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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한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류 팬 커뮤니티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잡은 한류가 수용되는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사모는 자발성과 능동성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팬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한류가 대중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활동과 영향
력이 줄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보여
준 한류 수용 양상과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하위문화집단으로서 팬덤의 의미에 대
해 고찰하고자 했다. 
   한사모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대중문화물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 이상의 실천
을 행했던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커뮤니티였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한
국의 대중문화물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기반으로 한 
학습과 교류 활동에 커뮤니티의 목적을 두었다는 점이었다. 초창기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재료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창출하고, 자신들만의 의미를 부여한 한류를 구축해나갔다는 점에서 Fiske(1992)가 
강조했던 팬 문화의 생산성 즉, 팬들은 문화상품의 소비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소통시키며,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텍스트를 
재생산한다는 프로슈머(prosumer)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인사회의 협력과 지원은 한사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었
다. 한사모를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환기할 수 있었던 한인들은 한사모에 재정 지
원과 사회문화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사모 입장에서 한인과의 친밀한 상호
관계는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른 팬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사회적 자본 그 자체였으며, 구성원 개개인은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높
이고 활동의 동력을 얻는 요인이 되었다. 한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초기의 후원-수혜자 구도를 넘어 한류의 확대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으로 발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민간 영역에서 한국 정부나 
한인사회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을 한사모가 맡으면서 ‘민간 외교관’의 지위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하위문화집단인 팬 커뮤니티가 팬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류 사회와 직접 교류하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일반 팬덤
에서는 볼 수 없는 한사모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무렵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하고 케이
팝 팬덤이 주류가 되면서 한사모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케이팝이 젊은층의 하위
문화로 정착하고 케이팝 가수들을 모방하는 경연대회가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한류
팬은 ‘문란하고 불량스럽다’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이에 한사모 운영진들은 일반 
한류 팬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문화 커뮤니티라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
원들의 케이팝 관련 활동을 자제시키고 일상적인 생활태도까지 단속하는 관리를 
시행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활동이 팬덤이 아니라 문화생활이라는 변화된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내에 한국 관련 전문 기관이 증가하면서 한
사모가 지향하는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입지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었다. 주류 사회 
시각에서 한사모는 여전히 하위문화집단 커뮤니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한류의 확대는 한사모를 팬덤으로서, 한국문화 전문기관으로서 두 분야 모두 자
신들의 전문성과 입지를 상실하는 위기가 되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
게 타협하고 조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류현상을 향유하고 직접 이끌어나가는 팬이라는 수용자의 입장에
서 한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류를 경제성이나 한국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다룬 
관점으로는 볼 수 없었던 팬덤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던 연구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변화에 주목하여 단순히 팬
덤이 지닌 능동성과 자생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치한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
서 때로는 주류사회에 요구하는 규범에 순종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위문화 연구의 틀로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팬덤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 한류, 한류 수용자, 인도네시아, 케이팝, 하위문화,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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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반적으로 한류(Korean wave)는 2000년대 초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및 

미주, 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한류가 수용되는 형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각국의 젊은 층이 한국의 인기 드라마나 대중가요 

케이팝을 주도적으로 소비하고 그 곳에 등장하는 배우나 가수의 팬이 된다는 공통점

이 있다. 동남아시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요한 한류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페이

스북이나 유투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등장한 이후 개인들이 보다 

쉽게 한류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태국과 베트남을 필두로 한류의 인기가 크

게 높아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대 초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영된 한국 드

라마가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조금씩 인기를 얻다가 케이팝(K-Pop) 아이돌 가수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2010년을 전후로 자카르타나 반둥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10,20대 사이에서 케이팝이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가 확대되었다. 2012년 무렵에는 

케이팝퍼(K-Popper)라고 불리는 적극적인 케이팝 팬덤이 인도네시아 사회 전면에 

등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케이팝 공연을 똑같이 흉내 내고 그 실력을 겨루는 케

이팝 경연대회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소수 팬들의 전유물이었던 한

류는 불과 몇 년 만에 인도네시아 도시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그들의 집단적 감

수성을 불러 일으키는 새로운 하위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수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빠르게 퍼졌

고 특히 대도시 청년들이 즐기는 하위문화로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수용의 맥락과 수

용자의 주체적인 입장을 통해 현상을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한류가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과 전지구화된 소비문화의 산물인 대중문화임을 감안하면 수

용 과정과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상업적 메커니즘과 문화상품으로서의 

내용 및 의미에 관한 논의를 모두 다루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한류 팬들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한

류 수용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서 한류 수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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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한사모>는 인도

네시아 최초의 한류 팬 커뮤니티로 인정받는 조직이다. 초창기 한사모는 전형적인 

대중문화 팬덤 즉, 가장 적극적인 대중문화의 수용자로서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하위

문화 집단이며 독자적인 해석틀과 문화적 자본을 소유한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뚜렷

했고, 그러면서도 한국과 한국 문화 전반에 그들의 관심을 확장하고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둠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친한파 집단

이라는 공식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최근 인도네시아의 가장 주류적인 한류 수용 유형은 케이팝 팬덤이다. 이

들은 일반적으로 소비 문화에 익숙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도시의 '신세대 청년들'로 특정 아이돌 가수의 팬이거나 음악 장르로서 케이팝을 

즐긴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나 한국 대중문화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두기 보다는 

'한국식' 외모나 스타일이 주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소비하는데 

더 흥미가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에게 한류는 자신들의 도시적이고 신세

대적인 취향을 표출시킬 수 있는 최신의 수단을 의미하며 한류의 수용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문화를 추종한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그들의 세대적, 도시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주류적인 대중문화로 확대 된 이후 최근 한사모 

운영진과 오래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광적인' 팬덤이 아니라 '순수한' 취미

활동이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한류

의 대중화가 달성된 상황 속에서 한사모의 활동을 취미생활로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

는 그동안 팬덤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축적한 문화 자본을 활용하기 보다 축소시키

거나 오히려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사모의 이중적인 성향 및 

그로인한 갈등은 팬덤으로서의 자생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서로 교차된 데서 비롯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상반된 맥락이 어떻게 경합하고 또 봉합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없이 현대 인도네시아의 한류 팬덤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

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한류 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한류 팬 커뮤니티 사례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자들의 특징과 수용의 맥락

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커뮤니티의 설립과정과 활동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알아본다. 특

히 한류가 확대 된 이후 한류 팬들에게 형성된 사회의 부정인 인식은 무엇이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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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한류 기관과 전문적인 팬덤 사이에서 입지가 좁아진 한사모가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선택한 대응 담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 예전만큼 명성을 누리지 못하고 비주

류적, 비전문적인 한류 커뮤니티로 강등된 상태에서 여전히 한사모 구성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 

2. 선행연구 검토 

  1) 한류와 동남아시아 한류 연구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류를 주제로 한 학계의 연

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류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류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문화

상품으로 인식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다. 지난 10년간 한류를 주제

로 한 학술논문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한 손승혜(2009)의 연구를 참고하면, 한류 

관련 논문의 80%가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한 관광, 경영, 경제 분야

에서 나올 만큼 한류 연구 대부분은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스타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열풍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무렵 정부가 경제적 이익과 국가 이미지의 고양이라

는 기조 아래에서 한류 지원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이끌어 갈 한류 담론을 생산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의 한류 마케팅 정책에 

따른 실용주적 관점의 연구는 한류의 성공을 분석하고, 이러한 성공을 지속, 확산시

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 담론을 생산해 내었지만1), 국수적인 문화민족주의, 자국 

중심주의, 상업주의적 성격을 지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김수정 2012, 홍석경 

2013).

   2010년 이후 케이팝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다시 불면서 기존의 

한류 담론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과

학문의 학자들이 한류 연구에 동참하여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1)� 경제,� 경영,� 관광� 분야에서의� 한류� 연구는� 강만석� 2004;� 김영덕� 2006,� 송영관� 외� 2005,�

윤재식� 외� 2008,� 윤호진� 2005,� 채지영� 외� 2007� 등이� 있으며� 정책기관� 연구� 보고서로는�

코트라� 지식서비스사업팀에서� 매년� 발행하는� 『한류동향보고서』,�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서�발행하는� 『한류백서』와� 『한류심층보고서』가�대표적이라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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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관한 실용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학, 언론학 등 각 분과 학문의 이

론적 틀 속에서 한류 현상을 정의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학술적 연구가 한류 연구의 

두 번째 경향이다. 학술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한류 수용자 개인에 주목하여 

이들을 계급적 취향 및 문화적 욕구 충족시키려는 소비자로 보는 연구(김현미 2005, 

함한희 2005), 한류가 수용되는 다층적인 지역적 맥락에 주목한 연구(신윤환 2006, 

장원호 2014). 그리고 한류를 전지구화 흐름 속에서 나타난 문화 접변과 혼종화의 

한 형태로 이해한 연구(김수정 2012, 지은숙 2009) 등이 있다.2) 

   한편 김형준(2008)은 한류에 관한 기존 연구를 이용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로 다시 분류하면서 전체적으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부족하고, 그 중

에서도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지적 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는 

더욱 부진하여 여타 분과학문에 비해 문제의식이나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지 못해왔

다고 지적한 바 있다.3) 김수정(2012) 역시 국내 한류 연구 대부분이 2차 자료에 의

존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수용자에 관한 연구가 적고, 그나마도 중국과 일본에 

2)� 한류에� 대한� 실용적,� 이론적� 접근과� 관계없이� 아시아에서� 한류� 성공을� 분석하거나� 설명하

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공통으로� 지적해왔다.� 첫째는� 한국� 대중문화물이� 우수

한� 품질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문화� 자체의� 우수성� 등의� 자민족� 중심주의�

담론에�이용되기도�하였으며,� 이러한�해석에�문제의식을�느끼고� ‘한국�문화의�근대성’,� ‘아시

아�공동체’와� 같은�대안적�시각이�제기되기도�하였다(김현미� 2005,� 이동연� 2006).� 두� 번째

는� 한류가� 수용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맥락적인� 접근으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이� 경제성

장과� 다채널� 미디어� 환경에� 진입하게� 되면서�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한국� 대중문화물을� 적

극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신윤환� 2006).� 세� 번째� 설명은� 대중문화� 연구에서� 사

용되던� 개념인� ‘문화적� 할인(Hoskins� &� Mirus,� 1988)’이나� ‘문화근접성(Staubhaar,�

1991)’의� 개념을� 한류에� 도입하여� 한류가�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높고� 소구력이� 강한�특징

