람들은 레코

드 가게 대신에 온라인 상에서 음원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반 유

통형태의 변화는 사람들의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음원 구매를 위

해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미리듣기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수용한 음반 제작자들은 노래에 인상적인 

후렴구를 집어넣어 사람들에게 쉽게 각인되기 위한 노래들을 만들어내기 시

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크송이다. 

 2007년 원더걸스의 Tell Me를 통해 처음 알려진 후크송 형식은 이후 

K-Pop 한류를 견인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여러 곡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양

식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미디엄 템포(Midium Tempo) 곡

들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했던 후크송은 비교적 빠른 템포

63) BPM : ‘비트 퍼 미닛(beats per minute)’의 약어로서 음악의 속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
이다. 수가 클수록 빠르며, 일반적인 비피엠의 시간 단위는 1분이다.

64) 후크송이란 짧은 후렴구에 반복된 가사로 청자에게 흥겨움을 주는 음악 양식을 뜻한다.
65) 정찬중, 최성영, 배명진 (2010). 후크송의 음향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

문지, 35(2). p. 26.
66) 도규희 (1999). 댄스음악이 10대 패션문화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랩음악과 힙합패

션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2(3).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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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짧은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음악에 속도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특징이

다. 

 원더걸스의 ‘Nobody’, 소녀시대의 ‘Gee’,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는 대

표적인 후크송들이다. 연구자가 직접 음악의 BPM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

터 프로그램인 ‘Mix Meister BPM Analyzer’67)를 통해 BPM을 측정한 결

과 ‘Nobody’는 131bpm, ‘Gee’는 102bpm, ‘Sorry Sorry’는 130bpm이 나

왔다. ‘Gee’의 bpm 값이 일반적 댄스 음악의 120-140bpm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게 들리는 이유는 ‘Gee’라는 짧은 가사의 반복을 통해 

속도감을 부여한 후크송의 양식을 따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Pop이 가진 이러한 속도감은 K-Pop 가수들이 착용한 의상에도 반영되

어 있다. ‘빠른 속도’가 주는 활발한, 생기발랄한, 역동적인 느낌들은 주로 

활동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한 의상 및 액세서리 착용으로서  표현된다. 소녀

시대의 ‘Gee’, 원더걸스의 ‘Tell Me’, 포미닛의 ‘Hot issue’ 활동 당시의 의

상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소녀시대가 ‘Gee’로 활동했을 당시 착용한 원색의 스키니 팬츠(Skinny 

pants)는 노래가 주는 경쾌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후렴

구에 맞춰 빠르게 다리를 움직이는 안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었다. 

 원더걸스는 ‘Tell Me’ 활동 당시 디스코(Disco)라는 음악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레트로풍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원색의 컬러들

의 조합은 복고적인 무드와 함께 경쾌한 느낌을 환기시켰고, 상·하의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안무에 맞춰 흔

들리는 커다란 크기의 팔찌,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 역시 속도감을 효과적으

67) http://www.mixmeister.com에서 무료로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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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해주는 아이템이었다. 

 포미닛의 경우 구멍 난 컬러풀한 레깅스에 독특한 프린트 패턴의 티를 매

치한 ‘캔디펑키(Candy Punky)’라는 새로운 유행 트렌드를 이끌었다. 비비드

한 컬러와 다소 정신없어 보이는 팝아트적인 프린트, 하이탑 운동화의 착용

은 리드미컬한 노래와 어우러져 생기발랄한 역동성을 강조해주었다.

 보이 그룹에서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 멜로디가 반복되는 'Sorry Sorry' 노

래를 통해 후크송 열풍을 이끈 슈퍼주니어와 또다른 종류의 후크송 

'Again&Again'을 부른 2PM을 예로 들 수 있다. 

 슈퍼주니어의 경우 ‘Sorry Sorry’ 무대에서 내가 먼저 사랑에 빠져서 미안

하다고 말하는 바람둥이 남자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정장을 착용하고 등장

하지만, 구두 대신 운동화의 착용, 넥타이 대신 나비 넥타이 착용, 선글라스

의 착용, 정장 단추를 여미지 않는 모습 등을 통해 활동적인 느낌을 부여했

다.

 2PM은 ‘Again&Again’ 활동 당시 통일된 의상을 착용하였는데, 전체적인 

의상 톤을 블랙(Black)으로 통일하고, 레드(Red), 옐로우(Yellow) 등의 원색

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안무에 따라 컬러와 프린트가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퍼졌다 좁아지는 비주얼을 연출하며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극 활용하였고, 배기팬츠와 하이탑 운

동화의 착용을 통해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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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역동성의 예 1 (소녀시대)

 

[그림 10] 역동성의 예 2 (원더걸스)

[그림 11] 역동성의 예 3 (포미닛)

[그림 12] 역동성의 예 4 (슈퍼주니어)

 

[그림 13] 역동성의 예 5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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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속성(Popularity)

 ‘통속적’이라는 말은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것68)을 의미한다. K-Pop이 가진 통속성은 대중가요가 가진 

특성에 기인한다. K-Pop은 따라 부르기 쉽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멜로디와 

쉽게 예측 가능한 흐름의 상투적 패턴으로 구성됨으로서 대중의 감성에 호

소한다. 

 통속적이란 말은 보통 고급의 반대 어휘로서 질이 낮다는 가치 판단을 함

축하는 단어지만, K-Pop의 통속적 성질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K-Pop의 세

계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

다. 청각 장르인 음악이 감각에 호소하는 리듬을 통해 문화적 한계를 극복

하고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보편성이란 특성은 곧 K-Pop의 통

속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69)

 대중예술 연구가 박성봉은 그의 책70)에서 “진부하며 뻔한 통속성의 요소

들이 말초적, 즉각적, 직접적인 통속성의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

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진부함은 통속성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K-Pop

이 가지고 있는 진부함은 거의 대다수의 K-Pop의 구성 방식이 ‘힙합 혹은 

일렉트로닉 비트가 강한 <인트로>-소프트한 <유닛 멜로디>-강한 <메인 멜

로디>-<랩핑>-<메인 멜로디>-집단적 춤을 고려한 <에필로그>’ 순을 따른

다71)는 점에 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K-Pop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구조

68)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69) 류은영 (2011). 프랑스, 글로벌 한류의 가능성.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제 38집. p. 453.
70) 박성봉 (1995). 대중예술의 미학. 서울 : 도서출판 동연.
71) [이동연의 케이팝 오디세이] 케이팝의 시대, 그 불편한 진실 : “케이팝 뜨니까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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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부함은 뒤에 나올 멜로디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

며, 음악으로 제공가능한 모든 즐거움을 합쳐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접근과 동조를 손쉽게 이끌어 낸다. 

 박성봉은 통속성의 미적 범주를 ‘웃음의 해학성(the Comic), 성의 관능성

(the Erotic), 폭력의 선정성(the Sensational), 몽상의 환상성(the Fantastic), 

눈물의 감상성(the Sentimental)’으로 분류하고 있다.72) 

 ‘웃음의 해학’은 권위를 벗어던진 모습과 함께 인간적 약점과 결함, 실수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성의 관능성’은 성에 관해 남몰래 상상해 온 것이나 

은밀한 기대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서 간접 체험이 가능하게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폭력의 선정성’은 선과 악의 대립과 인간이 본능에 따른 강

력한 권력에의 의지 등을 통해 보여 지는데, 권선징악을 통한 카타르시스에

서 통속성이 느껴진다. ‘몽상의 환상성’은 현실세계와 다른 세계 속으로 잠

시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을 통해 나

타난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감상성’은 인간의 수용력을 뛰어넘는 일을 마주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한꺼번에 불러 일으켜졌을 때 나타나며, 때에 따

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

다.

 [표 11]은 K-Pop 가수들의 주요 노래와 이것이 표현하는 통속성의 미적 

범주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자랑스럽다고요?”. (2012. 01. 04). 프레시안. 자료검색일 2012. 06. 09.
72) 박성봉. op. cit., 



- 51 -

가

수
노래 제목 내용 통속성 유형

소
녀
시
대

Run Devil Run 바람 핀 남자에 대한 경고 및 복수 폭력의 선정성

소원을 말해봐
힘든 이에게 용기와 열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내용
몽상의 환상성

원
더
걸
스

Nobody
나는 너밖에 없으니 떠나지 말아달

라는 내용
눈물의 감상성

So Hot
자신의 예쁜 미모와 인기가 피곤하

다는 내용
웃음의 해학성

카

라

점핑

(Jumping)

사랑이 식은 남자를 붙잡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감

눈물의 감상성

몽상의 환상성

2
N
E
1

Kiss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키스 요구 성의 관능성

Hate you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면서 하는 경

고의 메세지
폭력의 선정성

포
미
닛

Muzik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다함께 춤을 

추는 내용
웃음의 해학성

슈
퍼
주
니
어

미인아
자신만만한 태도로 여인에게  적극

적으로 구애
웃음의 해학성

Mr.Simple
일에 대한 성취, 사랑, 꿈 등을 잃

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
웃음의 해학성

빅

뱅
Strong Baby

클럽에서 남녀 간의 만남과 춤추는 

행위 묘사
성의 관능성

샤
이
니

셜록

(Sherlock)

셜록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

한 상상
몽상의 환상성

2
P
M

Heartbeat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 눈물의 감상성

비

스

트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오면 생각나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눈물의 감상성

몽상의 환상성

Shock 연인과 이별 후의 후회 눈물의 감상성

[표 11] K-Pop 가사에 표현된 통속성의 미적 범주

  

 K-Pop의 노래 가사들을 분석해보면 K-Pop의 가사가 곧 위에 언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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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감성들의 종합체임을 알 수 있다. 사랑, 이별, 애원, 호소, 눈물, 복수 

등이 가사의 주요 소재로 쓰이는 K-Pop의 내러티브는 감성의 과잉노출을 

통해 대중들에게서 감정이입을 이끌어낸다. 또한 ‘꺼져’, ‘관심 꺼’, ‘웃기지 

마’, ‘재수 없어’ 등 부정적 의미를 가진 일상의 언어적 표현이 가사에 그대

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상어의 활용 역시 K-Pop이 가진 통속성을 

드러내 준다. 

