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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 관습, 사상, 음악, 건축양식, 그리고 패션 등과 같은 문

화요소는 모방이라는 비유전적 과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

고 계승된다. 이 때 각각의 문화는 특수성을 띠게 되며 문화적 유

전자인 ‘밈(meme)’을 갖게 된다.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있

어서 한국의 문화적 유전자를 살펴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웃음과 해학은 한국의 문화적 유전자를 이루는 요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다양한 전통예술 속

에는 웃음을 통한 삶의 여유와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이

러한 긍정적이고 해학적인 태도는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중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의 대중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특정 스타일이나

그 안에 담긴 정신성까지도 드러내며, 미디어와 SNS의 확산을 통

해 전 지구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화의 양상이 도

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 속에서 한국의 문화

유전자인 해학이 무엇이며 그것이 패션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문화와 해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중문

화에서 패션의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고찰한 후 한국 대중문화 중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패션

에 표현된 해학의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전통예술

에서 나타난 한국적 해학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자 함에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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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전통예술 중 민중예술로써 해학성이 짙게 나타나는

조선 후기 회화(민화, 풍속화), 음악(판소리, 풍물놀이), 춤(살풀

이, 탈춤)을 중심으로 해학적 요소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의 전통예술은 장르에 관계없이 모두 해학이라는 특성을

보편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회화, 음악, 춤이라는 전혀 다른 예

술의 표현방식 사이에서 해학은 일정한 요소들을 통해 일련의 특

성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로 풍자성

은 과장, 왜곡, 추상, 파격을 통해 당시의 서민들이 느꼈던 사회의

부조리함을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나타났다. 둘째

로 공감과 우연을 통한 일상성은 예술에 등장하는 주제, 배경, 인

물 등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친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

을 이끌어내며 해학성을 나타냈다. 셋째로 의외성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공존하며 불일치, 대조, 반전, 부조화와 같은 요소

들에 의해 발현되었다. 넷째로 집단성은 한국 전통예술에서 가장

독특한 특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참여하여 만들어

내는 역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통해 드러났다.

이렇게 도출된 네 가지의 한국적 해학의 특성을 토대로 한국

대중문화 중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뮤직비디오 속

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요소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은 ‘개그콘서트’와 ‘무한도전’을

선정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방영

분을 분석하였다. K-Pop 뮤직비디오는 UV, 형돈이와 대준이, 싸

이, 노라조, 오렌지캬라멜, 크레용팝과 같이 총 6팀의 가수가

2010년 이후 발표한 뮤직비디오 속 의상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자성은 형태의 과장, 역할의 패러디, 동식물·사물의 의

인화, 과감한 성적 표현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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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성은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과 한국의 대중적 소재에 의해 표

현되었다. 셋째, 의외성은 성(性)의 반전, 연령의 부조화, T.P.O

의 위반을 통해 나타났다. 넷째, 집단성은 집단적 동조와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학은 한국 전통예술에 담겨있는 한

국적 해학의 특성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패션이라

는 비언어적 도구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예술과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특

성은 결국 자유분방성이라는 하나의 특성으로 모이게 되며 이는

어떠한 관습이나 규범, 질서 등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파괴함으

로써 자유롭고자 하는 한국인의 열망을 대변한다. 특히 시대적으

로 유교적 사상이 팽배하던 조선후기에 서민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상당한 절제가 요구되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양한 민중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과 목소리를 드러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탄과 원망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통해 그들이 처한 현실과 자연에 순응하며 웃음과 해학이라는 긍

정적인 태도로써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담긴 해학 역시 웃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웃음과 함께 끌어내 대중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초극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문화적 특성임과 동시에 한국인이 갖는 고유한

기질이다.

주요어 : 문화유전자, 대중문화, 해학, 한국 전통예술,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K-Pop

학 번 : 2012-21507



- iv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6

제 2 장 대중문화와 해학에 대한 고찰 ················· 8

제 1 절 대중문화의 개념과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 8

1.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 ···················································· 8

2.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 16

3.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패션 ·························· 25

제 2 절 해학의 미학적 개념 및 특성 ····························· 29

1. 해학의 미학적 개념 ···························································· 29

2. 해학의 특성 ·········································································· 32

제 3 절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해학 ··························· 35

1. 한국의 해학 ·········································································· 35

2. 조선후기 회화에 표현된 해학 ·········································· 42

(1) 민화 ················································································ 42

(2) 풍속화 ············································································ 45

3. 조선후기 음악에 표현된 해학 ·········································· 47

(1) 판소리 ············································································ 47

(2) 풍물놀이 ········································································ 50

4. 조선후기 춤에 표현된 해학 ·············································· 51

(1) 살풀이 ············································································ 52

(2) 탈춤 ················································································ 55

5. 한국 전통예술에 표현된 해학적 요소와 특성 ·············· 59



- v -

제 3 장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62

제 1 절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적 스타일의 특성

······················································································62

1. 풍자성 ···················································································· 62

(1) 형태의 과장 ·································································· 62

(2) 역할의 패러디 ······························································ 65

(3) 동식물·사물의 의인화 ················································ 69

(4) 과감한 성적표현 ·························································· 71

2. 일상성 ···················································································· 73

(1)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 ················································ 73

(2) 한국의 대중적 소재 ···················································· 75

3. 의외성 ···················································································· 77

(1) 성(性)의 반전 ······························································ 77

(2) 연령의 부조화 ······························································ 80

(3) T.P.O의 위반 ····························································· 82

4. 집단성 ···················································································· 86

(1) 집단적 상호모방 ·························································· 86

(2) 역동적 이미지 ······························································ 88

제 2 절 종합적 논의 ··················································91

제 4 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 vi -

표 목 차

[표 1]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문화 유전자 ························· 4

[표 2] 서구 학자들이 정의한 대중문화의 개념 ························· 12

[표 3] 도날드 닷슨(Donald Dodson)의 네 가지 대중문화 유형

·················································································································· 13

[표 4] 2000년대 이전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 18

[표 5] 한류의 발전 단계(* 고정민(2009)에서 인용) ················ 24

[표 6] 한류의 패러다임 변화 ··························································· 24

[표 7] 골계미 하위범주 유형 비교 ················································· 33

[표 8] 해학에 대한 서구와 한국 미학자들의 견해 ····················· 41

[표 9] 한국 전통예술에 표현된 해학적 요소와 특성 ················· 61

[표 10]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특성별 요소와 스타일

·················································································································· 90

[표 11] 한국 전통예술과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흐름과 특성

·················································································································· 92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구성 ········································································· 7

[그림 2]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파퓰러컬처로서의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에 표현된 패션 ··················································· 15

[그림 3]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형태의 과장 ······················· 64

[그림 3-1] 개그콘서트 <패션 넘버5>

[그림 3-2] (위쪽부터) 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 ‘샹하이 로맨스’.

‘립스틱’ MV

[그림 4]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역할의 패러디 ··················· 68

[그림 4-1] 개그콘서트 <이기적인 특허소>

[그림 4-2] 개그콘서트 <멘붕스쿨>

[그림 4-3] 개그콘서트 <씨스타 29>

[그림 4-4] 무한도전 294-295회 <약속한대로>편

[그림 4-5] 무한도전 340회 <소문난 칠공주>편

[그림 4-6] 오렌지캬라멜 ‘아잉♡’ MV

[그림 4-7] UV ‘WHO AM I’ MV

[그림 5]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동식물·사물의 의인화 ······ 70

[그림 5-1] 개그콘서트 <왕게임>

[그림 5-2] 개그콘서트 <애니뭘>

[그림 5-3]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 MV

[그림 6]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과감한 성적표현 ··············· 72

[그림 6-1] 개그콘서트 <발레리NO>

[그림 6-2] 무한도전 336회 <여섯이 네 고향>편

[그림 7]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 ····· 74

[그림 7-1] 개그콘서트 <비상대책위원회>

[그림 7-2] 개그콘서트 <나를 술 푸게 하는 세상>

[그림 7-3] 형돈이와 대준이 ‘안좋을 때 들으면 더 안좋은 노래’ MV



- viii -

[그림 8]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한국적 대중성 ··················· 76

[그림 8-1] 개그콘서트 <로비스트>

[그림 8-2] 무한도전 243회 <타인의 삶-정준하> 편

[그림 8-3] 무한도전 302회 <언니의 유혹> 편

[그림 8-4] 싸이 ‘강남스타일’ MV

[그림 9]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성(性)의 반전 ··················· 79

[그림 9-1] 개그콘서트 <갑을컴퍼니>

[그림 9-2] 개그콘서트 <정여사>

[그림 9-3] 무한도전 295회 <약속한대로> 편

[그림 9-4] 노라조 ‘여자사람’ MV

[그림 10]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연령의 부조화 ················· 82

[그림 10-1] 개그콘서트 <어르신>

[그림 10-2]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그림 10-3] 무한도전 200회 특집

[그림 10-4] 무한도전 278회 <명수는 12살>

[그림 11]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T.P.O의 위반 ················· 85

[그림 11-1] 개그콘서트 <꽃미남 수사대>

[그림 11-2] 무한도전 289-290회 <개그학개론>편

[그림 11-3] UV ‘쿨하지 못해 미안해’ MV

[그림 11-4] UV ‘이태원프리텀’ MV

[그림 12]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집단적 상호모방 ············· 87

[그림 12-1] 개그콘서트 <버티고>

[그림 12-2] 개그콘서트 <나는 아빠다>

[그림 12-3] 무한도전 207-208회 <시크릿 바캉스>편

[그림 13]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역동적 이미지 ················· 89

[그림 13-1] 노라조 ‘카레’ MV

[그림 13-2] 싸이 ‘젠틀맨’ MV

[그림 13-3] 크레용팝 ‘빠빠빠’ MV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 그리고 국가와 그 구성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적 유전자를 계승하고 있다. 어떠한 국가나 공동체

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를 살펴봄은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적 문화유전자는 무엇이

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한국 그리고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와 같다.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Clinton Richard Dawkins)는 생

물학적 유전자인 ‘진(gene)’처럼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적 유전자 단위

‘밈(meme)1)’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나아가 문화란 전달되는 과

정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의 핵심인 복제는 유전자(gene)

의 진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언어를 비롯한 관습, 사상, 음

악, 패션, 건축양식 등과 같은 문화요소는 모방이라는 비유전적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전달 과정

속에서 밈은 상호 작용하면서 다른 밈과 결합하고, 배척하고, 변형하며

진화한다.2)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는 역사를 거치며 여러 가지의 밈들(memes)이

결합과 배척을 반복하며 진화한 한국만의 문화유전자 형태를 이루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웃음과 해학(諧謔)은 한국적 문화유전자를 가장 잘 설

1)‘밈(meme)’이라고 불리는 ‘문화유전자’는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

킨스(Clinton Richard Dawkins)가 1976년 그의 저서인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모방’이라는 뜻의 그

리스어 ‘미메메(mimeme)’와 영어에서 ‘유전자’를 가리키는 ‘진

(gene)’을 결합하여 만들었다.
2) Richard Dawkins(1976), 『The Selfish Ge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홍영남 역(2001),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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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주는 요소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恨)이 많은 민족이라 불리

는 동시에 흥(興)이 많은 민족이라 일컬어졌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도 늘 그것을 어둡고

무겁게 표현해내기 보다는 밝고 즐겁게 풀어나감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

왔다. 한국 전통예술은 짙은 해학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여유로

움과 지혜를 표현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에 그대로 전승되었

다. 따라서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해학적 기질과 특성이 무엇

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의 있는 작업이다.

한국의 해학은 한국문학, 회화, 음악, 조각 등 한국 전통예술 전반에

걸쳐 두루 보이는데, 특히 서민문화가 꽃을 피우던 조선후기의 회화, 음

악, 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회화를 살펴보면, 풍속화와 민화

에서 해학적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권하진3)은 조선후기 풍속화 속

여성의 복식에 나타난 해학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풍속화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익살스러우면서도 순수하게 수용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있는

회화라고 했다. 한국미술에 나타난 해학미에 대해서 연구한 김지연4)은

민화가 그 시대의 부조리를 “농도 짙은 해학을 바탕으로 하는 웃음”을

통해 풍자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판소리, 탈춤 등과 같은 전통 음악

과 춤에서는 회화보다 더욱 진한 해학을 느낄 수 있다. 판소리에는 해학

의 특징인 자유분방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5) 농부들의 고단함을 달

래주기 위한 풍물놀이(농악)와 탈춤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민중들의

역동성과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롭고 순수한 한국의 해

학을 잘 표현하고 있다.6)

전통예술은 미디어의 발전과 세계화에 의한 글로벌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전통의 모습과는 다른, 변형된 형태의 현대 한국 대중문화로 이어

3) 권하진, 김민자(2010), 조선후기 풍속화에 표현된 여성복식의 해학미, 한국

복식학회지, 60(2), p.36.
4) 김지연(2004), 한국 미술 중에 나타나는 해학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 24.
5) 최준식(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서울: 효형출판, p. 130
6) 위의 책.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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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최석만7)의 연구에 의하면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은

한국의 한국 전통예술이 변질되어 이어지는 문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그 가운데 해학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화유전자는 한국 대중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핵심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벌써 700회가 넘은

<개그콘서트>는 2013년 10월 27일 기준 시청률 16.9%8)로 지상파 주

간 방송 종합 시청률 10위 안에 꾸준히 순위를 올리고 있고, <무한도

전>은 한국갤럽이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조사한 ‘한국인이 좋

아하는 TV프로그램’ 설문조사에서 1를 유지하고 있다.9) 이외에도 한국

적 해학이 담긴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음악, 패션 등 전반적인 대중

문화는 한국만이 갖는 독특한 스타일로 인하여 한류라는 새 바람을 일으

키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급

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

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한류는 전 세계가 한국 대중문화에 주목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도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고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2년 한국문화체육관광

부는 2013년부터 3년간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한국문화 유전자 발굴

및 확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앞서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문화 유전자’를 발표하였는데, 흥, 끈기, 정, 해학, 발효, 예

의, 역동성, 공동체문화, 어울림, 자연스러움과 같이 총 10개의 문화유

전자가 발견되었다<표 1>. 그 중에서도 K-Pop을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시킨 흥과 개그콘서트를 수년간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이 되게 한 해

학의 중요성은 한국 대중문화 전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주춤하던 한류현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은

7) 최석만 (2007). 한류: 한국 전통문화의 재해석. 東洋社會思想(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5, p. 13.
8)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http://www.agbnielsen.co.kr/index.asp?ref=0
9)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search=1&searc

   hKeyword=TV프로그램&selectYea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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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문화 유전자

K-Pop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상민10)은 K-Pop을 “삶을 신명 나게 풀어내는 놀이, 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보편적 감흥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흥겨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이 해외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

준 음악과 패션의 유머러스한 코드는 한국적 해학의 진수를 보여주며 한

국 문화가 열광하는 B급 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싸이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패션과

스타일, 춤을 분석하고 패러디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외국

의 명문대에서는 싸이의 강연을 통해 한국적 정신과 사상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흐름을 보았을 때 대중문화가 단순히 콘텐츠를 전

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스타일이나 그 속에 담긴 정신성까지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디어와 SNS의 확산으로

10) 정·흥·빨리빨리 등 한국문화 코드 조명 (2012. 10. 7).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4. 03. 01,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6/0200000000AKR201

21006041400005.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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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의 시대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학을 고찰하고 그것이 패션에 어

떤 형태로 나타나며 어떠한 요소와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나타난 해학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패션과 해학을 연결시켜 바라보

는 시각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중문

화 중 해학이 나타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뮤직비디오 속

패션의 표현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해학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 대중문화의 사적 흐름을 살펴

보고 대중문화에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그리고 패션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각각 고찰한다.

둘째, 미학적 관점에서 해학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한국의 해학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도출한다.

넷째, 한국 대중문화 중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뮤직비디

오에 나타난 패션의 해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국 전통예술에서 도출된

한국의 해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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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연구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

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 대중문화

의 사적 흐름을 고찰한 후 대중문화에서 패션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이

해한다.

둘째,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해학의 미학적 개념 및 특성을 고

찰한 후, 한국미의 범주에서 해학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국 전통

예술 중 서민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조선후기의 회화(풍속화, 민속화),

음악(판소리, 풍물놀이), 춤(살풀이, 탈춤)을 중심으로 해학적 요소와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나타난 해학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영상

자료와 검색을 통해 각종 언론사의 기사에서 다뤄진 분석 사례들을 수집

한다. 우선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표현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에서 2013년 1월부터 10

월까지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자료에서 10위 안에 드

는 예능 프로그램 중 평균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무한도전>과 평균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온 <개그콘서트>를 선정했다. 개그콘서트와 무한

도전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방송 분을 대상으로 의상

에 해학적 요소가 담겨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대중가요 가수

의 패션에 나타난 해학의 특성 관찰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

한 ‘201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자료를 통해 상위 5위의 신문사인 조선일

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례, 경향신문, 스포츠조선과 같

이 총 7개의 언론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가수11)’를 키워드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7일까지 검색

하여 국내 미디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개가수의 빈도수를 측정한 결과

‘UV’, ‘형돈이와 대준이’, ‘용감한 녀석들’ 순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용

11) ‘개그맨’과 ‘가수’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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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문헌연구
<대중문화와 해학에 대한 고찰>

          1.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2. 해학의 미학적 개념 정의와 특성
          3.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해학과 특성

제 3 장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특성>

1.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해학이 반영된 사례 수집 및 특성 분석
    2. 종합적 논의

제 4 장  <결론>

감한 녀석들’의 경우 뮤직비디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패션을 통한

해학의 특성을 도출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에 한국

적 유머가 담긴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으로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

킨 ‘싸이(PSY)’와 패션으로 해학성을 드러낸 ‘노라조’, ‘오렌지캬라멜’,

‘크레용팝’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총 6팀의 K-Pop 가수가 2010년

이후 발표한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패션의 해학적 요소와 특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 8 -

제 2 장 대중문화와 해학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 대중문

화의 흐름을 사적 고찰하고 대중문화 속에서 패션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골계의 하위범주인 해학의 미학적 개념과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

1. 대중문화의 개념

대중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로 정의된다.12) 즉,

대중문화는 대중이 정의되는 방식에 의해 의미가 다양하게 나뉠 수 있

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무리’ 혹은 ‘대량 생산ㆍ소비를 특

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으로 지칭된다. 또한

대중은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엘리트 집단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수동적ㆍ

감정적ㆍ비합리적인 성격이 내제되어 있다.13)

대중문화는 크게 매스컬처(Mass Culture)와 파퓰러컬처(Popular

Culture)로 구분된다. 매스컬처는 앞서 대중(mass)의 정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수용하는 문화

이고 고립 분산되어 있으며 주체성이 결여된 열등한 문화라는 경멸적 시

선을 담고 있다. 매스컬처는 매스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대량생산과 복

제가 가능해진 근대자본주의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하며 문화의 생

산과정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파퓰러컬처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로 정의되며 매스컬처에서 보여지는 경멸적인 의미가 아닌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개념의 대중성을 내포한다. 파퓰러컬처는 자본주의 이전

12) 자료검색일 2014. 2. 5. 자료출처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13) 자료검색일 2014. 2. 5. 자료출처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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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중 혹은 민속 문화(folk culture)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매스컬처

와 달리 생산과정보다 소비와 수용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14)15) 혹자

는 파퓰러컬처를 기존의 대중문화로 여겼던 매스컬처와 구별하기 위해

민중문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회 체제의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저항문

화의 성격이 강해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라 지칭한다.16)

1950년대 대중문화가 사회를 움직이는 요소로 자리 잡았던 미국에서

는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대론이 벌어졌다. 먼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내는 부정론자들은 대중의 취향을 저

급한 것이라 여기는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어네스트 반 덴 하그

(Ernest van den Haag)17)는 대중들은 본래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인간의 삶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 일상의 어려움을 잊게 하는 것

들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폭력적인 스릴과 감상적인 것들

이 대중문화 속에 인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밀려났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는 대중적 취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엘리트주의자

들의 부정적 관점이 정립된 것이며 대중문화란 그들의 저급한 취향에 맞

게 대량생산된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겼다.18) 또 다른 저명

한 대중문화 비판론자 드와이트 맥도널드(Dwight MacDonald)19)는

과거의 민속문화는 하위계급의 사람들이 그들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라고 한다면 대중문화는 기업인의 지시에 따라 기

술자가 만들어내는 강요된 문화로 대중은 단지 수동적으로 그 상품을 구

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문화가

갖는 심미적 특성을 열거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동질화의 문화

14) 강정민(2007), 한국 대중문화에 표현된 스타 패션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15) 김창남(2010),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33-34.
16) 강준만(1994), 대중문화의 겉과 속, 서울: 한샘출판사, pp.20-21.
17) (1914-2002) 네덜란드 출신의 교육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이자 작가.
18) Ernest Van den Haag(1980), 「쉴즈의 문화론에 대한 이견」, 대중시대

의 문화와 예술, 노만 제이콥스(Jacobs, Norman) 엮음, (강현두 옮김), 서

울: 홍성사, p. 127.  
19) (1906-1982) 미국의 기자이자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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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갖는 문제점이다. 그는 대중문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차별화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획일화시키고 표준화시켜 버린다고 하였고

이는 마치 공장에서 분업화 시스템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산품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문화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타락

시킨다고 주장하였다.20)

이에 반해 대중문화를 수용하여 긍정적 관점에서 논의한 학자들은 다

원주의적 측면에 서 있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드워드 쉴즈(Edward

Shils)는 문화취향의 위계구조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문화수준

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제·사회의 변화로 인해 해체된 카리스마적 권

위(charismatic authority)와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s)의 신

장(伸張)이 대중문화의 주요한 국면이라고 말하였고, 문화를 심미적·도

덕적·지적 기준에 의해 우수한(superior) 혹은 세련된(refined) 문화,

범속한(mediocre) 문화, 저속한(brutal) 문화와 같이 세 가지 수준으

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우수한 혹은 세련된 문화는 어

떠한 주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는 시, 소설, 조각, 회화, 음악, 건축 등

과 같은 형태이다. 이러한 문화는 고급문화를 이어온 엘리트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며 대학교수, 과학자, 작가, 예술가 등과 같이 오랜 기간 지

적 훈련을 요하는 직업의 사람들이나 고도의 지적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

이 소비하는 문화이다. 범속한 문화는 우수한 문화와 동일한 장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우수한 문화에 비해 독창성이 결여되어 모방성을

강하게 띤다. 뮤지컬 코미디 같은 예술 장르가 이에 속하며 고급문화와

문화의 상품화를 함께 받아들이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지식인 계

층에 의해 만들어지고 TV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가장 주요 소비자인

중산층에 의해 소비된다. 저속한 문화는 문화가 내포하는 상징성의 수준

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는 산물로서 게임이나 스포츠를 관람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문화적 전통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전문인들이 만들어내

는 문화이며 산업노동계층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화를 접한다.