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주로�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중심의� 유교문화가� 아시아� 수

용자에게� 주는� 친숙성과� 근접성이� 서구� 대중문화물의� 폭력성이나� 선정성과� 대조되면서� 인

기를� 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유세경� 외� 2001,� 허진� 2002).� 마지막� 네� 번째는� 한류가� 한

국의� 경제발전상을� 도시적인� 이미지와� 현대적인� 스타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것을� 소비하는�

현지�수용자들의�계급적�취향과�욕망에�접합하였다고�보는�관점이�있다(김현미� 2005).�

3)� 김형준(2008)이� 이용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한류�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

째는� 한류와� 관련된� 대중적�담론이나� 이론적� 논의� 자체를� 대상으로� 삼은�연구로� 한류� 요인

을� 검토한� 논문을� 자료로� 이용한� 경우.� 두� 번째는� 단기적인� 지역조사에서�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논문.� 세� 번째는� 대량의� 서베이를� 통해� 얻은�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네�

번째는� 한류� 텍스트� 즉,�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분석한� 경우.� 다섯� 번째는� 민족지적� 조사를�

통해�얻은�경험적�자료를�이용한�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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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된 현재 한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기존 한류 연구의 자문화 중심적인 성격과 

연구방법 및 대상의 한계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최근의 한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수용자에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특히 케

이팝은 아시아 지역의 음악으로는 드물게 전 세계 대중문화 수용자에게 널리 알려지

고 팬덤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케이팝 수용현상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손승혜 2012, 홍석경, 2013 등).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이 케이팝을 비롯한 신한류 콘텐츠의 최대 소비지로 자리매

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수용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한류를 수용

하는 맥락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한 연구는 여전히 적다. 현지조사를 바탕으

로 한 연구 사례로는 방콕의 도시 젊은이들이 한류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재구성하는가에 대해 다룬 신현준(2007)과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을 수용하는 팬들이 팬덤 활동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선(2011)의 연구가 눈에 띄지만 장기적인 조사

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맥락과 그 함의까지는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연구자들에 의한 한류 사례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제기된

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중문화나 한국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가운데 한류 및 케이팝

을 연구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학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와 가자마다대학 출신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한류 수용 현상과 수용자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인도네시

아에서 나타나는 한류 연구의 흐름은 크게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케이팝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그들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유

를 밝히고자한 Nugroho(2010)와 한류가 인도네시아의 문화산업과 젊은 세대에 미

친 영향에 대해 정리한 Anwar(2014)는 한류의 수용 및 확대의 요인을 찾고 그것으

로부터 발전적 담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류 현상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카르타 젊은층의 케이팝 소비를 문화 제국주의와 연

결시키는 Astuti(2012)나4), ‘문어발식 한국의 대중문화’가 경제적 이윤을 확대시키며 

4)� Astuti는� 현재� 인도네시아� 젊은층이� 선호하는� 한류가� 한국의� 문화적� 제국주의의� 일환이라

고� 주장한다.� 타국을� 침략하는� 군인처럼� 한류의� 유입이� 국내� 대중문화물을� 위협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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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에 다방면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본 Susanthi(2011)는 한류 현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이다. 가장 최근에 동남아 한류 현상을 비교 분석한 

Saskia(2014)는 자국에서 나타난 한류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동남아 연

구자의 메시지를 한국 내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한국중심주의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한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 및 적

극적인 수용과 확산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자국민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

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외래 세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현지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한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지만 한류를 한국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 한류는 물론 한국의 대중문화이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 도시 젊은층에게는 한국이라는 국적성보다는 자신들이 전유 가능한 최신

의 문화적 경험이자 소비 상품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의 관련성 속에서만 한류를 다루게 되면 한류가 수용자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

다 다양한 의미로 수용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간과하기 쉽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소비와 전유를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으

며 현재 도시 젊은층의 일상적인 생활의 문화적 특징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한류는 개별 수용자들이 경험해 온 사회문화 등 다양한 배경과 

맥락을 토대로 한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다양한 양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

며, 다양한 공간 속에 위치한 한류 수용자들의 실천은 현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류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또 생산하는 한류의 특징과 그 의미를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 초

창기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반둥의 한 커뮤니티 <한국을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선정하였다. 

  2) 하위문화와 팬덤연구 

   하위문화 연구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양식을 고찰하고 그것이 갖

는 사회문화적 의미나 정치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영국의 버밍엄 학파와 

젊은�세대가�애국심을�잃을�수� 있다는�점에서�큰� 우려를�드러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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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학계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원용진, 2002). 초

창기 하위문화 연구 영역에서 바라본 팬은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사회에 부적응한 사

람들이자 저급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집단화된 팬덤은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진, 자율성이 부족한, 공동체 정신이 결핍된 집단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팬(Fan)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처럼 자신들의 우상에 ‘광적으로 집착해서(fanatic)’ 

무지하고, 히스테리컬하며, 때로는 폭력적인 군중의 이미지로 그려져왔다(Jenkins, 

1992).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대중문화 수용자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일생생활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생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하

였고 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시도되었다. 대중문화 수용자의 능동적인 주체

성에 주목했던 Fiske(1992)는 팬을 대중문화산업이 생산하는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들이 느끼는 문화적 결핍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강조하였다. 비슷한 시기 처음으로 팬덤 자체를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Jenkins(1992)는 팬덤을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보고 이들이 문

화상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무지한’ 수용자가 아니라, 주류 문화에서 생산하는 지배

적인 헤게모니 문화에 도전하는 해석틀을 획득하고, 스스로 하위문화 자본을 축적하

면서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대중문화 팬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문화생산성에 주목한 피스

크와 젠킨스의 시각은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헤 계승되어 주로 비주류적 집단의 

문화적 실천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며, 한편에서는 주류 문화에 대한 

비주류 집단의 ‘문화적 저항’이라고 하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수용자들이 보여

주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팬 문화와 실천에 주목하는 새로운 연구 경향이 등장하기도 

했다. 새로운 연구 경향은 주로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문화 자본, 아비투스 개념에 

영향을 받아 팬덤 내에서 발견되는 정체성 수립 방식을 탐구하고, 팬문화 내에서도 

기존의 사회, 문화, 자본의 논리가 똑같이 작동하면서 사회문화적 위계가 구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홍종윤, 2014). 

   그러나 대중문화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권리 및 소비 기회가 증가한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하위문화 방식은 이 새로운 개인과 집단을 설명하기에 한계

가 있었고, 특히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문화 소비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

하면서 대중문화 수용자들이 단일한 대상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이들이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취향 역시 그러하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포스트-하위문화연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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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되는 이러한 연구 흐름은 대표적인 대중문화 소비자 집단인 청년들의 정체성은 고

정되거나 다른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생활양식이나 문화

적 소비를 통해 일시적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었다(이상규, 2012). 

   대표적인 학자 앤디 베넷(Bennett, 1999)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적, 스

타일적 취향에 의해 형성되는 청년들의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하위문화 집단을 고유한 가치관을 가진 끈끈한 단일 

집단으로 설명해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대단히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문화적 소속감을 

가진 ‘신부족(Neo-tribe)’라는 개념을 도입한다.5) 이에 따르면 청년들이 하위문화 집

단으로서 청년들이 항상 주류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항상 대립해있다는 이분

법적 구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그들이 선택하고 보여주는 생활양식을 통해 청년 문

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의 등장과 지구화시대의 도래는 미디어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청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설명방식을 또 다시 요구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며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은 어떻게 해

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팬덤 연구에서도 인터넷이 팬 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동시 다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팬덤

이 일상화되고 가벼워지도록 만들면서 팬덤 연구 주제와 대상 그리고 방법론을 변화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팬덤을 특정한 사회문화적 대상으로 의미화하기 보다 평범

한 일상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하거나 초국가적이고 다국적인 현상으로서 팬덤의 실

체를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동연(2011)은 케이팝 팬덤의 초국적성에 주목해 중국과 일본 그리

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남아메리카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팬덤을 다국적 팬덤이

라고 명명하였다. 이 경우 초국적성은 대중문화물의 국제적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문화 산물과 소비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손승혜

(2012)는 한류를 사례로 현재 글로벌 팬덤이 해당 지역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팬덤과 

팬 문화에 근거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팬덤은 문화를 수용하는 각

각의 사회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5) 신부족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존재하는 집단의 존재 양상이 개인이 아니라 사
적인 집단 즉, 부족과 같은 공동체임을 주장했던 마페졸리가 처음 제시한 것이다(마페졸
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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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팬덤을 보는 관점은 팬덤 자체에 국한되기 보다 팬덤이 가진 유동적인 

정체성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사모 역시 

나름대로의 일상적, 미시적 실천을 통해 자신들만의 의미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전

형적인 팬덤이지만, 동시에 한인사회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 전문성

과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외부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자신들을 맞추려는 등 팬덤 정

체성에서 벗어난 모습 역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위문화 팬덤 연구의 틀 속

에서 이들을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사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순종, 타협, 반대의 이질적인 태도들이 교차하고 협상하

고 갈등하는 과정(김예란 외 2010)” 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팬덤의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인도네시아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한류 수용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의 주된 대상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류 팬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

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한사모)'이다. 한사모는 인도네시아에 한류

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2006년 9월, 반둥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던 15명의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하였으며 한류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크게 성

장하여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과 한인사회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한류 팬 커

뮤니티로 인정받았다. 한사모의 설립과 성장 과정은 인도네시아 한류의 전개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한류 수용자의 특성과 수용의 의미를 처음

부터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사모의 특징은 스스로를 한국의 팬이라고 규정한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자

발적으로 모여 조직한 최초의 커뮤니티라는 점과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그것을 인도네시아 사회에 알리는데 커뮤니티의 목표를 둔 문화 매개자로서의 역할

을 처음부터 자처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발성과 문화적 사명감은 한사모가 인도

네시아의 한인사회로부터 한류의 상징이자 민간 외교관이라는 지위를 부여 받고 상

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였는데, 하위문화적 특성을 지닌 팬 커뮤

니티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화의 종주(宗主)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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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은 한사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한사모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연구자 본인이 

이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2008년 반둥에서 현지 지인의 

소개로 초창기 시절의 한사모 운영진과 구성원들을 처음 만났고 당시 정기 모임과 

친목 모임에 초대를 받아 수차례 참석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를 방문할 때마다 만남을 지속해오면서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한사모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활동하는 맥락과 한류를 수용하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사모 구성원들과의 인연이 본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밑거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사모 운영진과의 친분은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는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연구의 사전 준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연구 

허가나 연구 대상과의 신뢰 관계 구축 등의 절차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으며, 조

사 과정에서 한사모 일원의 자격을 얻어 운영진 회의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한사모 활

동에 깊이 참여할 수 있었다. 