 K-Pop의 통속성은 의상에 있어서는 과도한 원색의 색조, 과장된 액세서리

의 착용 등 유희적 요소를 활용한 패션 및 불필요한 신체의 과도한 노출 

등을 통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통속성의 미적 범주에서 살펴보자면 웃음의 해학성이 두드러

져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패션이 가진 ‘시각적’ 특성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K-Pop의 주요 소비계층이 10대라는 측면에서 성의 관능성과 폭력의 선정

성을 추구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몽상의 환상성, 눈물의 감상성의 경우 역

동적인 K-Pop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기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K-Pop 의상에서 보이는 웃음의 해학성은 형태의 과장이나 장난스럽고 유

아적인 연출 등을 통해 표현된다. 웃음의 해학성을 무대에서 가장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K-Pop 가수에는 걸그룹 2NE1과 보이그룹 빅뱅이 있다. 

 2NE1은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유희적 

요소를 패션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는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Jeremy Scot

t)73)의 의상을 주로 착용하였다. 제레미 스캇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

73) 제레미 스캇(Jeremy Scott)은 뉴욕 프랫 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2001년 파
리에서 첫 컬렉션을 연 이래로 매회 유머러스하고 파격적인 컬렉션을 개최하며, ‘패션계
의 이단아’라 불리는 패션 디자이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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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는 무엇이 되었든 당신을 웃게 만들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패션을 

창조한다74)”라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에서 웃음의 요소를 중요시 하는 디자

이너이다. 

 2NE1이 착용하는 의상의 특징으로는 핸드드로잉 그라피티 기법(낙서기법)

과 만화적인 색채 및 기법의 프린트 패턴, 직물 이외의 다른 이질적 오브제

의 부착, 왜곡된 형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희성을 들 수 있다. 

 빅뱅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2NE1과 유사한 분위기의 의상들을 주로 

착용한다. 이들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털모자와 비니 

등의 모자와 선글라스, 팔찌, 반지, 목걸이 등 많은 수의 액세서리를 적극적

으로 착용하며, 눈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기도 한다. 

 이렇듯 K-Pop 가수들의 의상에서 볼 수 있는 웃음의 해학성은 정신적 즐

거움을 추구하는 현대 대중적 취향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통속적이라 

할 수 있다. 

74) Fashion Diary; Folk Wear For the World. (2007. 03. 01).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12.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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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통속성의 예 1 (2NE1)

[그림 15] 2NE1과 제레미 스캇(Jeremy Scott)

[그림 16] 통속성의 예 2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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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악외적 특성

 음악외적 특성은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특성으로서 가수, 

제작환경, 소비환경 등에 의해 형성된다. 음악외적 특성에는 집단성, 일회

성, 체계성, 신비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음악외적 특성들은 K-Pop에서 발

견되는 고유의 특성으로 K-Pop을 다른 종류의 음악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 집단성(Collectivity)

 K-Pop의 노래 외적 특성의 하나는 K-Pop 가수들이 2인조 이상의 그룹으

로 활동하는 ‘집단성’에 있다. K-Pop을 주도하는 아이돌들은 단독으로 활동

하기 보다는 그룹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 12]는 한국연예제작자 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드림콘서트(Dream Concert)’의 출연진들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드림콘서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콘서트로서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10대들이 좋

아하는 톱스타를 초청하여 열리는 콘서트이다. 따라서 드림콘서트는 10대가 

주 관객층인, 10대들에게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은 K-Pop 가수들이 참석

하는 행사이며, 연례 열리는 음악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한 해 

동안의 음반 지표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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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출연진
멤
버
수

출연진
멤
버
수

출연진
멤
버
수

출연진
멤
버
수

출연진
멤
버
수

동방신기 5 슈퍼주니어 13 2PM 6 2PM 6 동방신기 2

소녀시대 9 카라 5 이효리 1 샤이니 5 다비치 2

마야 1 2NE1 4 f(x) 5 카라 5 소녀시대 9

SS501 5 2AM 4 슈퍼주니어 13 파이브돌스 5 2PM 6

에픽하이 3 포미닛 5 티아라 6 비스트 6 엠블랙 5

샤이니 5 티아라 6 엠블랙 5 서인국 1 비스트 6

슈퍼주니어 

해피
6 소녀시대 9 애프터스쿨 8 쥬얼리 4 티아라 7

쥬얼리 4 채연 1 다비치 2 지나 1 2AM 4

배치기 2 MC몽 1 비스트 6 시크릿 4 카라 5

원더걸스 5 샤이니 5 CN BLUE 4 f(x) 5 포미닛 5

MC몽 1 휘성 1 샤이니 5 miss A 4 제국의
아이들 9

부가킹즈 3 f(x) 5 소녀시대 9 씨스타 4 인피니트 7

마이티
마우스 2 쥬얼리 4 원더걸스 5 케이윌 1 틴탑 6

에이스타일 6 김태우 1 제국의
아이들 9 티아라 6 씨스타 4

피터 1 박효신 1 레인보우 아이유 1 B1A4 5

카라 5 김태우 1 EXO-K 6

포미닛 5 동방신기 2 보이프렌드 6

유키스 7 애프터스쿨 9 시크릿 4

포커즈 5 포미닛 5 에일리 1

플라워 3 라니아 6

유키스 7

레인보우 7

김건모 1

세븐 1

[표 12] 드림콘서트 출연팀과 멤버수 분석

 [표 12]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드림콘서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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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출연을 제외한 총 56개의 팀이 참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솔로 가수는 

15팀에 불과했고, 나머지 41개의 팀들이 2명 이상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56개의 팀 중 김건모, 박효신 등 활동 기간이 

긴 중견가수들을 제외하면 10대 들에게 선호되는 K-Pop 가수들 대부분의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아이돌 그룹들의 강세가 두드러짐을 찾

아볼 수 있었다.

 K-Pop 가수들이 솔로가 아닌 그룹으로 데뷔하는 이유는 여러 명의 멤버

가 노래를 나눠부르는 방식을 통해 아이돌 가수들에게 의례 따라오는 가창

력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집단 군무를 통해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위성 채널, 케이블 채널 등의 방송 채널의 다양

화, 방송 콘텐츠의 다양화가 진행되었고, 가수들은 단지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

츠에 투입되었다. 이렇듯 가수들의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개인 

활동만으로는 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고, 활동

의 용이성을 위해 ‘그룹’이라는 형태가 선호되기 시작했다.

 이동연75)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룹

을 구성하는 멤버 수 역시 점차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0년대 초반

의 아이돌 그룹 대다수가 세 명에서 다섯 명 사이로 구성된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데뷔한 2세대 아이돌 그룹들은 6인조 이상의 그룹이 많다고 한

다. 그는 아이돌 그룹 구성원이 많을수록 초기 비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75) 이동연(2011). op. cit.,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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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구성 멤버수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동 가

능하도록 그룹의 형태를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그림 17]에서부터 [그림 24]까지의 사진들은 본래의 아이돌 그룹과는 별

개로 활동하고 있는 유닛 그룹(Unit group)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그룹에 

소속된 멤버들을 조합해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유닛 활동은 모태의 그룹

은 유지하면서도 멤버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다른 분야-드

라마, 예능-로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 창출을 도모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76)

7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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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슈퍼주니어 K.R.Y [그림 18] 슈퍼주니어 T

[그림 19] 슈퍼주니어 Happy [그림 20] 슈퍼주니어M

[그림 21] 소녀시대 태티서 [그림 22] 빅뱅 GD&TOP

[그림 23 포미닛 비스트 Trouble Maker [그림 24] 2NE1 CL&MIN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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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이 가진 이러한 집단적 성격은 K-Pop 가수들의 통일성 있는 복장 

착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제복 스타일의 유니폼

(Uniform)을 활용한 경우로는 소녀시대와 비스트가 있다. 

 소녀시대의 경우 ‘소원을 말해봐(Genie)’ 활동 당시 해군복에서 착안한 의

상 콘셉트로 마린룩 스타일의 상의와 초미니의 핫팬츠, 베레모 등을 착용하

였다. 특히, 군복의 상의에 초미니 핫팬츠를 매치한 파격적인 착장방식을 

통해 기존 소녀시대가 가진 순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섹시한 이미지를 보

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소녀시대는 아름다운 다리를 가진 그룹이라는 의미

의 '미각(美脚)그룹'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비스트의 경우 2010년 첫 단독 콘서트 홍보물에서 파일럿에서 착안한 의

상 콘셉트를 선보였는데, 파일럿 유니폼에 적절한 밀리터리적 요소를 가미

하여 남성성이 강조된 세련미를 보여주었다. 

 ‘유니폼’은 조직 내에서 통일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소속감과 일체감을 

표현하는 의복으로,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지고 있다.77) K-Pop에서 

제복 형태의 유니폼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생각

할 수 있다. K-Pop에서 유니폼 착용은 앨범 컨셉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멤버 개인 보다는 소속 그룹 자체의 주목을 끌기 위한 상징성, 댄스 등의 

활동성을 고려한 기능성, 일관되고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대중들에

게 인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심미성 등이 고려된 전략적인 선택이

라 볼 수 있다.

 제복 형태는 아니더라도 멤버 모두가 공통된 의상을 착용한 예로는 포미닛

77) 김연희 (2004). 유니폼 유형별 디자인 상징표현 방식 및 준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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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카라, 2PM, 빅뱅 등이 있다. 

 포미닛은 'Huh' 활동 당시 멤버 모두가 점프 수트에 탱크탑, 하이 힐로 된 

사이 하이 부츠(thigh-high boots)78)를 착용하여 섹슈얼한 이미지를 보여주

었다. 

 카라의 경우는 '미스터(Mr.)' 활동 당시 배꼽이 드러나는 짧은 상의에 서스

펜더(suspender)가 달린 헐렁한 바지를 입음으로서 큐트하면서 활동적인 이

미지를 보여주었다. 

 2PM의 경우 'Heartbeat'로 활동하며 멤버 모두가 정장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였다. 곡의 분위기에 맞게 어두운 컬러의 정장을 주로 착용하였는데 

헤어 컬러 역시 검정으로 통일했으며, 멤버 모두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것이 특징이었다. 

 빅뱅은 기존에 멤버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무대 의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2년 'Fantastic baby'로 활동하면서 통일된 디자인의 의상을 

멤버별로 컬러만 다르게 착장한 모습을 선보였다. 주로 컬러풀(colorful)한 

트레이닝복이나 원색의 정장을 착용하여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하였다. 