그는 범속문화와 저속문화의 생산이 고급문화의 타락과 파괴로 이어지는

20) 김창남(2010), op. cit. pp.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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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고 하며 다양한 문화수준과 취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고급문화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대중문화를 수준이 낮은 것

으로 이해하는 부정론자들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허버트 갠스(Herbert Gans)21)는 쉴즈의 문화수준론이 갖는 가치중

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향문화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계층에 따

라 다양한 취향과 미감이 공존하며 수용되기 때문에 문화를 취향공중,

취향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계층과 교육수

준 등에 근거하여 다섯 개의 취향문화를 구분하였고 이것이 사회에서 가

진 신분의 위계(位階)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고 하였다. 그 역시도 고급

문화가 좋은 것이라는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대중이 고급문화를 수

용하지 못한 것은 단지 그들이 그것을 접하여 교육할 기회를 갖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였다.22)

대중문화는 20세기 초까지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도 대중문화가 갖는 본질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고급문화의 심미적

기준에 의해 폄하되고 있었다. 도날드 닷슨(Donald Dodson)은 대중문

화를 민속문화(folk culture), 엘리트문화(elite culture), 파퓰러컬처

(popular culture), 매스컬처(mass culture)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어떤 문화라도 상징의 집합체일 뿐 아니라 사회체계임을 강조하

며 문화유형들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예술가[artist], 사업가

[entrepreneur], 수용자[audience], 비평가[critic])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뉜다고 주장했다. 예술가란 심미적 목적을 위해 상징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창작가, 연주자 등을 포함한다. 사업가란 창작의 사업적 시

도가 갖는 손실의 모험을 감수하고 상업적 실행에 옮겨 상징들을 예술가

로부터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수용자란

21) [1927-] 미국의 대중문화 연구가
22) 김창남(2010), op. cit. pp.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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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학자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

부정론자

(엘리트주의적

관점)

어네스트

반 덴 하그

(Ernest van

den Haag)

- 대중들은 본래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인간의 삶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 일상의 어려움을 잊게 하는 것들을 찾음

- 그들이 추구하는 폭력적인 스릴과 감상적인 것들이 대중문화 속에

인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밀려남

=> 대중적 취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엘리트주의자들의 부정적 관

점이 정립된 것이며 대중문화란 그들의 저급한 취향에 맞게 대량

생산된 하나의 상품에 불과함

드와이트

맥도널드

(Dwight

- 과거의 민속문화: 하위계급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

- 현대의 대중문화: 기업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자가 만들어내는 강요

된 문화 => 수동적인 대중

- 대중문화가 갖는 심미적 특성

(1) 동질화의 문화: 대중문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차별

화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획일화시키고 표준화함

(2) 대중문화의 분업화: 공장의 분업화 시스템과 동일

(3)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타락

긍정론자

(다원주의적

관점)

에드워드

쉴즈

(Edward

Shils)

- 문화수준론을 주장

- 문화를 심미적·도덕적·지적 기준에 의해 우수한(superior) 혹은

세련된(refined)문화, 범속한(mediocre)문화, 저속한(brutal)문화와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눔

(1) 우수한/세련된 문화: 시, 소설, 조각, 회화, 음악, 건축 등

(2) 범속한 문화: 뮤지컬 코미디 등

(3) 저속한 문화: 게임이나 스포츠 관람 등

=> 범속문화와 저속문화의 생산이 고급문화의 타락과 파괴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다양한 문화수준과 취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급문화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대중문

화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는 부정론자들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함

허버트 갠스

(Herbert

Gans)

- 쉴즈의 문화수준론이 갖는 가치중립의 문제점을 지적

- 취향문화론을 제시

- 사회계층에 따라 다양한 취향과 미감이 공존하며 수용되기 때문에

문화를 취향공중, 취향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계층과 교육수준 등에 근거하여 다섯 개의 취향문화를 구분하

였고 이것이 사회에서 가진 신분의 위계(位階)와 깊은 연관을 맺는

다고 함

- 역시 고급문화가 ‘좋은 것’이라는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대중이

고급문화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단지 그들이 그것을 접하여 교육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김

예술가가 만든 창작품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비평가란 작

품에 대해 공적인 판단을 행하는 평론가, 검열가, 학자나 혹은 다른 예

술가 등의 사람을 일컫는다.

[표 2] 서구 학자들이 정의한 대중문화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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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

(folk culture)

예술가-수용자

엘리트문화

(elite culture)

예술가-비평가

파퓰러컬처

(popular culture)

예술가-사업가-수용자

매스컬처

(mass culture)

예술가-사업가-수용자

Ar Au

E

C

E Au

Ar C
Ar Au
E

C

E

C

AuAr

E: 사업가(entrepreneur), Ar: 예술가(artist),

Au: 수용자(audience), C: 비평가(critic)

[표 3] 도날드 닷슨(Donald Dodson)의 네 가지 대중문화 유형

이들이 이루는 문화 유형 중 첫 번째인 민속문화는 예술가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며 사업가나 비평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예술가는 수용자의 일부이며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된

다. 전통음악과 같은 예술 장르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 엘리트문화를

살펴보면 비평가와 예술가의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평가는 일련의 심미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 엘리트 문화의 기준

을 유지해나가고 예술가는 창조적 자율성을 강하게 띈다. 수용자와 사업

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술의 내용이나 형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로 파퓰러컬처는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화폐경제에 의해 이

전에 있던 민속문화가 변형되어 나타난 문화형태로 예술가와 수용자 간

의 관계는 민속문화와 동일하지만 사업가가 개입하는 새로운 현상에 의

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술가는 전문적인 예능인으로서의 특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용자와 사업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개성을 구현한

다. 여기에서 비평가들은 문화의 형성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이를 널리 알려주는 광고적 효과를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1960년

대 유행했던 미국의 록음악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스컬처는

사회적 해체와 경제적 집중의 발생에 의해 번성하게 된 문화이다. 이 문

화 안에서 예술가와 수용자의 관계는 사업가에 의해 파괴된다. 예술작품

에 대한 수용자의 직접적 피드백(feedback)은 사라지고 사업가가 궁극

적인 통제를 행사한다. 사업가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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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질적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는 문화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결정

적인 인물로서 존재하는 반면 비평가는 별다른 역할을 갖지 않는다. 23)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의 관

점에서 대게 파퓰러컬처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

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서로 얽혀있다. 하나의 문화산물이 만들어지는 과

정, 문화산물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수용되는 과

정으로 나뉘며 이를 텍스트(text)의 생산, 생산된 텍스트, 텍스트의 수

용(혹은 소비)라고 부른다. 대중문화는 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중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이 변화하며 일상

적인 삶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대중문화는 대중의 욕망을 충족

시키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소비문화의 형태를 강하게 띤다. 대중문화

를 매스미디어와 같이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

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산출되는 문화의 산물이며 대중문화가 그 이상의

부분을 포괄하기는 하지만 매스미디어에 의한 문화현상들이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임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대중이 특정 영화나

음악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24)

삶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는

매스컬처보다는 중립적이고 긍정적 시선을 갖는 파퓰러컬처의 개념에 가

깝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이전에 저급하게 여겨졌던 경멸적인 어조와

시선을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대중의 흐름으로 인식된다. 어떠한

문화든 그것이 대중의 삶 속에 존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대중의 삶 전반에서 대중에 의해, 대중을 위

해 존재하며 대중이 원하는 삶의 가치와 관점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도

날드 닷슨이 제시한 대중문화 유형의 개념으로 살펴보더라도 대중문화는

파퓰러컬처에서 나타나는 예술가, 사업가, 수용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뚜

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배우, 가수, 혹은 개그

23) 백선기(2004),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p. 177-179.
24) 김창남(2010), op. cit. pp.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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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파퓰러컬처로서의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에 표현된 패션

맨과 같은 예술가에 의해 산출되며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방송국 같은

사업가들의 개입에 의해 전문성을 띠게 되고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통된다. 이렇게 생성되고 유통된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시청

자 혹은 수용자들은 그 안에 매우 깊이 개입하여 그들의 취향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대중문화를 소비하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언론 혹

은 문화평론가와 같은 비평가들은 대중문화의 생산과 수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노이즈마케팅’을 이용

해 광고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TV 버라

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은 ‘예술가-사업가-수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하는 파퓰러컬처 유형에 부합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퓰러컬처의 유형으로서 매스미디어의 가장 핵심

적인 문화 산물인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파퓰러컬처로서 대중문화를 고찰할 때 나타나

는 패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수

개그맨

시청자

소비자

방송국

기획사

언론

문화평론가

Fashion



- 16 -

2.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1) 2000년대 이전

한국의 대중문화는 일제 강점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현대적 대중매체

의 도입에 의해 시작되었다.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같

은 대표적인 민간 신문을 비롯해 다양한 잡지들이 창간되었고 영화는 물

론 라디오 방송의 시작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25)

처음 ‘대중문화’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33년 4월 29일

자 『조선일보』의 한 사설에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대중

문화는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파퓰러컬처로서의 대중문화가 아닌

매스컬처로서의 대중문화였다.26)

6·25 전쟁을 거치며 한국 대중문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화와의 접

촉으로 일본의 영향아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라디

오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서민들에게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

히 도시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농촌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 다수의 서민들은 미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미국 문화에 대한 맹목적

이고 막연한 동경심을 갖게 해주었다. 방송에서는 미국의 대중음악을 들

을 수 있었고 극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상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미국 문화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대중음악

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의 일본 전통 5음계에서 영향을 받은 음악에서

서양의 7음계로 변화하였고, 서양 대중음악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와 스

타일을 모방하는 음악이 등장하였다. 노래 제목은 물론 노랫말에도 영어

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미국 문화의 모방 욕구로 인해 문화

적 혼종성을 강하게 띠었다고 할 수 있다.27)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25) 김창남(2010), op. cit. p. 117. 
26) 강준만(1994), op. cit. p. 30.
27) 김창남(2010), op. cit. pp.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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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의해 대중문화가 상업화되고 청년문화와 결합되며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교통, 통신, 교육과 함께 라디오·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시작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동시에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가 강화되며 이를 반발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매스미디

어가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정권이 그들의 홍보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발한 매스미디어 보급에 힘

썼기 때문이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

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오락과 유흥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졌다. 정권은

매스미디어라는 문화적 도구를 이용해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권력을 행

사하였다.28)

1980년대 군사정권의 폭력적 통제는 문화정책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정권 초기에 신문, 방송, 통신사의 구조 개편을 통한 언론통폐합은 7개

였던 중앙일간지를 6개로, 4개였던 경제지를 2개로 줄이며 완전한 문화

통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폭력적 통치로 인해 민중문화운동이 일어났

다. 사회의 부조리를 희극적으로 표현하는 전통 탈춤과 마당극 등은 민

중문화운동을 이끌어 간 예술이었고 이 후 미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항성을 띈 운동이 시작되었다. 80년대 대중문화화는 컬러

TV, 비디오, 전자게임의 보급·확산과 대기업이 스포츠산업과 같은 문화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변화를 맞이했다. 무엇보다 컬러TV의 등장은 향락

주의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를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의 기성세대와는 전혀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접하며 성장하게 되었고 10대 청소년층이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

로 등장하였다.29)

1990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 체재가 도입되며 이전보다 자유롭게 대

중문화를 생산하고 수용하게 되며 매스컬처가 아닌 파퓰러컬처로서의 대

중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90년대 문화는 신세대 문화의

28) 강준만(1994), op. cit. p. 30-31.
29) 김창남(2010), op. cit. p. 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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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문화의 특징 유형

일제강점기

(1920-1930년대)

- 자본주의 발전·대중매체의 도입에 의해 대중문화가 시작

-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창간

- 영화, 라디오 방송, 대중음악의 시작

- 1933년 4월 29일자 『조선일보』 

   : 최초로 ‘대중문화’라는 단어가 사용 

매스

컬처

한국전쟁

(1940-1950년대)

- 서구문화와의 접촉 =>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남

- 라디오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보급

- 전쟁을 통해 다수의 서민들은 미국의 문화를 접촉 

   => 미국 문화에 대한 맹목적이고 막연한 동경 

- 대중음악 : 서구식 스타일로의 변화 => 문화혼종

매스

컬처

근대화시대

(1960-1970년대)

- 본격적인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발전

   => 대중문화의 상업화 & 청년문화와의 결합

-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과 규제 강화 => 저항의 움직임

- 정권 홍보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수단

-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오락과 유흥에 대한 열망

매스

컬처

제5공화국

(1980년대)

- 군사정권의 폭력적 문화 통제

  : 신문, 방송, 통신사의 구조 개편 =>  언론통폐합

- 폭력적 통치로 인한 민중문화운동(마당극, 영화, 음악 등)

- 컬러TV, 비디오, 전자게임의 보급·확산 & 대기업의 문화

산업 진출 => 향락주의, 소비문화

- 10대 청소년: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등장

매스

컬처

민주주의시대

(1990년대)

- 민주주의 체재 도입 => 자유로운 문화 생산&수용

- 매스컬처->파퓰러컬처로의 전환

- ‘신세대 문화’의 등장 : 영화·대중음악·광고·드라마 

등과 같은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세대

- 성(性)적이고 오락적인 쾌락주의의 양상 심화

파퓰러

컬처

등장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발전되었다. 80년대에 태어나서 성

장한 세대들은 그들만의 감성과 감각을 통해 획일성을 벗어나 개성 있고

튀는 문화를 추구하였다.30)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화·대중음악·광고·

드라마 등과 같은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세대였다는 것이다. 비

디오형 가수나 댄스음악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대중문화가 등장하였고,

성(性)적이고 오락적인 쾌락주의의 양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곧 소비로

이어졌고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었다.31)

[표 4] 2000년대 이전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30) 박규현, 박성미(2000), 1990년대 한국 신세대문화의 속성과 제품디자인 

경향 비교연구, 디자인학연구, 37, p. 204.
31) 김창남(2010), op. cit. p. 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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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이후

90년대 후반 한국 대중문화는 한류라는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와 아시

아 주변 국가들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한류(韓流)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의미로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유행하는 현상을 일컫는

다.32) 영어로는 발음 그대로 표기한 Hallyu로 쓰거나 의미를 직역한

Korean wave가 공식적인 용어로 쓰인다.33) 한류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한류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대중음악 등에 열광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써 2000년 2월 중국의 인

민일보(人民日報)에 의해 등장한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34) 그러나 일

부에서는 ~류(流)라는 단어는 ~식, ~스타일, ~파 등과 같은 의미의

일본식 용어이며 1980년대 홍콩영화의 유행 현상을 홍콩류, 1990년대

의 일본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의 유행현상을 일류라고 불렀던 것과 같

은 맥락으로 한류를 간주하기도 한다.35)

한류의 시발점은 대부분 1997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

래>가 중국 중앙텔레비전인 CCTV에 방영한 시기로 보고 있다. 당시 중

국에서는 외국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보통 2% 내외였는데, <사랑이

뭐길래>는 방영과 동시에 시청률 4.2%를 기록하였고, 최고 시청률

15%를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36)37) 이후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열광은 중국을 넘어 대만, 베트남, 태국 등으로 확산되었고, 2000

32) 서은숙 (2009). 다문화시대 한류의 정체성과 방향. 인문콘텐츠, 14. p. 

165.
33) 박희지 (2012). K-Pop 특성과 K-Pop 아이돌의 패션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34) 김기란, 최기호 (2009). 대중문화 사전. 서울: 현실문화. 
35) 장규수 (2011).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p. 168.
36) 방정배, 한은경, 박현순 (2007). 한류와 문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

케이션북스. p. 61.
37) 박장순 (2008).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 전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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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방영된 <가을동화>가 그 뒤를 이어갔다. 안재욱, 송승헌, 장동건, 차

인표, 김희선, 김남주, 송혜교 등과 같은 배우들은 국내에서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를 이끌어 갔다. 드라마와 함께 한류의 중심이 된 것

은 한국 대중음악이었다. 1999년 중국과 대만의 청소년들은 클론,

HOT, 베이비복스, NRG 등과 같은 한국 댄스 가수의 춤과 노래에 열

광하였고, 한국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

다.38)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류의 한계점을 시사하며 한류가 한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적 홍보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며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국가에

서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39)

2002년 1월 KBS에서 방영한 미니시리즈 <겨울연가>는 <가을동화>

를 만든 윤석호 PD의 후속작으로 한국에서도 평균 시청률 23.1%를 기

록하며 서정적 멜로의 감성을 담은 한국 TV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었

다. 이후 2004년 <겨울연가>가 일본으로 수출되며 겨울연가 신드롬을

일으켰다. 주연 배우였던 배용준을 ‘욘사마’, 최지우를 ‘지우히메’40)라 칭

하며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을 탄생시켰다. 이후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

던 한류 열풍은 수많은 위기설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2005년 <대장금>

이라는 한국적 특수성과 문화성이 강한 사극드라마가 64개국에 수출되

며 한류의 저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57.8%의 평균 시청률을 내며 인기를 끌었고,41) 2007년 이란에서 방영

될 당시 86%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38) 신윤환 (2002).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 : 비교 분석과 평가. 東亞 硏

究, 42. p. 10. 
39) 아르헨티나가 한류 사각지대라는데…. (2010. 11. 15). 정책브리핑. 자료

검색일 2014. 02. 27.를 박희지 (2012). op. cit. pp. 16-17에서 재인용.
40) ‘욘사마’의 ‘~사마’란 왕족과 같이 고귀한 신분이나 존경받는 사람에

게 붙이는 칭호이며(김기란, 최기호 (2009). 대중문화 사전. 서울: 현실문화

연구), ‘공주’라는 뜻의 ‘히메’를 붙여 ‘지우히메’라는 닉네임을 만들

었다. 
41) 이상민 (2012). 한류 드라마의 특성과 경쟁력 -<사랑이 뭐길래>, <겨울

연가>, <대장금>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0(1).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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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진부한 소재로 인해 정체기를 겪었던 한류

는 2008년 K-Pop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와 함께 부활하였다. 2000

년대까지도 ‘가요’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한국 대중음악은 2000년대 중반

부터 해외에서 한국 가요를 즐겨 듣기 시작하면서 Korean Popular

Music의 약자인 ‘K-Pop’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42)

K-Pop은 한국 음악 산업의 산물이 아닌 ‘한국이 아닌 나라들을 위해 한

국에서 만들어진 대중음악’이며 일본의 J-Pop이 전체적인 일본 대중음

악을 포괄하는데 반해 K-Pop은 아이돌그룹과 걸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대중음악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다.43) 동방신기, 보아 등과 같은

가수들이 일본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비(Rain), 세븐, 보아가 미

국에 진출하며 K-Pop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2008년 발표된 원더걸스

의 ‘Nobody’는 복고풍의 스타일과 반복적인 가사, 누구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춤 동작 등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는 유럽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열린 최초

의 단독 콘서트였다. 예매 시작 15분 만에 7000석이 모두 매진되었고,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일부 팬들은 공연이 열리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플래시몹(flash mob)의 형태로 추가 공연 요구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

다.44)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는 유튜브(Youtube), 아이튠즈

(iTunes), 페이스북(Fac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등과

같은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과 보급으로

인해 퍼져나가고 있고,45) 오늘날 한류는 단순히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한식, 한글, 패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수출되고 있다.

2012년 전 세계에 K-Pop을 다시금 각인시킨 가수 싸이(PSY)의 ‘강

42) 박희지 (2012). op. cit. p. 19. 
43) 신현준 (2013).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 한국 대중음악을 읽는 문화

적 프리즘. 파주: 돌베개. p. 31.
44) SM타운 파리 콘서트. (2011. 05. 26).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4. 02. 

28,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10526/37536600/1
45) 조병철, 심희철 (2013). K-POP 한류의 성공요인분석과 한류 지속화 방

안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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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스타일’역시 유튜브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었다. 강남

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는 수용자들의 참여가 크게 기여했다.

대중들은 그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고 그 영상을 다시 공유하는 새로

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2012년 7월 15일 게재된 강남스타일의 뮤직비

디오는 51일 만에 조회수가 1억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2일

에는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가 10억을 넘기며 최단기간, 최다조회의 기

록을 세웠다. 2014년 2월 현재 19억 뷰가 넘은 상태며 곧 20억 뷰 돌

파를 앞두고 있다.46)

한류는 K-Pop 뿐만 아니라 각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진출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MBC에서 방영되는 <우리 결혼했어

요>의 경우 아이돌 멤버들이 고정적으로 출현해 해외 K-Pop 팬들의 관

심을 받고 있고, 지난해 7월 소니픽쳐스 엔터테인먼트와 <우결-세계판>

을 제작해 현재 전 세계 21개국에서 방영 중이다.47) SBS 대표 예능인

<런닝맨>의 경우 중화권은 물론 아시아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K-Pop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현하는 경우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48) 또한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는 아시아

최초 국제 코미디페스티벌인 ‘2013 제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BICF·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이 개최되었다. 총

7개국 17개 팀, 150여명의 코미디언들과 2만 5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

하며 K-코미디의 세계화를 알렸다. 국내 최고 코미디 팀에게 수여되는

46)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 19억 돌파.  (2014. 02. 09).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14. 02. 28, 자료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914

23531&code=960801
47) K - 팝 · K - 드라마 인기시들…지금 지구촌은 ‘예능한류’. (2013. 