   2) 연구대상 소개 

   한사모는 2006년 9월,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온라인 게시판에서 만난 7인

과 반둥 시내 CD대여점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 드라의 팬 5인이 모여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Bandung Korea Community)’를 결성하면서 설립되었다. 한사모라는 이름

은 구성원이 확대되고 한인사회와 교류를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기 한류 

팬과 한인들에 의하면 한사모 이전에 한국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존재했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사모가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류 팬 커뮤니티로 인정받고 

있다. 한사모는 설립 후 매달 한국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대중문화물을 함께 감상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또 한

인사회로부터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 학습 및 교류 기회 등을 제공받아 한류 커뮤니

티로서의 전문성과 입지를 쌓아나갔다. 

   한사모의 조직은 한사모 내부 관리, 대외 관계, 재정 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와 대표를 돕는 부대표, 그리고 한사모 내부 소모임 활동을 책임지는 소모

임장들로 구성된 임원진을 필두로 한 전통춤, 한국어 교실, 댄스, 보컬의 네 개 소모

임이 존재한다.6) 전통춤팀은 부채춤과 같은 한국의 전통무용을 익히고 공연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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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 규모의 한 팀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일한 한국무용 전문팀으로서 한인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에 자주 초청된다. 초기에는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자체적으로 학습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한국무용 전문강사를 초빙

하여 승무와 칼춤을 교습을 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어 교실은 한국

어 실력이 우수했던 운영진들이 구성원에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개

설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습기

관으로 유명하다. 전통춤팀과 한국어 교실이 한사모가 한국문화와 강한 관련성을 가

진 커뮤니티임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직이라면, 댄스와 보컬 모임은 한류

의 대중화된 인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모임은 각각 케이팝 가수들의 춤과 노

래를 그대로 모방하는 공연팀들로 이루어져있고, 각 팀은 케이팝 경연대회 및 공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I-1] 한사모 조직도 

   현재 한사모의 임원진은 모두 11명이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수는 200여 명, 

누적 회원수는 2,000명을 상회한다. 구성원들은 내부 분류법에 따라 한사모 설립자

이자 운영진을 맡아온 ‘1세대’ 그룹, 한사모 창립 후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6) 현재 소모임은 2010년 이후 정착된 것으로, 이전에는 한국과 관련된 드라마, 영화, 만화 
소모임 등이 활동하다가 해체된 바가 있다. 한국어 교실과 전통춤팀은 한사모 설립 직후 
만들어졌고, 댄스와 보컬 모임은 한국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2009년 이
후 개설되었다. 소모임 명칭은 한사모 내부에서 사용되는 양식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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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모 1세대 한국문화 관심 그룹 
한사모 2세대 

케이팝 관심 그룹 한사모 3세대 

2007년~2010년 사이에 한사모에 가입한 ‘2세대’ 그룹,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케이팝

이 상륙하여 열풍을 일으킨 2010년 이후에서 최근까지 주로 케이팝 팬으로서 한사

모에 가입한 ‘3세대’ 그룹으로 구분된다. 또 활동 형태 및 취향에 따라 한국 및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는 그룹과 케이팝 관련 활동에 집중하는 그룹으로 다시 나눌 수 있

다. 주로 1세대 그룹과 2세대 그룹이 속하는 전자는 한사모 한국어 교교육을 이수하

고 한사모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즐기면서 학습과 경험의 측면

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다수가 3세대인 후자는 한사모 케이팝 공

연팀의 일원이 되어 퍼포먼스와 노래를 연습하고, 공연을 하거나 경연대회에 참가하

면서 강한 성취감과 열정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다. 

                          [표 I-1] 한사모 구성원 분류 

  이처럼 한사모 구성원들은 가입한 시기, 활동 목적, 문화적 취향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경계가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케이팝 활동에 전념하는 

한사모 3세대 구성원이 한국문화로 자신의 관심을 확장하여 한인과의 교류활동에 적

극 참여하기도 하고, 케이팝 팬덤 활동을 활발히 하는 1세대 출신 선배도 있기 때문

이다. 또 구성원 모두 한사모만의 고유한 특징인 ‘문화와 교육’ 활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을 외부의 다른 커뮤니티

와 분명하게 차별화시키고 구별시킨다는 점에서 단일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드러낸다. 

   한사모의 활동은 크게 내부 활동과 외부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활동은 전

체 정모, 소모임별 정기 모임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 활동은 주로 한인사회

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들이 평상시에 행해지는 일반 활동

이라면, 연 1회 한사모가 주최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은 7년 간 반둥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한류 행사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대규모 특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케이팝 경연뿐만 아니라 한국어 경연, 전통공연, 한국음식 시식회 등 한

국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반둥의 많은 한류 팬들이 함께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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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모
오프라인

내부 모임 - 소모임별   정기모임(매주), 운영진 회의(비정기),
구성원간 친목 모임(비정기),

외부 활동 - 3.1절   기념행사, 2015 한국길거리음식축제,
2015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 케이팝 경연대회 

온라인 한사모 공식 트위터, 소모임별 페이스북, 스마트폰 그룹채팅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약 3개월 동안 한사모의 활동 거점인 인도네시아 서부 자와주의 주도(主都) 반

둥(Bandung)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한사모의 다양한 내외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수행한 참여관찰과 한사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집단면담, 비형식적 면담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한사모 내부 활동은 소모임별로 매주 

진행되는 학습과 훈련, 운영진 회의, 친목 활동 등으로 구성되고, 외부 활동은 한인 

주최 행사에 전통춤이나 케이팝 공연을 목적으로 한사모가 초청되거나 행사 참가자

로서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 댄스와 보컬 모임 내 팀들이 참가하는 케이

팝 경연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개별적인 외부활동도 활발하며, 온라인과 스마트폰

을 활용한 소모임별 SNS도 운영되고 있다.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I-2] 연구자가 참여한 한사모의 활동 

   연구자는 2월 첫 주에 한사모 회장 사나(Sani)를 만나 한사모의 활동 일정을 파

악하고 연구 허가를 구한 뒤 그 다음주부터 한사모 내부 모임에 참여하였다. 소모임

별 정기모임 중에서 전통춤과 한국어 교실, 그리고 운영진 회의는 주로 토요일 낮 

시간에 한사모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시간에는 거의 매주 한사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들의 활동을 살피고 친분을 쌓고자 했다. 한사모 사무실은 반둥 시내 외

곽에 있는 쇼핑몰의 상점 자리를 임대한 것으로 운영진 회의, 한국어 교실 수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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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정모, 각종 자료 및 소품 보관 등을 위한 공간이며 사무실 밖 외부 공간은 전

통춤, 댄스팀 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춤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춤 정기모임과 운영진 회의는 연구자가 관찰하

는 것 이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어 교실의 경우 처음에

는 수업 도우미로 참여 하다가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운영진의 요청으로 중급 수준

의 한국어 수업을 개설, 2주에 한번씩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교실 

구성원들과 가까워 지며 한사모 내부 문제나 한류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댄스와 보컬 모임은 팀별로 활동하는 특성상 각 팀의 일정에 따라 모임

과 훈련이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때문에 모임의 회장들도 팀의 개별적인 활

동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이는 연구 초반 운영진을 통해 구성원에

게 접근하였던 연구자 입장에서 그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다. 때문에 한

사모 외부 행사나 한사모 사무실에서 이들과 접할 수 있는 경우에 이들에 대한 참여

관찰을 시행하였다.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한 3.1절 기념행사와 2015 한국길거리음식축제는 자카르타

에서, 반둥 회의 기념행사는 반둥 시내에서 치러진 것으로 연구자는 한사모 일원의 

자격으로 모든 행사에 깊이 참여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한사모 구성원의 입장에서 

한사모의 활동을 바라보고 한류 관련 행사의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소모임별로 접촉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한사모 내부 관계 양상과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한인사회와 반둥시에서 주최한 대규모 공식행사에 한사모가 초청되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외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한사모의 위치와 한류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한사모 내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한사모 구성원들과 개별적인 심층면

담, 집단면담, 비형식적 면담도 함께 수행했다. 면담 대상은 총 15인으로 나이, 한사

모 내 지위, 활동경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자 했으며, 소모임별로 구분하면 한국

어 3명, 전통춤 3명, 댄스 3명, 보컬 1명,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거나 운영진에 포함

된 5명이다. 여기에 한사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인회, 한국 대사관, 한국 

문화원에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고, 한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케이팝 경연대회와 관련된 인물 2명과 비한류팬도 연구 참여자로 추가하여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한사모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 페이

스북 등의 온라인 SNS와 스마트폰 채팅 텍스트도 꾸준히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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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업

성별
나이 지위/소모임 가입시기 및 주요 활동

치트라
직장인 여/30 회원/없음 2008년 가입한 초창기 멤버. 전통춤팀 매니저. 

한인 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 
데데위
대학생 여/21 회원/보컬 2012년 가입. 동방신기 팬으로 시작. 

케이팝 경연대회 출전 경험 다수. 한국어 과정 수료.  
데시

직장인 여/32 댄스모임 
회장 한사모 설립 멤버. 댄스모임의 '정신적 지주' 역할. 

데위
직장인 여/33 한사모 

설립 멤버
한사모 설립 멤버. 한국어 교실 회장과 부대표 역임. 
성균관대 한국어 과정 이수. 현재 반둥의 한인 사업
체에서 근무. 

딘다
대학생 여/22 회원/댄스

2012년 가입. 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케이팝 경연대회 출전 및 입상 경험 다수. 
한국이나 한국어 학습에 관심 없음. 

프리스카
대학생 여/23 회원/전통춤 2011년 가입. 한국어 교실 수료. 어릴적부터 전통춤

을 좋아해 전통춤팀에 합류. 

재인
대학생 여/22 회원/없음 2011년 가입. 한국 유학과 취업에 관심이 있음. 

한사모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편. 
리나

유치원 
교사

여/31 회원/한국어 2010년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사모 가입. 
한국인과 사귀길 좋아하며 기초적인 한국어 가능.  