 

78) 무릎 위로 올라오는 롱 부츠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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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집단성의 예 1 (소녀시대) [그림 26] 집단성의 예 2 (비스트)

[그림 27] 집단성의 예 3 (포미닛)

 

[그림 28] 집단성의 예 4 (카라)

[그림 29] 집단성의 예 5 (2PM)

 

[그림 30] 집단성의 예 6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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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회성(Disposability)

 K-Pop은 비슷한 장르의 유사음악이 계속해서 연이어 등장함에 따라 대중

들에 의한 소비주기가 짧은 ‘일회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K-Pop을 통한 한

류는 방송 미디어에만 의존했던 드라마 중심의 한류와 달리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퍼져나갔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유투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 소비되고 

있다. K-Pop이 가진 일회성은 K-Pop 자체의 상품적 성격과 함께 K-Pop

의 주 소비층인 10대와 20대의 소비 성향에 기인한다. 

 K-Pop 자체의 상품적 성격은 K-Pop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

본과 그 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부분이다. K-Pop을 생

산, 유통하는 과정에는 K-Pop가수 뿐 아니라 그 가수가 소속된 대형기획사

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한 명의 아이돌 스타를 만들기 위해 대형기획사들은 합숙 비용에서부터 음

반 취입비용, 마케팅 비용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아이돌의 성공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先)투자 후

(後)수익 구조 방식은 아이돌 데뷔 이후 막대한 비용 회수의 문제를 떠안아

야 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형기획사들은 데뷔 이후의 아이돌들에

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게 하거나, 막대한 수의 방송 프로그램

에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방식을 통해 상품의 유통을 촉진시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상품들의 연속적 유통은 연속적 소비를 동반한다. 그리고 유사 상

품의 과잉은 상품들 간의 경쟁을 유발한다. K-Pop 가수들의 공백기 없는 

지속적인 음반 발표에 음반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다시 경쟁팀 사이

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혹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K-Pop 가수들은 공

백기 없이 활동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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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은 K-Pop 가수들의 앨범 발매 주기를 보여주는 표이다.

2008년 

상반기

2008년 

후반기

2009년 

상반기

2009년 

후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후반기

2011년 

상반기

2011년 

후반기

2012년 

상반기

소녀

시대
싱글 3 싱글 1 싱글 3

정규 1

싱글 2
싱글 5 싱글 3

정규 2

싱글 2

원더

걸스
싱글 1 싱글 3 싱글 1 싱글 1 정규 1 싱글 1

카라 싱글 3 싱글 1
정규 1

싱글 1
싱글 3 싱글 2 정규 1

2N

E1

데뷔

전

데뷔

전
싱글 2 싱글 2 싱글 1 정규 1 싱글 1 싱글 2

포

미닛

데뷔

전

데뷔

전
싱글 1 싱글 2

정규 1

싱글 1
싱글 5

정규 2

싱글 1
싱글 2 싱글 1

슈퍼주

니어
싱글 1 싱글 1

정규 1

싱글 1
싱글 3

정규 1

싱글 1
싱글 5

정규 1

싱글 4

빅뱅 싱글 3
정규 2

싱글 2
싱글 2

정규 1

싱글 4 
싱글 2 싱글 1 싱글 2 싱글 1

샤

이니
싱글 1

정규 1

싱글 1
싱글 2 싱글 1

정규 1

싱글 2

정규 1

싱글 3
싱글 2

2pm
데뷔

전
싱글 2 싱글 1

정규 1

싱글 1
싱글 5 싱글 4

정규 1

싱글 1

정규 1

싱글 1

비

스트

데뷔

전

데뷔

전

데뷔

전
싱글 2 싱글 2

정규 1

싱글 4

정규 1

싱글 2

정규 1

싱글 2
싱글 2

[표 13] K-Pop 아이돌의 앨범 발매 주기 

 이 표에서 말하는 싱글은 앨범 중에서 한 두 곡을 채택하여 수록한 앨범

을 말하며, 정규는 녹음실에서 만들어진 녹음된 신곡을 중심으로 구성된 앨

범을 말한다. 

 [표 13]을 보면 2008년 상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약 4년여의 시간동

안 K-Pop 아이돌 가수들이 지속적으로 앨범을 발표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공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가 끝날 때 거의 예외 없이 정규 앨범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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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데, 신곡을 준비해서 녹음하는데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별다른 

휴식기 없이 활동을 지속하는 셈이다. 

 한 가수 당 최대 6개월 단위로, 짧으면 1~3개월 단위로 새로운 음반이 발

매되고 있는데, 다른 아이돌 그룹이 1~3개월 주기로 발표하는 음반의 수까

지 고려해보면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음악들에 의해 소비가 촉진되면서 대

중들의 K-Pop 소비 지속성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K-Pop의 주 소비층인 10대와 20대의 소비 경향 역시 K-Pop의 일회성을 

부추긴다. 디지털 세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음악

에 접촉하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음반을 구입한다. 박유진, 채지영(2005)79)

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세대에게 MP3 파일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인스턴트 

음악과 같다. 또한 원하는 곡만 골라 들을 수 있는 점, 온라인 음악 이용 

상의 편리성과 효율성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음원 구매가 점차 촉진되고 있

다고 한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 온라인 음원 구매 사이트는 매일의 음원 판매량

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여준다. 과거 레코드점과 같은 오프라인을 통해 

음반 판매를 하던 당시 정확한 음반 판매가 집계 되는데 수일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하지만 현재 음원 판매량은 온라인을 통해 시간별로 집계되고 있

으며, 단시간에 가장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끈 음악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

으로써 흥미를 끌고 또 다른 소비를 이끌어 낸다. 

 음악의 빨라진 소비성을 조사한 한 신문 기사80)는 2007년 1월부터 2011

년 11월까지 5년간 주간 차트 1위 동향을 조사, 분석한 도표([그림 33])을 

보여주면서, 음악을 천천히 오랫동안 들으며 ‘소장’하려는 개념이 점차 사라

지고 상품을 구입하듯 ‘소비’하려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79) 박유진, 채지영 (2005). 온라인 음악 소비에 관한 연구 : 자아표현을 위한 온라인 음악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6(2). pp. 63-78.

80) 아이돌 신곡 내면 순위 ‘출렁’… 음악, ‘소장’않고 ‘소비’한다 : 2007~2011년 가요 온라
인 음원차트 분석해보니…. (2011. 12. 14). 문화일보. 자료검색일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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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K-Pop 음반 시장에는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음악들에 의

해 단시간에 과거의 음악들이 사라지고, 다시 그 자리를 새로운 음악이 메

우는 순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림 31] 실시간 차트를 제공하는 온라인 음원 판매 사이트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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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7-2011년 사이 1위곡 조사

  빨라진 소비 패턴에 의한 K-Pop의 일회성 소비는 패션에 있어서도 매 

시즌 새로운 컨셉의 제안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잦은 음반 발표로 인해 

K-Pop 가수들의 미디어 노출 횟수가 증가하였고, K-Pop 가수들은 미디어

를 통해 대중들에게 빠르게 소비되었다. 

 음반시장의 과열로 인해 경쟁적 위치에 놓이게 된 K-Pop 가수들은 자신

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다른 가수들과 서로 중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K-Pop 가수들의 음

악은 혼종성, 속도성, 통속성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쉽게 

변화를 주기 어려운 음악성에서의 차별을 노리기보다는 음악 외적인 부분에

서 다른 가수들과 차별을 주는 보다 쉬운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K-Pop 아이돌들은 당대의 여성/남성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음악성보다는 음악에서 발현되는 정체성이나 이미지 같은 요소가 중요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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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점이 된다.81) 따라서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

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가

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의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림 33]와 [그림 34]는 2007년도로 데뷔 년도가 같은 ‘원더걸스’와 ‘소녀

시대’의 신곡 발표에 따른 패션 이미지 변화를 보여준다. 

 원더걸스는 약 9번의 신곡 발표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했

고 소녀시대의 경우 약 11번의 신곡 발표에 따른 이미지로의 변신을 시도

하였다. 두 팀 모두 심지어 한 해에 3번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였

다.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모두 ‘레트로’와 ‘걸리쉬 섹슈얼’이라는, 그룹 전체를 

관통하는 ‘그룹 이미지’라는 큰 틀에서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곡의 분위기가 달라짐에 따라 의상의 분위기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분위기의 곡이 연달아 출시되는 경우라도 패션에 

있어서의 변화는 음악에서의 변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81) 이동연 (2011). op.cit.,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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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Irony

2007년 
미안한 마음

2007년 
Tell Me

→ →

2008년 
So Hot

2008년 
Nobody

2010년 
2 different tears

→

2011년 
Be my baby

2012년 
Like this

[그림 33] 신곡 발표에 따른 원더걸스의 이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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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다시 만난 세계 

2007년 
소녀시대

2008년 
kissing you

→ →

2008년 
Baby Baby

2009년 
Gee

2009년 
소원을 말해봐

→ →

2010년 
oh!

2010년 
Run Devil Run

2010년 
훗(Hoot)

→

2011년 
Mr.taxi

2011년 
The Boys

[그림 34] 신곡 발표에 따른 소녀시대의 이미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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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와 [표 15]는 원더걸스와 소녀시대의 곡별 외적 특징 및 주요 색채

에 대해 분석한 표이다. 

 분석된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음악의 소비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K-Pop 가수들 역시 계속해서 이미지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변화하는 속도에 압도되지 않는, 또 다른 일회성 이

미지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증거가 된다.