05. 29).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14. 02. 28, 자료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29000510&md=2013

0613001948_BC 
48) 예능 콘텐츠 신한류! '우결''나가수''런닝맨' 등 수출 급물살. (2013. 04. 

11). 스포츠서울. 자료검색일: 2014. 02. 28, 자료출처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11678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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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바다’상은 해외에서 ‘옹알스’에게 주어졌다. 옹알스는 국내 코미디

프로그램의 양대 산맥인 KBS <개그콘서트>와 SBS <웃찾사> 출신 개

그맨들이 모여 만든 넌버벌(non-verbal) 코미디 팀으로 2010년과

2011년 세계 3대 코미디 페스티벌 중 하나인 에든버러 프린지

(Edinburgh Fringe)에 참가하여 2700여개의 팀 가운데 상위 12개

팀 안에 드는 성과를 내며 한국 코미디의 세계화를 고취시켰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우스꽝스러운 의상과 분장, 몸동작으로 웃

음을 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후 BBC, 뉴욕타임즈 등에 초청되며 해

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한국적인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태권도,

탈놀이, 사물놀이 등과 같은 전통예술을 결합시킨 코미디를 연구하고 개

발하여 한국 코미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49)50)51)

한류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오히려 오

늘날 한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를 한류 1·2기로, 2000후반 이후를 한류

3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역, 콘텐츠, 주요 수용자 연령층, 유통경로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류 1·2기에는 아시아에 국한 되어있던 한

류의 흐름이 3기로 들어서며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화 되었고, 과거 드

라마에 열광하던 일본의 중장년 여성층이 한류의 주요 수용층이었다면

49) 이젠 코미디도 한류다. (2013. 08. 29).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14. 

03. 01, 자료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29000148&md=2013

0901004120_BC
50) 제1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 결산…부산 앞바다가 ‘웃음바다’

   가 됐네. (2013. 09. 01). 스포츠경향. 자료검색일: 2014. 03. 01, 

자료출처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3090

12136156&sec_id=540101&pt=nv
51) ‘개콘’ 떠난 옹알스는 어떻게 ‘코미디 한류’ 전도사가 됐나. (2013. 

09. 10).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14. 03. 01, 자료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909001044&md=2013

0912004345_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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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류 1기 한류 2기 한류 3기

키워드 한류 생성 한류 심화
한류 다양화

(K-Culture)

기간 1997~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이후

주요분야 드라마, 음악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음악, 드라마, 게임, 

영화,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주요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중아아, 유럽, 

남미, 미국, 아프리카

대표 

콘텐츠

드라마: 사랑이뭐길래

음악: HOT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음악, 영화, 게임

음악: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구분 한류 1·2기 한류 3기

지역 아시아 글로벌

콘텐츠 드라마, 영화, 음악 K-Pop

주요 수용자 연령층 중장년 여성 10대 청소년

유통경로 방송사 SNS

오늘날에는 K-Pop에 열광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주요 수용자로 변화하

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방송시스템을 통해 보급되던 한류가

SNS라는 소셜미디어의 도입으로 더 다양한 국가에서 더 쉽게 한국 대

중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대중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해학은 대중문화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물론 현대 한국문화의 중심인

K-Pop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패션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해학의 형

태가 단순히 언어적이거나 움직임에 의한 것이 아닌 패션이라는 시각적

도구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지며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표 5] 한류의 발전 단계(* 고정민(2009)에서 인용)

출처: 고정민 (2009).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p. 30.

[표 6] 한류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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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패션

대중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콘텐츠 중 패션은 모든 콘텐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그 시대의 트렌드(trend)와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나아가 사상과 정신성 등을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소통의 수단

이다. 대중문화의 흐름은 패션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나타났고, 특정 집

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했으며, 패션을 통한 문화적 움

직임을 통해 다양한 룩(look)과 스타일(style)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매스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대중들이

패션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

로 전해졌는데 이는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궁중 행렬이나 마당극과 같은 볼거리를 통해 상류층

들이 착용하던 다양한 옷의 형태를 보고 그대로 모방하는 방법이었다.

이후 잡지나 사진과 같은 인쇄물이 발달하며 당시의 유명 인사나 모델

등의 소식과 패션 스타일, 패션 제품 등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패션의 유행을 받아들이고 따라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TV, 영화, 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매체의 발달은 대중문화에서 패션

이 차지하는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끔 만들었다. 1920년대 영화의 등장

으로 대중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옷

스타일 등을 재빨리 모방하고 전파시키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시작된

컬러매체의 도입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패션의 전파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미디어를 통한 셀러브리티들의 패션 이미지를 대중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52)

한국의 경우 1961년 KBS가 TV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뉴스, 드라

마, 코미디, 쇼,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전개되었고, 프로

그램 속 출연자들의 의상을 통해 다양한 유행 패션의 스타일이 대중들에

게 노출되었다. TV 의상은 일반적으로 출연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

52) 이인자 외 9인(2009), 『현대사회와 패션』,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p. 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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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배제시키고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배경 세트, 출연자가

맡은 역할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착용되어야 한다. TV

드라마 의상의 경우 시대적·공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성격, 가치관, 직

업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극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전개에 있

어서 복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성과 상징성이 높이 평

가된다.53) 코미디 의상과 같이 희극성과 해학성을 띄는 의상의 경우 자

기표현, 개인적 자유, 모든 권위에 대한 반란, 전통의 거부 등을 은유적

으로 묘사한다. 대표적인 코미디 의상인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의 ‘떠돌이 찰리’ 스타일은 꼭 끼는 코트와 너무 헐렁한 바지,

콧수염, 중절모, 지팡이, 너무 큰 신발 등을 착용하고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통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대조와 부조화를 보여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풍자

화하며 의상을 통해 주는 희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54) 한국 원로

개그맨인 배삼룡은 코미디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보 연기의 대부격으로

한쪽 바지를 걷어 올려 짝짝이로 만들고 한복 저고리 한쪽을 흘려 내리

게 입은 채 어기적거리며 걷는 모습이 그의 전형적인 트레이드마크로 여

겨졌다. 이후에도 ‘영구’ 캐릭터를 연기한 심형래와 ‘맹구’ 이창훈 등이

우스꽝스러운 의상과 몸짓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역할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각인시켜주었다.55)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패션은 뮤지션들의 음악과 스타일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디오를 통해 청각적인 것만을 제공하

던 가수들은 TV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본인들

의 음악성과 이미지를 어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Elvis Presley)나 영국의 비틀즈(Beatles)와 같이 패션을 통해 그들

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가수들이 늘어났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53) 양숙희, 한수연(2008), 『패션과 영상』,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p. 218-220.
54) 김민자(2004a), 『복식미학 강의 1』, 파주: 교문사, p. 216.
55) 이민정, 김민자(2008), 골계미가 표현된 TV 코미디 의상 연구: <개그콘서

트>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8(1),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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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패션을 동경하고 따르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1960년대 록 스타들의 문화와 스타일은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

회의 규범에 대한 일탈적 태도로써 받아들여졌고, 1970년대 헤비메탈,

펑크, 뉴웨이브, 힙합 등의 음악과 함께 계속되었다.56) 한국도 당시 세

계적인 흐름에 따라 1960년대를 기점으로 가수들의 패션을 통한 파격적

이고 창조적인 패션 스타일이 대중들에게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국에서 귀국하며 입은 미니스커트는 당시 국내에서 처

음으로 선 보인 것으로 패션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미니스커트

의 인기가 선풍적으로 퍼져나갔고 스커트 길이에 대한 규제가 생기며 짧

은 스커트를 착용한 여성들에게는 경범죄를 적용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1970년대에는 티셔츠, 청바지, 장발 등이 청년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1980년 여성미를 강조하는 김완선의 섹시 스타일과 이선희의 보이시한

유니섹스 스타일, 소방차의 승마바지 등이 유행을 이끌었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영상 기술의 발달과 실험적이고 다양한 스토

리 전개의 시도를 통해 뮤직비디오는 젊은 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중문화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어졌다. 서태지와 아이

들의 등장과 함께 음악에서는 물론 패션에서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스타

일을 선보이며 ‘서태지 신드롬’과 같은 문화유행현상으로 연결되었는데

특히 1995년에 발표한 ‘Come Back Home’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스

노보드(snow board) 패션은 당시 젊은 층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

으켰다. 이후 H.O.T, 젝스키스, 핑클, S.E.S 등 1세대 아이돌의 등장

과 함께 다양한 스타일과 이미지의 패션 형태가 등장하였고,57) 뮤직비

디오 속 의상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상영되기 때문에 음악, 가수, 패션과 같은

세 가지 요소의 연상 작용을 통해 가수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형성시킨

56) 양숙희, 한수연(2008), op. cit. p. 244.
57) 양숙희, 한수연(2008), op. cit. pp. 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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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특징이 있다.58)

매스미디어와 직결되는 대중문화는 패션이라는 비언어적 도구를 통해

특정 스타일과 트렌드는 물론 당대의 사회·문화적 이슈와 대중들의 관심

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그맨이나 가수들은 프로그램 혹은 발

표하는 음악의 특성과 이미지에 맞추어 TV와 뮤직비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을 지속적

으로 선보인다. 방송국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러한 이미지 마케

팅을 통해 대중의 흥미를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며 다양한 기술 지원과

협찬 등을 통해 스타를 상품화 시키고 이를 트렌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

한다. 시청자들은 미디어에 노출된 스타들의 자극적이고 화려한 이미지

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모방심리로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여 대중

적인 이미지로 승화시키며 그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유행을 이끌기도

한다. 언론의 경우 이러한 패션의 움직임과 흐름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문제점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대중들에게 더 큰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퓰러컬처 유형

으로서 대중문화의 패션을 바라볼 때 예술가, 사업가, 수용자의 관계 속

에서 중첩되는 부분에 패션이 속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패션은 집단 내에서 이미지와 정체성을 드러내고 대중간의

소통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도구가 아닌

문화적이고 커뮤니케이션적인 현상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58) 양숙희, 한수연(2008), op. cit. pp.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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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학의 미학적 개념 및 특성

1. 해학의 미학적 개념

독일의 미학자인 피셔(F. T. Vischer)는 골계(Comic) 자체를 미적

범주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숭고(Sublime)에 대립시켰으며, 유머, 즉 해

학을 골계의 하위범주로서 숭고의 하위범주인 비장(tragic)과 대립시켰

다. 골계는 크게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로 나뉜다. ‘객관적 골계’란

어떠한 대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자체의 골계성으로서 작가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반면 ‘주관적 골계’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부여되

는 골계성이라 할 수 있다.59) 객관적 골계는 비창조적으로 그 대상 자

체가 갖는 내용에 의해 골계성을 부여 받고, 주관적 골계는 작가의 창조

적 형식에 의거하여 골계적 성질을 띠게 된다. 프로이드(Sigmund

Freud)가 ‘유머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라고 하였듯이,

일반적으로 해학(humor)은 기지(wit), 풍자(satire), 반어(irony)등

과 함께 주관적 골계의 하나로 간주된다.6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해학(諧謔)’은 ‘익살스럽고도 품

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61)을 지칭하는 명사로서 ‘유머’, ‘우스개’, ‘농담’,

‘위트’ 등과 유의어로 규정되어 있다.62) 영어에서는 ‘유머(humor)’로 사

용되어지며63), 다시 유머는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되고,

‘농’, ‘농담’, ‘골계’와 유의한 단어로 나타난다.64) ‘골계’는 ‘익살을 부리는

59) 김지연(2004), 한국 미술 중에 나타나는 해학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60) 이상근(2002), 해학 형성의 이론, 서울: 경인문화사, pp. 121-122.
61) 자료검색일 2013. 6. 5. 자료출처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62) 자료검색일 2013. 6. 5. 자료출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1972400
63) 자료검색일 2013. 6. 5. 자료출처 

http://endic.naver.com/krenEntry.nhn?entryId=94627655565c439098b

6a6d8f442e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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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이며, 다시 ‘유머’ 그리고 ‘익살’과 비슷한 말

로써 설명되고 있다.65) 여기에서 ‘익살’은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나 몸짓’으로 정의되며, 이 익살은 또 다시 ‘유머’, ‘골계’, ‘우스개’,

‘위트’ 등으로 통한다.66) 즉, 사전적 의미로써의 해학은 유머, 골계, 익

살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서구적 해학의 개념인 ‘유머’는 서구의 미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

의되었다. 유머를 정의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유머의 공

통적인 성립조건에는 늘 ‘웃음’이 수반된다. 프로이드는 유머를 “유아기

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어른의 해방감”이라고 정의하였고,

버거(Arthur Asa Berger)는 “우리가 웃을 때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

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7) 미학자들의 웃음에 대한 정의

를 살펴보면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자기와 비교하여 타인의 단

점과 불완전성을 보고 자신의 우월성을 느끼는 것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하였고, 홉스(Thomas Hobbes)는 “웃음이란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칸트(Kant Immanuel)와 립스(Theodor Lipps)

는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바싹 긴장해 있을 때 예상 밖의 결

과가 나타난다. 그 순간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감

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파악했을 때 웃

음이 유발된다. 예를 들면 귀부인이 바나나를 밟고 넘어진다거나 어린이

가 어른의 바지를 입었을 때 등이다”라고 표현하였다.68)

64) 자료검색일 2013. 6. 5. 자료출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553000
65) 자료검색일 2013. 6. 5. 자료출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66800
66) 자료검색일 2013. 6. 5. 자료출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789900
67) 이윤진, 박명희(200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한국복식학회지, 

53(5), p.35. 
68) 이상근(2002), op. cit.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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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유머에 관해 연구한 대표적인 철학자 폴켈트(Johannes

Volkelt)는 미학적 관점에서의 유머를 해학, 기지, 풍자, 아이러니와 같

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문학 영역에서 유머의 개념을 논할

때 참고하는 일본철학사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머를 세분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학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지, 풍자, 아이러니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69)

기지(機智, wit)는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예민한 통찰력으로 재빨리

파악하였으나 그 순간 드러내지 않고, 의외의 측면에서 갑자기 허(虛)를

찔러 정세를 역전시키는 언어적인 기교라 할 수 있다.70) 언어적 골계화

로 인해 골계의 하위 범주 중 지적 요소가 가장 강하며 전혀 관계가 없

어 보이는 상황이나 현상을 직관에 의해 연결시킴으로써 아이러니

(irony)를 만들어낸다. 다른 유형보다 훨씬 강한 웃음을 유발하며 외향

적인 면이 강하다.

풍자(諷刺, satire)는 공격성을 가지고 특정 대상의 위선, 결함, 우행

등과 동시대 사회의 부조리, 부도덕, 불합리 등을 꼬집어 내어 야유와

조소를 통해 폭로하는 골계의 형식이다. 풍자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성

에 있으며 묘사, 패러디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하여 표현하기도 하

며 아이러니, 조롱, 조소, 비꼬기 등의 어조를 사용해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풍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대상을 비판하고 파괴하려는 목

적이 아닌 부정성의 개정과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풍

자에 담긴 웃음은 익살이 담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과 차이를 보인

다.71)

반어(反語, irony)는 이중성을 가진 표현 방식으로써, 작가가 표현하

69) 김병수(2003), 해학적 요소가 제품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un product의 제품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70) 김보나(2009),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諧謔美,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71) “풍자”, 자료검색일 2013. 6. 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72&docId=740391&mobile&cat

egoryI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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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비친 것과 반대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칭찬을 하기 위해서 비난

을 하고, 비난을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등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

는 해학에서 드러나는 상대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가 담겨있지 않고, 풍

자에서 요구되는 공격성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해학과 풍자의 중간의 형

태로 여겨진다.72)

2. 해학의 특성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해학은 기지, 풍자, 반어 등과 함께 주관적 골계

의 하위범주에 속하며, 유머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

나 해학은 그 속에 내재된 특성들로 인해 나머지 유형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로 해학은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해학은 풍자와 마

찬가지로 특정 인물이나 사회적 현상 등과 같은 어떠한 대상을 우스꽝스

럽게 드러내지만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보다 과장, 왜곡, 비틀기 등의 과

감한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언어를 비롯하여 동작, 태도,

표정, 말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적 유희성만

을 가진 기지, 반어와 뚜렷이 구별된다.73)

둘째로 해학은 ‘시선’의 차이를 갖는다. 골계는 작가가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부정하는 태도이고, 숭고는 이와 반대로 작가가 대

상의 아래에 위치하여 대상을 올려다보며 긍정하는 상태를 일컫는다.74)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타인의 불완전성과 자신의 우월성 사이

에서 느끼는 감정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하였고, 베르그송(Henri Louis

72) “반어”, 자료검색일 2013. 6. 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32&docId=695585&mobile&cat

egoryId=432
73) “해학”, 자료검색일 2013. 6. 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72&docId=1531118&mobile&c

ategoryId=272 
74) 이상근(2002), op. cit.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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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지 풍자 반어 해학

표현

방식
언어

언어, 동작, 태도, 

말투 등 
언어

언어, 동작, 태도, 

표정, 말투 등

시선
주체 우월, 

부정적 시선

주체 우월,

부정적 시선

이중적

(표현기법↔의미)

주체 우월, 

긍정적 시선

대상 객체 객체 객체 주체·객체

Bergson)은 집단성과 더불어 대상의 비소성을 웃음(Le rire)의 성립

조건으로 내세웠다. 해학 역시 주체가 대상보다 높은 곳에서 대상을 내

려다보지만, 풍자나 조롱에서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비판적 적대감과 공

격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긍정적 시선’을 통한 동정과 이해를 담고 있

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형성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로 해학의 ‘대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풍자의 경

우 자신은 부정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오로지 타인에 대한 공격

과 비하를 통해 웃음과 쾌감을 얻는다. 반면 해학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키고 대상에 포함시켜 대상, 속해 있는 환경(현실)과 함께 자신을 드

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해학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야 하며 객관적 자아 인식의 태도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로부터 시작되

어75) 진정성과 현실성을 갖게 된다.

[표 7] 골계미 하위범주 유형 비교

이와 같이 기지, 풍자, 반어는 해학과 표현방식, 시선, 대상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루 보였다. 해학은 언어적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몸

짓이나 얼굴의 표정, 말투, 주변 환경을 통해 풍자적 형태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해학은 패션이라는 비언어적인 표

현방식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풍자 또한

해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표현의 형태를 취하지만 주체가 객체보다 우

위에 있으나 풍자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동정, 관용, 사랑

75) 김지연(2004), op. cit.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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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긍정적 시선과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대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을 포함시키고 드러내기 때문에 자아성찰과 자

애(自愛)적인 모습을 동시에 갖는다.

해학은 비웃음이나 냉소적인 웃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상대와 자

아를 향한 따스하고 인정어린 사랑과 이해의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여

유로부터 비롯되는 웃음이다. 해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 웃음

을 통해 실의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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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해학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한국 전통예술은 한국인의 내재된 기질을 반영

하며 한국의 문화가 어떠한 특수성을 갖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

렇기 때문에 한국적 해학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전통예

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통예술에 담긴 해학을 고찰하기

에 앞서 미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한국 전통예술의 미적 특질과 그들이

바라본 한국적 해학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안

다는 것은 한국인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온 한국의 해학

을 살펴보고, 조선후기 예술작품 중 회화(민화, 풍속화), 음악(판소리,

풍물놀이), 춤(살풀이, 탈춤)에 표현된 해학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1. 한국의 해학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적 해학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을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해학은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있는 한국

의 문화유전자이다.

일제시대 한국 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았던 일본인 민예연구가

야나기 무네요시(Yanagi Muneyoshi)76)는 1922년 『조선과 그 예

76) [柳宗悅(유종열),1889.3.21~1961.5.3.] 일본의 민예연구가·미술평론가. 

미술사와 공예연구 및 민예연구가로 활약하면서 도쿄에 민예관을 설립하여 

공예지도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광화문 철거가 논의되었을 때 

적극 반대하는 등 한국의 민속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1924년 

조선미술관을 설립했고, 이조도자기전람회와 이조 미술전람회를 열기도 

했다. (“야나기 무네요시”, 자료검색일 2013. 11. 19,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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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는 단행본에서 최초로 한국예술에 담긴 미적 특질을 고찰하였는

데77) 그가 말하는 한국의 미는 ‘비애(悲哀)의 미’와 ‘선(線)의 미’였다.

특히 그는 한국의 조형물(건축)과 도자기에서 표현된 선의 지배적인 힘

에 주목하였는데 선의 강조로 인해 형태와 색채가 사라졌고 이것이 당시

한국인이 즐겨 입던 ‘백의(白衣)’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여겼다. 그

리고 이는 삶에 대한 즐거움의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양상이라고 주장하

며 형태의 힘을 강조한 중국, 색채의 즐거움을 강조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미를 정의하고자 하였다.78) 그러나 당시 많은 한국의 학자들

은 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라는 점에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눈에 비춰진 한국미는 일본 제국주의 사

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박종홍(朴鍾鴻)은 “근대인의

외관상 선입견에 지배된 자”로 야나기 무네요시를 일컬으며 비애미론을

반박하였고,79) 소설가 김달수(金達壽)80)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백색을

비애의 표현이라고 한 것에 의의를 제기하며 백색은 다른 다양한 색채들

로부터의 구별을 위한 “불멸의 색”이며 이 속에 담긴 대담함과 유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81) 또한 시인 김지하82)는 한국예술에 있어

MAS_IDX=101013000753611)책
77) 권영필 외 11인(2005), 한국의 美를 다시 읽는다, 서울: 돌베개, p. 80.
78) 이인범(1999), 조선예술과 야나기 무네요시, 서울:시공사, pp. 49-51.
79) 박종홍(1922), 조선미술의 사적 고찰, 개벽, 27, p.25를 이인범(1999),  

op. cit. p. 60에서 재인용.
80) (1919~1997.5.24) 일제강점기 피압박 민족의 서러움과 고통을 소설로 

그린 대표적인 재일교포 작가. '극일(克日)'을 주장하여 일본어로 한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잡지 《민주조선》을 창간하였고,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였다. (“김달수”, 자료검색일 2013. 11. 19,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

MAS_IDX=101013000775831)
81) 김달수(1968), 朝鮮文化について, 岩波講座哲學, 13을 이인범(1999), op. 

cit. p. 63에서 재인용.
82) (1941.2.4~) 시인이자 생명운동가. 1970년대 내내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으로서 도피와 유랑, 투옥과 고문 등 형극

의 길을 걸어온 작가이다.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로부터 로터스상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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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할 것은 비애와 내면적인 성향이 아닌 남성적이고 외향적인 약동

(躍動)의 성질이라고 반박하였다.83)

1920년대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해 대두된 한국미의 대한 정립은 이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다. 최초로 서구 미학의 개념을

한국예술 특질의 정립에 접목시킨 고유섭은 한국미의 성질을 ‘무작위성’

으로 규명하여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새로운 한국미의

정의를 제시하였고,84) 이 외에도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

에블린 맥퀸(Evelyn McCune), 김원룡(金元龍), 최순우(崔淳雨), 조요

한(趙要翰), 이동주(李東柱), 권영필 등과 같은 학자들이 ‘소박성’, ‘단순

성’, ‘자연 순응성’, ‘비균제성’, ‘무관심성’ 등과 같은 특성들을 제시하였

다.85) 이 특성들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국미의 특성이 바로 ‘해학성’이다.