누크
자영업 여/36 회원/없음 2009년 가입. 2010년부터 한국음반, 화장품, 옷 등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음. 

매기
자영업 여/34 총무/한국어

2012년 가입. 슈퍼주니어 팬으로 시작. 현재 한국어 
교실 강사이자 전통춤팀 멤버. 아이돌 관련 용품 제
작, 판매 부업 병행함. 

레즈키
유치원 교사 여/26 한국어 교실 

회장
2008년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사모에 가입.
2012년부터 한국어 교실 회장과 강사를 맡고 있음. 

사나
프리랜서 여/33 한사모 대표

한사모 설립 멤버. 2010년부터 대표직 역임중. 
한사모 대외관계, 재정, 구성원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 

다. 채팅 텍스트란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위해 개설한 단체 채팅방과 연구

자가 한사모 구성원과 개별적으로 대화한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들을 자료로 본 것이

다. 또 한류와 관련된 현지 미디어 자료를 정리하고 한사모 구성원 중 한명이 대학 

과제를 목적으로 정리한 한사모에 관한 에세이와 설문지 자료를 확보하여 그의 허가 

하에 해당 자료도 참고하였다. 

[표I-3] 한사모 심층면접 대상자 - 총 15명 (알파벳순, 모두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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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연구원 여/31 전통춤팀 

회장
2008년 한사모 가입. 전통춤팀 창단 멤버. 
전통춤팀에서 가장 고참으로 선생님 역할을 함.

요가
직장인 남/26 회원/댄스

2010년 가입. 리더를 맡고 있는 커버댄스팀 시그마
는 별도의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실력
을 인정받고 있음. 케이팝을 좋아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적은편. 

유윤
직장인 여/24 회원/전통춤

2011년 가입. 어릴때부터 전통춤을 좋아해 전통춤팀
에 가입. 한국어 과정 수료. 반둥 한인회 간사로 재
직중. 

이름
직업

성별
나이 소속 특징

데시
유치원 교사 여/30 -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지만 스스로를 한류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제니퍼
직장인 여/30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 대외관계 담당 직원. 

이르완
대학생 남/24 -

2011년 한사모에 가입하였으나 학업을 이유로 활동 
중단.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반둥 케이팝 챔피언십' 
이라는 경연대회를 직접 주최함. 

나디야
프리랜서 여/32 NYE 대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듣고 한류 팬이 됨. 2008년 
반둥 최초의 케이팝 전문 커뮤니티 NYE 설립. 케이
팝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커버 공연을 최초로 기획
했고, 커뮤니티내의 팀을 공중파 인기 오디션 프로
그램에 출연시켜 케이팝의 국내 인지도를 넓히는데 
공헌함. 세계 케이팝 대회 출전 경험. 

김홍성
기업인 남/50대 자카르타 

한인회
2010년 한인회 활동 중 한사모를 만났고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한사모를 지속 지원. 한사모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깊음. 

이상기
사업가 남/50대 반둥 한인회

회장
한사모 설립 당시 반둥 한인회 회장으로서 한사모를 
적극 지원하였음, 최근 회장직에 다시 선출되었음. 
(반둥 한인회 3,6대 회장 역임 및 현7대 회장)   

정종문
외교관 남/40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적극적인 한사모 조력자 중 한명. 한사모 운영진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표I-4] 비한사모 심층면접 대상자 - 총 7명 (모두 가명) 



- 17 -

II. 인도네시아 한류의 형성과 한사모의 설립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이 크게 인기를 얻으며 시

작된 한류(Korean wave)는 2010년 무렵 아이돌 가수 중심의 케이팝(K-Pop)이 디

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소비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대중문화를 수용해왔던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류가 동아시아 일대로 확산, 유통되는 흐름에 따라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국 대

중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었고 이후 도시 젊은층 사이에서 케이팝과 '한국식’ 스타

일이 점차 유행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이 되었다. 반둥(Bandung)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대중문화까지 한국과 관련된 자신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즐기고자 한 10~30대 젊은 여성들이 모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류 팬 커뮤니티인 

‘한사모’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한국 대중문화물이나 스타에 열광하는 전형적인 팬덤

이면서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확장하여 학습과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한사모의 활동을 펼쳐나갔다. 또 한류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한국문화 커뮤니티로서 특화된 역량을 키워나갔다. 본 II장

에서는 인도네시아 한류의 형성 배경과 함께 한사모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인도네시아 한류의 형성 

   1) 인도네시아 대중문화의 흐름 

   한류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인기 현상을 지칭하

는 말이다.7)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시작되었고 동아시아 일대로 점차 확대되었다. 

7)� 한류라는� 용어는� 1999년� 중국의� 일간지� <북경청년보(北京⾭年報)>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를� 소개하는� 말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한국정부가� 이를�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라는�

의미로� 확장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 한류는� 좁게는� 한국� 대중

문화물의� 인기에서� 넓게는�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선호현상을� 지칭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통용되는�의미로서�한류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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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무렵에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케이팝이 전세계로 

유통되고 10~20대 젊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도약하

였다.8) 이렇게 한류는 아시아에서 전세계로 무대를 확장하고 드라마에서 케이팝으로 

중심을 옮겼으며 중장년층 여성에서 젊은층으로 주요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2010년을 한류의 새로운 도약기로 보고 이 이후의 

한류를 ‘신한류’, ‘경제한류’, ‘한류2.0’ 등으로 지칭하며 이전의 한류와 구분하고 있

으며 정부와 문화산업체는 한류를 문화상품으로 적극 개발하고 수출하여 경제적 파

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9)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2000년대 초반 한

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태동하여 케이팝이 본격적인 인기를 끌던 2010년 무렵부터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본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형성되

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대중문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물이 수용된 맥락과 방식을 살펴보고, 한류 수용자들이 등장한 배경을 서술

하고자 한다.10)

   인도네시아는 외부문화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 성장을 했다가 또 

다른 외부문화에 의해 교체된 경험이 많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서양의 다양한 문

8)� 유투브(Youtube)는� 2005년� 개설된�전세계�최대� 무료�동영상�공유� 사이트로� 2007년� 구글

이� 인수하여� 국가별� 현지어�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매체가� 되

었으며� 음악유통채널로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화려한� 안무와� 보컬,� 강렬한� 리듬,�

매력적인� 외모의� 아이돌로� 특징지어지는� 케이팝의� 뮤직비디오와� 각종� 영상물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특별한� 해외홍보활동도� 없이� 단숨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유튜브� 상

에서�인기를�끌었기�때문이었다(KOFICE,� 2013� 참고).�

9)� 2010년� 이후� 케이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한류에�대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의미화� 작업이� 있어왔다.� ‘경제한류’는� 해외� 현지� 수용국가� 내� 한국상품

의� 인기� 및� 한국기업의� 성과� 등을� 통해� 한국의�이미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경제적�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목한� 관점을� 말하며(KOTRA,� 2009),� ‘한류� 2.0(또는� 3.0)’은� 기존의� 대

중문화콘텐츠에서� 전통문화,� 음식,� 스포츠,� 관광,� 패션,� 디지털기술� 등� 한국문화� 전반에� 걸

친� 일상문화� 차원에서� 쌍방향적� 교류와� 소통에� 주목한� 관점을� 말한다(송정은,� 2015).� 본�

논문에서는� 케이팝� 중심으로� 전환된� 한류� 현상을� 넓게� 포괄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신한류’를� 쓰기로�한다.�

10)� 대중문화에는� 다양한� 매체와� 장르가� 포함되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인터넷이� 제대로� 보

급되지� 않았던� 2000년대� 중반까지� 텔레비전� 방송이� 전국민이�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거의�유일한�대중문화였다.� 여기서�다루는�대중문화의�흐름�역시�텔레비전�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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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권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종족의 문화가 혼종적으

로 공존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반감이 적고 개방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해외문화는 일본과 인도 그리

고 중화권 국가의 문화이며, 최근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한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문화는 식민지 시기 이후 일본과 상업적인 교류 활동을 확대, 지속해 오면

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중문화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외로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인

기 연속극 <오싱>11)을 비롯한 드라마를 비롯해 만화, 제이팝(J-Pop) 등 다양한 장

르가 큰 인기를 얻었다. 인도 문화는 역사와 종교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는 부

분이 많고 민간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어왔기 때문에 역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라 할 수 있다. 드라마 제작자로 출발하여 방송사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인도 출신

의 라암 펀자비(Raam Punjabi)는 1990년대에 인도풍의 요소를 접목시킨 연속극을 

만들어 유행시키면서 “인도네시아 드라마의 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현재 

볼리우드(Bollywood) 영화에서 영감을 얻거나 힌두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인도풍 사

극이 꾸준히 제작, 방영되고 있으며 모든 세대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

는 대중문화물로 자리잡았다. 

   중화권 국가의 대중문화물은 1980년대 홍콩 영화 부흥기에 잠시 유행했다가 

1989년 방송 민영화가 시행된 이후 공중파,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민영 방송사들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영방송사들은 중화권을 비롯해 

일본과 서구의 드라마, 연애오락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방영하였는데, 

Ida(2008)의 설명으로는 그때까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수

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제작비용 또한 높았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

대적으로 저렴하고 인기가 보장된 해외 프로그램을 구입해 방영하는 것이 시청률을 

올려 수익을 내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에 설립된 최초의 공중파 민영 방송국 RCTI를 비롯한 민영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수입 드라마, 쇼�오락 방송, 음악 방송 등으로 

11)� <오싱>은� 1983년� 4월~1984년� 3월까지� NHK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메이지� 시대에� 태어

난� 주인공� 여성이� 세계대전과�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며� 겪는� 일생사를� 담은� 드라마

이다.� 가부장적인�구조에서희생하는�순종적인�일본� 여성상을�만들었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

역대�일본�드라마�최고�시청률인� 53%를�기록하였으며�아시아권에서도�큰�인기를�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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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7년 외환위기로 구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그 비중이 

30~40%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12) 이후 수입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해외 프로그램들은 주로 저녁 황금 시간대에 편성

되어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 대만과 홍콩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는데 서구 프로그램보다 상대

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의 화인자본이 미디어 사업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화권 대중문화물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었다(한국콘텐츠진흥

원 2014). 13)

   2002년 Indosiar에서 <Meteor Garden>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했던 대만드라마 

<유성화원>은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례 없는 인기를 얻으면서 인

도네시아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유성화원>은 2001년 대만의 CTS에서 일

본의 인기만화 <꽃보다 남자>를 최초로 TV드라마로 제작한 작품으로 평범한 서민

가정 출신의 여주인공이 귀족학교에 입학해 재벌 2세 청년그룹인 F4를 만나 겪는 

갈등과 사랑을 그린 트렌디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총 19부작인 <Meteor Garden>은 인도네시아에서 방영된지 단 4회 만에 3백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회당 40,000달러 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당대 최고의 인기 드

라마가 되었다. 십대 소녀에서 중년 주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여성 

대중들이 이 드라마와 여기 출연한 대만인 남성 배우들에 열광하는 모습은 큰 사회

적 이슈가 될 만큼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생소하고 놀라운 광경이었다. 