곡 발표시기 
및 곡명 

외적 특징
주요 
색채

2007년 
Irony

셔츠, 타이, 플리츠 미니 스커트, 타탄 체크 패턴, 니
트 가디건, 니 삭스, 하이 힐, 프릴 장식, 강한 메이크
업, 웨이브 머리

화이트,
레드

2007년 
미안한 마음

미니 스커트, 원피스, 루즈한 실루엣, 러플, 레이스, 
프릴 장식, 누드 메이크업, 부스스한 헝클어진 머리

화이트

2007년 
Tell Me

하이 웨이스트 팬츠, 샤 스커트, 스트라이프 패턴, 컬
러 레깅스, 레이스, 원색의 메이크업, 펑키한 웨이브 
머리, 하이힐

원색

2008년 
So Hot

하이 웨이스트 팬츠, 숏 팬츠, 컬러풀한 니삭스, 튜브 
탑 점프 수트, 호피 무늬 패턴, 컬러 팔찌, 하이힐 

퍼플,
핑크

2008년 
Nobody

다채로운 색상의 반짝이 드레스, 클래식한 올림머리, 
하이힐, 진한 메이크업

골드

2010년 
2 different 

tears

원피스, 데님소재, 시스루 소재, 메탈 장식, 올림 머
리, 양갈래 머리, 헤어 컬러, 리본 헤어 장식, 하이힐

그레이,
블루

2011년 
Be my 
baby

미니 원피스, 도트 무늬, 시스루 소재, 광택 소재, 가
죽 소재, 퍼 장식, 긴 생머리, 웨이브 머리, 스모키 메
이크업, 하이힐 

블랙,
화이트

2012년 
Like this

루즈한 티셔츠, 미니 스커트, 컬러 레깅스, 컬러풀한 
패턴, 스니커즈, 헤어 컬러, 부스스한 헤어, 원색의 메
이크업

네온 
컬러

[표 14] 원더걸스의 곡 별 외적 특징 및 주요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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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발표시기 
및 곡명 

외적 특징
주요 
색채

2007년 
다시 만난 

세계 

미니 스커트, 캐주얼한 점퍼, 티셔츠, 니삭스, 스니커
즈, 누드 메이크업, 긴 생머리

화이트

2007년 
소녀시대

미니 스커트, 미니 원피스, 체크 패턴, 프릴, 레이스, 
누드 메이크업, 묶은 머리, 긴 생머리, 웨이브 머리, 
로우 힐 구두  

화이트,
핑크

2008년 
kissing you

미니 스커트, 숏 팬츠, 프릴, 러플, 리본, 누드 메이크
업, 양 갈래 머리, 웨이브 머리, 하이 힐 니 랭스 부
츠, 캔디 아이템 

화이트

2008년 
Baby Baby

면 티셔츠, 미니 스커트, 숏 팬츠, 니 삭스, 플랫 슈
즈, 누드 메이크업, 긴 생머리

파스텔

2009년 
Gee

스키니진, 롤업 팬츠, 면 티셔츠, 숏 팬츠, 하이힐, 흰
양말, 누드 메이크업, 세미롱 머리, 롤러 스케이트

원색

2009년 
소원을 
말해봐

숏 팬츠, 밀리터리 재킷, 밀리터리 모자, 하이힐, 스모
키 메이크업, 세미롱 머리 

흰색, 
카키

2010년 
oh!

숏 팬츠, 배꼽티, 캐주얼한 점퍼, 하이 힐 사이 하이 
부츠, 웨이브 머리, 묶은 머리, 캡모자 

핑크,
화이트

2010년 
Run Devil 

Run

스키니 팬츠, 파워 숄더 재킷, 슬리브리스 티, 시스루 
소재, 광택 소재, 올림머리, 스모키 메이크업, 하이 힐

블랙,
화이트

2010년 
훗(Hoot)

점프 수트, 숏 팬츠, 타이트한 상의, 하이 힐 사이 하
이 부츠, 헤어밴드, 빅 벨트, 웨이브 머리 

원색,
골드

2011년 
Mr.taxi

숏 팬츠, 슬리브리스, 하이 힐 사이 하이 부츠, 메탈 
장식, 광택 소재, 가죽 소재, 웨이브 머리, 스모키 메
이크업

블랙,
옐로우

2011년 
The Boys

미니 스커트, 숏 팬츠, 망토, 시스루 소재, 가죽 소재, 
쥬얼리 장식, 웨이브 머리, 숏 커트, 하이힐, 레이스 
업 니 랭스 부츠, 스모키 메이크업

블랙,
화이트,
골드

[표 15] 소녀시대의 곡 별 외적 특징 및 주요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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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계성(Systemicity) 

 ‘체계성’이란 말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

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룬 특성이나 상태82)를 말한다. 문화 현상이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체계성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가진 속성상 

어떤 계획이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K-Pop의 경우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대형 기획사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라는 점에서 체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 세계에 불어 닥친 K-Pop 열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체계

적으로 세워진 해외 진출 전략을 충실히 실행해 옴에 따른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K-Pop이 가진 체계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는 아이돌

을 기획, 육성하는 연예기획사의 시스템이다.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아

이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시스템은 세계에서 유례

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화 되어있다. 특히,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연

습생 문화’는 K-Pop의 확산에 대해 관심을 가진 몇몇 해외 언론들의 관심

을 끌었고 집중적으로 보도83)되기도 하였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 어필하기 위한 아이돌을 길러내기 위해 기획사는 주기

적으로 오디션을 열어 예비 아이돌 멤버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선발된 10대 

82) 네이버 국어사전
83) 영국 BBC는 2011년 6월 12일자 신문에서 "K-POP 수출 뒷면에는 장기간에 걸친 연습

생들의 노예계약, 부족한 임금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의 <르몽
드>는 2011년 6월 11일자 논평에서 “제작사의 기획으로 길러진 소년과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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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아이들은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언제인지 모를 데뷔일을 기다리며 

훈련 받는다. 

 [표 16]은 K-Pop 대표 아이돌 10팀의 연습생 기간을 조사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평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7년까지 연습생 기간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룹명 연습생 기간

소녀시대

제시카 7.5년 / 효연 7년 / 수영 6.5년 / 윤아 5년 / 

티파니 3년  /유리 6년  / 써니 4년  / 태연 3년 / 

서현 5년

원더걸스
선예 5.5년 / 예은 공개오디션 합격후 바로 투입 / 

소희 2.5년 / 혜림 3년 / 유빈 2년

카라
승연 1년 / 지영 3주 / 하라 3개월 / 규리 1년 / 

니콜 8개월

2NE1 박봄 4년 / 공민지 5년 / 산다라박 2년 / CL 3년

포미닛
현아 5년 / 남지현 1년 / 전지윤 1년 / 허가윤 4년 / 

권소현 4년

슈퍼주니어

이특 6년 / 은혁 6년 / 성민 5년 / 동해 5년 / 

예성 5년 / 강인 4년 / 희철 3년 / 기범 3년 / 

시원 2년 / 신동 1년 / 규현 1년 / 려욱 4개월 

빅뱅 GD 8년 / 태양 6년 / 대성 1년 / 탑 1년 / 승리 10개월

샤이니
종현 3년 / 키 3년 / 태민 3.5년 / 

온유 2.5년 / 민호 2년 

2pm
준수 4년 / 닉쿤 2.5년 / 택연 2년 / 준호 1.5년 / 

찬성 2년 / 우영 1년 

비스트
요섭 6년 / 두준 2년 / 현승 3년 / 동운 3년 / 

준형 4년 / 기광 5년

[표 16] K-Pop 아이돌 그룹별 연습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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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 선발 및 운영 시스템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신인 발굴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신인 발굴만을 전

문으로 하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한다.84) 그리

고 이렇게 선발된 연습생들은 데뷔 전까지 보통 보컬, 댄스, 작곡 등의 음

악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체력 및 몸매 

향상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연기 지도,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의 외

국어 교육 등을 병행한다. 심지어는 완벽한 몸매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한 명의 스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아이돌 양성 시스템 

운영에는 멤버 1인당 약 1억 5천에서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85) 

84) 김학선 (2012). op.cit., p. 25.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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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 기획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K-Pop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문화 시장에 공급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K-Pop은 '한류'에 가장 크게 기

여한 장르로서 인정받게 되었다.8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류의 인기비

결에 대한 연구87)에서 한류 스타의 매력적인 외모와 콘텐츠의 새롭고 독특

함이 주된 인기요인으로 꼽혔다. 2010 한류포럼에서도 [그림 36]88)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에서 수행한 한국대중가요 선호이

유 설문에서 가수의 수려한 외모와 멋진 의상과 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

인으로 꼽혔다.

[그림 36]  한국대중가요 선호이유 (*김주연.(2010)에서 재인용)

 K-Pop 스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형기획사에 의한 전략

86) 물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습생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혹독한 교육과 경
쟁 시스템은 한류에 가려져 보호되지 못한 청소년 인권 문제라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
으키키도 했다. 

87)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 해외 한류 조사 결과 보고 - 아시
아, 미주, 유럽 지역 대상 -. 미간행 인터넷 게재. p. 9.

88) 이 자료는 한류의 새로운 도약! 2011년을 기약하다를 주제로 열린 2010 한류포럼 자료
집에서 발췌한 것이다.(김주연 (2010). 한류 소비행동과 한류로 인한 국가이미지 변화. 
2010한류포럼 발표자료. 2010년 12월 1일. 미간행.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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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획물이라는 점에서 K-Pop 가수들은 노래만큼이나 매력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패션에 있어서 외모와 신체의 완

벽성 추구로 나타난다. 

 [그림 37]와 [그림 38]는 K-Pop 열풍을 주도하는 남녀 아이돌 10팀에 대

한 평균 몸무게와 키 분석 자료이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의 19-24세 여성 평균 키와 몸무게가 160.7Cm

에 53.5Kg인 것에 비해 걸그룹 멤버들의 키는 이보다 약 3-4Cm 크게, 몸

무게는 약 7-8Kg이 적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국내 19-24세 남성 평균 키와 몸무게가 173.5Cm에 69.5Kg인 것에 비

해 키는 적게는 약 2Cm, 많게는 약 7Cm가 컸으며, 몸무게의 경우 그룹 

2PM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적게는 약 5Kg, 많게는 11Kg까지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보여준다. 큰 

키에 마른 몸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미(美)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여러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키와 몸무게가 

거의 유사89)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에서 아이돌들의 신체조차 기획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9)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체적인 측정 결과와 차이를 보인 2PM의 경우는 그룹
이 추구하는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에 따른 결과치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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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남성 아이돌 평균 몸무게와 키 비교

[그림 37] 여성 아이돌 평균 몸무게와 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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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비성(Mysticism)

 K-Pop에 나타나는 신비성은 앞에서 제시한 K-Pop의 여러 특성들에 대한 

결과적 특성으로 보여진다. 앞서 K-Pop이 가진 동서양 문화의 결합에서 오

는 ‘혼종성’을 K-Pop의 한 특성으로 꼽았다. K-Pop은 ‘한국’이라는 동양적 

사고가 지배하는 지역을 그 뿌리로 한다는 점에서 동양 문화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K-Pop은 글로벌화를 지향함에 

있어 음악에 있어서는 보편적이면서도 감성에 있어서는 동양적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다. 