권영필은 ‘소박성’과 동시에 ‘해학성’이 한국미의 특질임을 밝히며 이러

한 특성은 어떠한 시간적 제한도 없이 발현될 수 있는 한국인의 성질이

라고 말하였다.86) 1997년에는 한국문화교류연구회에서 조요한, 한명희,

김열규, 박용숙 등의 연구자들이 ‘미학, 음악, 문학, 미술로 본 한국인의

해학’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 심포지엄에서 조

요한은 “한국인의 해학은 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이다87)"라고 밝혔으며 나아가 그의 저서 『예술철학』에서 한국인

은 높은 지적 수준의 해학적 기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설명하였다.88) 조

았다.
83) 김지하(1969), 현실동인 제1선언을 이인범(1999), op. cit. p. 63에서 재

인용.
84) 권영필 외 11인(2005), op. cit. p. 56.
85) 권영필 외 11인(2005), op. cit.
86) 권영필(1997), 한국전통미술의 미학적 과제, 한국미학시론, 서울: 고려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pp. 67-117을 김민자(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44에서 재인용.
87) 한국문화교류연구회(1998), 해학과 우리: 한국해학의 현대적 변용, 서울: 

시공사, p. 92.
88) 권하진, 김민자(2010), op. cit.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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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과 더불어 한국의 해학에 대해 논한 대표적인 미학자인 최순우는 한

국인의 기질에는 ‘슬픔(비애)’과 ‘해학’의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고, 이를 ‘고요와 익살의 아름다움’이라 일컬으며 한국의 해학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의 특징을 짚어냈

다. 그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물론 이러한 ‘고요와 익살의 아름다움’은 한국미술이 지니는 아름다움

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네의 조형작품의 일품(逸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조용해지거나 또는 홀로 실소를 자아내

게 해주는 내재적인 아름다움에 자주 부딪치게 된다는 말이다. 말하자

면 우리 미술에 나타난 이러한 ‘익살과 고요의 아름다움’을 정리해 보

면 이것은 ‘한국미’가 지니는 두드러진 특색의 일면이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익살의 아름다움은 한국의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흔히 느껴지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그 익

살스런 표현은 민중적인 경향으로 표현된 조선시대의 도자기, 민화, 자

수 등에서 더 자주 이루어졌고, 그런 경우에 그 효능이 가장 자연스럽

게 나타났다. 특히 공예에 나타난 익살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추상성을 지닌 표현에 매우 능숙하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사물 표현에서 대담한 생략과 왜곡과 과장을 자연스럽게 다룬

솜씨와 둥근 것이 지니는 좌우대칭에 대한 무신경 그리고 이리저리 둥

근 맛이 주는 공간미 등은 한국공예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익살의 세계

다.”89)

1970년 서울에서 ‘동서 문학의 해학’이라는 주체로 제37차 국제

PEN(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ets, Essayists and

Novelists) 대회90)가 개최된 것 은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

89) 한국문화교류연구회(1998), op. cit. p. 151.
90) PEN은 문학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려는 국제적인 문학가단체이다. 

약칭하여 펜클럽이라고도 한다.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ets, Playwrights, Editors, Essayists and Novelists’로, PEN은 시인

(poet)·극작가(playwright)의 P, 수필가(essayist)·편집자(editor)의 E, 

소설가(novelist)의 N을 가리키며, 전체로 PEN을 의미한다. 매년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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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학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당시 한국 문학을 이끌어 가던

김동리(金東里), 황순원(黃順元), 이은상(李殷相) 선생은 이 대회를 통

해 한국과 한국인의 해학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

동리는 한국인을 “고대로부터 해학을 좋아했고 또한 해학적인 국민”이라

일컬으며 해학이 한국적 문화유전자임을 확인시켰다. 황순원은 “한국의

해학은 예술 의식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직접 생활에서 솟아나왔

다”고 밝히며 해학과 한국인의 삶을 연결시켰다. 또한 이은상은 “동양의

해학은 자연과 지혜에서, 그리고 서양의 해학은 자유와 지식에서 비롯되

어 각각 출발점을 달리했다고 볼 적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파악해야 하

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주장하며 서양의 유머와 비

교해볼 때 한국적 해학에는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91)

이러한 한국적 해학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

교적인 측면을 들여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종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흔히

한국의 종교를 유(儒)·불(佛)·도(道)에 근간을 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

실 한국은 고대부터 무(巫)교, 즉 샤머니즘이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

고 있었다. 학계에서는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매

우 유력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차차웅 또한 무당이었음을 주장하

고 있다. 즉, 무교는 고조선의 건국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토착신앙이라

고 할 수 있다.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영

향으로 인해 불교가 국교로 자리매김하며 불교문화가 꽃을 피웠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교와 성리학이 상층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이념과도 같이 자리 잡았지만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교

가 성행하며 이어졌다.92)

에서 세계작가대회를 개최하며 지식의 교류와 더불어 작가들의 친목을 도모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은 1954년 가입한 후 1970년의 제37회와 1988

년의 제55회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91) 주영하 외(2012),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한국국학진흥원 엮음, 서울: 

아모르문디,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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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는 무당에 의해 존재하는 종교이다. 무당은 하늘의 신령한 존재

와 땅의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연결자이다. 무당은 굿판에서 춤과 노래를

통해 망아경(忘我境)의 상태에 들어가서 신을 받고 빙의되어 그들의 말

을 전한다. 한국의 무교가 다른 나라의 무교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굿판에서 무당들이 보이는 성격이다. 무당들은 굿판에서 ‘난장(亂場)’

의 성격을 띤다. 굿을 하는 도중에도 무당들은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

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인 ‘무감’때에는 굿을 하는 집의 식구나 굿을 지켜보던 청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당이 입고 있던 무복을 입고 굿판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굿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춤판을 벌이고

혼연일체가 되어 모두가 무아지경이 된다.93) 이는 한국인이 얼마나 자

유분방하고 즉흥적이고 파격적이며 역동적인 민족인지를 가감 없이 보여

준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는 모습에서 동조성과 집단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형태의 해학은 특히 한국

의 전통 음악과 춤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많은 음악

과 춤이 굿판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교는 오랫동안 민중

들을 이끌어온 세계관이자 한국적 해학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해학을 정리해 보면 한국적 해학은 시간

적 제약이 없이 오랜 세월을 거쳐 한국인의 삶과 예술에 두루 자리 잡은

집단적 미의식으로 자연과 생활에서 비롯되어 자연친화적이며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성을 띤다. 나아가 ‘고요와 익살의 아름다움’에서 보이듯 고

요함 속에 담긴 비애성과 익살에 내재된 유희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

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 대조적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작가에 의해 표현

되는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이며 파격적인 세계가 역동적이며 추상적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92) 최준식(2002),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난장과 파격의 미학을 찾

아서, 서울: 조합공동체소나무, pp. 28-29.
93) 최준식(2002), op. cit.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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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자 해학에 관한 견해

서

구

미

학

자

프로이드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어른의 해방감

버거 우리가 웃을 때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 반응하는 것

데카르트
자기와 비교하여 타인의 단점과 불완전성을 보고 자신의 우월성

을 느끼는 것이 웃음을 유발

홉스 웃음이란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

칸트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바싹 긴장해 있을 때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 순간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

지는 감정의 표현

쇼펜

하우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파악했을 

때 웃음이 유발된다. (예: 귀부인이 바나나를 밟고 넘어진다거나 

어린이가 어른의 바지를 입었을 때 등)

한

국

미

학

자

권영필
‘소박성’과 ‘해학성’이 한국미의 특질이며 어떠한 시간적  

제한도 없이 발현될 수 있는 한국인의 성질

조요한
한국인의 해학은 예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이며 한국인은 높은 지적 수준의 해학적 기질을 가진 민족

최순우

-‘슬픔(비애)’과 ‘해학’의 아름다움이 공존 

   =>‘고요와 익살의 아름다움’

- 추상성을 지닌 표현에 매우 능숙

- 대담한 생략과 왜곡과 과장

김동리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해학을 좋아했고 또한 해학적인 국민

황순원
한국의 해학은 예술 의식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직접 생활

에서 솟아나옴

이은상
동양(한국)의 해학은 자연과 지혜에서, 그리고 서양의 해학은   

자유와 지식에서 비롯됨 => 동양: 심리적 / 서양: 논리적

[표 8] 해학에 대한 서구와 한국 미학자들의 견해

한국적 해학은 표현방식, 시선, 대상에 있어 해학이 갖는 보편적 특성

을 공유하지만 앞서 살펴본 서구의 해학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성질들을

보인다. 한국의 해학은 자연과 어우러져 넉넉한 여유와 지혜를 통해 삶

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와 지식에서 비롯되어 논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서구의 해학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해학의 근간이 ‘부교’라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부터

발견된다는 것이 한국의 해학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큰 요인이며 이로 인

해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한 해학의 특성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의 문화적 기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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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후기 회화에 표현된 해학

선조들에 의해 전해진 해학의 아름다움은 특히 조선 후기 예술작품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서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해학의 형성

배경 역시 서민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조선 후기로 간주된다. 문화

사적 측면에서 조선 후기가 중요한 이유는 양반들의 상층문화와 서민들

의 기층문화가 융합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융합이란 두 문화가 중간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큰 폭으로 상향된

기층문화와 어느 정도 하향된 상층문화의 결합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민들의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세계관은 민간신앙이었던 무

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 무교를 중심으로 한 서민문화는 조선후기 예술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예술작

품은 장르를 분문하고 그 속에 짙은 해학의 정취를 담고 있다. 먼저 당

시의 서민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민화와 풍속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민화

민화는 한국의 전통예술 중 해학이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회화작

품이다. 그만큼 한국적 해학의 이미지를 잘 담아내는 것이 민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화는 해학적인 요소와 더불어 풍자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민중의 그림’이라는 뜻의 민화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처음 사용한 용

어인데 그는 민화를 ‘민중 속에서 민중을 위해 만들어지고 민중들이 구

입한 그림’이라고 정의하였다. 민화가 조선 후기에 가장 부흥하였던 이

유는 당시 사회 계급의 변화에 의해 민중들의 신분이 상승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전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데에 있다.

민화는 대게 장식적인 역할을 하거나 악귀를 쫓고 복락을 기원하기

위해 집 안에 걸어두는 지극히 실용적인 회화였다. 따라서 민화를 그리

는 작가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화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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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터에서 그림을 그려주던 떠돌이 화가, 승려나 무당 중 그림에 남

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 혹은 도화서(圖畵署)94) 시험에 떨어진 사람 등

이 주로 민화의 화가들이었다. 비록 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과 섬세함은

부족했지만 상류층과 같이 어떠한 규범이나 틀이 없어 자유롭게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림에 담아낼 수 있었고, 이것이 민화만이 갖

는 민중적이고 자유분방한 해학을 만들어 냈다.

민화는 표현기법에서도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다른 회화와 달리 민

화는 밑그림인 본(本)을 따라 그리는 그림이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렇다고 해서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작품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과 과장에 의해

모두 다 다른 형태를 보이는 한국의 도자기와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어

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작가가 세세한 부분이라고 여길 경우 생략하거나

단순화 시켜버리고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과장되

게 표현한다. 민화의 단순성(생략성)과 과장성은 한국인의 내적 기절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데, 예로부터 한국의 예술가들은 외국의 예술작품을

가져 올 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과감히 없애버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민화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민화작품으로

‘호랑이 그림’을 꼽을 수 있다. 민화의 주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이

바로 ‘호랑이’이다. 그러나 수많은 호랑이 민화 중 단 하나도 호랑이의

모습이 똑같이 표현되어있지 않다. 주로 호랑이이 그림에는 까치나 토끼

와 같은 동물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민화 속 호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맹하고 사나운 맹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스꽝스럽고 귀여운 모습으

로 나타난다. 심지어 옆에 있는 토끼나 까치에게 조롱을 당하는 듯 보인

다. 그림 속 호랑이는 당시의 권력을 가진 양반을 나타내고, 까치나 토

끼는 힘없는 서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서 민화에 표현

된 풍자적 해학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상반되는 이미지가 나타내는 이

중성과 복합성은 민화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특성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민화의 표현기법은 서양의 입체파들의 작품

94) 조선시대 그림 그리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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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대상의 여러 방향을 한 화면에 같이 표현하면서

‘역원근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호랑이 그림과 더불어

당시 널리 유행하였던 책가도95)는 민화의 입체적이고 역원근법적인 표

현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다. 그림 속 사물들의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그리면서도 앞면을 작고 좁게 뒷면을 크고 넓게 그린 것

이 매우 인상적이고 독특하다. 마치 사물의 모든 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듯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표현이 파격적으로 표현되었다.

민화는 화법과 더불어 채색의 표현방식에서도 자유로움이 드러난다.

유교 사상이 깊이 자리 잡은 양반들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이 미덕으로 여겨 문인화(文人畵)96)에서 강렬한 원색의 사용을 자제하

고 무거운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민화는 명도와 채

도가 높은 선명하고 강렬한 원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밝고 명쾌

하게 표현하여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이고 원색적으료 표현했다. 특히

‘무신도’와 같은 작품 속 무당들의 의상에서 표현되는 화려하고 선명한

오방색이은 민화의 색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97)

이처럼 민화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과감한 표현기법과 다채로운 색상

에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단순성, 자유분방성, 파격성을 통해 한국인의

자유롭고 익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회화이

다. 또한 당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로써 내용적 측면에 담

긴 대조성과 풍자성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전해준다.

95) 민화의 하나로 책가도(冊架圖), 문방도(文房圖)라고도 한다. 높게 쌓아놓은 

책더미와 서재의 여러 가지 일상용품을 적절히 배치한 정물화풍의 그림으로, 

전통 장식화 및 민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미 널리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책가도”, 자료검색일 2013. 12. 6,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

MAS_IDX=101013000871341)
96) 그림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자신들의 심중을 

표현하여 그린 그림
97) 최준식(2002), op. cit. pp. 245-260. 



- 45 -

(2) 풍속화

풍속화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인간은 예로부터 자신의 생활을 표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풍

속화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수렵과

농경생활을 기록한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쌍영총, 무

용총, 각저총, 개마총 등과 같은 수많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그들의

풍습과 생활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풍속화는 고려시대에는 사

라지는 듯하였으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부활하였고, 조선 후기

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98)

풍속화는 조선 후기 사회적, 경제적, 가치관적 변화와 개혁에 의해 대

두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전통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일어난

회화운동이다. 속화의 특성을 지닌 풍속화의 본격적 발전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金弘道), 김득신(金得臣), 신윤복(申潤

福)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원(檀園)이라 불리는 김홍도는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초충

등 회화의 모든 장르에 뛰어났지만 특히 풍속화를 잘 그린 화가로 알려

져 있다. 그는 조선 후기 농민이나 수공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

로 하여 길쌈,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등 그들이 생업을 꾸려가는 모습

과 씨름, 무동, 윷놀이 같은 놀이를 즐기는 모습, 빨래터와 우물가, 점

심 등 서민의 삶과 정서에 밀착된 일상의 모습을 간략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의 풍속화에는 박진감 넘치는 구성과 예리한 관찰, 그

리고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으며, 활달하고 건강한 한국적 해

학과 정감이 묻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흰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둥글

넓적한 우리 서민의 얼굴이 한국적인 정취를 흠씬 느끼게 한다.

긍재(兢齋) 김득신은 화원집안의 출신으로 김홍도와 마찬가지로 인

물, 산수, 화조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렸다. 그는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화풍이 매우 비슷하나 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98) 조은정(1996), 조선조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골계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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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고 맺음이 분명한 절도 있는 필선(筆線)을 통한 개성 있는 표현으

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그의 작품을 보면 현장감 있는

배경을 적극 활용하며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그의 풍속화는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과 기쁨, 슬픔, 고통 등의 표현을 통해 따뜻한 인

정미가 깃든 해학이 표현된다.

김홍도와 김득신의 풍속화가 서민들의 ‘드러난’ 일상생활을 주로 묘사

한 것인데 반해 혜원(蕙園) 신윤복은 서민들의 ‘드러나지 않은 색태(色

態)적인’ 광경을 그린 것이 특징이다. 물론 신윤복도 서민 생활의 모습

을 그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한량과 기녀

들이 중심이 된 에로틱한 그림이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성(性)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던 당시 사회를 조롱하듯

그의 그림에는 항상 관지(款識)와 도인(圖印)을 당당히 덧붙여 자신이

작가임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신윤복의 자유분방한 성향을 보여줌

과 동시에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직설적인 표현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99) 그러나 그는 이러한 표현의 의도에 있어서 도덕적

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선을 갖기 보다는 현실을 긍정하는 낭

만적 풍류나 해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당시의 생동

감 있고 사실적인 모습을 전해 줄 수 있는 것이다.100)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풍속화는 대상이 가진 본

질을 직시하고 그 특색을 포착하여 기본적인 선과 단순화된 형태를 통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표현한데에서 소박성을 엿볼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익살스러운 장면을 포착하여 그린다는 점에서 사실성이 담긴 해학을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풍속화에는 당시 지배계층을 향한 풍자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는 하나 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이고 사실적인 시선

으로 수용하여 표현하여 조화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99) 김지연(2004), op. cit. pp. 10-11.
100) 조은정(1996), op. cit.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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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후기 음악에 표현된 해학

한국 전통예술이라고 일컫는 예술들을 장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이유는 보존

이 어렵기 때문인데 조각이나 도자기처럼 오랜 시간 보존이 가능한 예술

작품을 제외하고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음악이나

춤의 경우 그 성격상 보존과 계승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대와 가장 가까

운 조선 후기의 음악과 춤은 한국적 음악, 한국적 몸짓의 근본처럼 여겨

진다.101)

(1) 판소리

판소리는 ‘광대’라는 천민계급으로부터 상민, 양반, 심지어 왕실에서까

지 즐겼던 유일무이한 예술이다.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판소리가

굿판에서 파생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진다. 굿판에서 연

주를 하던 악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것이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의

판소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판소리의 발전 과정을 보면 18세기 전후로 오늘날의 판소리 형태가

갖춰진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열두 마당이던 판소리는 19세기 말에 들

어서야 다섯 혹은 여섯 마당의 판소리로 변화되었는데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퇴별가, 화룡도에 변강쇠가가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마당의 수가 줄어든 데에는 양반이나 중인들이 판소리를

향유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가진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판소리에 적용시켰

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마당들의 주제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오

륜(五倫)’사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심청가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의

효를 강조하고, 수궁가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군신유의(君臣有

義)을 나타내고, 춘향가는 부부사이의 정절을 찬양하는 부부유별(夫婦有

別)을 노래하고, 형제간의 질서와 우애를 담은 흥보가에서는 장유유서

101) 최준식(2000), op. cit.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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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幼有序)가 보이며, 벗 사이의 의리는 강조한 적벽가에서는 붕우유신

(朋友有信)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남녀 간의 에로틱한 관계를 노

래하는 변강쇠타령이 제외가 되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판소리 마당 축소의 또 다른 이유로 ‘비가비 광대’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비가비 광대는 천민 출신이 아닌 학식을 갖춘 한량 출신의 몰락양반이나

중인 중에서 배출된 소리광대로 ‘비갭이광대’ 또는 ‘양반광대’로 불린다.

그들은 유교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설적인 내용의 판소리를

외면했고 판소리에 한문으로 된 다양한 문구를 넣음으로써 양반들이 즐

기기에 어렵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판소리는 발전으로 인해 왕실에서

도 광대들을 불러 즐기게 되었고 판소리 명인들에게는 벼슬을 하사하기

에 이르며 19세기에 200명에 가까운 판소리 명창이 배출되는 일이 일어

났다.