12)� 인도네시아에서는� 1989년� 방송� 민영화� 조치� 이전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방송사�

TVRI만� 존재했다.� 이후� 1998년까지� 5개의� 민영방송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중� 3개는� 상업

적� 이득을� 목적으로� 수하르토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시청률을� 올리기� 쉬운� 해외�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입,� 방영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권,� 71호).�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

정부에서는� 방송사들의� 지나친� 해외� 프로그램� 수입을� 규제하고� 방송사가� 국내방송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규정(Minister� of� Information� Decree�

No.111/1990)를� 공표하였고,� 2002년� 발표된� 개정된� 방송법(Broadcasting� Bill�

No.32/2002)은� 모든� 방송사가� 자국� 프로그램과� 수입� 프로그램의� 비중을� 6:4로� 유지할� 것

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Alliance� of� Independent�

Journalist� Article,� Freedom� of� expreesion� and� the� Media� in� Indonesia,� 2005�참고).�

13)� 인도네시아에서�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는� RCTV로� 수하르토� 패밀리� 계열의� 미디

어� 기업MNC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

음으로�점유율이�높은� 방송사는�화인그룹에서�소유한� SCTV,� Indosiar로� 문화프로그램과� 아

시아권�드라마를�많이�방영하고�있다(정영규�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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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년도 2002-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방영 수 22 2 8 2 4 15 17

   Pinidji(2002)은 <Meteor Garden>의 인기 이유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

는’ 동아시아의 잘생긴 배우, 현대적인 풍경,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대중

들에게 잘 통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들을 자연

스럽고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에 적절하게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성화원의 

이례적인 인기현상과 이러한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유성화원 직후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Indosiar에서 방영된 <가을동화>를 시작으로 한국드라마의 전

성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2)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한류의 형성 

   2002년 한국 드라마 최초로 <가을동화>가 인도네시아의 공중파 방송사인 

Indosiar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가을동화>는 평균 시청률 11%, 회당 약 280

만 명이 시청하며 드라마, 배우, 주제가가 모두 큰 인기를 얻었으며 Trans7, SCTV 

등 공중파 민영방송사 및 지방방송사, 케이블TV, 위성TV 방송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22편

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지구촌 한류현황 2012), 특히 2005년 <대장금>은 

시청률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14). 한국 드라마의 인

기는 계속되어 2000년대 후반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매일 수차례 인도네시아어로 더

빙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될 정도로 그 수가 증가였다. 한국 드라마의 방영 횟수와 

높은 인기는 훗날 인도네시아 한류가 형성되고 확산되는데 텔레비전과 드라마의 영

향력이 가장 컸음을 말해준다.

[표II-1] 인도네시아 공중파 방송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수 

14)� <대장금>에� 대한�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수용� 양상을� 연구한� 정재선(2007)에� 따르면,� 내

용적인� 측면에서� <대장금>의� 인기� 요인은�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고,� 한국의� 전통문화

를�느낄�수� 있으며,� 한국�전통음식의�재현과정이�재미있고,� 이야기� 전개가� 탁월하며� 도덕적�

교휸을� 담고� 있다는� 점� 떄문이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방영� 초기에는� 중국어로� 번역된� 한

국� 드라마를�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오역이� 많았고� 더빙� 기술이� 미숙해� 감정이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장금>은� 오역이� 크게� 줄고� 성우와� 배우의� 대사� 톤을� 거의�

일치시켜�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도�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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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권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가족의 가치와 같은 아시아적 감수성

을 잘 다루고(Shim, 2006:31)”, “서구의 대중문화가 대변하지 못하는 특정한 근대성

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속에 산다는 의식(Iwabuchi, 2001:12)” 즉, 문

화적 동질감과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공감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요소’

가 잘 녹아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자체가 가진 인기 요인만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느낌

의 일본과 대만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끈 직후 곧바로 한국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킨 

급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단숨에 기

존 대중문화의 강세를 꺾고 유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쏠림 

현상’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새로운 문물을 

선호하여 쉽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15)  

   한편 이 무렵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해외 드라마와 영화 등을 불법으로 복제한 

해적판CD를 유통시키는 전문 취급점이 늘어나 젊은층 사이에서 CD를 대여하거나 

구입해 보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16) 아직 인터넷 사용 환경이 열악했고 개인 

PC의 보급률도 낮았던 때라 대다수 일반인은 텔레비전 방송 시청 이외에 이러한 방

식으로 해외 대중문화물을 소비하였다. 한국의 대중문화물은 공중파 방송을 통한 인

지도 상승과 인기에 힘입어 해적판CD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었고, 입소문이 나

면서 점차 매니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장르는 드라마와 영

화였으며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는데, 주로 중국에서 복제한 영상을 다시 복

제한 형태라 중국어 더빙에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붙이거나 자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17) 

15)� 인도네시아� 특유의� ‘쏠림� 현상’은� 이전의� 해외� 대중문화� 유행� 뿐만� 아니라� 국내� 대중문화�

수용의� 특성을� 설명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연예인들은� 쉽게�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인기를� 오래�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빨리� 좋

아하고�빨리�식어버리기’� 때이라는�것이다.�

16)�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해적판� CD� 1장당� 드라마� 1편이� 저장되어� 있었고(CD용량은�

약� 700MB에� 불과하며� 일반화질의� 드라마� 용량은� 보통� 1GB를� 초과한다)� 대여료는� 장당�

Rp.10.000이었다고�한다.�

17)� 당시� 해적판CD를� 통해� 인기리에� 유통되던� 한국� 예능프로그램은� SBS에서� 2003년-2007

년� 동안� 방영한� <X맨>이다.� 10여� 명의� 출연진들이� 다양한� 게임을� 벌이며� 경쟁하는� 쇼로�

출연진� 케릭터의� 특성,� 출연진� 사이에� 누적된� 관계� 양상들,� 최신� 코미디� 경향� 등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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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민간 교류도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 우선 이 시기에 한국 관련 전공 및 강좌가 여러 대학에 개설되었다는 점이 눈

에 띈다. 2006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as Indonesia)과 2007년 가자마다 대

학(Universitas Gadjag Mada)에 한국어 전공 학과가 처음으로 개설되었으며,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한국학 및 한국어 강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대학 내 전공이 설

치된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KBS World에서 제작한 인도네시아 한류에 관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한국 제품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일본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

기도 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대중문화가 유행했던 흐름 속에

서 자연스럽게 수용된 한국의 대중문화물이 폭넓게 인기를 얻으며 기반이 마련되었

다. 공중파 민영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는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관

심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적판CD가 유통되면서 한국 대중문화물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매니아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간 영역에서의 교

류와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류를 촉

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2. 한사모의 설립과 초기 양상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한사모)'의 등장은 인도네시아에 한국 대중

문화물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 이상의 실천을 행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팬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사모의 설립 배경

과 설립 과정 그리고 초창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한류가 초기에 수용된 방식과 수

용자들의 특징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즐겨본� 한� 한

류� 팬은� “하나도� 알아듣진� 못했지만� (진행자인)� 강호동의� 과장된�표정과�행위만으로도� 재밌

었다”� 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SBS의�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케이블과� 위성TV로� 방영

되면서� 프로그램과� 거기�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러닝맨>만을� 대상으로�

한� 팬덤�커뮤니티가�여러�개�존재할�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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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방송과 해적판 CD등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물을 소비하던 개인들은 방

송국에서 개설한 드라마 온라인 게시판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집단적인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매일 안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던 때였지만 

인도네시아 전체 대중문화에서 한국 대중문화물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팬’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아직 소수였다. 따라서 드라마 온

라인 게시판은 한국 드라마나 배우에 대해 서로가 가진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정보

들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한사모 설립진들이 처음 만난 곳도 2006년 방영된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온라인 게시판이었다. 이들은 매일같이 ‘포럼’이라고 불리던 드라마 게시판에 접속해 

게시글 및 댓글로 드라마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들 

중 7명이 반둥에 사는 비슷한 또래 여대생이며 모두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둥 시내 한 외국어 학원에 개설된 한국어반에 등록해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얼마 뒤 이를 주도하던 안디니가 반둥 시내 CD대

여점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국 드라마 팬 5명을 더 소개하면서 팬 모임

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계기로 총 12인의 한국 드라마 팬들이 반둥 시내의 

한인 까페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기억은 잘 안나는데 누가 처음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어. 우리끼리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외롭고 힘들었고, 또 아직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될 때라 한국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 음악을 듣

거나 드라마를 보려면 다 (해적판 CD를) 사야 했어. 집에서 인터넷이 

잘 되는 애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팔기도 했지만 암튼 대부분은 사서 봐

야했지.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걸) 공유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

러니까 모여서 같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도 있고 서로 도움

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한거지“ (사나, 한사모 대표)  

   첫 모임 후 한달 뒤 2006년 9월 10일에 열린 두 번째 모임에은 커뮤니티 활동

을 원하는 지인들이 추가되어 총 15인이 되었다.18) 이 날은 커뮤니티의 이름을 정

18)� 이들� 15인은� 한사모� 설립진(founder)이며�지금까지� 한사모� 운영을� 도맡아� 온� 운영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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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날로 한사모 창립 기념일이 된다. 