 약 100여년 동안이나 전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로서 군림해 온 서양문화에 

비해 아직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동양문화의 이미지는 K-Pop에 대한 서

구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비서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향에 가

까운 외모와 신체조건을 가지고 완벽하게 파워풀한 안무와 노래를 수행하는 

K-Pop 가수들은 동경의 대상이 된다. 

 쉽게 소비되는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K-Pop은 음반 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체계적’인 기획사의 기획물로서 보다 ‘완벽하게’ 갈고 닦아진다. 그

리고 이러한 완벽성은 누군가가 쉽게 범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서구인들이 K-Pop을 통해 동양적 외모, 동양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에서 오는 신비감을 느낀다면, 비서구인들은 서구문화에 대한 

식상함의 한 대안으로서 K-Pop을 통해 이상적 외모와 퍼포먼스의 완벽성

에서 느껴지는 신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류스타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류스타의 성공요인

을 남성성, 여성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점, 예의바르고 팬을 존중하는 점, 

부드러움으로 감싼 카리스마로 보았다.90) 이 자료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

90) 유상철 외 4명. (2005). op.cit.,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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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원빈 등 일명 ‘한류 4대 천왕’이라 불린 1세대 한류스타들이 일본을 비

롯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게 된 요인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지만 K-Pop의 

확산 현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림 40]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91)한 K-POP과 J-POP 아이돌 비

교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K-Pop 아이돌의 경우 가창력, 댄스, 퍼포먼스 등 모든 

면에 있어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 완성형 아이돌로서의 매력을 가지며 

팬들에게도 신비감 있는 존재로 인식됨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 K-Pop이 

젊은층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인터뷰92)에서도 한 팬은 

K-Pop이 신선하다고 말하며, 한국의 친숙하지 않은 언어와 역동적인 음악 

등이 ‘신비’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9] 한국과 일본 걸그룹 비교 (사진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패션에서 보여지는 신비성 이미지는 남성의 경우 성숙한 남성성과 절대적

인 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진 순수함의 ‘옴므파탈(homme fatale)’적인 남

성성에서93), 여성의 경우 남성들 스스로가 매료되어 여성에 대한 에로틱한 

성적 확산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마력을 가진 ‘팜므파탈(femme fatale)’94)의 

91) 변미영 (2011). K팝이 주도하는 신한류 : 현황과 과제. KOCCA 포커스. 통권 31호. p. 
9.

92)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2011). K-POP: A New Force in Pop 
Music. Seoul : KOCIS. p. 19.

93) 안현주, 박민여 (2007).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 이미지에 따른 남성패션 디자인 분
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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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나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어른의 농염함이 한꺼번에 표현되는 롤리타

(Lolita)95) 이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성 K-Pop 아이돌 중에서 옴므파탈적 이미지를 통해 서구권에 강하게 

어필하는 그룹으로는 샤이니가 있다. 음악, 춤, 패션 모든 부분에서  현 시

대에 맞는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컨템퍼러리(Contemporary) 밴

드를 지향하는 샤이니는 마른 체구, 미소년적인 외모, 독특한 패션스타일에 

상반되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아우르는 특징을 갖

고 있다. 

 유독 다른 K-Pop 아이돌들에 비해 샤이니가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

하는 이유는 서구 남성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성 혹은 무성성에서 

느껴지는 신비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비감은 근육이 거의 없는 

마른 몸매와 함께 파스텔톤의 컬러, 망사, 트임을 통한 신체 노출, 스키니한 

바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액세서리의 과감한 활용 등 남자들에게서 흔히 접

하기 어려운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통해 구현된다.

94) 이승주 (2006).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 2001~2005년
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4-45.

95) 고윤정, 김민자 (2009). 현대 대중매체에 나타난 롤리타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지, 33(5). pp. 69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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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신비성의 예 1 (샤이니)

[그림 41] 신비성의 예 2 (샤이니)

 

[그림 42] 신비성의 예 3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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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걸그룹들 대부분은 팜므파탈의 이미지와 롤리타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걸그룹 아이돌이 겪게 되는 10대에서 20대

의 전환기의 이미지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10대에 소녀적 ‘순수’함이 주를 

이루었다면, 20대에는 보다 성숙해진 숙녀로서의 ‘섹슈얼’적 코드가 가미되

는데 순수하면서 한편으론 섹스어필하는 이중적이고 신비로운 태도가 더 많

은 대중들을 팬덤 안으로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는 줄곧 어리숙하고 친숙한 큐트 이미지로 

어필하던 카라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그림 43]은 밝은 컬러의 의상, 누드 메이크업, 굽이 낮은 구두, 숏 팬츠와 

미니스커트를 통해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반면에 [그

림 44]는 검정색 컬러의 시스루 의상, 에나멜과 가죽 등의 광택감 나는 소

재, 짙은 화장, 니-하이 부츠 등을 통해 섹슈얼한 이미지를 강조한 모습이

다. [그림 45]는 밝은 컬러와 펑키한 헤어, 하이탑 운동화 등을 통해 카라 

특유의 발랄함을 강조하면서도 허리가 노출된 의상, 엉덩이를 이용한 댄스 

등의 섹슈얼한 요소가 결합되어 이중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그림 43] 순수와 큐트이미지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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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섹슈얼한 이미지 (카라)

[그림 45] 순수와 섹슈얼이 혼용된 이미지 (카라)

 샤이니와 카라의 예가 신비성에 관한 보편적 예시였다면, 다분히 서구인들

의 시각에서 볼 때 신비성을 느끼는 요소로는 K-Pop 아이돌의 동양적 외

모를 들 수 있다. 물론 대다수의 K-Pop 아이돌들은 외적으로 동양적 이미

지를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서구식 미에 길들여

진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는 큰 눈에 오똑한 코, 글래머러스한 몸

을 가진 서구식 외모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아이돌들은 기획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K-Pop 아이돌들의 외모 역시 대중적 취향에 맞춰 서구식 이상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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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애초부터 서구식 이상미를 가진 멤버를 뽑거

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 성형을 하는 방식으로 가수들의 외모를 

서구식 이상미에 맞추는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획일화된 서구적 미를 따르지 않는 아이돌 이 

등장하고 있다. 서구인들은 익히 알려진대로 오리엔탈리즘 및 에스닉에 대

한 동경을 통하여 동양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표출해왔고, 동양문화에 대하

여 묘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어왔다. [그림 46]과 [그림 47]은 K-Pop 아이

돌 중에서 동양적 외모 특성을 잘 보여주는 아이돌 멤버의 사진으로, 이들

은 상대적으로 작은 눈, 낮은 코, 두루뭉실한 이목구비의 동양적 외모를 통

해 서구인들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46] 동양적 외모 1 (빅뱅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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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동양적 외모 2 (원더걸스 소희)

  이상 앞에서 살펴본 K-Pop의 7가지 특성에 대한 구체적 양상과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K-Pop 가수들의 패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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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특성
구체적 양상 패션 특징

내

적

특

성

혼
종
성

- 장르의 혼종(댄스, 일렉트

로닉, 힙합, R&B)

- 서구와 비서구권 문화의 

혼종

- 순수이미지와 섹슈얼의 혼

용

-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용 

- 과거와 현대의 혼용

역
동
성

- bpm, 리듬, 비트, 댄스

- 후크송

- 활동성을 중시하는 캐주얼

한 의상 및 액세서리 착용

통
속
성

- 감성의 과잉노출

- 상투적 패턴

- 개방성, 포용성 

- 과도한 원색의 색조 의상 

- 과장된 액세서리 착용

- 과도한 신체 노출

외

적

특

성

집
단
성

- 2인조 이상의 그룹 활동

- 하나의 완성된 퍼포먼스 

및 집단 군무

- 통일된 컨셉과 색채 속에

서 다양함을 추구하는 유니

폼과 같은 의상 

일
회
성

- 유사음악의 연속적 등장 

및  신속한 소비

- 매 시기 새로운 패션 

  제안

체
계
성

- 대형 연예기획사를 통한 

정형화된 매니지먼트 및 트

레이닝

- 완벽한 인체의 조형미

- 인공미 

- 상향평준화된 미

신
비
성

- 고갈된 소비트렌드인 서양

문화에 비해 아직 미지의 것

으로 남아있는 동양문화 이

미지

- 동양적 외모특성

- 성적 모호성

  (무성적/중성적 이미지)

[표 17] K-Pop 특성에 따른 패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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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K-Pop 아이돌 패션이미지 분석

 K-Pop 아이돌은 현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문화 상징으로서 기능한

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대중음악 가수의 패

션은 새로운 스타일과 이미지를 산출해내며 대중들에게 독창적인 패션을 소

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중문화의 코드로 상징되고 있다.96) 따라서 제 3

절에서는 앞서 추출한 K-Pop 아이돌 10팀의 패션이미지에 대한 실증적 고

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앞서 제 1절에서 신문지면 노출 빈도 조사, 온라인 미디어 노출 

빈도 조사, 동향 보고서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2010년 이후 세계 곳

곳에 퍼져나간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돌을 추출하였다. 이후 제 2

절에서는 K-Pop의 내적·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패션

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제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선행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K-Pop아이돌의 패션이미지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패션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신문지면에 나타난 K-Pop 가수들을 

수식하는 형용사 언어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패션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적합한 패션 이미지 용어를 추출해낸 후, 분석된 형용사 어휘가 

표상하는 이미지들을 다시 패션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K-Pop 

아이돌이 가진 패션이미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션이미지들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96) 이주리 (2011). 국내 대중음악 가수 걸 그룹에 나타난 패션 경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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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Pop 아이돌 형용사 이미지

  K-Pop 아이돌이 가지는 패션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K-Pop 아이돌

을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0종의 언론 매

체 기사에서 언급되는 K-Pop 아이돌 10팀-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2NE1, 포미닛,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2PM, 비스트-과 관련된 기사들

을 읽고, 기사에서 아이돌을 설명하거나 수식하는데 쓰여진 형용사 어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제 3장 1절에서 수행한 매체 분석에 의한 실증연구 방식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지면 기사에만 한정하여 보기엔 수식어 분석을 수행할 

만큼의 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언론사별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K-Pop 포토기사에 대한 수식어 분석까지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

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체적으로 본래의 수식 어휘를 그대로 따르고자 하였으나, 의미는 같되 

표현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적

합한 어휘로 변환하여 셈하였고, 같은 사진 자료에 대해 여러 번의 언급이 

있는 경우도 중복된 경우를 모두 제하고 셈하였다.