판소리는 한국 전통 음악을 정악(正樂)과 속악(俗樂)으로 나눌 때 속

악에 속한다. 속악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즉흥성이 돋보이는 자유분방

함에 있는데, 판소리는 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판소리의 구성을 살펴

보면 ‘소리’, ‘아니리’, ‘발림’과 같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 혹은 창(唱)이고 ‘아니리’는 말로 상황을 묘사하고 설

명하는 것을 가리키며 ‘발림’은 소리꾼이 춤을 추거나 소리를 강조하는

몸동작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때 손에 들려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과장성과 역동성을 더해준다. 다음은 판소리의 구성을 보여주는‘수

궁가’의 한 대목이다.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토공! 여보 토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가든 토끼 돌아다보며 욕을 한 번 퍼붓는디 – 아니리

소리꾼이 부채를 접고 토끼인 양 별주부에게 들이대듯이 몸을 내밀면

서 – 발림

"제기를 붙고 발기를 갈 녀석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드린단 말

이냐." – 소리

옳거니! 그렇지. 그렇고말고 – 추임새102)

102) [네이버 지식백과] 판소리 - 이야기에 몸짓을 섞어 가면서 부르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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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는 한 곡을 완창 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통 서양

의 오페라가 세 시간 정도 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는데 비해 판소

리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창자(唱者)가 고수(鼓手)103)의 장단에 맞춰

짧게는 다섯 시간, 길게는 여덟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다. 명창들의 말

에 의하면 마당이 시작되고 한 시간 동안은 고수와 호흡을 맞추다가 어

느 순간 호흡이 딱 맞게 됨과 동시에 망아경에 빠진다고 한다. 그리고

망아경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흥에 의해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가락이 즉흥적으로 튀어나온다. 또한 판소리

는 부르는 이에 따라 시간을 자유로이 조절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어

떠한 대목을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하면 또 다시 들려주는 동조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띤다.

또한 판소리는 부르는 사람이나 지방에 따라 창법에 차이를 보인다.

판소리를 분류할 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의 유파로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판소리는 스스로 소리를 깨우쳐 자신만의 소리를 내는 것

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스승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것을 깨우치고

나면 혼자 산에 들어가 피를 토하며 ‘득음’을 하고 내려와 자신이 얻은

목소리를 청중에게 들려준다. 여기에서도 어떤 것을 받아들여 창조할 때

자신의 직관에 의해 해석하고 변형시켜 남들과는 다른 고유한 작품을 내

놓는 한국인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다.104)

판소리야 말로 조선 후기 기층문화의 상층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을 직

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천민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즐겼

던 한국의 대표 예술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가진 집단적이고 조화

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계층의 구분 없이 판소리가 사랑

받았던 배경에는 무교적 자유분방함이 깔려있었고, 이는 즉흥성의 극치

로 표현되어 판소리를 다른 음악과 전혀 다른 유일무이한 한국적 음악으

로 만들어 주었다.

(초등국어 개념사전, 2010.3.25, (주)북이십일 아울북)
103) 판소리에서 북을 사용해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는 등 반주를 하는 

사람. '북재비'라고도 함.
104) 최준식(2002), op. cit. pp.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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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물놀이

풍물놀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초부터

정월대보름까지의 기간 동안 하는 지신(마당)밟기, 당산제, 판굿과 농사

를 지으며하는 두레굿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풍물굿은 과거의

전통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풍물놀이는 전국에서 명

절이나 농부들이 집단 노동을 할 때 흥을 돋우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주되던 음악이자 놀이이다. 풍물(風物)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

름으로 불리는데, 노동 예능으로 볼 때 ‘두레’라 하고, 풍류(風流)로 볼

때는 ‘풍장’이라 불리며, 종교적으로 볼 때는 ‘굿’, ‘매굿’, ‘지신(地神)밟

기’ 등으로 불린다. 일제강점기에 농민들의 음악이라는 의미의 ‘농악’이라

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했으나 이는 한국전통문화를 비하하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고 여겨 ‘풍물’, ‘풍물놀이’ 혹은 ‘풍물굿’등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풍물놀이는 사물에 속하는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와 나

발, 태평소, 소고(버꾸라고도 함) 등의 악기를 기본으로 하여 가락 연주

와 발림(몸동작), 그리고 진(陣)을 구성하여 하는 놀이와 연희를 모두

포함한다. 풍물놀이는 각 지역별로 전해 내려오며 형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 지역, 마을단위로 전해 내려오

던 마을굿이 있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며 점차 사라져, 이제는 몇몇 지방

의 마을 굿밖에 남지 않았다. 풍물놀이 속에는 단순한 음악적 요소뿐만

아니라, 제의적, 연희적 요소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풍물놀이는 크게 전통적으로 마을단위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굿과, 남사

당패 등 전문연희 집단이 하는 전문화된 풍물놀이로 나뉜다.

종종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풍물놀이는 사

물놀이와는 다르며 뚜렷한 차이를 갖는 놀이이다. 먼저 놀이가 행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풍물놀이의 경우 넓은 마당에서 행해지는 것에 반해 사

물놀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행해진다. 풍물놀이는 약 40-50명

정도의 연주자가 함께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도 연주를

이어가지만 사물놀이는 4-6명이 한 곡당 10-15분 정도를 연주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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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형태를 보면 풍물놀이는 서서 연주를 하는 ‘선반’의 형태를 가지며

악기연주 뿐만 아니라 춤, 소리, 연극 등 다양한 놀이행위가 어우러져

행해지고, 사물놀이는 무대에 앉아서 꽹과리, 장구, 북, 징의 사물을 연

주하는 ‘앉은반’의 형태로 이 외에 다른 놀이행위는 행해지지 않는다. 무

엇보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은 청중의 역할과 진

풀이105)방식에서 두드러진다. 청중이 공연 중에 끼어들 수 없고 작품에

따라 진풀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 사물놀이와 달리 풍물놀이는 자유롭게

청중이 공연 중에 들어가 연주를 하거나 춤을 추기도 하여 연주자가 청

중이 되기도 하고, 청중이 연주자가 되기도 하는 ‘더불어’어우러지는 예

술이자 놀이이며 판에 따라 진풀이의 형식이 바뀌는 즉흥성을 띈다.

풍물놀이는 무엇보다 복식에서 해학이 갖는 과장성과 역동성을 잘 보

여준다. 풍물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커다란 꽃모양의 고깔이나

하얗고 긴 끈이 달린 상모를 착용한다. 고깔은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패션 아이템 중 하나였다. 기록에 의하면

변한(弁韓)106) 사람들이 백의와 고깔을 즐겨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모는 풍물패 중 쇠잽이107)나 소고잡이가 착용하던 것인

데, 고개를 돌려 상모에 달려 있는 긴 끈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다.

이것을 ‘윗놀음’이라 하며, 한쪽 방향으로 한 번 돌리는 것을 ‘외사’, 한

쪽 방향으로 두 번 돌리는 ‘양사’, 채끝을 나비 모양으로 만드는 ‘나비사’

등이 대표적인 상모 놀음의 형태이다.

4. 조선후기 춤에 표현된 해학

조선 후기 춤은 다른 어떠한 예술장르보다 자유분방함과 역동성이 두

105) 농악대가 여러 가지 진(陣)을 짜면서 노는 일. 일자진(一字陣), 오방진

(五方陣), 쌍방울진 따위가 있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6142000)
106) 삼한의 하나. 경상도의 서남 지방에 십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가야로 발전
107) 꽹과리를 연주하는 사람



- 52 -

드러지게 나타난다. 세계의 어떠한 전통 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국

의 전통춤에는 차별화된 특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심에도 역시 ‘해학’

이 담겨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탈춤이나 승무, 살풀이에서 붓글씨를 쓰는 것처럼 먼저 점을 찍고 선

을 이루면서 추는 모습은 점과 선의 조화미를 나타낸다. 또 한국 춤의

동작이 불균형적이고 비기하학적인 어정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투

박한 단순미를 보여준다. 원을 바탕으로 S자형이나 태극형 나선형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한국 춤의 곡선미는 꾸미지 않은 자연미를 나타낸다.

(1) 살풀이

살풀이는 민속춤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통춤이다. 각 지역에 따라 경

기도에서는 ‘도살풀이’, 전라도에서는 ‘동살풀이’ 혹은 ‘살풀이’라고 불린

다. ‘살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악한 기운이나 나쁜 액(厄)인 ‘살’을

‘풀어버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국의 문화를 살펴보면 ‘맺고 풀기’,

‘긴장과 이완’ ‘웃음과 눈물’과 같은 대조적인 성질이 공존한다. 한국말

중 ‘풀이’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은데,

살풀이춤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굿판에서 파생되었다는 가설이다. 그 이유는 살풀이춤이 굿판에서 연주

되던 시나위에 맞춰 추는 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살풀이’라는 용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무교적인 행위에서 시작됐을 것이

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살풀이에서 연주되는 장단 또한 무가에서 사용

되는 3분박의 좀 느린 4박(12/8)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살풀이춤은 ‘수건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살풀이춤이 흰

치마와 저고리에 길고 하얀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

수건은 판소리 광대들이 발림108)을 할 때나 땀을 닦을 때 사용하던 것

에서 유래된 것으로 살풀이의 경우는 춤을 추는 사람의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여겨진다. 살풀이 복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8) 판소리에서, 소리의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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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 댕기를 돌리고, 흰 치마, 흰 저고리와 함

께 흰 버선을 신는다. 저고리에는 금박 또는 은박의 완자무늬의 옷고름

이 달려있다. 살풀이가 한을 풀어내는 춤이기 때문에 화려한 색채를 사

용하지 않았던 것도 있겠으나 당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이 부도덕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식의 형태를 갖췄을 것이라 이해된다.109)

하지만 이러한 복식은 정숙함과 동시에 여성적인 매력을 부가시키는 대

조적인 성질은 띈다. 저고리의 둥근 소맷부리에서 느껴지는 곡선미와 목

선이 드러나는 깃, 움직일 때마다 속치마가 드러나며 보여 지는 버선의

곡선이 또한 여성스러움의 극치를 표현해준다.

원래 살풀이춤은 굿판에서 악귀를 몰아낼 때 추던 춤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역동적이고 거칠고 전투적인 동작들이 많았다고 한다. 넓은 마

당에서 자유롭게 추던 것이 무대가 기방이나 대청마루와 같은 실내로 바

뀌고 기생과 창우(倡優)들에 의해 불리면서 주술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섬세하고 정교한 동작들로 바뀌면서 예술성이 더해졌다.

살풀이춤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성’에 있다. 일단 살풀이춤이 즉흥성

이 강한 시나위에 맞춰 추기 때문에 장단과 춤의 진행 속도가 즉흥적이

고 자유롭다. 연주자에 의해 즉흥적으로 매번 다르게 연주되는 시나위에

맞춰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동작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느리고 고요하게 시작하다가 장단이 굿거리로 바뀌면서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한참 추다가 다시 느려지며 끝을 맺는다. 이와 같

은 진행은 또 다른 민속춤인 승무(僧舞)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살풀

이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추는 사람의 내적 감정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허튼춤’의 범주에 속한다. 허튼춤은 조선후기에 전문적

인 춤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출 수 있는 것이었고,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 상황에 따라 추는 이마다 다른 기교와 멋을 보

여주는 예술이었다.110)

살풀이춤과 같은 한국의 민속춤은 동작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

109) 살풀이 춤의 무복 및 무구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전통 

춤),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110) [네이버 지식백과] 허튼춤 (한국무용사전, 2011.10.24, 메디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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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너울거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몸 전체가 하나인 듯 움직이는 동작

들로 인해 포현되는데, 일본의 전통 가무극인 노(能)와 같이 다른 나라

의 민속춤에서 보여 지는 섬세하고 정교한 동작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살품이 춤 동작 중 무릎을 굽혔다 피는 ‘굴신동작’은 파도와 같이 출렁거

리는 느낌을 준다. 이 상태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며 땅을 밟는 ‘답지저

앙(踏地底昻)’의 형태를 보이며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뒤로 다시 돌아오

는 ‘삼진삼퇴(三進三退)’와 ‘전삼후삼(前三後三)’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

고 큰 동작을 한번 하면 다음 동작은 반드시 작게 하여 음양(陰陽)의 사

상을 나타내려 하였다. 또한 한국춤의 가장 중요한 동작인 ‘어깨춤’으로

인해 너울거림을 더해준다. 어깨춤은 본래 무당들이 굿판에서 신내림을

받을 때가 되면 어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부르르 떨며 움직이는 것으

로부터 파생된 것인데, 무당들은 이 동작을 통해 망아경 속에 들어간다.

살풀이의 어깨춤도 추는 이가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망아경적

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다리의 움직임과 함께하면서 흥이 오르고 몰아

(沒我)의 경지에 빠져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풀이춤뿐만 아니라 한국춤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중요한 특징은 ‘맺고 어르고 푸는’ 동작에서 오는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맺는 동작에서 힘을 최대한 모으고 풀기위해 어르며 준비를 한 뒤

모여진 힘을 최대한 크고 강하게 풀어내는 것이다. 힘을 맺고 어르는 과

정에서는 느린 동작 속에서 옛 선조들의 내면의 한(恨)이 응축되어진 것

과 같고, 그것을 힘차게 풀어냄으로써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한 맺고 어르고 푸는 것이 춤을 추는 사람의 내면의 감흥에 따라 다 다

르게 표현되어 지기 때문에 매우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살풀이춤은 정해진 틀 안에서 추는 이의 내면을 역동적이고 즉흥적으

로 표현하는 한국 민속춤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민속춤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적인 움직임과 정서를 담고 있는 예

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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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춤

살풀이가 가장 민속적인 춤이었다면 탈춤은 가장 민중적인 한국의 전

통 춤이라고 할 수 있다. 탈춤은 당시 서민들의 정서와 기층문화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민중예술로서 해학이 갖는 즉흥적인 예술성과 자유분방함

을 모두 갖추고 있다. 탈춤은 탈을 쓰고 하는 ‘가면극’인데 대화, 노래,

춤뿐만 아니라 의상에서도 당시 서민들의 해학과 풍자를 담고 있는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띤다. 탈춤의 유래를 살펴보면 마을 굿이나 서낭굿과 같

은 의례적인 것으로부터 발전했다는 설과 궁에서 행해지던 나례(儺

禮)111)나 산악백희(散樂百戱)112)와 같은 것들이 파하면서 그 것을 하던

광대들이 만든 것이라는 설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 쪽이 맞는다고 하기

보다는 양쪽의 영향을 다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춤은 파생의 근

원에 따라 그 종류와 성격이 나눠진다.

첫째로 마을 굿이나 서낭굿으로부터 파생된 탈춤으로는 ‘하회 별신굿’

이나 ‘강릉 관노(官奴) 탈놀이’가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춤꾼이 아닌 일

반 서민들의 억눌리고 억울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분출구였다. 당시

양반과 천민의 경계가 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엄격한 신분

의 차이로부터 오는 천민들의 설움이 존재했다. 그리고 양반들은 천민들

이 이러한 이유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 탈춤과 같은 놀이를 통해 천민들에게 그간의 응어리를 덜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날은 마당을 쓸던 노비들이 마루에 올라가도 되고 심

지어 양반들을 때리는 것도 용납이 되었다. 때문에 탈춤의 대사와 몸짓

은 과장되고 자유분방하며 파격적인 해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11) 민가나 궁중에서 묵은해의 악귀를 쫓기 위하여 음력 섣달 그믐날에 벌이

던 의식. [네이버 지식백과] 나례 [儺禮]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998, 한국

사전연구사)
112) 서역악(西域樂)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민간의 잡희(雜戱)의 총칭. 산악

이란 정식으로 격식을 갖춘 무악(舞樂)인 아악(雅樂) 또는 정악(正樂)에 대

칭되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악백희 [散樂百戱] (한국민족문화대백

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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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 탈춤의 경우가 양반과 서민 사이에 갈등을 풍자적으로 풀어낸

탈놀이라고 할 수 있다. 하회 탈춤은 할미 무동, 백정, 파계승, 양반, 선

비, 각시, 부네 등의 등장인물들이 우스꽝스러운 탈을 쓰고 등장한다.

그 중 선비와 양반이 서로 누가 학식이 더 높은지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

이 웃음을 자아낸다. 선비가 자신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다며

우쭐대자 양반이 그렇다면 자기는 팔서육경(八書六經)도 읽었다며 받아

친다. 그러자 선비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며 놀라 묻는다. 여기에서

양반이 말하는 팔서육경이란 그저 사서삼경을 두 배로 더한 것인데 선비

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놀라며 그것이 무엇이냐고 되묻는다. 그

물음에 양반집 하인인 초랭이가 선비에게 던지는 답이 가관이다. ”나도

아는 육경 그걸 몰라요. 팔만대장경, 중어바람경, 봉사안경. 처녀월경,

약국길경, 머슴쇄경“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한다. 심지어

양반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선비가 되어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을 한

다. 양반과 선비들의 모순과 부조리를 꼬집어 내는 이 장면을 보며 청중

들은 박수치며 웃고 용기를 얻었다.

탈춤의 또 다른 형태는 ‘도시탈춤’이라고 불리는 탈춤으로 탈춤의 핵

심 지류였던 ‘산대회’로부터 변형되어 생긴 것이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궁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공연을 하던 광대나 재인들

이 모여 있던 ‘나례도감’이나 ‘산대도감’과 같은 도감이 존재했다. 그런데

조선 중기로 들어서면서 유교사상과 성리학적 이념과의 충돌로 인해 도

감이 해체되고 그 곳에 있던 광대들은 생계를 위해 서민들 속에서 공연

을 한 것이 도시탈춤이 된 것이다. 도시탈춤은 대부분이 시장에서 연행

되었다. ‘봉산 탈춤’이나 ‘고성 오광대’ 등이 그 대표적이며 대체로 세 지

역에서 추었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봉산 탈춤이 가장 대표적이고 중부

지방에서는 양주 별산대 놀이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서 행

해지는 고성 오광대나 부산의 동래야류(野遊)와 같은 탈춤이 있다. 도시

탈춤이 발전한 도시는 모두 상업 도시였다. 18세기 전후로 하여 상업

도시는 큰 성장을 이루었고, 이것은 곧 예술의 발전으로 직결되었다. 전

국의 장터는 10일장에서 5일장으로 바뀌며 전보다 더 자주 장이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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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고 이는 곧 판소리나 탈춤 같은 서민예술이 전에 비해 더 많이 연

행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시장에서 일을 하던 상인들은 탈춤 공

연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는데, 이것은 공연으로 인해 구경꾼들을 끌어

들여 그들의 장사에 이득을 얻으려함에 있었다. 실제로도 사리원(沙里

院)113)에서 행해졌던 봉산 탈춤을 보기위해 약 2만 명 가까이가 몰려들

었다고 하니 당시 탈춤이 상인들에게 그리고 시장의 발전에 얼마나 커다

란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상인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인해 도시탈춤은 점차 세련되고 완성도 높

은 민중 예술로 발전하였다. 음악적으로 수준 높은 기량을 가진 악사들

이 연주자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단이 생겨났고 그 때문에

다양하고 세련된 춤사위 또한 등장했다. 이 밖에도 의상의 형태와 색채

가 전에 비해 화려해졌고 탈춤의 내용에서도 농촌탈춤에서보다 파격적이

고 과장된 풍자성을 띄게 된다. 등장인물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생겨났는

데, 양반과 하인, 승려, 상인, 기생, 무당, 한량을 비롯하여 하층민들이

등장했고 원숭이, 사자, 영노114)와 같이 동물들도 등장하였다. 도시탈춤

의 주요 등장인물인 말뚝이는 양반 아래에 있는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양

반을 곯려주는 인물로서 등장하며 양반과의 대결에서 늘 승리를 차지한

다. 영노는 극중에 양반을 잡아먹는다며 겁을 주기도 하고 ‘수영야류’의

경우에는 실제로 잡아먹기도 한다.

영노 : 양반 아흔아홉 잡아 묵고 네 하나 묵으면 등천한다.

비비양반 : 나는 양반이 아니다.

영노 : 그러면 무어고?

비비양반 : 내가 똥이다.

영노 : 똥은 더 잘 묵는다.

비비양반 : 내가 개다.

113) 황해도(현 황북) 봉산군의 군청 소재지. 사리원 [沙里院] (두산백과)
114)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가상동물이다. ‘비비’라는 소리를 내므로 

고성오광대에서는 ‘비비’로 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노 (한국의 박물

관, 1999.5.1, 문예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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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노 : 개면 맛있고 더 좋다.

비비양반 : 내가 돼지다.

영노 : 돼지는 한 입에 셋씩 묵는다.115)

위에 있는 대화는 동래야류에 등장하는 양반과 영노의 대사이다. 영

노는 양반을 잡아먹겠다며 겁을 주고 양반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똥, 개, 돼지와 같이 천한 것에 자신을 갖다 대며 벌벌 떠는 모습이 보

는 이로 하여금 웃게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당시 사회계

층의 사람들이 가진 서로 다른 특색과 성향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보여주

었다. 이처럼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 이외에도 탈춤은 승려들을

풍자하거나 남녀 관계를 과장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남녀

성기를 은유적으로 형상화시켜 표현하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듯한 동

작을 하며 그로인해 생겨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

현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농도 짙은 웃음을 유발한다.

탈춤의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이며 파격적인 해학성은 여러 가지 요소

들로부터 온다. 우선 탈춤이 행해지던 장소와 시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받게 없었다. 앞에서 밝혔듯이 탈춤은 좁은 무대가 아닌 시장의

넓은 마당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움직임

이 자유롭고 연희자와 청중간의 소통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청중들은 탈춤을 보다가 대사 중간에 끼어들어 한마디 거들고

연희자는 그 말을 즉흥적으로 받아치기도 한다. 여기에서 청중이 그저

공연을 관람하기만 하는 서양의 예술과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또한 탈춤

은 보통 낮이 아닌 밤에 공연을 하였기 때문에 탈춤에서 나타나는 과장

되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들의 표현이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

다 탈춤을 해학성이 풍부한 예술로 만들어 주는 것은 탈춤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탈’이다. 탈은 얼굴에 쓰는 ‘가면’으로써 “허구적 인격

성, 얼굴에 쓰는 도구, 귀신이나 병환을 퇴치하는 종교성 그리고 탈을

쓰고 노는 연희자”116)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탈춤 공연에서 착용하는

115) [네이버 지식백과] 영노 (한국의 박물관, 1999.5.1, 문예마당)
116) [네이버 지식백과] 탈과 탈놀이 (동아시아의 공연예술, 2004.5.30,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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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은 인간 혹은 동물의 얼굴 형상을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기 때문

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탈을 착용함으로써

생기는 익명성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 자유롭고 파격적인 성

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탈춤은 장단에 맞추어 농도 짙은 풍자가 묻어나는 대화, 몸짓, 노래,

춤을 통해 조선 후기의 자유로운 예술 정신을 다양한 해학적 요소들로

풀어낸 서민 예술이었고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예술이었다.