처음 커뮤니티 이름은 반둥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 커뮤니티라는 의미에서 반둥 코

리아 커뮤니티(Bandung Korea Community, BKC)로 정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나이가 가장 많았던 리나(당시 32세)가 선출되었다. 나머지 14명도 모두 홍보, 회계, 

정보 수집 등의 책임을 나누어 맡았다. 20~30대 젊은 여성 15인으로 구성된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는 이렇게 결성되었다.19)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 설립 과정에서 한사모의 중요한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팬을 자처한 젊은 여성들에 의해 모든 과정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직 소수 사람들만이 선호하는 비

주류에 속했고, 한국과 관련된 경험을 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도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설립진들은 좋아하는 드라마나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편히 나누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자신들의 활동을 팬덤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는 보

다 큰 차원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동경심에 기인했

다기 보다는 타문화로서의 ‘한국적인 것’에 대한 흥미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의 ‘한국 알기’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화에 대한 순수한 지적 호기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취향에서 소수자 위치에 있었던 자신들의 선택과 활동을 타문화

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 설립진들이 스스로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한국문화 커뮤니티라는 사실을 의

미있게 인식하고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전파하는데’ 활동의 목표를 두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한국문화의 매개자를 자처하는 한사모 설립진들의 개척자(pioneer)

정신과 사명감은 한국문화 ‘불모지’와 같았던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한사모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을 우

선시하게 된 존재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 하다.� 한사모� 내에서는� 한류� 초기� 팬이자� 최초의� 한사모� 구성원인� 이들을� ‘1세대

(generasi� pertama)’로� 지칭한다.�

19)�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은� 반둥� 한인회� 회장이� 훗날� 붙여준� 것으로�

한인사회에� 한사모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웹사이트나� 유튜브� 체널에서는� BKC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반둥�

최초의�한국�커뮤니티라는�이름의�의미가�주는�상징성과�대표성�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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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반둥에서 드라마를 통해 접하는 것보
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
는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문화와 예술의 교량이 되는 것입니다. 

  
  한복을 입은 남자는 한국 문화를 상징 
  끄바야(kebaya)를 입은 여자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상징 
  빨간색 한글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글을 상징 
  파란색 글씨는 반둥의 정체성을 상징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기는 각자 나라를 상징 
  둥근 모양은 양 국가의 우정을 상징 

   자발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사명감은 한사

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

분은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

을 추구함으로서 한국만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독립성과 주

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한사모는 태생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기반으

로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알리는 일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단선적이고 

일방향적인 문화학습이나 전파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쌍방향적 교류의 

형성과 촉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즉, 한사모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 중간에 

놓인 커뮤니티로서 한사모의 존재와 활동의 의미가 양 국가 사이의 민간 교류 활성

화 그리고 그로인한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반

둥 코리아 커뮤니티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했던 공식 프로필에서 한사모가 추구했

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표II-1] 커뮤니티 공식 프로필 -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 설립 목적

 [표 II-2]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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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를 설립한 운영진은 11월 1일에 공식적인 첫 정기모임를 

열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커뮤니티를 홍보, 회원을 모집하였다. 홍보는 온라인 드

라마 게시판에 글 올리기, 대학교 내에 대자보 붙이기, 반둥 지역 라디오 방송에 광

고내기 등 홍보 담당 운영진들이 개별적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

로 행하였다. 홍보물을 접하거나 소개 등으로 커뮤니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

나면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회원가입은 가입 희망자가 회원관리를 맡은 운영진을 

직접 만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약간의 가입비를 내면 완료되고 회원이 되었다

는 증거로서 회원 카드를 발급했다. 이렇게 해서 첫 정기모임 전까지 30여 명의 회

원이 모집되었다. 

   정기모임은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한국의 최신 대중문화물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하며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그런데 당일 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았고 현장에서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에 가입한 인

원이 150여 명에 육박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첫 정기모임 

이후 운영진들은 갑자기 규모가 커진 커뮤니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원 모

집과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매달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커뮤니티 활동 계획

을 수립하였다. 또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소모임을 결성하여 조직 체계를 정비하였

다. 소모임은 맨 처음 한국어, 영화, 드라마, 노래로 구성되었다가 영화 모임은 곧 

문을 닫고, 전통춤팀이 개설되었으며 노래 모임은 나중에 댄스와 보컬로 세분화되었

다.

  

연구자 - 커뮤니티 공지 같은건 어떻게 알렸어요? 그때 인터넷도 잘 안

되던 때였잖아요.

데위 - 일일이 문자를 보냈어. 나랑 안디니가 분담해서 밤새도록 보냈지. 

문자비는 내 돈으로 썼어.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냥 수다 떨고 모이는 게 좋아서 했던건데 어느 순간 규모

가 커지다보니까 책임감이 느껴졌어. 그러다보니 돈이 나가는건 

괜찮았고 어떻게 하면 한사모가 앞으로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연구자 - 모임 장소 구하는건 어떻게 했어요? 

데위 – 처음에는 까페에서도 하고 어떤 학원 강당도 빌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 비용은 매번 달랐는데 그때는 매달 가입자 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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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 집합 및 최신 케이팝 뮤직비디오 상영회 
오후 1시 30분 ~ 2시 - 한사모 활동보고, 한국 소식 전달, 신입회원 소개 
2시 ~ 3시 - 한국어 수업 
3시 ~ 5시 - 소모임 활동 및 해산 

아서 (가입비) 수입이 괜찮았거든. 그걸로 충당이 됐었던 것 같아. 

모자란 건 운영진들이 돈을 더 걷어서 내기도 하고. 사무실 구하

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계속 했고. 

연구자 – 게더링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은 

다 누가 했던 거예요? 언니들(운영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

나요?  

데위 – 일단 사전에 모여서 정모에 뭘 할지 이야기를 나누지. 그동안 

새로 알게 된 뉴스나 모은 자료가 있으면 미리 공유도 하고. 나는 

안디니랑 한국어 수업을 맡았었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재밌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었었어. 그래서 한국 퀴즈시

험 같은 것도 준비하고 한국어로 된 연극도 준비했지. 어쨌든 정

모가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올 거 아니야. 

 

   초창기 한사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게더링(gathering)'이라고 불린 정기모

임이었다. 월 1회 전체 회원들이 모여 크게 만남, 놀이, 학습, 훈련의 시간으로 채워

지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진들에 의해 [표II-3]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된다. 

 [표 II-3]  한사모 초창기 게더링 

   주로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운영진들이 반나절 임대 방식으로 마련한 시내의 

넓은 까페나 강당에서 열린 게더링은 최신 케이팝 뮤직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된다.20) 

운영진들이 인터넷으로 찾거나 방송화면을 일일이 녹화한 영상 십여편을 두세번 반

복해 상영한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게더링

의 분위기를 돋구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영상에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

20)� 한사모가� 시내� 쇼핑몰�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2008년� 2월부터는� 사무실이� 있던� 8층� 중앙

의�넓은�홀을�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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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분위기가 흥겹게 고조되면 운영진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

작된다. 운영진 대표가 회원들 앞에 서서 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지난 달 커뮤

니티 활동 내용을 대략적으로 공유한 후 이번 달 신입회원들을 한명씩 소개한다. 신

입 회원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게 

되는데,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 일하러 가고 싶다는 포부에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 배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열망까지 다양한 이유가 나온다. 기존 

회원들 중에서는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회원임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환호성을 지

르며 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회원소개가 끝나면 운영진은 한국과 관련된 최신 뉴스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회원

들에게 알려준다. 대개 ‘지난주 연예인 누구의 생일이 있었다, 어떤 배우가 이런 영

화를 찍는다더라’ 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정보지만 정치, 사회, 문화와 관

련된 내용도 한 두 개씩은 포함된다. 그 다음은 한국어 학습 시간이다. 한사모 한국

어 교실이 한국어에 대한 진지한 학습을 지향한다면, 이 시간은 한국어에 관심이 없

는 회원들도 모두 한국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꾸며진다. 데위, 

안디니처럼 한국어에 능숙한 운영진들이 강사가 되어 평소에 공부한 드라마 대사, 

한국어 노랫말, 한국어 시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지난달 내용

을 퀴즈시험 형식으로 복습하거나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재미있게 각색해 다시 선보이

기도 한다. 운영진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사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 화면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규범이 있다" 

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사진 II-1] 초창기 게더링 시절 – 한국 노래를 선보이는 회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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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소모임별 모임이 이어진다. 노래, 댄스, 전통

춤 모임은 모임 내 팀별로 집합하여 연습 시간을 갖거나 또는 연습한 결과를 한사모 

전체 회원들 앞에서 선보인다. 이들의 공연은 진지하게 진행되며 춤 동작이 어색하

거나 노래 발음이 어눌하더라도 회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홀로 동작과 

노래를 연구하고 연습한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남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용기에 

박수를 쳐준다. 공연자들도 공연을 즐기고 회원들의 인정을 받아 보람을 느낀다. 

   한사모의 게더링은 개인에게는 한류 팬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혼자서는 수집하기 힘든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비슷한 취향을 가진 새로

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의미가 있다. 한사모 운영진들이 재미와 유익을 

고려해 정모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이유는 게더링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구성원들의 

경험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게더링은 구성원

들끼리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회합의 장소이자 

개개인의 한류 팬덤을 실천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그 자체가 된다. 

   ‘축제의 장’을 통해 한사모 구성원들이 자생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류의 모습은 

이들이 단순히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재료삼아 자신들을 위

한 즐거움을 창조해 내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한류를 구축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Fiske(1992)가 강조했던 팬 문화가 지니는 생산성의 측면에서 다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데, 그의 논의를 요약하면 팬들은 문화상품의 소비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생산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소통시키며,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텍스

트를 재생산한다는 생산-소비자, 생비자(prosumer)라는 것이다. 