 기사 분석을 통한 K-Pop 아이돌별 형용사 어휘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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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형용사 어휘 조사

걸

그

룹

소녀시대
완벽한(퍼펙트6), 예쁜(5), 늘씬한(4), 앙증맞은, 뛰어

난, 다이내믹한(춤), 섹시한, 귀여운, 아름다운

원더걸스 레트로(2), 복고(2), 화려한, 귀여운, 대중적

카라
귀여운(3), 깜찍한(2), 건강한, 세련된, 달콤한, 섹시한, 

친절한, 친근감 있는

2NE1
개성있는(5), 독특한(3), 강렬한(3), 스타일리시한, 멋

진, 차별화된, 시크한, 자유분방한

포미닛 섹시한(2), 파워풀한, 열정적, 귀여운

보

이

그

룹

슈퍼

주니어

위버섹슈얼(2), 강렬한(2), 자연스러운, 카리스마, 유니

섹스, 스타일리시한, 발랄한, 에너제틱, 부드러운

빅뱅
개성있는(2), 패셔너블(패션에 영향력이 큰 2), 독특한

(2), 화려한, 세련된, 멋진, 음악성 있는 

샤이니

보호해주고픈(보호본능을 일으키는 2), 귀여운(3), 남

자다운, 유니섹스, 파워풀한, 독특한, 사이버틱한,  달

콤한, 시크한, 깜찍한

2pm
짐승돌(4), 남성적(3), 활력적(활동적, 역동적 3), 귀여

운, 카리스마, 강인한, 선굵은, 건강한

비스트
남성적(2), 친근한(친숙한 2), 멋진, 스타일리시한,  남

친돌

[표 18] K-Pop 아이돌별 형용사 어휘(괄호 안은 복수 빈도수) 

 [표 18]의 결과로부터 K-Pop 아이돌들을 수식하는 다양한 수식어구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소녀시대, 카라, 2NE1, 빅뱅, 샤이니, 

2PM의 경우 다양한 수식어 가운데 대표성을 가질만한 높은 빈도의 수식어 

어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더걸스, 포미닛, 슈퍼주니어, 비



- 91 -

스트의 경우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존재함에도 나머지를 압도할만한 빈도의 

대표 수식어구가 존재하지 않아 단독 이미지로 서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현대의 K-Pop 아이돌들은 어떤 단일의, 독

보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뒤섞인 혼종적 이미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아이돌의 경우 ‘귀여운, 섹시한’과 같은 어휘들을 여러 아이돌들에게

서 찾을 수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멋진, 남자다운’과 같은 어휘들을 여러 

아이돌 사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성과 남성을 수식하는데 보편적으로 많

이 사용되는 ‘예쁜, 멋진’과 같은 어휘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관습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표 18]의 결과만

으로 단순히 ‘A라는 가수는 B라는 이미지를 가진다’라는 식의 도식적 해석

을 내리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K-Pop 아이돌에 적합한 패션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패션이미

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형용사 어휘들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계획하고 이

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다시 연구자의 판

단과 해당 K-Pop 아이돌의 활동 내역, K-Pop 아이돌 팬덤 사이에 알려진 

아이돌 이미지 등에 근거하여 이들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패션이

미지로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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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패션이미지 용어 선행연구에 따른 패션 이미지 범주화

 패션이미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의 각 연구자들은 분석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패션이미지 분류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분석 기준 패션 이미지 분류

박숙현
외 5인

(2003)97)

의류 서적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 사진
과 평가용어
에 대한 빈도
조사

클래식-전통적인 / 고전적인 / 모던-지적인 
/ 합리적인 / 엘레강스-우아한 / 품위있는 / 
로맨틱-귀여운 /  사랑스러운 / 내츄럴-자연
스러운 / 편안한 / 캐주얼-생동감 있는 / 활
동적인 

김선숙,
손영미

(2005)98)

사 회 문 화 적 
유행 경향

내츄럴 / 로맨틱 / 엘레강스 / 에스닉
/ 모던

이윤선,
최현숙

(2007)99)

더글라스 켈
너의 이미지
분석 기준

키치 / 패스티쉬 / 패러디 / 페티시즘

박윤아
(2008)

100)

국내 패션
트렌드 경향

클래식 / 엘레강스 / 미니멀리즘 / 로맨틱 / 
보헤미안&빈티지 / 에스닉 / 글램 / 걸리쉬 
/ 키덜트 / 스포티브 / 페미큘린 / 밀리터리 
/ 란제리

김주미
(2011)

101)

사진 자극물
에 따른 전문
가 분류

엘리트형 / 어번시크형 / 카리스마형 / 반항
아형 / 토이보이형 / 옴므파탈형

[표 19] 패션이미지 분석 선행연구 

  

97) 박숙현 외 5인 (2003). 패션 이미지별 평가용어, 색상 및 분류체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98) 김선숙, 손영미 (2005). 현대 메이크업의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지, 5(1).

99) 이윤선, 최현숙 (2007).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의한 패션이미지의 구성 연구 -국내·
외 팝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1).

100) 박윤아 (2008). 트렌드 변화에 따른 패션이미지 분석 - 2000년~2006년 국내 여성복
을 중심으로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1).

101) 김주미 (2011). 한국 남성 아이돌 스타의 이미지 유형.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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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K-Pop이 대중문화 현상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김선숙, 손영

미(2005)의 사회문화적 유행 경향에 따른 패션이미지 분류 연구를 참고하여 

내츄럴, 로맨틱, 엘레강스, 에스닉, 모던을 패션이미지 분류의 기준으로 삼

았다.

 또한 그밖에 국내 색채 디자인 연구소 I.R.I에서 개발한 형용사 이미지 스

케일 분석표102)인 [그림 48]에  [표 18]에 나타난 K-Pop 아이돌별 형용사 

어휘 조사 결과를 위치시켜 아이돌의 패션이미지를 범주화 하였다. I.R.I 형

용사 이미지 스케일은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심리를 바

탕으로 감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든 객관적 통계로서 감각과 과학을 결합

시킨 방법이다.103) 

 본 연구는 색채 감성 연구가 아닌 패션이미지 연구지만, 형용사가 표출하

는 감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형용사 어휘들을 공통된 패션이

미지로 범주화하기 위하여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을 활용하였다.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은 색채 연상에 의한 형용사 어휘를 분석하는 도구이

기 때문에 K-Pop 아이돌을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그러한 경우는 그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

진 어휘 주변에 분포시켰다. 

 [그림 49]과 [그림 50]은 K-Pop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분석 결과이다.

문.

102) 출처 :  IRI Design Institute Inc. (http://www.iricolor.com). 제  
C-2001-001388호

103) 네이버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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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출처 : IRI Design Institut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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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K-Pop 걸그룹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그림 50] K-Pop 보이그룹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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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패션이미지를 서술하는 용어는 김선숙, 손영미(2005)104)의 패

션이미지 분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내츄럴, 로맨틱, 엘레강스, 에스닉, 모

던과 같이 ‘단일어’로 구성된다. 그러나 K-Pop의 패션이미지는 다양한 이미

지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특징으로, 단일어만으로는 그 특징들이 온전히 설

명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제 2절에서 도출한 K-Pop 특성에 신문기

사에 나타난 형용사 수식어구 분석, I.R.I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분석 결과

를 조합하여 새로운 패션이미지를 만들었다. 

 새로운 패션이미지에는 화려하고, 성숙하며, 남성, 여성의 성적 특성이 두

드러지게 보이면서도 귀여움과 소녀/소년스러움이 함께 보여지는 ‘혼종적 

섹시(Hybrid Sexy)’ 이미지, 통속적인 방식으로 보여지는 귀엽고 사랑스러

우며 온화한 ‘통속적 큐트(Popular Cute)’ 이미지, 동양적인 관념으로 표현

되면서 오래되어 향수를 자극하는 ‘신비적 레트로(Mystic Retro)’ 이미지, 

철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세련되고 감각적인 ‘체계적 모던(Systematic 

Modern)’ 이미지, 개성적이고 활동적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지만 다소 값싸

고 가벼워 보이는 ‘역동적 키치(Dynamic Kitsch)’ 이미지가 있다.

 이러한 K-Pop 아이돌이 가진 패션이미지 도출과정은 [그림 52]로 설명된

다.

104)  김선숙, 손영미 (2005).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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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K-Pop 아이돌의 패션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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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절 K-Pop 아이돌 패션이미지 고찰

 

 제 4절에서는 혼종적 섹시, 통속적 큐트, 신비적 레트로, 체계적 모던, 역

동적 키치로 분류한 패션이미지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이 이미

지에 해당되는 K-Pop 아이돌이 보여주는 외적 특징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

다. 

  

   1. 혼종적 섹시 이미지(Hybrid Sexy)

 섹시 이미지는 성(性)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섹시 이미지는 본능과 밀

접한 연관을 가진 시각적 효과로 인해 단시간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K-Pop 전반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이미지이다. 여성

에게 있어 섹시 이미지는 관능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의 관능미

는 주로 신체의 노출과 여성적 특성 중 하나인 글래머러스한 곡선을 강조하

는 경우 등을 통해 드러난다. 