5. 한국 전통예술에 표현된 해학적 요소와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후기의 전통예술은 장르에 관계없이 모두 해학

이라는 특성을 보편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전통예술이 보여주는 삶의 여

유와 지혜는 당시 어려웠던 서민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 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해학은 전통예술 전반을

넘나들며 가장 한국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대상이

며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회화, 음악, 춤이라는 전혀 다른 예술의 표현방식 사이에

서 해학은 일정한 요소들을 통해 일련의 특성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해학의 첫 번째 특성은 과장, 왜곡, 추상, 파

격의 요소를 갖는 풍자성이다. 풍자성은 해학의 가장 큰 특성이며 회화,

음악, 춤과 같은 전반적인 예술 장르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대상은 대부

분 풍자적 성격을 띤다. 민화의 경우 동물이나 식물 등을 의인화하여 풍

자성을 띠고 있고, 풍속화는 양반들의 풍류나 부녀자들의 풍습 등을 풍

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판소리와 탈춤 역시 등장인물을 통해 당시의

서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풍자로써 표현

하였다. 이러한 풍자의 형태는 대상을 사실보다 더 부풀리고 과장하여

나타내거나 본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비틀고 왜곡시키기도 한다.

또한 다채로운 소재와 색체의 사용, 과감한 생략, 틀을 깨는 자유분방한

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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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등으로 파격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갖는다.

둘째로 공감과 우연을 통한 일상성을 갖는다. 조선후기 한국 전통예

술은 서민들의 기층문화가 급격히 성장하며 발달하였기 때문에 양반과

같은 상류층의 생활상과 이념보다는 서민들의 삶을 녹아낸 민중예술이었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등장하는 소재가 거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

실적인 배경과 사건, 인물 등일 수밖에 없다. 풍속화는 길쌈, 타작, 대

장간, 고기잡이, 씨름, 빨래터 등과 같이 평범하고 친숙한 소재 안에서

일어나는 우연성을 통해 그림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통

한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로 불일치, 대조, 반전, 부조화와 같은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웃음과 해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실현

될 때 발생한다. 어울리지 않고 상반되는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그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더 큰 웃음이 유발된다. ‘호랑이

와 까치’ 민화의 경우도 상반되는 이미지의 동물 두 마리를 한 폭의 그

림 안에 등장시켜 대조를 통한 해학을 표현하였고 ‘책가도’의 경우 역원

근법을 통한 부조화와 반전을 통해 해학성을 담아냈다. 풍속화 속에 등

장하는 여인들의 커다랗게 부풀린 치마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고 타

이트한 저고리 등의 부조화와 살풀이춤을 출 때 입는 백의에서 느껴지는

단아함과 색태적인 이미지의 공존 역시 이러한 해학성을 띠고 있다.

넷째로 역동과 즉흥의 성격을 갖는 집단성을 띤다. 한국 전통예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즉흥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과 같은 곳에서 행해지던

풍물놀이나 탈춤 등은 공연을 관람하던 다수의 관중들이 예술 행위에 직

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당놀이의 형태를 갖게 되었고, 여럿이

함께 어우러지며 나타나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해학을 표현하였다. 특

히 일정한 틀이 없이 행해지는 즉흥적인 참여 방식은 한데 어우러져 노

는 난장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전통예술에 표현된 요소와 특성은 [표 7]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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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해학적 요소

회

화

민

화

-동·식물/사물들의 의인화: 과장, 왜곡

-작가의 직관에 따른 과감히 생략: 파격, 추상

-대상의 여러 방향을 한 번에 표현하면서 역원근법을 이용해 

  대상을 표현(예: 책가도): 왜곡, 추상, 반전, 부조화

-상반되는 이미지의 동물들이 등장(예: 호랑이 까치): 대조, 부조화

-작가가 서민/책거리 등과 같은 일상적 주제: 공감, 우연

-강렬하고 다채로운 원색의 사용

 (예: 무신도 속 무당의 의상에 표현된 오방색): 파격

풍

속

화

-한껏 부풀려진 여성의 한복 치마와 커다란 가채: 과장

-길고 풍성한 치마와 짧고 타이트한 저고리: 불일치, 대조, 부조화 

-대상의 특색을 포착하여 기본적인 선과 단순화된 형태를 통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표현: 왜곡, 추상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함(예: 길쌈, 타작, 대장간, 고기잡이,  

  씨름, 빨래터 등): 공감, 우연, 역동, 즉흥  

-서민들의 드러나지 않은 색태(色態)적인 광경에서 느껴지는 

  자유분방함: 파격, 반전, 공감

음

악

판

소

리

-당시의 유교적 사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현실적이며 풍자적으로  

  표현: 왜곡, 파격, 공감

-굿판에서 파생되어 자유분방하며 역동적임: 역동, 즉흥

-부르는 이가 망아경 속에 들어가면 흥에 의해 즉흥적인 가락이 

  나오고 곡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 역동, 즉흥, 파격

-북을 치는 고수와 청중이 노래 중간에 ‘얼씨구’, ‘좋다’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참여: 역동, 즉흥

풍

물

놀

이

-농부들의 고된 노동을 격려하여 흥을 도우기 위한 놀이: 역동

-약 40-50명의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어우러짐: 역동

-판에 따라 진풀이 형식이 즉흥적으로 바뀜: 즉흥

-커다랗게 부풀려진 꽃 모양의 고깔과 긴 끈이 달린 상모, 어깨를  

  둘러 꼬리처럼 내려오는 화려한 색채의 끈: 과장, 추상

-복식에서 표현되는 오방색(흰 바지와 저고리, 검정색의 전립, 붉은

색, 노란색, 청색의 띠): 파격, 추상

춤

살

풀

이

-맺고 풀기, 긴장과 이완, 웃음과 눈물: 대조, 반전

-백의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정숙함과 색태적임: 대조

-옷과 버선의 곡선에서 과장되는 여성의 곡선미: 과장

-긴 수건이 추는 이의 감정을 즉흥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 추상

-즉흥적인 시나위에 맞춰 춤을 춤: 즉흥

탈

춤

-양반, 승려 등의 성격을 현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왜곡: 과장, 왜곡

-과장되고 노골적인 색태적 표현: 과장, 파격

-화려한 형태와 색채의 복식: 과장, 파격, 추상

-익살스러운 탈의 모양: 과장, 왜곡, 파격, 추상

-현실적인 주제, 사회각층의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 공감, 우연

-연희자와 청중이 소통하며 청중이 공연에 참여: 역동, 즉흥

특성

풍자성

-과장

-왜곡

-파격

-추상

일상성

-공감

-우연

의외성

-불일치

-대조

-반전

-부조화

집단성

-역동

-즉흥

[표 9] 한국 전통예술에 표현된 해학적 요소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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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 전통예술을 통해 도출된 한국적 해학

의 네 가지 특성을 틀로서 한국 대중문화 중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가수의 뮤직비디오 속 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담긴 해학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한국 버라

이어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개그콘서트와 무한도전을 선정하고 2010년

이후 방영된 코너와 에피소드에 나타난 패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개그

콘서트는 총 83개의 코너를 분석하였고, 무한도전은 총 362회를 살펴보

았다. 개가수로 불리는 UV, 형돈이와 대준이, 용감한 녀석들을 비롯하

여 싸이, 노라조, 오렌지캬라멜, 크래용팝을 선정하여 2010년 이후 발

표된 뮤직비디오 중 20편의 뮤직비디오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 1 절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적 스타일의 특성

1. 풍자성

(1) 형태의 과장

과장(誇張, exagge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사실보다 지

나치게 부풀려서 나타냄을 의미한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주로 옷의 3차

원적 형태를 확대하여 크게 표현하거나 과감히 생략하여 본래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체가 갖

는 본래의 선적인 아름다움을 파괴하며 고전적 미의 형식인 질서, 비례,

규칙117)을 무시한다. 따라서 형태의 과장은 확대, 축소, 변형, 왜곡 등

117) 김민자(2004a), op. cit.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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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118)

이와 같은 과장은 당시에 추구하는 인체의 미적 기준을 알려주는 척

도이며, 아름다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된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식은 몸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시대와 문화

에 따라 이상적인 몸에 대한 의식이 복식에 투영되는 것이다.119) 따라

서 오늘날 미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는 아름답게 여겨졌던 복식이

우스꽝스럽거나 괴이하게 보일 수 있다. 꼭 과거의 복식이 아니더라도

형태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과감히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화

려하거나 할 경우 이상적인 아름다움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웃

음을 유발시킨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영된 개그콘서트의 <패션 넘버

5>는 다소 난해한 패션 스타일을 입고 나와 ‘이것이 진정한 하이패션

(high fashion)스타일’이라고 우기는 개그우먼들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

들에게 패션을 통한 개그의 진수를 선보인 코너이다. 개그우먼 장도연,

허안나, 박나래는 패션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등장해 매회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패션을 선보였다. 환자복, 태

권도복, 요리사복, 흰 티에 청바지와 같은 평범한 스타일을 부풀리고 뒤

틀고 덧붙이는 등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끔 만들었다. 상의인지 하의인지, 치마인지 바지인지, 몸인지 옷인지 전

혀 알 수 없는 황당하고 엽기적인 패션 스타일을 착용하고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모델처럼 등장해 아크로바틱을 연상케 하는 포즈를 취하면

서 ‘스타일’을 외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극했다. 그들은 ‘스

타일을 위해 OO도 포기했다’라고 하며 패션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나

타내는데 이에 타과 대학생들로 등장하는 개그우먼 정은선과 박소라가

‘역시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다르다’며 감탄하는 모습이 더욱 웃음을

자아냈다(그림 3-1). <패션 넘버5>는 단순히 패션을 소재로 삼아 웃음

을 주기 보다는 그 안에 패션계와 젊은 세대에 대한 세태 풍자적 코드를

118) 배정민(2007), Delong 이론의 지표적 고찰을 통한 패션의 형태적 과장 

현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5-17. 
119) 김민자(2004b), op. cit.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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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개그콘서트

<패션 넘버5>

[그림 3-2] (위쪽부터)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 ‘샹하이 로맨스’. ‘립스틱’ MV

[그림 3]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형태의 과장

담고 있다. 항상 독창성과 유니크함을 추구하는 패션계에게 그것의 정확

한 경계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고, 매 시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스타일과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며 스타일을 위해서

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점을 꼬집어 냈다.

오렌지캬라멜은 2010년 6월에 발표한 1집 ‘마법소녀’ 뮤직비디오를

통해 K-Pop 아이돌 최초로 독특하고 해학적인 패션 코드를 선보여 주

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마법소녀’에서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공주풍 원피

스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커다란 리본을 달거나 모자를 쓰는 등 독특하고

과장된 패션을 선보였다. 이후 발표한 ‘방콕시티’, ‘샹하이 로맨스’, ‘립스

틱’ 등의 뮤직비디오에서 머리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커다란 리본을 머

리, 허리, 어깨 등에 달고 등장하였다(그림 3-2). 오렌지캬라멜의 독특

한 컨셉이 대중들에게 신선하고 해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대다수의 K-Pop 아이돌, 특히 걸그룹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상

반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걸그룹은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섹슈얼한

이미지로 과감한 신체의 노출이나 타이트한 의상의 착용 등을 통해 여성

미를 강조하는데 반해 오렌지캬라멜은 과장되고 부풀린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등으로 여성스럽기 보다는 키치(kitch)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

고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웃음을 동반하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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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의 패러디

풍자는 사회적 현상이나 부조리를 꼬집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정 인물

을 비웃고 공격하는 형태를 취한다. 패러디(parody)는 풍자의 가장 대

표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이다. 패러디는 어떠한 인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

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흉내 내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형과

과장을 포함시켜 풍자성과 해학성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보

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패러디 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쉽게 웃음

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표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120) 이 때문에 문

학이나 예술작품은 물론 영화, 드라마를 비롯하여 코미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된다.121) 패러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가 사람들에게 관습적

으로 익숙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22)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

대하는 대상의 모습에서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희극적 요소로 받아들여지

기 때문이다. 영화, 드라마, 동화 등에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나 역사적

실존 인물, 연예인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는 고유한 이미

지가 각인 되어 있는 경우 수많은 패러디가 발생한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방영된 개그콘서트의 <이특: 이기적인장특

허소>는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상품에 재미있고 독특한 이름을 붙

어주어 특허를 내는 코너로 박영진과 박성광이 등장한다. 박영진은 미국

애플(apple)사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패러디한 파인애플사의

스티브 박스 역을 맡아 스티브 잡스가 즐겨 입던 밝은 색 청바지, 검정

색 터틀넥, 동그란 안경과 수염까지 보여주었다. 박성광은 이에 맞서는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패러디하여 깔끔한 수트에 하얀색 머플러를

길게 늘어뜨린 S그룹의 박건희 회장으로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

들은 스타일을 통해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할을 시청자들에게 분

명히 전달하였고 시청자들은 어떠한 설명이 없이도 이들이 연기하는 인

120) 오철기(2000), 패러디 코미디 영화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3.
121) 박옥미, 송정선(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엽기현상: 국내 패션디자이너

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4(2), p. 12.  
122) 이민정, 김민자(2008), op. cit. p. 75.



- 66 -

물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코너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풀자하

기는 것을 넘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코

너였다(그림 4-1).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방영한 개그콘서

트의 <멘붕스쿨>에 등장하는 김재욱은 힙합스타일의 루즈한 청바지와 길

게 뺀 허리띠, 영어 알파벳이 적힌 티셔츠와 5:5 가르마를 하고 등장하

여 영화 ‘건축학개론‘의 등장인물인 ‘납득이’를 패러디하여 인기를 끌었

다. 또한 이 코너에서 박성호는 세일러 교복을 입고 파격적인 화장을 하

는 ‘갸루상’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이는 일본의 갸루족을 패러디한 것으

로 회가 거듭될수록 진해지는 화장과 4차원적인 대사 등의 요소가 시청

자들의 웃음을 자극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그림 4-2). 인기 걸그룹 ‘씨

스타 19’를 패러디한 <씨스타 29>는 개그우먼 박지선과 오나미가 선보

인 코너로써 29살인 그녀들이 모든 잘못된 일의 탓을 아홉수인 탓으로

돌리는 코너이다. 박지선과 오나미는 루즈한 흰 셔츠와 검정색의 짧은

숏팬츠를 입고 긴 생머리 가발을 쓴 채 씨스타의 노래에 맞춰 안무를 따

라하지만 섹시하고 관능적이기 보다는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폭소를 자아냈다(그림 4-3).

무한도전에서도 패러디 기법이 많이 등장하였다. 2010년 <도전! 달

력모델>은 미국의 유명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America's Next Top

Model>의 포맷을 패러디하여 매달 달라지는 콘셉트에 맞춰 베스트 사

진 모델에 도전하는 에피소드이다. 2010년 6월 19일에 방영한 3월의

촬영 컨셉은 유명 명화 작품 속 인물들을 재해석 하는 것이었다. 뭉크의

‘절규’를 패러디한 박명수,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을 패러디한 정형돈,

샤갈의 ‘The Bridal Couple’을 패러디한 하하, 마그리트의 ‘The Son

of Man’을 패러디한 길,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패

러디한 정준하, 마네의 ‘피리부는 소년’을 패러디한 노홍철, 클림트의 ‘유

디트’를 패러디한 유재석은 각각 명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의상이나 헤어

스타일, 표정, 포즈 등을 각자의 느낌과 이미지를 십분 살려 그들만의

스타일로 재탄생 시키며 웃음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이끌어 냈다. 2012

년 9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방영된 <약속한대로> 특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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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길의 ‘무

도스타일’과 정형돈, 데프콘, 노홍철, 하하의 ‘북경스타일’이 전파를 탔

다. 특히 정형돈은 싸이가 ‘강남스타일’에서 보여줬던 선글라스 패션을

중국풍의 의상과 함께 재해석하여 ‘북경 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그림

4-4). 2013년 7월 27일에 방영된 <소문난 7공주> 편에서는 멤버들이

각각 동화 속 공주 캐릭터들을 색다르게 패러디하여 멤버들의 패션이 많

은 주목을 받았다. 유재석은 계모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도도하고 활달

한 백설공주, 박명수는 머리카락인지 수타면인지 모르겠는 긴 머리의 라

푼젤, 하하는 키에 비해 발이 너무 커서 유리구두가 자꾸 벗겨지는 신데

렐라, 노홍철은 왕자님을 기다리며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얼굴이 한껏 부

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길은 너무 뚱뚱해서 왕자님이 보고 기절한 비련

의 인어공주, 정준하는 엄지손가락이 거대한 엄지공주, 정형돈은 백조의

호수가 아닌 백숙의 호수 속 오데뜨 공주로 등장하였다(그림 4-5). 원

작과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맡은 멤버들은 각각 공주의 본래 이미지를

나타내는 동화 속 의상들을 재현하여 착용하였으나 과도한 액세서리와

메이크업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공주가 되어 한껏 꾸민 멤버들은 사회적

으로 대두되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거침없이 쏟아내 시

청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오렌지캬라멜은 2010년 11월 ‘아잉♡’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각

각 동화 속 주인공을 패러디해 등장하였다. 리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

스’, 레이나는 ‘빨간망토’, 나나는 ‘백성공주’를 패러디하였다(그림 4-6).

개가수의 대표주자 UV는 2011년 발표한 ‘WHO AM I’의 뮤직비디오에

서 유희열, 정재형과 함께 1960년대의 복고풍 의상을 선보이며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인 비틀즈(The Beatles)를 코믹한 모습으로 패러디

하여 주목을 끌었다(그림 4-7). 그들은 비틀즈를 연상시키는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앨범의 음악적인 방향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

를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당대 청년들의 우상이었던 비틀즈를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비틀즈의 이미지와의 차이를 통해

더 큰 웃음을 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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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개그콘서트
<이기적인 특허소>

[그림 4-2] 개그콘서트
<멘붕스쿨>

[그림 4-3] 개그콘서트
<씨스타 29>

[그림 4-4] 무한도전 294-295회
<약속한대로>편

[그림 4-5] 무한도전 340회
<소문난 칠공주>편

[그림 4-6] 오렌지캬라멜
‘아잉♡’ MV [그림 4-7] UV ‘WHO AM I’ MV

[그림 4]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역할의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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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식물·사물의 의인화

사물의 의인화는 인물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 식물, 사물 등 다양한

것들을 의인화시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 전

통회화 중 민화가 해학을 담고 있는 것도 호랑이, 까치, 화조도, 책가도

등 동물이나 식물, 사물을 해학적으로 의인화하여 다채롭게 표현하기 때

문이었다.

2013년 11월에 처음 선보인 개그콘서트의 <왕게임>이라는 코너는 네

명의 개그맨이 등장하여 한 가지 주제 아래 자신이 맡은 것의 장점을 열

거하여 자신이 최고임을 주장하고 가려내는 코너이다. 네 사람의 이마에

는 각자가 맡은 아이템의 그림을 부착하고 그들의 의상을 통해 그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2013년 11월 24일 방송분에서는 ‘분식의 왕’을 가

리는 소재였는데, 노우진은 상·하의 모두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떡

볶이를, 김기열은 올 블랙 패션으로 김밥을, 장기영은 브라운톤의 타이

트한 쫄쫄이를 착용해 순대를, 박영진은 노란색 수트와 티셔츠를 착용해

라면을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4계절이나 술, 배달음식 등 다양한 것들

로 분장하여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그림 5-1). <애니뭘>에

서는 6명의 개그맨들이 개, 고양이, 새 등과 같은 동물 캐릭터로 분장하

여 동물들이 겪는 애환을 그리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범균은 평범한 개,

류정남과 조지훈은 귀족견, 최효종은 판다이면서 개인척 하는 사기꾼,

박성호는 모바일 게임 ‘앵그리 버드’에 등장하는 새를 패러디한 앵그리

성호, 김준호는 앵그리 성호와 말다툼을 하는 고양이 톰으로 등장했다.

이 코너는 귀여운 동물들로 분장해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개성을 드러내

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보다 그 뒤에 풍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범한 개와 귀족견 사이에 일어나는 신분의 차이와 그 가

운데서 드러나는 상류층들의 허영과 허세, 사치 등을 꼬집어 냈고, 결국

눈에 드러나는 신분의 차이 앞에서도 그들은 다 같은 동물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앵그리 성호는 사회에

서 일어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하며 대중들의 목소리

를 대변해 주었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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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개그콘서트
<왕게임>

[그림 5-2] 개그콘서트
<애니뭘>

[그림 5-3] 오렌지캬라멜 <까탈레나> MV

[그림 5]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동식물·사물의 의인화

오렌지캬라멜은 2014년 발표한 ‘까탈레나’에서 다시금 의상으로 큰 화

재를 일으켰다. 뮤직비디오 속 그녀들은 초밥과 해산물 등으로 등장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어공주처럼 꼬리지느러미가 달려있는 드

레스를 입고 1,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비닐 팩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생선을 연상시키고, 접시 위 밥알 모양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고등어, 연어, 새우 초밥을 연상시킨다. 다소 엽기적

인 컨셉의 의상으로 인해 KBS 심의에서는 ‘인명 경시’라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인명이 경시

되어지고 여성의 성이 상품화가 되어버린 사회에 대한 일침과 풍자를 직

접적이고 해학적인 코드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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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감한 성적표현

몸과 복식은 성(性) 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플

뤼겔(Flügel)은 패션을 ‘이동하는 성감대(shifting erogenous zone)’

라 정의 하였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에로틱한 신체 부위는 변화하고 차

이를 보이며 이를 옷이라는 도구로 노출과 은폐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여성의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와 남성의 보고자 하는 욕망이 결합되어 옷

에 그대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123) 이러한 성적 호기심과 욕망은

어느 시대에서든 표면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암시적이고 풍

자적으로 표현되어왔다. 특히 조선후기 풍속화에 등장하는 외설적인 표

현은 옷을 통한 신체의 노출과 은폐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당시의 유교

적인 사회 분위기를 꼬집는 듯한 파격적인 해학을 담아낸 민중예술이었

다. 오늘날의 한국대중문화는 여전히 이어져오는 유교적 관습과 사상에

도 불구하고 더욱 과감한 신체의 노출에 의한 에로틱한 표현들이 사회

적·문화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K-Pop 아이돌 가수의 의상에

대한 잦은 선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출에 대한 욕구는 사그라

지지 않고 있다. 개그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신체에 의한 성적

표현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비꼬듯이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노출

을 감행하기도 한다.