   또한 팬덤 생산물과 팬덤의 생산성은 팬덤 내부에 공유되면서 집단적 연대의식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 Jenkins(1992)는 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팬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대안적인 사회 공동체가 구성되고, 이때 팬덤 자체가 이들의 중요한 집

단적 정체성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팬덤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욕구 충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

하는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사모 설립 과정에서 설

립진들이 보여준 자발성과 사명감, 그리고 게더링에서 나타나는 적극성과 생산성은 

이들이 스스로 인도네시아의 한류 현상을 구축해 가고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팬

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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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사모와 한인사회 

   한사모는 활동 초기 현지 한인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한류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 초기 한사모와 한인사회의 관계는 한국문화를 동경해서 배우길 원하는 ‘학생’ 한

사모와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선생’ 한인 관계료 묘사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은 수혜자와 후원자 구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한류 커뮤니티로서 

한사모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사모는 한류 현상을 생산하고 선도하는 전

문적인 커뮤니티로 인정받았고, 한사모와 한인사회의 관계는 한류의 확산이라고 하

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인 파트너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한인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한사모가 대표적인 한류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된 과정과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둥 코리아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운영진들은 첫 정모 이후 회

원이 150여 명에 육박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문화 커

뮤니티로서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한국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

는데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영진 대다수가 한국어를 구사하

지 못했고 한국인을 만나거나 한국문화를 직접 경험한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수집한 정보나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해왔던 내용들을 

회원에게 전달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과 관련된 경험을 

할 기회가 적었던 환경 속에서 한사모가 강조하는 문화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실현되

려면 한인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운영자들은 반둥에 있는 한

인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다.21)

   2006년 10월 10여 명의 운영진들은 함께 한인회를 방문하였고 커뮤니티 대표인 

리나와 사나, 그리고 한국어가 가장 능숙했던 안디니가 한인회 이상기 회장22)과 직

21)� 한사모� 회장�사나에�의하면� 당시�반둥에는�일본문화� 커뮤니티가� 매우�많았는데�대부분� 일

본문화원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 언어학습의� 기회도� 제공받았다고�

한다.� 즉,� 2000년대�초반부터�일본의� 정부기관에서� 일본문화�커뮤니티에�대한� 지원�기관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한사모� 운영진들이� 한인회에� 찾아

가�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민간� 교류� 자체가� 대단히� 적었고� 한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도� 전인� 이� 시기에� 한인회나�

대사관에�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을리� 만무했다.� 때문에� 초창기� 한사모에�

대한�한인사회의�지원은�개인적,� 비형식적,� 단기적�형태가�대부분일�수� 밖에�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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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사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처음 한인과 접촉

하게 된 이 자리에서 리나가 강조했던 부분은 한사모는 한국문화 전반에 관심을 두

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의지였다. 한국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학습이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태도는 이들이 단순히 드라마나 연예인

에 열광하는 ‘철없는’ 여대생 집단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지한 학생들이 결성한 커뮤

니티로 각인되도록 만들었다. 이상기 회장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지원요청에 

놀라면서도 한사모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바탕으로 결성된 자발적인 커뮤니티라는 

점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의 정종문 

공사에게 연락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상기 회장을 통해 가장 

처음 받았던 지원은 한복, 한국서적, 사물놀이 기구 등 한국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대사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었다. 

“한사모가 설립되고 얼마 안되서 나를 찾아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

시 대표가 리나였어요. 리나가 자신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 

특히 전통문화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반둥에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전혀 없으니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냐고 나한테 부탁을 한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줘야할지 몰랐죠. 그래도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다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사관에 있는 정종문 공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마침 재외동포재단에서 기증한 한복, 책, 소고 같은 물품이 많다고 하더

라구요. 그래서 반둥 한인회 이름으로 대사관에 그 물품을 정식으로 요청

해서 한사모 애들한테 전해주는 방식으로 처음 지원을 하게 된거예요. 그

렇게 처음 만나고 얼마 동안 쭉 지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정성이 있다

는걸 알겠더라고요. 한국어도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개

인적으로라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 얼마 뒤

에 커뮤니티 이름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인 한사모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노사모’라는 이름이 한창 

22)� 이상기� 회장은� 1998년에� 인도네시아로� 반둥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약� 18년간� 거주중이

며,� 본업으로� 지퍼�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한인회� 3대�

회장에�연이어� 2008년� 4대� 회장을�역임하였고,� 2015년� 현재� 7대� 회장을�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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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할 때라 그 이름이면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

요.23) 마침 운영자 애들도 적당한 한국식 이름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는

데 한사모가 맘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한사

모로 알려지게 된거예요.” (반둥 한인회, 이상기 회장) 

   이상기 회장은 한인사회에 한사모의 존재가 알려지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

식되도록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그는 “한국인도 얼마 없는 이 반둥에서” 한

사모 운영진들이 홀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을 회원들에게 다시 가르

치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기부하거나 한사모 정

모에 참여해 운영진들을 격려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대사관과 한인사회에 한사모

의 존재와 사정을 지속적으로 알려 한사모가 크고 작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노력을 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한사모 운영진들은 이상기 회장을 공식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스승님’이자 든든한 ‘보호자’로 여기며 믿고 의지하게 된다. 

   다른 한인들 역시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현지인들

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한사모의 활동이 이윤이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순수한 팬심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맙고 기특하게 여겼고 

한편으로는 운영진들의 의기투합만으로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사모에 대한 한인들의 고마움, 놀라움, 안쓰러움 등의 감정들은 

한사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사모와 한

인사회의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수혜자-후원자 구도가 형성되었다. 

   한사모에 대한 한인사회의 지원은 크게 물질적인 지원과 학습 및 경험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은 주로 개인적, 비형식적, 단기적인 형

태였고 학습 및 경험지원은 한인 단체나 기업에 의해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재정 지원 사례는 2008년에 2월 20평 규모의 단독 사무실을 마련한 일이

었다. 커뮤니티 규모가 커지고 활동이 다양해 지면서 한사모 운영진들은 매달 백 여

명 이상이 모이는 정모 장소를 구하고, 한인사회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회원들이 언제든 모여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

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회원 가입비와 간헐적으로 전달되는 후원금만으로 커뮤니티

23)� 노사모는�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이라는�뜻으로�전� 고(故)노무현�대통령을�지지하는�모임

의� 이름이다.� 이상기� 회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 단순히� ‘노사모’라는� 이름이� 당시�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고�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쉽게� 기억될� 수� 있으리라�생각해� 그� 이름

을�추천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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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사무실를 임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기 회장은 대사관에서 장학금을 주는 형태로 사

무실 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대사관에서 이를 승인해 반둥 시내 쇼

핑몰 Bandung Elektrik Mall 내의 상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24) 

            [사진 II-2] 2008년 2월 사무실 개소식.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한국어 학습을 비롯하여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도 간헐적이긴 하나 꾸준히 

지원되었다. 한국어 학습은 주로 반둥 한인회에서 한사모를 위해 마련한 한글교실과 

한인단체에서 강사와 교재를 마련해 주는 형태였으며 특별히 2011년에는 반둥에 소

재한 마라나타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에 한사모 구성원들만을 위한 ‘한사모 특

24)� 한사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 쇼핑몰의� 상가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였

다.� 이� 쇼핑몰은� 반둥� 중심가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 임대비도� 저렴한� 편이었으며� 특히�

임대한� 상가가� 위치한� 4층에는� 구성원들이� 노래와� 춤을� 연습할� 수� 있는� 넓은� 홀이� 있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20평� 남짓� 된� 상가는� 월� Rp.600.000(한화� 5만원)이었으며� 홀� 이용료

는� 2011년까지� 월� Rp.1.000.000(한화� 9만원)을� 따로� 지불하였다.� 당시� 대사관은� 사무실

을� 개소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체와� 첫� 1년치�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그� 이후의� 사무실� 비

용은� 한인들의� 지원을� 받거나� 내부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2013년� 쇼핑

몰이� 폐점하면서� 이� 사무실� 문을� 닫게� 되었고� 2015년� 1월� 반둥� 시내� 쇼핑몰� Lucky�

Square� Mall� 내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 사무실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다.� 1년이나� 사무실�

없이� 지냈던� 이유는� 2010년부터� 한사모� 활동이� 소모임� 중심으로� 개별화� 되었고,� 사무실�

임대비를�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새� 사무실은� 자카르타의� 세종학당의� 재정� 지원을�

통해�개소할�수� 있었으며� 3월부터는�자체적으로�임대비를�납부하고�있다.�



[사진 II-4] 2012년 한신대 초청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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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반’이 개설되기도 하였다.25)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게 된 한

사모 구성원들은 한사모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의 강사를 맡으며 

학습 공동체로서의 한사모 특성을 더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과 관련된 체험으로 한

국 관련 워크샵 제공, 한인기업 견학, 한국방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한국방문은 2009년과 2012년 각각 반둥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수원시와 수원시에 

소재한 한신대의 초청으로 한사모 운영진과 일부 구성원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할 기

회를 얻은 것이었는데, 한류 커뮤니티로서 한국방문은 일종의 ‘소원 성취’의 의미였

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운영진과 구성원이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 

동기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 II-3] 2008년 10월 한인 기업 견학 

   한편 한류가 점차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한사모와 한인사회 사이에 상호 협력적

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인사회는 한사모가 인도네시아의 한류 수용을 증거

하고 그 인기를 선도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민

간 영역에서 한국 정부나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하는 ‘현지 파트너’로 여

기기 시작하였다. [표II-4]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한사모가 참여했던 외부 활동 

중 일부로, 한인이 주최한 행사에 초청되어 참가하거나 문화와 관련된 일반 행사에 

한국 대표로 한사모가 참가한 내용들을 보여준다. 

25)� 이� 강좌는� 국제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수원시와� 반둥시,� 그리고� 각� 시에� 소재한� 한신대학

교와� 마라나타대학교(Universitas� Maranatha)� 총� 4개� 기관이� 협력하여� 개설한� 특별� 어학�

프로그램이었다.� 2011년� 12월부터� 4개월간�정규과정� 3개� 반이�운영되었으며,� 수원시의�지

원으로� 총� 수강료의� 절반을� 할인받은� ‘한사모� 특별반’이� 추가되었다.� 한사모� 운영진을� 포함

하여�구성원�총� 11명이�이� 과정을�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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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4] 한사모 초기 외부 행사 목록 일부 

                                                    

2007.3.31.-4.1 아리랑 TV 출연 및 인터뷰 (반둥) 

2007.8.13. 반둥·수원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반둥 시청)

2007.10.3. 추석기념 한인 대행사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2007.11.1. Art summit (자카르타 한국대사관) 

2007.12.22.-23. 한국문화전시회 (반둥 Ciwalk 쇼핑몰, 비엔나 레스토랑) 

2008.4.24.-25. 아시아아프리카 문화예술 페스티벌 (반둥회담 기념관) 

2008.5.12. 코리아 스파클링 (자카르타 Senayan 쇼핑몰) 

2008.7.14. 추수감사절행사 (자카르타 Atmajaya University) 

2008.9.23. 추석기념 한인 대행사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2008.10.30. 아시아어린이재단 자선행사 (반둥 시청) 

2008.10.31. 한국인삼페스티벌 (자카르타 Ritz Carlton Hotel)  

2008.11.16.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자카르타 Pertamina Learning Center) 

2008.12.16. 한인회 송년행사 (자카르타 Mulia hotel) 

                                                   

   대부분의 행사에서 한사모는 한인들의 초대를 받은 정식 손님이자 전통춤이나 노

래 공연을 선보이는 공연자로 참석하였다. 한인들은 한인 행사에서 한사모의 공연을 

보며 인도네시아에 전파된 ‘한국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확인했고, 그 장소가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행사에서는 현지인들에 의해 우리의 것이 전

파되는 생생한 ‘감동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한인들은 

한사모를 ‘민간 외교관’으로 인정하게 되며 한사모의 자발성과 헌신성에 더욱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

  

[사진 II-4] 2015년 반둥 60주년 회의 기념행사에 한국대표로 참여한 전통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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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어떤 행사에서 한사모 부채춤을 봤는데 생각보다 꽤 잘하는거예

요. 동작도 예쁘고. 그런데 옆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 혼자서 동영상 보

고 어렵게 공부해가면서 몇 달씩 연습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길 들으니

까 코 끝이 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 친구들에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자발성인데 이 

자발성이 한사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활동 역량을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아 이게 바로 민간외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정종문, 주

인도네시아한인대사관) 

 

   한류는 한인사회 입장에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한사모의 등장과 활동은 

문화적 자긍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사모의 존재 자체

와 그들이 보여주는 진지하고 자발적인 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었다. 