 소녀시대의 경우 가는 허리와 길고 잘 뻗은 다리의 노출을 통해 관능미를 

극대화시킨다. 기존 소녀시대에 대한 패션 이미지 연구에서 소녀시대는 주

로 순수 이미지의 대표 아이돌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105)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형용사 어휘 조사 범위인 2010년 이후, 소녀시대가 보여주

는 패션이미지는 섹슈얼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섹시 이미지에 가까

웠다. 특히, 2011년도에 발표한 'Mr.taxi'라는 곡은 소녀시대의 섹시 이미지

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더욱 짧아진 숏팬츠와 허벅지까지 올라오

는 사이 하이 부츠를 통해 하얗게 드러난 허벅지를 더욱 강조하고, 몸에 달

105) 소녀시대가 순순 이미지로 언급된 예는 허진애, 공차순 (2011)의 Girl Group 토탈 코
디네이션에 표현된 이미지 연구 -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
지, 12(1).에서와 윤진아 (2009)의 대중스타와 청소년패션 :05~09년도 국내 TV매체 속  
대중가수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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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붙는 가죽 소재의 의상을 착용하여 몸매의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포미닛의 경우 데뷔 초반엔 톡톡 튀는 발랄함과 개성으로 2NE1과 같은 

역동적 이미지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에 'Huh'를 발표하면서 섹슈

시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Huh' 활동 당시 몸매를 강조하는 스키

니한 점프수트의 의상을 입고 가슴 부위의 여밈을 풀어 튜브탑을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 글래머러스함을 강조하였고, 소녀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이하이 

부츠를 신어 가는 다리와 허벅지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소녀시대와 포미

닛 모두 신체 노출에 있어 당당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대적인 관능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섹시 이미지는 여성 아이돌의 경우보다 좀 더 세분화

된 형태로 보여진다. 남성의 섹슈얼을 설명하는 용어에는 메트로 섹슈얼

(Metro sexual), 위버 섹슈얼(Uber sexual) 등이 있다. 먼저 메트로 섹슈얼

은 외모를 가꾸기에 관심이 많고 외모 가꾸기에 지출하는 것을 두려워 않는 

소비성향이 강한 남성, 즉 약간의 여성성이 가미된 스스로 꾸밀 줄 아는 남

성을 의미한다. 위버 섹슈얼은 자신감, 지도력, 정열, 자비심과 같은 남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면서도 여성에 대한 경멸감이나 정서적 공허감 등을 

배척하는 강인한 남성성과 부드럽고 스타일리시한 면을 동시에 지닌 남성을 

가리킨다.106) 

 안현주, 박민여의 연구107)에 따르면 위버섹슈얼 이미지는 어두운 컬러, 절

제 있는 디테일, 숏헤어, 올백 스타일, 액센트로 이용되는 색상, 재질, 문양 

등의 디자인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2PM은 'Without you' 활동 당시 주로 

짙은 색의 무채색 의상에 장식이 없는 슬리브리스 상의를 입음으로서 단련

된 팔 근육을 강조하여 강한 남성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Hands up' 활동 

106) 안현주, 박민여 (2007). 메트로섹슈얼과 위버섹슈얼 이미지에 따른 남성패션 디자인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p. 103.

107) Ibid.,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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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세련되고 놀 줄 아는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패턴이 

있는 의상을 주로 착용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위버 섹슈얼적 이미지를 강화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소녀시대, 포미닛, 2PM 모두 섹시라는 단일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섹시한 이미지가 지배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순수한 

소녀적인 감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발랄함을 드러내며, 장난꾸러기 

같은 소년의 모습을 통해 아이돌 팬덤의 중심이 되는 10대들에게 어필한다. 

섹시이미지가 이토록 혼종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다양화된 팬의 연령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0대들에게는 여전히 순수함으로 어필하면서도 보

다 성숙한 성인 계층의 팬들에게는 섹시함이라는 또 다른 이미지로 어필함

으로서 팬층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림 52] 혼종적 섹시 이미지의 예 

1 (소녀시대)

 
[그림 53] 혼종적 섹시 이미지의 예 

2 (소녀시대) 

 



- 101 -

[그림 54] 혼종적 섹시 이미지의 예 3 (포미닛) 

[그림 55] 혼종적 섹시 이미지의 예 4 (2PM) 

[그림 56] 혼종적 섹시 이미지의 예 5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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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속적 큐트 이미지(Popular Cute)

  큐트 이미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풋풋한 이미지와 연관된다. 완벽한 신

체미를 통한 관능미가 섹슈얼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다면, 큐트는 이와 

대조적으로 조금은 어리숙하고 부족한듯한 매력에서 느껴지는 친근함, 친숙

함과 연관된다. 

 형용사 어휘 분석과 I.R.I. 형용사 스케일을 통해 큐트 이미지로 분류된 카

라는 데뷔 초부터 ‘생계형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친숙

한 이미지를 형성해왔다. 대다수의 걸그룹들이 몸매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

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춤을 추며 세련되고 성숙한 이미지로 주류 트렌드

를 형성해왔다면, 카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한걸음 비켜서 조금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촌스러운 의상을 착용하는 통속적인 방식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표

현함으로서 큐트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샤이니의 경우 남성 아이돌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큐트 이미지를 획득한 

K-Pop 아이돌이다. 샤이니 역시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가진 미소년적 이미

지와 미성숙한 느낌을 주는 근육이 거의 없는 마른 몸이라는, 큐트 이미지

에 관해 통용되어 온 통속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남자가 아닌 소년이라

는 연하남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패션에 있어서도 파스텔 컬러 위주

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를 많이 선보여왔다. 

 샤이니는 2010년 ‘Hello’ 활동을 하면서 스키니한 컬러풀한 바지, 밝은 컬

러의 웨이브 헤어를 통해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어린 

남동생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2011년 ‘Lucifer’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이보

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보다 성숙한 남성성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소년다운 감성은 고수한 상태였다. 

 카라와 샤이니는 보통 ‘무대의상’으로 통용되는, 너무나 화려해서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착용하기 어려운 옷차림보다는 일반 대중들의 옷차림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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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장 방식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패션이미지

를 추구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큐트 이미지는 K-Pop 특성 중

에서 다소 진부하지만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들에게 빠르게 흡수

될 수 있게 만드는 통속성과 함께 보여지고 있다.

[그림 57] 통속적 큐트 

이미지의 예 1 (카라)

[그림 58] 통속적 큐트 이미지의 예 2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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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통속적 큐트 이미지의 예 3 (샤이니)

[그림 60] 통속적 큐트 이미지의 예 4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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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비적 레트로 이미지(Mystic Retro)

 

 레트로는 추억을 의미하는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로 노스텔

직(Nostalgic)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파

괴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옛 것을 찾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108) 옛 것을 추구하고 과거로 돌

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복고(復古)라고도 불린다.  

 레트로 이미지로 분류된 원더걸스는 2007년 'Tell Me' 노래를 기점으로 복

고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추구해 온 K-Pop 아이돌 중 하나이다. K-Pop 아

이돌 중에서는 유일하게 ‘레트로’라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원더걸스는 

2007년 Tell Me 활동 때 컬러풀한 색채와 패턴의 의상, 촌스러운 화장, 앞

머리의 볼륨을 살린 헤어 스타일 등을 통해 70년대 디스코(Disco) 무드를 

선보였다. 

 2008년 'Nobody' 활동 때는 60년대의 전설적인 가수 슈프림즈(Supremes)

를 그대로 복제한 듯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무대 위에서의 제스처 등을 통

해 레트로 룩이 아닌, 옛 것 그대로의 재현으로서의 레트로를 보여주었다. 

원더걸스는 'Nobody'라는 곡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는데, 외모상

으로 전혀 다른 조건을 지닌 작고 귀여운 동양의 소녀들이 미국 문화의 전

성기를 누렸던 슈프림즈를 그대로 복제하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호기심과  

신비감을 함께 불러일으켰고, 전성기 시절에 대한 미국인들의 향수를 자극

하였다.  

 2010년 레트로 무드의 완결판이라는 평을 듣는 '2 Different tears' 활동 때

는 80년대 유행했던 일명 청청패션109)을 변형한 스타일로 레트로 이미지를 

108) 양리나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스타일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p. 
216.

109) 상의와 하의 모두 데님 소재의 의상을 착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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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으며, 이어서 2011년엔 'Be My Baby'를 통해 블랙&화이트 컬러의 

의상과 도트 무늬 패턴, 시스루 룩을 선보이며 모던함이 가미된 레트로 룩

을 선보였다. 

[그림 61] 신비적 레트로 이미지의 예 1 (원더걸스)

[그림 62] 신비적 레트로 이미지의 예 2 (원더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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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계적 모던 이미지(Systematic Modern)

 

 모던 이미지는 ‘현대식의, 새로운, 최신의(Up-To-Date), 현대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미래지향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110) 패션에 있

어서는 장식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심플한 이미지로서 표현된다. 이러한 

모던 이미지는 별다른 의미부여 없이도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깔끔하고 젠틀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 K-Pop 가수들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이미지이다. 

 모던 이미지는 주로 무채색 계열 컬러의 슬림한 정장 착용을 통해 보여진

다. 모던 이미지는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아방가르드 스타일 까지도 포함한

다111)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 K-Pop 아이돌에게서는 전위적인 형태로의 모

던함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모던 이미지로 분류되는 슈퍼주니어의 경우 새로운 곡들을 발표할 때마다 

디자인에 있어 약간씩의 변형을 통하여 멤버 각각의 개성을 살리는 방법을 

취해왔다. 그러면서도 흰색, 검정, 그레이 등의 무채색 계열 컬러 혹은 합성

섬유에서 볼 수 있는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소재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

여 모던한 이미지를 선보였다. 

 비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뷔 때부터 줄곧 무채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

고 몸에 피트되는 정장풍의 의상을 주로 착용함으로서 모던한 이미지를 보

여주었다. 2011년도에 ‘Fiction’으로 활동하며 비대칭 컷의 헤어 스타일이나 

과장된 옷의 변형 등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모던함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하

기도 했지만, 이내 본래의 포멀한 모던 이미지로 돌아와 활동하였다.

 K-Pop 아이돌에서 보여지는 모던 이미지는 다룰 수 있는 색의 범주가 좁

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양식이 존재하여 컨트롤하기 쉽다는 점에 

110) 김선숙, 손영미 (2005). op.cit., p. 75.
111) Ibid.,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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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체계성과 관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성은 어느 정도 고정된 양

식들만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대중들은 모던 이미지를 추구하는 그룹별 차이

를 크게 느끼기 어려우며,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슈퍼주니어의 경우 2011년 ‘Mr.simple’에서 기존

의 모던했던 이미지에서 탈피한 남성성을 강조한 위버섹슈얼 이미지를 선보

이기도 했다. 