개그콘서트의 <발레리NO>는 4명의 남성 개그맨들이 몸에 타이트하

게 밀착되는 발레복을 입고 등장해 남성의 성기를 가리기 위해 갖은 노

력을 하는 모습이 웃음을 선사했던 코너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

까지 방영되었다. 무대 위에 하얀색 전신 타이즈를 착용한 개그맨들은

발레 바(bar)나 의자, 혹은 본인들의 손을 이용해 성기를 가리기 위해

진땀을 뺀다. 가렸지만 가리지 않은 듯, 감추지만 감추지 않는 듯 자연

스러운 노출과 은폐의 반복을 통해 제대로 된 ‘몸 개그’를 보여준다(그림

6-1).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노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전의 코너

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더욱 금기시 되었던 남성의 성기를 과감히 노출

하였다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다

123) 김민자(2004b), op. cit. 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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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개그콘서트
<발레리NO>

[그림 6-2] 무한도전 336회
<여섯이 네 고향>편

[그림 6]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과감한 성적표현

소 민망하다는 혹평을 동시에 받으며 많은 논란과 이목을 끌었다.

2013년 6월 29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336회에서는 갯벌에 들어가 육

탄전을 하던 와중에 멤버들의 속옷과 속살이 여기저기에서 노출되는 해

프닝이 벌어지며 다소 민망할 수 있는 장면을 커다란 자막이나 이모티

콘, 모자이크 등으로 교묘히 가려서 폭소를 자아냈다(그림 6-2). 340회

(2013년 7월 27일)에서는 정형돈이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의도적

가슴 노출사고로 화제를 모았던 여배우를 연상시키는 노출을 재치있게

패러디하여 선보이기도 하였고, 358회(2013년 11월 30일)에서는 밀라

노 패션위크에 도전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등장하며 노출을 감행한 멤버

들의 몸매를 패션 전문가들과 모델들이 혹평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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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성

(1)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은 특정 인물의 특징을 찾아내 새롭게 해석하여

표현하는 역할의 패러디와는 달리 특정한 직업이나 장소, 상황, 혹은 특

정 집단에서 착용되는 옷의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옷을 통해 착용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없이도 직업이나 장소,

상황 등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며 익숙함을 통해 웃음을 만들어낸다.

개그콘서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긴박하면서

도 코믹하게 그려낸 코너로 2011년 8월부터 10개월가량 인기리에 방영

되었다. 김원효는 경찰청장 역을 나타내는 경찰제복을 착용하였고, 김준

현은 군인 소장 역을 맡아 군복과 베레모를 착용하고 등장하였다(그림

7-1).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방영된 <나쁜 사람>은 경찰서에서 형사

들이 범인을 심문하는 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범인 역을 맡

은 이상구는 늘 검정색 비니를 착용하고 등장해 범인임을 암시하며, 부

하형사인 이찬은 캐주얼한 청바지와 티셔츠, 자켓 등을 착용하고, 상관

형사인 이문재는 정장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형사들이 착용하는 벨트와

권총을 차고 등장한다. 가장 높은 직급인 형사반장 역의 유민상은 양복

바지와 셔츠, 가죽 자켓을 주로 입고 등장해 옷을 통해 직업은 물론 직

급을 가늠케 하였다. <소름>이라는 코너는 조난당한 조난객과 이를 구하

려는 구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조난자 역의 이찬은 평상복을 착

용하거나 산에서 조난을 당할 경우에는 아웃도어를 착용하여 장소를 나

타냈다. 나머지는 긴급구조대원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상의와 검정바지를

착용하고 등장하였다. <나를 술 푸게 하는 세상>에서는 헝클어진 머리,

빨간 볼과 코, 풀어헤친 셔츠 등으로 술에 만취한 취객의 전형적인 모습

을 재현하였고(그림 7-2), 운동권 학생이나(<남.보.원>의 최효종), 택배

기사(<미필적 고의>의 박성광), 박사(<굿모닝 한글>의 이종훈) 등의 스

타일을 재현하여 나타냈다.

개그맨 정형돈과 랩퍼 데프콘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형돈이와 대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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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개그콘서트
<비상대책위원회>

[그림 7-2] 개그콘서트
<나를 술 푸게 하는 세상>

[그림 7-3] 형돈이와 대준이
‘안좋을 때 들으면 더 안좋은 노래’ MV

[그림 7]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

는 2012년에 발표한 ‘안좋을때 들으면 더 안좋은 노래’, ‘올림픽 대로’,

‘오, 예!’의 뮤직비디오에서 모두 동일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인 갱스터 랩(gangster rap)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정형돈과 데프콘은 화려한 색상과 패턴이 들

어간 니트 상의에 통이 넓은 정장 바지를 입고 굵은 금목걸이와 금시계,

금반지 혹은 금팔찌 등과 같이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며 갱스터(건

달) 혹은 일수꾼(사채업자)을 연상시키는 패션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일수꾼 가방’으로 불리는 클러치 형태의 네모난 가죽 가방을 항상 손에

들고 등장해 건달 패션을 완성하였다(그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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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중적 소재

한국의 문화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패션의 등장은 대중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때 그

것이 낯설 경우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익숙함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곧 깊은 공감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

과 비슷한 상황,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것에서 공감대를 느끼며, 이와

같은 해학을 접할 때 더 큰 폭소를 터뜨리게 된다. 길거리, 포장마차,

대중목욕탕, 놀이터 등의 배경과 트레이닝복, 전형적인 아줌마·아저씨

패션 등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소재의 등장은 한국적 해학

을 표현함에 있어 불가분한 요소이다.

개그우먼 정경미는 개그콘서트의 <풀하우스>를 통해 9명의 자녀를 둔

엄마의 역할을 하며 아줌마로 분장해 등장하였고, 개그우먼 박지선과 김

민경은 <로비스트>에서 아줌마 파마, 화려한 패턴의 상의와 한껏 추켜올

린 고무줄 바지, 허리춤에 찬 힙 색(hip sack), 짙은 립스틱과 세도우,

양말스타킹 등으로 완벽한 ‘아줌마 패션’을 선보이며 뻔뻔하게 협상과 거

래를 시도하는 아줌마들로 출현하여 큰 재미를 선사했다(그림 8-1).

2011년 4월 2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243회 <타인의 삶-정준하편

part 2>에서는 정준하와 하루 동안 삶을 바꾼 야구선수 이숭용과 나머

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여장들 하고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등장하였다.

원피스 혹은 한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7명의 남

자들은 영락없이 겨울철 김장을 담그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다(그림

8-2). 2012년 11월 3일에 방영된 302회 <언니의 유혹>편에서는 시

(詩) 아카데미를 다니는 아주머니들로 분장해 가을 여행을 떠나는 상황

극을 펼쳤다. 가이드 역을 맡은 노홍철을 제외만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짙은 메이크업과 화려한 색상의 등산복, 커다란 헤어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나타나 웃음을 주었다. 특히 유재석은 핑크색을 즐겨 입어 ‘압

구정 핑키’라는 별명을 가진 유제니 역을 표현하기 위해 핫핑크색 윈드

자켓과 썬 캡(sun cap)을 착용하였다. 국내에서 아웃도어 웨어는 여가

시간의 증가가 웰빙 라이프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한국 30-50대 중장년층의 많은 수요를 이끌고 있다.124) 특



- 76 -

[그림 8-1] 개그콘서트
<로비스트>

[그림 8-2] 무한도전 243회
<타인의 삶-정준하> 편

[그림 8-3] 무한도전 302회
<언니의 유혹> 편 [그림 8-4] 싸이 ‘강남스타일’ MV

[그림 8]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한국적 대중성

히 아웃도어 룩은 산행이나 야외활동이 많은 중년 남성들이 아닌 40-50

대 여성들이며 아웃도어 웨어가 일상복과 같이 착용되고 있다.125) 무한

도전에서 선보인 아줌마 패션은 전형적인 한국 중년여성들의 패션 트렌

드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는 지표였다(그림 8-3).

한국만의 대중적인 소재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관광버스 속 아줌마 패션, 요가복을 입고 공원에서 요가를 하

는 여성들, 트레이닝복에 썬 캡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걷고 있는 아주머

니들의 모습 등을 통해 한국적인 패션의 해학 코드를 알렸다(그림

8-4). 후속곡 ‘젠틀맨’에서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일상복이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2-30대의 스트릿 패션 등을 볼 수 있다.

124) 백경자, 황영미, 이정란(2013), 30~50대 남녀의 아웃도어 웨어 착용실

태 및 인식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 15(5), p. 787.  
125) 아웃도어 열풍 속 국내 브랜드 '약진' (2013. 11. 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4/0200000000AKR201

31104158700051.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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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외성

(1) 성(性)의 반전

전통적으로 복식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

해 왔다. 복식은 형태나 색채, 아이템, 디테일 등을 통해 남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고, 시대와 문화별로 그 차이를 구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서구 복식의 영향을 받아 기

본적으로 바지, 넥타이, 모자 등이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며

치마, 메이크업, 속옷, 하이힐 등과 같은 아이템들이 여성성을 드러내는

코드(code)로 인식된다. 그러나 복식을 통해 뚜렷한 성의 양극화를 보

이면서도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적 특성들을 은폐하여 성의 경계를 모호

하게 만들기도 하고 복식을 통해 성을 반전시켜주기도 한다.126) 의도적

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분장하거나 여성이 남성으로 분장하여 본래의 성

과 보이는 외형 사이에서 인지적 불일치와 부조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짓기 애매하게 만들어 모호성을 띠는 표현에

의해 해학적인 요소가 발견된다.

개그맨 김지호는 개그콘서트의 <미끼>와 <갑을(甲乙) 컴퍼니>에서

파격적인 여장을 하고 등장하였다. <미끼>에서는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핑크색의 롱 원피스를 착용하고 단발머리 가발과 헤어밴드를 착용함으로

써 여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핑크색의 원피스에는 김지호의 몸매를 암시

적으로 반영시키는 돼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갑을

(甲乙) 컴퍼니>에서는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노희숙 대리’역을 맡아

여성스러운 원피스나 투피스의 정장을 입고 과도한 볼터치와 립스틱하여

여성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뭇거뭇한 수염자국

을 그대로 드러내 남성성과 여성성을 충돌로 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어 웃음을 주었다(그림 9-1).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여 가까이 인

기코너였던 <정여사>는 개그맨 김대성과 정태호의 여장이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김대성과 정태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입한 상품에

126) 김민자(2004b), op. cit. pp.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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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claim)을 걸면서 막무가내로 상품을 바꿔달라고 하는 모녀를 연

기했다. 딸을 연기한 김대성은 로맨틱한 스타일의 원피스에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커다란 쇼퍼 백(shopper bag), 다양한 액세서리 등을 매

치시키고 등장하였다. 정태호는 김대성의 엄마인 ‘정여사’ 역할로 늘 우

아한 블랙 원피스와 블랙의 커다란 페도라 모자를 착용하고 샤넬을 연상

시키는 진주목걸이를 레이어링(layering)하여 여성스러움과 부를 상징

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 모양의 인형 ‘브라우니’를 끌

고 등장하며 상품 교환을 거부하는 판매원에게 들이밀며 ‘물어!’라고 소

리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움을 자아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들에 대한 풍자를 담아냈다(그림 9-2).

무한도전은 위에서 분석했던 <소문난 7공주>, <언니의 유혹> 등과 같

이 각 에피소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장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앞서

도 언급됐던 2012년 9월 8일에 방영된 <약속한대로> 특집에서는 싸이

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여 ‘무도스타일’을 촬영하는 멤버

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중국으로 떠난 정형돈, 노홍철, 하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차가운 도시 여자’라는 뜻의 ‘차도녀’ 캐릭터를 표현하

기 위해 파격적인 스타일로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놀람과 재미를 선사했

다. 유재석은 파격적인 핑크색 가발에 노란색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메탈릭한 소재의 보랏빛 레깅스, 프릴이 달린 짧은

스커트, 퍼(fur) 코트, 글로시한 검정 부츠를 착용한 ‘청담 미녀 유제니’

로, 박명수는 양 갈래 머리와 커다란 연지곤지, 비비드한(vivid) 색상의

상의, 화려한 패턴의 레깅스를 입고 ‘최강동안 소녀명자’를, 정준하는 이

마가 훤히 드러나는 단발머리에 꽃을 달고 몸에 밀착되는 핫 핑크색 티

셔츠의 가슴팍 위에는 핑크색의 코르사주를, 흑백의 체크패턴의 플레어

스커트와 보라색의 레깅스, 회색 양말과 대조되는 흰색의 스니커즈를 착

용해 ‘베이글녀 정준영’을, 길은 백발에 가까운 금발의 가발을 쓰고 타이

트한 노란색 티셔츠에 귀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흰색의 프릴 미니스

커트, 형광 끼가 도는 밝은 레몬색의 부츠를 신고 ‘골드미스 길성숙’을

표현했다(그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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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개그콘서트 <갑을컴퍼니> [그림 9-2] 개그콘서트 <정여사>

[그림 9-3] 무한도전 295회
<약속한대로> 편 [그림 9-4] 노라조 ‘여자사람’ MV

[그림 10]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성(性)의 반전

앨범마다 독특한 컨셉의 노래와 패션으로 주목을 받아 엽기 남성듀오

로 불리는 노라조는 2012년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앨범 ‘여자사람’의 뮤

직비디오에서 영화 ‘레옹’을 패러디하여 큰 웃음을 선사했다. 노라조 조

빈은 레옹 역을, 이혁은 마틸다로 변신했다. 특히 이 전까지 조빈에 비

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남성스러움을 강조했던 이혁이 마틸다

의 심벌인 짧은 단발머리 스타일과 블랙의 가죽 초커(chocker) 목걸이

를 하고 심플한 흰색 티셔츠에 화려한 플로랄 패턴의 재킷 혹은 스트라

이프 티셔츠에 카키색 야상 점퍼와 가죽 워커 등을 착용해 걸리쉬하면서

도 보이시한 마틸다의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하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그림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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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의 부조화

복식은 성을 구분 짓기도 하지만 착용자의 연령대를 가늠하게 해주기

도 한다. 연령에 따라 옷의 크기, 색상, 패턴, 액세서리 등이 다르게 나

타나며 나이에 맞지 않는 옷과 소품을 착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조화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 착용자의 실제 나이를 감추

고 아이 혹은 노인으로 분장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유아적인 유희성과

연령에 대한 해방감을 준다.

개그콘서트의 <어르신>에서 김원효와 김대희는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려는 동네청년 이문재에게 시골의 좋은 점을 설명하며 붙잡는 동네 할

아버지 역으로 등장하였다. 김원효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한복 혹은 모시

소재의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 고무신 등을 착용하고 얼굴에 주름을 그

려 넣어 노인 분장을 하였다. 김대희는 김원효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

역을 맡아 대머리 가발에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등장하였다(그

림 10-1). <그땐 그랬지>는 손녀딸에게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용담

을 들려주는 코너로 개그맨 김재욱과 이상호, 개그우먼 안소미가 각각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딸을 맡아 연기하였다. 김재욱은 쪽진 머리에 개

량 한복을 입고 등장하여 성의 반전과 연령의 부조화를 동시에 보여주었

다. 이상호는 희끗거리는 머리에 개량한복을 입고나와 노인 캐릭터를 소

화하였고, 안소미는 하얀 방울이 달린 노란색 망토와 스커트, 흰색의 니

삭스(knee socks), 커다란 도트무늬 리본 헤어밴드, 곰 인형 등으로

유치원생을 표현하였다. 안소미 외에도 개그맨 김준현이 <9시쯤 뉴스>에

서 흰색 셔츠, 검은색 멜빵바지, 빨간 보타이, 베레모 형태의 노란색 유

치원 모자, 핑크색 볼터치, 이름표 등을 통해 유치원생으로 분장하였다.

<아빠와 아들>에서는 개그맨 유민상과 김수영이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큰 두 부자(夫子)로 등장하는데, 유민상은 셔츠와 바지, 스웨터, 자연스

럽게 넘긴 머리, 수염 등을 통해 40-50대 아버지의 스타일을 보여주었

고, 김수영은 턱받이, 볼터치, 보타이, 멜빵, 색동줄무늬 니 삭스 등을

통해 유치원생이 되어 육중한 몸과 대비되는 귀여움을 보여주었다. 유치

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유치원생들에게 사회생활 노하우를 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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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을 자아냈던 <사마귀 유치원>은 유치원을 배경으로 선생님과 유치원

생 모두 동물모양의 머리띠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귀여운 멜빵바지를 착

용하고 있지만 가슴 판에는 용, 해골과 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

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나 멜빵 위에 성인임을 암시하는 19금 딱지가

붙어있어 하나의 스타일 안에서 연령의 충돌이 발생하며 의외성을 부가

시켰다(그림 10-2).

2010년 5월 29일에 방영된 무한도전 <200회 특집>에서는 ‘30년 후,

2000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상황

극에 의해 멤버 전원과 스태프들까지 모두 노인으로 분장한 모습이 시청

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멤버들을 비롯한 전 스태프

들은 흰머리 혹은 대머리 가발, 주름, 검버섯 등을 분장하고 퓨처리즘적

(futurism)인 색상과 소재를 사용해 미래라는 설정을 극대화 시켰다.

맴버들은 자신의 개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옷을 착용

했는데 특히 노홍철은 속이 비치는 비닐 소재의 상의와 메탈릭하고 샤이

니한 은색의 레깅스, 선글라스, 커다란 은 귀걸이 등과 같은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이며 ’은하계 패셔니스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그림

10-3).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 많은 사랑을 받은 <명수는 12살>은 2011

년 11월 26일(278회)과 12월 3일(279회), 그리고 2013년 4월 20일

(326회)에 걸쳐 세 차례가 방영되었다. <명수는 12살>은 박명수의 12

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열두 살 시절로 돌아간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

졌다. 278-279회에서는 80년대 골목 어귀에서 한 발 뛰기를 하거나 지

우개 따먹기를 하는 등 추억의 놀이를 하며 당시 한국 어린이들의 일상

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무한도전 멤버들과 동시대를 살아온 시청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멤버들은 12살 어린 소

년들을 표현하기 위해 80년대 유행하던 바가지 머리나 까까머리 스타일

의 가발을 쓰고 촌스러운 스웨터나 야구점퍼, 보이스카우트 단복, 태권

도복, 데님 멜빵바지, 패딩조끼, 목도리, 귀마개, 장갑 등을 착용하며

80년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박명수는 원형의 머리 땜빵,

콧물자국, 빨간 볼터치, 귀마개 등으로 80년대 어린이의 모습을 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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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개그콘서트 <어르신> [그림 10-2]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그림 10-3] 무한도전 200회 특집 [그림 10-4] 무한도전 278회
<명수는 12살>

[그림 10]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연령의 부조화

였다. 또한 박명수와 정준하는 각각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장해 1인 3

역으로 등장하며 성의 반전, 연령의 부조화, 전형적인 한국의 대중적 소

재를 통해 다양한 해학을 표현하였다(그림 10-4).

(3) T.P.O의 위반

적합성(aptness)은 복식의 미적 범주의 하나로써 앞서 다뤘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맞는 복식을 착용했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는 측

면을 담고 있다. 성별과 연령 이외에도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맞는 복

식을 착용하는 것은 타당성과 격식을 부여하며 이에 맞지 않는 경우 적

합성이 파괴되어 웃음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장이 아닌 장례식장에 등장하게 되면 보는 이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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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27) 또한 유행과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해학적 요소를 만들어낸

다.128) James Laver은 동일한 복식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유행되기

10년 전에는 외설적이고, 1년 전에는 대담하며, 유행 중에는 멋있으며,

1년 후에는 단정치 못하며, 10년 후에는 추하며, 20년 후에는 매혹적이

며, 150년 후에는 아름답다고 하였다.129) 해학이 표현된 대중문화 패션

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 해주듯 시대에 뒤떨어지는 복고풍의 의상

을 착용하거나 어떠한 장소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옷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타일이 등장하며 의외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주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그콘서트의 <꽃미남 수사대>는 다양한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

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코너로 오직 패션과 미용에만 신경 쓰는

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 2011년 4월 17일 방영

분에서는 막내 형사인 김대성이 오렌지 톤의 컬러풀한 정장을 입고 등장

해 핑크색 매니큐어를 바르며 코너가 시작한다, 선배 형사인 이광섭은

얼룩말 무늬의 화려한 배기팬츠와 흰색의 터틀넥 셔츠, 금장식이 달린

검정 베스트, 화려한 반지를 끼고 김대성 보다 더 화려한 네일을 자랑한

다. 이후 등장하는 용의자 역의 류근지가 화이트 수트를 입고 모델같이

등장하며 한껏 꾸몄으나 우스꽝스러운 형사들과 대조를 보인다. 경찰서

장 김원효는 파란색의 타이트한 레이스 티셔츠와 화려한 꽃무늬 레깅스,

빨간 레인부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선글라스와 목걸이, 독특한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형태의 과장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경찰

청장 박성호는 흰색의 짧은 핫팬츠와 망사스타킹, 흰색의 부츠, 아무것

도 걸치지 않은 상반신에 한 멜빵, 팔꿈치까지 오는 흰색의 글러브, 짧

127) 김민자(2004a), op. cit. p. 217.
128) Henri Bergson(1900), 『(Le)Rire, essai sur la signification du 

comique』, Paris: Alcan, 정연복 역(1992), 『웃음 : 희극성의 의미에 관

한 시론 』, 서울: 세계사를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한

국복식학회지, 22, p. 76에서 재인용.  
129) James Laver(1937), Taste and Fashion from the French 

Revolution until Today, London: George, G. Harrap & Company Ltd, 

p. 255를 하지수(1994), op. cit. p. 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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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머리에 길게 늘어뜨린 면사포, 티아라, 목걸이 등과 손에 든 빨간 꽃

으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과도한 노출과 상황에 맞지 않는 충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들은 ‘So cool, so hot, so sexy, so

incredible’이라고 외치며 코너를 마무리한다(그림 11-1). 이들은 인터

뷰를 통해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반전’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는 직업을 고심하여 성직자나 119 구조요원 등의 후보를 제치고

형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130) 그만큼 형사와 같이 사

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기대되는 모습과 보이는 모습 사이의 일치성이

파괴될 때 발생하는 해학성은 더욱 증대된다.