[그림 63] 체계적 모던 이미지의 예 1 (슈퍼주니어)

[그림 64] 체계적 모던 이미지의 예 2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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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체계적 모던 이미지의 예 3 (비스트)

[그림 66] 체계적 모던 이미지의 예 4 (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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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역동적 키치 이미지(Dynamic Kitsch) 

 키치는 ‘싸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동사 ‘verkitschen’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 ‘저속한 작품’이라는 뜻112)으로 사용되었다. 패션에 있어서의 키

치는 일부로 유치하고 천박한 방법을 동원하는 ‘유별난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강렬한 원색에 현란한 무늬가 충돌하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

며, 독특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나 플라스틱, 양철 등의 다양한 소재의 액세

서리 사용에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113) 

 따라서 K-Pop에서 보여지는 키치 이미지는 다채로운 컬러의 사용, 과장된 

디자인, 복잡한 레이어링 등을 통해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지향, 최

대지향을 표방하는 맥시멀리즘룩(Maximalism Look)과 같은 양식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이미지이다. 맥시멀리즘은 하나의 표현보다는 과장성, 화

려함, 다양성, 장식성, 형태의 왜곡이나 변형, 합성, 탈권위적 표현성 등의 

여러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114) 

 K-Pop 아이돌의 키치 이미지에서는 K-Pop이 가진 역동적인 특성이 함께 

보여진다. 이러한 역동성은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이미지 변

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키치 이미지

로 분류되는 빅뱅에서 변화무쌍한 이미지 변신을 보여주는 빅뱅의 멤버 지

드래곤은 대중들에게 옷 잘 입는 아이돌, 패셔니스타로서 인정받으며 패셔

니 스타를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늘 상위권에 랭크된다.115) 

112) 네이버 지식사전.
113) '인형 옷' NO! 아이돌 그룹 대세는 ‘키치패션’. (2012. 01. 05). OSEN. 자료검색일  

2012. 05. 12.
114) 김현진, 김혜경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 - 2005 

S/S~2011 F/W 국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 100.
115) 빅뱅 지드래곤, 그가 직접 뽑은 최고 스타일링은?. (2012. 06. 10). OSEN. 자료검색

일 : 2012.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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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은 다르지만 빅뱅과 2NE1의 패션에서는 공통적으로 네오팝(Neo 

Pop)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팝아트적 장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변

용한 네오팝은 강렬한 원색의 색채의 사용, 그로테스크함과 관능성의 혼재, 

팝아트에서 볼 수 있는 키치적인 요소의 활용 등으로 표현된다. 

 2010년 빅뱅의 ‘Lollipop2’와 2NE1의 ‘Go Away’는 이러한 네오팝적 경

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2NE1의 경우 일반적인 여성 그룹에서 하

기 힘든 파격적인 헤어 컬러링과 아름다움,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과장

된 패션 스타일을 통해 걸그룹 중에서는 유일무이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

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67] 역동적 키치 이미지의 예 1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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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역동적 키치 이미지의 예 2 (빅뱅)

[그림 69] 역동적 키치 이미지의 예 3 (2NE1)

[그림 70] 역동적 키치 이미지의 예 4 (2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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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Pop 아이돌들의 패션이미지와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중들에게 ‘음악으로서 소비’됨과 동시에 ‘이미지로서 소비’되는 문화자본

의 속성을 가진 K-Pop 아이돌들은 새로운 이미지로의 변신을 끊임없이 시

도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존재이다. 왜냐하면 익숙해짐은 곧 대중들에게 잊

혀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Pop 아이돌들이 추구하는 음악과 그에 적절한 패션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외양적 매력을 끌어올리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성을 더

욱 돋보이게 해주며, 대중들에게 더욱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패션이미지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는 K-Pop 진출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

는 치밀한 기획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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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K-Pop이라는 가지에 매달린 한류라는 열매는 한국이라는 뿌리 없이는 존

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K-Pop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K-Pop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라는 국

가가 가진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차별화되는 K-Pop만이 가진 특성을 찾고

자 노력했고, 그 결과로서 K-Pop의 특성을 혼종성, 역동성, 통속성, 집단

성, 일회성, 체계성, 신비성이라는 총 7가지 측면에서 찾아냈다. 

 로마가 전성기였을 때 모든 패션의 중심은 로마로 통했다. 그리고 바야흐

로 지금은 K-Pop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는 K-Pop의 지

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 문화

의 중심에 K-Pop이 있다는 사실이다. 패션을 연구함에 있어 K-Pop에 주

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째, 대중문화와 한류, K-Pop의 일반적 개념을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한류 및 K-Pop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둘 째, 국내·외에서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K-Pop의 아이돌을 추출한 

후, K-Pop이 가진 음악 내·외적 특성이 동시대의 K-Pop 아이돌의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셋 째, K-Pop 아이돌의 패션이미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K-Pop은 2000년대에 들어 완전히 새롭게 생겨난 문화 장르가 아니다. 한

국인의 눈으로 볼 때 K-Pop은 K-Pop이란 거창한 말로 포장된, 아이돌에 

의해 주도되는 그저 그런 한국의 대중가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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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은 저급한 취급을 받던 아이돌 음악이란 장르에서 가능성을 찾아냈

고, 고유의 특성들을 발굴해 냈으며, 글로벌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 세계

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문화’로 성장했다. 물론 이는 대형 기

획사에 의한 철저한 기획, 고단한 연습생 생활을 버텨내는 아이돌들의 노

력,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물려 얻게 된 결과이기

도 하다.

 한국의 대중가요가 K-Pop이라는 보편적 음악으로 성장했듯이 우리나라의 

패션이 K-Fashion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패션의 발생은 국적성 보다는 개별적 취향과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Pop이나 K-Fashion이나 그 맥락적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한국의 패션이 글로벌 패션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럽 중심의 패션에서 발견 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발

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패션에서 보여지는 K-Pop특성에 대해 분

석하였고 패션이미지를 고찰하였다.

 국내·외적으로 K-Pop을 대표할 수 있는 K-Pop 아이돌에는 소녀시대, 원

더걸스, 카라, 2NE1, 포미닛,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2PM, 비스트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형용사 이미지 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K-Pop 아이돌로부터 

추출해낸 패션이미지로는 혼종적 섹슈얼 이미지, 통속적 큐트 이미지, 체계

적 모던 이미지, 신비적 레트로 이미지, 역동적 키치 이미지가 있었다. 

 패션에 반영된 K-Pop 특성에 대해 아는 것은 현재의 지배적인 문화 현상

과 패션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K-Pop 아이돌들의 패션 이미지는 그들이 당대의 패션 트렌드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유행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의 유행 

이미지를 예측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올바른 패션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역시 K-Pop 아이돌들이 추구하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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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적절한 패션이미지의 추구는 음악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며,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션이미지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K-Pop 진출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그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치밀한 기획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는 한

국 패션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한류와 K-Pop이라는 거대 문화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방대한 연구의 범위와 시간적 제약으로 의해 한류와 K-Pop이 보여주는 다

양한 문화 양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못했고, 그 면면에 대한 자세한 분

석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특성에 대한 접근에만 머물렀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문화는 언제나 문화 구성원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생하고, 변화하며,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성장한 문화인 K-Pop은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세계

적 보편성을 획득하였다. 한국의 패션도 K-Pop이 지나온 길을 발판삼아 보

다 글로벌한 패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본 

논문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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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Pop Characteristics 

and Fashion Image of K-Pop idols

Park, Hee Ji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0s, cultural status of our country has been enhanced through 

Korean-wave. Domestic dramas and films were exported to the 

culturally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creating a fashion phenomenon. In the mid-2000s, 

however, Korean-wave centered on the drama and film was stagnant 

owing to boredom in the forms and contents. Such a stagnation could 

be broken down as K-Pop, Korean music became well known globally, 

leading to the beginning of a new form of Korean-wave, in other 

words, a New Korean-Wave. 

 K-Pop is the cultural contents having the strongest influence which 

has led the Korean-wave. The 'musical' attribute of K-Pop, a universal 

language, has a greater ripple effect than any other cultural genre. 

Today music is regarded as the synaesthetic cultural form joining the 

auditory and the visual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fashion became requisites composing the visual aspect of K-Pop. 

 Through  analysis on  K-Pop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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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a correlation of K-Pop and fashion and 

analyze the dominating fashion image of K-Pop idols leading 

Korean-wave.  For these purposes,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and 

empirical study were conduct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analysis on the domestic media exposure frequency, the 

number of movie replay on You-tube with preference areas and 

Korean-wave trend reports, following K-Pop  idols were included like 

Girl's Generation, Wonder Girls, 4 Minute, 2NE1 and KARA as girl 

groups, and Super Junior, Big Bang, Beast, 2PM and Shinee as boy 

groups. 

 Centered on the abstracted idol groups, with reference to various 

bibliographic data on K-Pop, newspaper articles, reports and 

photographs on K-Pop idols, characteristics of K-Pop differentiating 

from other genres were derived. As for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K-Pop related to the musical components including an interval, time, 

rhythm and melody, there are hybridity, dynamics and popularity. As 

for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of K-Pop related to singers, production 

and consumption environments, there are collectivity, disposability, 

systemicity and mysticism. 

   In the fashion, hybridity refers to hybridizing sexuality and purity,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 past and modernity. Speed is expressed 

by wearing casual clothes and accessories emphasizing activity and using 

patterns to give speed. Popularity is expressed by playful properties like 

excessive primary colors and exaggerated accessories with unnecessary 

physical exposure. Collectivity is expressed by clothes like a uniform 

giving unity. Disposability is revealed by proposing a new style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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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without any fixed form, and systemicity by the standardized 

physical size and ideal appearance features. As the resulting 

characteristic from precedents above, mysticism is expressed by 

ambiguity of the contrasted images like homme fatale, femme fatale and 

Lolita images with the Oriental appearance feature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ominating fashion images of K-Pop 

idols by examining modifiers of K-Pop idols in mass media, it shows 

images of the hybrid sexy, popular cute, mystic retro, systemic modern 

and dynamic kitsch. Especially, the fact that there's difference between 

K-Pop singers' media image and their actual image reveals the 

importance of the first image construction. It also shows that how 

K-Pop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are expressed in the fashion 

image of K-Pop idols. 

 Examination of successful K-Pop overseas expansion has significance 

that it suggests a blueprint for Korean fashion hereafter. Therefore, 

understanding of K-Pop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fashion allows us 

to recognize relations between the present dominating cultural 

phenomenon and fashion. Furthermore, fashion images of K-Pop idols, 

as an influential population to dominate the present fashion trend, have 

significa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fashion trends. 

 Key Words : 한류, Korean wave, K-Pop, K-Pop Characteristics, 

K-Pop idol, Fashion Image 

 Student Number : 201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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