무한도전 <개그학개론>은 영화 ‘건축학개론’을 모티브로 하여 2012년

8월 4일(289회)과 11일(290회), 2주간에 걸쳐 방영된 에피소드로

1995년에 무한대학교 체육학과 개그동아리가 MT를 떠난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냈다. 90년대라는 시대 설정에 맞게 멤

버들은 모두 그 시대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선보였다. 블리치

(bleach)를 넣은 헤어나 옆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두건을 두른 스타

일, 상하의 모두 데님으로 매치한 ‘청청패션’, 바닥을 쓸어버릴 듯한 힙

합스타일의 데님팬츠와 긴 벨트 등의 아이템과 당시 휴대용 커뮤니케이

션 기기였던 시티폰이나 삐삐같은 복고풍의 소품들로 90년대를 상기시

키며 재미를 더했다(그림 11-2).

2010년부터 한국 가요계 시장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개가수 열풍’

은 개그와 음악 사이의 벽을 허물며 K-Pop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였다. 개가수 열풍의 선두주자인 UV는 개그맨 유세윤과 가수 뮤지가

결성하여 만든 남성 듀오로 2010년 발표한 1집 <쿨하지 못해 미안해>를

필두로 이후 같은 해에 발표한 2집 <집행유애>, 2011년에 발표한 <이태

원 프리덤> 등의 뮤직비디오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쿨하지 못해

미안해>와 <집행유애>에서는 90년대에 유행했던 청청패션, 멜빵바지, 힙

130) “이젠 개그도 보는 맛이죠".  (2011. 04. 16).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14. 06. 29,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

&oid=001&aid=0005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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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개그콘서트
<꽃미남 수사대>

[그림 11-2] 무한도전 289-290회
<개그학개론>편

[그림 11-3] UV ‘쿨하지 못해 미안해’
MV [그림 11-4] UV ‘이태원프리텀’ MV

[그림 11]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T.P.O의 위반

합패션, 레게(reggae) 헤어, 복고풍의 보잉 선글라스 등으로 당시 젊은

이들 사이에서 가장 트랜디 했던 패션을 그대로 재현하였다(그림

11-3). <이태원 프리덤>은 가수 박진영과 함께 80년대 디스코 풍의 음

악과 크게 부풀린 아프로헤어(afro-hair), 굵은 헤어밴드, 가죽자켓, 베

기팬츠, 레트로풍의 선글라스 등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패션을 통해 해

학적 웃음을 전달하였다(그림 11-4). 또한 싸이는 ‘강남스타일’과 ‘젠틀

맨’에서 화장실, 사우나, 놀이터, 공원, 관광버스 등에서 일관적으로 선

글라스와 포멀한(formal) 수트를 착용하고 등장하여 때와 장소에 전혀

맞지 않는 패션을 선보였다. “Dress Classy, Dance Cheesy(옷은 고

급스럽게, 춤은 저렴하게)”131)라는 싸이의 말처럼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패션을 통해 희극적 불일치를 보여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131) 미국 NBC ‘The Ellen DeGeneres Show’에 출현해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에게 ‘강남스타일’의 ‘말춤’

을 가르치며 했던 말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명언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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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성

(1) 집단적 상호모방

Kaiser는 의복에서의 동조현상은 대게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

는 욕구로부터 나오는 현상이라고 했다.132)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

치 유니폼처럼 같은 옷, 같은 헤어스타일,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같은

공간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동조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복식은 어떠한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착

용자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어떤 경우 의도적으로 집단 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쫓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는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개개인이 가진 개성을 부각시키며 예기치 않은 웃음을 만들

어 낸다.

개그콘서트의 <버티고>는 대역 배우들로 등장하는 개그맨 김지호,

류정남, 김장군, 이성동, 김준호이 매회 역할에 따라 모두 완벽하게 똑

같은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등장하여 상대역인 인기 여배우 허안나와

의 연기 도중 예쁜 외모와 상반되는 그녀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벌벌

떨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재미를 주었다(그림 12-1).

<나는 아빠다>는 아이를 둔 네 명의 유부남 개그맨들이 육아에 따르는

고충에 대해 다룬 코너이다. 개그맨 박성호, 홍인규, 송준근, 김대희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가슴에 자신의 아이들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착

용하고 무대에 올라 순서대로 ‘아들’, ‘아들아들’, ‘딸’, ‘딸딸딸’을 구호로

외치며 웃음을 주었다(그림 12-2).

무한도전 207회(2010년 7월 17일)와 208회(2010년 7월 24일)에서

는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

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들이 즉흥적으로 바캉스를 떠나며 일어나는 해프

132) 大坊郁夫, 神山進(1996), 『被服と化粧の社会心理学―人はなぜ装うの

か』, 京都: 北大路書房, 조기여, 유태순 역(2005),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

리학 : 사람은 왜 꾸미는 것일까?』, 서울: 東西交流,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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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개그콘서트
<버티고>

[그림 12-2] 개그콘서트
<나는 아빠다>

[그림 12-3] 무한도전 207-208회 <시크릿 바캉스>편

[그림 12]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집단적 상호모방

닝들이 그려졌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것

은 멤버 중 가장 패션센스가 없는 정형돈의 일명 ‘은갈치 룩’을 드레스코

드로 맞춰 입고 오기로 한 것이었다. ‘은갈치 룩’은 정형돈이 T.P.O에

상관없이 늘 고수하는 스타일로 막 구겨 신은 검은 구두와 은갈치 색의

양복, 버클이 녹슬어 곰팡이가 낀 크로스 백과 같이 전혀 조화롭지도,

트랜디하지도 않은 스타일이다. 멤버들은 바캉스 당일날 아침 정형돈의

스타일을 각자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한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나 정형돈

에 등장에 감탄하며 원조라고 치켜세우며 정형돈의 패션 철학을 귀담아

들었다. 정형돈은 멤버들에게 ‘관리 따윈 안 한다’, ‘헤어 꼬리는 소중하

다’, ‘멸종된 구두로 패션을 완성하라’, ‘가방끈은 언제나 심장 쪽으로(가

방 끈에 있는 붉은 색이 혈관을 상징한다고 함)’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들을 자신이 가진 패션철학이라고 하며 진지하게 전수해주었다. 멤버들

이 정형돈의 패션뿐만 아니라 사소한 행동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에서 상호모방이 주는 유희성과 그 안에서 각자의 개성이 충돌하며 빚어

내는 부조화가 웃음의 포인트로 작용하여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다(그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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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동적 이미지

똑같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 무리를 이루고 일제히 움직

이는 모습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낸다. 군복을 착용한 군인들의 무

리나, 민속복식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들,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응원

단의 모습은 한 명 혹은 소수가 있을 때보다 시각적으로 더욱 큰 자극을

주며 작은 움직임에도 역동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역동적 이미

지는 주로 K-Pop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노라조는 ‘카레(2010)’ 뮤직비디오에서 제목에 걸맞게 카레의 본고

장인 인도풍의 의상을 착용하고 수많은 백댄서들과 함께 인도 춤을 추며

등장했다. 인도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무리를 지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노라조의 뮤직비디

오에서도 남녀 백댄서들이 똑같은 의상을 착용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노

래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다(그림 13-1). 노라조의 ‘카레’는

2012년 미국의 음악잡지 SPIN이 선정한 ‘The 21 Greatest K-Pop

Songs of All Time’에서 빅뱅, 원더걸스,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과 같

은 아이돌그룹과 함께 8위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133) 집단적 패션이 주는 역동적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싸이의 ‘젠틀맨’을 들 수 있다. ‘젠틀맨’에서 싸이는 화

려한 색상과 비즈 장식이 된 파워숄더 자켓과, 베기 팬츠, 그의 트레이

드마크인 동그란 선글라스 등으로 이전 ‘강남스타일’에서 보여준 것보다

강렬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강남스타일’에서는 싸이가 무채

색의 수트를 착용하고 백댄서들이 화려한 색상을 착용한데 반해 ‘젠틀맨’

에서는 수많은 백댄서들이 블랙과 화이트의 무채색 의상을 착용해 싸이

의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가장 큰 대비를 보이는 블랙과 화이트

의 대조적인 분위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133) 노라조 '카레' 美 SPIN 8위 선정 '빅뱅과 어깨 나란히. (2012. 06. 04). 

이투데이, 자료검색일: 2014. 06, 29, 자료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4

101&idxno=592646



- 89 -

[그림 13-1] 노라조 ‘카레’ MV [그림 13-2] 싸이 ‘젠틀맨’ MV

[그림 13-3] 크레용팝 ‘빠빠빠’ MV

[그림 13] 대중문화의 패션에 표현된 역동적 이미지

모습은 그 자체로 역동적인 느낌을 주었다(그림 13-2). 2013년 데뷔해

싸이의 뒤를 이을 K-Pop 가수로 주목받은 걸그룹 크레용팝은 ‘빠빠빠’,

‘꾸리스마스’, ‘어이’의 뮤직비디오 속에서 기존 걸그룹들이 보여준 정형

화된 섹시 컨셉에서 달피한 독특하고 코믹한 패션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

을 받았다. ‘빠빠빠’에서는 걸그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트레이닝복과

운동화에 헬멧을 착용하고 일렬로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일

명 ‘직렬 5기통 춤’을 선보였다(그림 13-3). ‘어이’에서는 모시옷과 빨간

양말에 하얀 고무신, 빨간 두건 등의 의상을 착용하고 닭싸움을 하는 듯

한쪽 다리를 잡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는 가사에 맞춰 뛰는 모습

에서 또 한 번 짙은 해학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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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학의 

특성
요소 스타일

풍자성

-형태의 과장

-역할의 패러디

-사물/동물의 의인화

-과감한 성적표현

실루엣의 확대, 축소, 변형, 왜곡 등과 같은 

형태를 취하거나 과도한 디테일과 장식, 화

려한 색상 등의 사용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해학적인 이미지를 표현함. 영화의 캐릭터 

또는 실존 인물의 의상을 모방(패러디)하기

도 하고 신체의 노출 등을 통한 직설적인 성

적표현을 함 

일상성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

-한국의 대중적 소재

특정한 직업이나 장소, 혹은 특정 집단에서 

착용되는 옷의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

는 모방의 형태. 거리, 포장마차, 대중목욕

탕, 놀이터 등의 친숙한 배경과 트레이닝복, 

교복, 전형적인 아줌마·아저씨 패션 등과 

같이 일상적이면서 한국의 대중적인 소재를 

차용

의외성

-성(性)의 반전

-연령의 부조화

-T.P.O의 위반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분장을 

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옷과 소품을 착용

하여 아이 혹은 노인으로 분장. 촌스러운 복

고풍의 의상 혹은 어떠한 장소나 상황에 전

혀 맞지 않는 의상이 등장

집단성
-집단적 동조

-역동적 이미지

여러 사람이 유니폼과 같이 똑같은 형태의 

옷을 착용.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옷, 

같은 헤어스타일,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같

은 공간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표 10]은 본 절에서 살펴본 한국 대중문화 패션의 특성에 따른 요소

와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특성별 요소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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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때 한국 대중문화에 나

타나는 해학은 한국 전통예술에 담겨있는 한국적 해학의 특성들을 그대

로 계승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패션이라는 비언어적 도구를 통해 대중들

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후기 서민들에 의

해 발현된 다양한 전통예술은 해학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한국의 대중문화는 해학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기질을 이어

받아 세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통예술에 드러나는 해학의 특성들은 모두 어떠한 관습이나 규

범, 질서 등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자유롭고자 하는 열

망을 담고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유교적 사상이 팽배하던 조선후기에

서민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상당한 절제가 요구되었고 그것

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양한 민중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과 목

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국 전통예술은 당시 사회적으로 금

기시 되던 것들을 들춰내어 그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공감과 이

해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연에 순응하며 웃음과 해학을 통해 고

난과 역경을 해소하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한국 대중문화패션

에 통해 풀어낸 해학 역시 웃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웃음과 함께

이끌어내 대중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초극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문화적

특성임과 동시에 한국인이 갖는 특별한 성질이다.

한국 전통예술과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특성은 결국

‘자유분방성’이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특성으로 모이게 된다. 자유분방성

은 한국인의 가장 근본적이고 독특한 특성이며 한국의 해학은 이러한 특

성으로 직결된다. 이는 최준식이 정의한 해학의 특성과 일맥상통하며 그

가 말한 한국의 전통 예술에서 나타나는 파격적이고 일탈적이고 즉흥성

과 역동성을 갖는 자유분방한 해학의 특성과 연결된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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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예술

특성 요소

풍자성

-과장

-왜곡

-파격

-추상

일상성

-공감

-우연

의외성

-불일치

-대조

-반전

-부조화

집단성

-역동

-즉흥

한국 대중문화패션

특성 요소

풍자성

-형태의 과장

-역할의 패러디

-사물/동물의 의인화

-과감한 성적표현

일상성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

-한국의 대중적 소재

의외성

-성(性)의 반전

-연령의 부조화

-T.P.O의 위반

집단성

-집단적 동조

-역동적 이미지

자

유

분

방

성

한

국

적

해

학

아래의 [표 11]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적 해학의 특성과 요소를 종

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1] 한국 전통예술과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흐름과 특성

134)  최준식(2002), op. cit.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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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날마다 새로운 문화의 산물들이 쏟아져 나오

는 문화의 홍수 속에서 한국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

승하려는 노력은 오늘날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속에 흐르는 한국적 기질은 다른 문화권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수한 성질이다.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규명 짓고자 하는 연

구는 최근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내·외적으

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 녹아있는 해학을 살

펴봄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고 문헌연구,

사례연구, 실증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중문화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 대중문화의 사적흐름을 살펴보

고 대중문화에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그리고 패션이 갖

는 의미와 역할을 각각 고찰하였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사회·정치·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시대의 규범,

행동양식, 가치관 등을 형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대중들에

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전달하는 대중문화는 단순히 대중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상품이 아닌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하며 소비와

수용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대중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파퓰

러컬처로서의 대중문화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도 1990년대

이후 매스컬처에서 파퓰러컬처로 전환을 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한류’

라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은 웃음과

해학을 전달하는 콘텐츠로써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무엇

보다 패션은 그 속에서 대중들이 추구하는 것을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하

는 수단이며 시대와 문화를 구분 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미학적 관점에서 해학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골계의 하위범주인 해학은 늘 웃음을 동반하지만 표현방식, 시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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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있어서 기지, 반어, 풍자와 차이를 보였다. 해학은 언어를 비롯하

여 몸짓, 얼굴 표정, 말투, 주변 환경 등을 통해 풍자적인 형태로 다양

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풍자 역시 해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표현의

형태를 취하지만 해학은 풍자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동정,

관용, 사랑 등의 긍정적 시선과 태도를 보이며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와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자신을 포함시키고 드

러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비웃음이나 경멸적이고 냉소적인 웃음이 아

닌 상대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여

유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난 한국의 해학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였다.

서민들이 예술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녹여낸 조

선후기의 한국 전통예술은 장르에 관계없이 회화, 음악, 춤 모두에서 해

학이라는 공통적인 문화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당시 서민들이 느꼈던 사회의 부조리함과

계층에 차이로부터 오는 억눌림을 표출한 풍자성, 공감과 우연을 통한

일상성,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의 공존을 통한 의외성, 수많은 사람들

이 함께 역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집단성이 도출되었다.

넷째, 한국 대중문화 중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뮤직비디

오에 나타난 패션의 해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한국 전통예술에서 도출된

한국의 해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은 현대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이자 패션을 통해 대중들에게 문화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이다. 그러나 패션이 단순히 형태, 색상, 아이템 등을

통해 가시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대중들에게 특

정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표현된 해학

의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한국 전통예술에 나타나는 해학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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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네 가지의 한국적 해학의 특성은 ‘개그콘서트’와 ‘무한도전’, 그

리고 UV, 형돈이와 대준이, 싸이, 노라조, 오렌지캬라멜, 크레용팝과

같은 K-Pop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속 패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첫째,

풍자성은 형태의 과장, 역할의 패러디, 동식물·사물의 의인화, 과감한

성적 표현 등과 같은 요소를 통해 표현되었다. 둘째, 일상성은 전형적

스타일의 재현과 한국의 대중적 소재에 의해 보여졌다. 셋째, 의외성은

성(性)의 반전, 연령의 부조화, T.P.O의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성은 집단적 동조와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해학은 다른 어떤 문화적 유전자보다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잘 설명해 주는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표현된 해학은 한국 전통예술에 담겨있는 한국적 해학의 특성들을 그대

로 계승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패션이라는 비언어적 도구를 통해 대중들

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예술과 한국 대중문

화패션에 표현된 해학의 풍자성, 일상성, 의외성, 집단성은 결국 자유분

방성이라는 하나의 특성으로 모이게 되며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이 예술

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만의 자유분방한 해학을 담아냈듯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는 패션을 통해 한국인의 해학성을 자유롭게 표현해내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문화유전자인

해학을 이해하고 그것이 패션에는 어떠한 요소와 특성을 통해 표현되었

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이 가진 문화적 자본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과정이다. 비록 본 연구가 한국 대중문화패션에 담긴 해학의 특

성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K-Pop 가수의

뮤직비디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다

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가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 패션에 나타

나는 한국의 문화유전자에 대한 연구와 패션에 표현되는 해학에 대한 활

발한 연구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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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orou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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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Culture Fashion 

- Focused on TV Variety Programs 

and K-P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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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elements such as language, customs, ideology, music, 

architectural style, and fashion are shared and inherited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process of imitation, a type of 

non-genetic interactions. Through imitation, each culture forms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defines its cultural gene, called 

‘me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Korean cultural genes in 

order to understand Korea and it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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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wo main factors of Korean memes are laughter and 

humor. In Korean traditional arts passed down to us by our 

ancestors, we can find the wisdom and composure of life in 

laughter, and this kind of positive and humorous attitude towards 

life is still the driving force of Korean popular culture today.     

Popular culture nowadays shows not only various cultural 

contents but also certain kinds of styles and their inherent 

spirituality. By the spread of mass media and SNS(Social 

Network Service), global exchange has been taking place all 

around the world while localization has simultaneously become 

more marked. In such cultural context, the investigation of what 

humor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Korean cultural gene- is, 

how it is expressed in fashion, and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it has, is very significant and meaning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ly understand the concept 

of popular culture, humor, and the meaning and role of fashion in 

popular culture. Then we will analyze humorous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at are expressed in the fashion as seen in TV 

variety programs and K-Pop music videos in order to examine 

their correlation with humor in Korean traditional arts.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parallel. 

   The mai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humor were found in 

the traditional arts of paintings(folk painting, genre painting), 

music(pansori, pungmul), and dance(salpuri[exorcism dance], 

talchum[masked dance]) from the late of Chosun Dynasty. 

Korean traditional arts from this period all share humor as a 

distinctive feature regardless of the genre and this humor is 

connected with a series of certain characteristics. Firstl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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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that satires show the irrationalities of society in a humorous 

way with exaggeration, distortion, abstraction, and breakaway. 

Secondly, there is a certain ‘dailiness’ leading to empathy and 

coincidence. That is, the them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the 

traditional arts were very ordinary and familiar to the people at 

the time, making it easy to feel both empathy and humor. 

Thirdly, we find unexpectedness caused by discordance, contrast, 

reversal, and mismatch and the coexistence of unexpected 

elements. Finally, the most unique characteristic of Korean 

traditional arts is that of collectivity, i.e. the way in which its 

dynamic and extempore character brings in the participation of 

many people. 

   Based on these four humorous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arts, the humorous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TV variety programs and K-Pop music videos as an 

intrinsic part of Korean popular culture are being scrutinized in 

this research. Episodes from 1 January 2010 to 31 December 

2013 of, the highest rating weekend variety shows, are analyzed. 

Similarly, UV, Hyungdon & Daejune, PSY, Norazo, Orange 

Caramel, Crayon Pop are studied, as representative K-Pop music 

videos. The analyzing result is as follows. 

   In first place, satire is expressed through shape exaggeration, 

character parody, personification of animals and plants, and the 

expression of drastic eroticism. Dailiness appears through 

reproduction of typical styles and the use of popular Korean 

subject matter. Unexpectedness is showed through gender 

reversal, mismatching of age, and the violation of T.P.O. Finally, 

collectivity is revealed by collective participation and dynamic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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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as thus been verified that humor expressed in modern 

Korean popular culture is a natural successor of the humor 

appeared in Korean traditional arts and that fashion works as a 

nonverbal tool of transmission of its characteristics. Ultimatel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humor shared in Korean 

traditional arts and modern Korean popular culture can be 

summarized as the aspiration for ‘freewheelingness’, i.e. the 

desire of Korean people for liberty from social custom, rule, and 

ord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people in the late 

Chosun Dynasty were required to moderate and control their 

emotions, it becomes more understandable that they tried to 

express their suppressed feelings through various popular arts. 

Nonetheless, instead of lamenting and being resentful, they tried 

to empathize, understand and overcome the hard reality and 

nature they faced through laughter and humor. 

   The humor shown in Korean popular culture fashion is also 

not a fragmentary symbol with the sole purpose of arousing 

laughter, but an unique cultural reflection of the Korean will to 

conquer the problems and conflicts faced by societ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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