한사모 입장에서 한인사회와 형성한 관계는 단순히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정적, 경험적 지원 뿐만 아니라 한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측면은 한류 팬덤으로서 

유일하게 한사모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특권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서 한사모가 다른 일반 팬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한류가 확

대된 이후 한사모의 활동 반경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사모와 한인사회의 관계는 보

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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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사모 구성원의 한류 수용 양상과 특성 

   한류가 대중화된 현재 한사모 구성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를 공유하며 공존

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류 수용을 의미화

하는 방식에서도 개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한류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크게 케이

팝 팬으로서의 실천과 문화적 경험의 획득이라고 하는 활동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이때 한류의 국적성 즉, 한국의 이미지는 강하게 반영되거나 때로는 초월 되기도 한

다. 한사모 운영진들은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취향과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구성원들

을 통합하기 위해 단일 커뮤니티로서 집단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조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인 문화 공동

체로서의 한사모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인의 영역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류 

수용의 양상과 의미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선호’ 정도를 기준으로 정렬시킬 수 없

는 다중성을 가진다. III장에서는 한사모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한류 수용의 구체적인 

양상과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특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건 속

에서 한류 수용자들이 어떻게 한류를 경험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1. 케이팝 팬덤 활동 

   대중문화 연구에서 팬이 문화적 실천의 주체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초부터이다. 팬덤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팬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중문화 수용자이자 기존의 지배문화와는 대비되는 자신들만

의 문화자본과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행위자로 정의한 Jenkins(1992)의 관점은 최

근의 초국가적 대중문화가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팬덤

과 팬문화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류는 온라인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한류 팬들이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유통, 소비, 

재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는 자생성을 뚜렷한 특

징으로 한다(Sun, 2011; 심두보, 2013, 홍석경, 2013). 때문에 한류 팬들이 한류를 

수용하고 즐기는 방식과 맥락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생산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절에서는 한사모 구성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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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활동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고 나아가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류 팬덤 

활동이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케이팝 팬 

   한사모 구성원 대다수는 케이팝 팬을 자처한다. 케이팝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특

정한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거나, 음악 장르로서 케이팝 자체를 즐기는 일반적인 팬

이 되거나, 또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케이팝퍼가 되어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행위

로 나타난다. 한사모 내에서는 댄스와 보컬 소모임에 속한 구성원들이 케이팝을 직

접 ‘하는’ 쪽이고 그 외에 나머지 구성원들은 케이팝을 ‘보고 즐기는’ 일반적 의미의 

케이팝 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케이팝 팬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팬 활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

수의 음악 듣기, 출연한 프로그램의 영상 시청하기, 가수의 근황과 스케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기 등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케이팝을 포함

한 한국 연예계 뉴스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전문 사이트들이 생겨나 이러한 활

동들이 비교적 쉬워지긴 했지만26) 오래된 팬, 진정한 팬을 자처하는 이들일수록 정

보를 직접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정보 획득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

는 매체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이다. 특히 스타가 직접 운영하는 SNS는 스

타들의 활동 정보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나 사적인 감정을 담고 있어 SNS를 방문하

면 그들과 가까워지고 직접 교감한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극대화

하기 위해 스타가 SNS에 남긴 글을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류 팬들도 상

당수다. 거리적, 시간적 장애가 없고 언어적 장애마저 어느 정도 극복된 SNS는 팬이 

자신의 스타와 또는 다른 팬들과 공유할 수 있는 특정한 유대감을 형성시킨다. 최근 

스타와 팬의 소통 대부분이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6)�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한류� 웹� 사이트인� <코리아� 웨이브� 인도네시아>는�

K-pop,� K-drama,� K-lifestyle,� K-movie� 등을� 주제로� 한국에서� 보도되는� 관련� 기사를� 거의�

실시간으로� 정리해� 인도네시아어로� 제공한다.� 싸이트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공식� 보도된� 내

용뿐만� 아니라� 한류� 스타의� 사생활,� 사소한� 인터뷰� 내용,� SNS� 멘트,� 루머,� 한국� 팬들의� 반

응� 등� 비공식적이고� 사소한� 내용의� 비중도� 크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벌어지는� 한류� 관련�

행사도� 공지된다.� 2010년에� 개설되었으며� 현재� 1,500만명� 이상이� 이� 싸이트를� 구독하고�

있다(http://koreanwavei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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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맘이 없었는데 트위터에 

올라오는 성민(슈퍼주니어 멤버) 멘션을 직접 읽고 싶어서 시작한거야. 

올라올 때마다 누가 읽어줄 때까지 기다리기 싫었고 내가 직접 이해하

고 싶었거든. 슈퍼주니어 노래 가사나 드라마 대사도 마찬가지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뿌듯해. (...) 이번에 

엘프 반둥27)에서 성민 군대 생활 잘 하라는 응원 캠페인을 하기로 했

어. 응원 문구를 모아서 성민 공식 트위터에 올린데. 그래서 나도 편지

를 써보고 있는데 내 편지를 직접 볼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설레” (메기, 

전통춤) 

   SNS는 개인적인 정보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타와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매체이면서 또 또래 팬들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

와주기도 한다. 팬들은 이러한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수의 SNS를 운영하며 PC

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크게 의존한다. SNS와 

함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채팅 어플리케이션도 팬 활동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한사모 구성원들은 왓츠앱(WhatsAPP), 라인(Line),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동시에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한다. 왓

츠앱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이용한다. 라인은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 때문에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여러명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룹채팅 기능이 

편리해 이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사모 구성원들 대부분은 라인을 이용해 한사모 활동과 관련된 1개 이상의 그

룹채팅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사모 소모임 보컬팀 소속인 데데위는 소모임 

전체 그룹창, 자신이 활동하는 팀 V6그룹창, 한사모 내 케이팝 가수 2am 팬들이 모

여서 만든 그룹창 등 모두 4종류의 그룹채팅을 하고 있었다. 그룹채팅창은 채팅방을 

개설자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폐쇄성이 

27)� 엘프는�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공식� 팬클럽� 이름이다.� 슈퍼주니어� 소속사인� SM

엔터테이먼트에서� 인정한� 엘프는� 한국에만�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국가

별� 엘프를� 만들었다.� 인도네시아에도� 엘프� 인도네시아가� 있으며� 그� 산하에� 도시별� 모임을�

구성하였다.� 엘프� 반둥은� 반둥에� 개설된� 엘프� 팬클럽이며� 주로� SNS를� 통해� 소통하고� 활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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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그룹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주게 되고 그만큼 연대감

도 강하다. 한편 카카오톡은 실제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기 보다는 한국의 팬이라

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카카오톡만을 이용하는 

한인 및 한국인과의 교류를 위해 이용한다. 한사모 구성원들은 이 세가지 어플리케

이션을 모두 사용하는데 익숙하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상적인 팬 활동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가진다. SNS에서 한

류 스타의 근황이 알려지거나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물 업로드가 공지되면 팬들은 

곧바로 관련 싸이트에 접속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자신의 SNS에 올

리고 동시에 SNS상에서 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나

눈다. 이때 자신의 하루 일과, 주말 일정, 재미난 이야깃거리 등 팬 활동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도 활발히 오고가며 소규모의 그룹채팅이나 일대일 채팅일수록 사적인 

담화의 비중은 더 올라간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현재 활발하게 한사모로 활동

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취향이 비슷한 소모임 구성원들을 “취미 이상의 특별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로 인식하며 단순한 멤버십 이상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

한 관계는 팬 활동에서 사적인 일상과 감정까지 공유하게 만들며 스마트폰의 실시

간, 동시 다발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대감과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생

산하도록 만든다.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현대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사모 구성원

들의 팬 활동은 일상과 구분되지 않고, 참여적이며,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현대 팬

덤 활동의 특징(Gray 외, 2007)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팬들은 팬 활동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특별히 더 투자한다. 대표

적인 활동은 스타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 구입하거나 콘서트에 참가하는 것이다. 스

타와 관련된 상품으로는 CD, 잡지, 그리고 그들이 광고하는 화장품, 옷, 식품 등의 

상품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해 판매되는 한국 상품은 가격이 비싸

기 때문에 대부분의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개인업자들을 통해 직수입의 형태

로 구입한다. 개인업자들은 한국에 지인을 두거나 소규모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상품을 우편으로 상시 공급받으며 페이스북 등의 SNS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하는데 한류 팬들이 많아져 시장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 형태로 발전한 곳도 많다. 

28) 

28)� 직수입� 판매를� 하는� 업자들은� 주로� SNS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직거래로� 판매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은� 화장품으로� 직거래를� 이용하면� 인도네시아�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

격보다� 20~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동대문에서� 직접� 구했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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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굿즈(Goods)29) 역시 팬덤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만 인도네시아 

팬으로서  한국의 공식 팬클럽 내부에서 주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정식 굿즈를 구하

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공식 굿즈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굿즈를 자체 제작

하거나 또는 새로 창작해 판매하는 전문업체나 개인들이 많다. 한사모 내에도 디자

인과 소품 만들기에 소질이 있는 몇 명이 수공예 방식으로 꾸준히 굿즈를 만들어 판

매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아이돌 가수를 상징하는 문구나 기호를 넣어 

인쇄한 티셔츠, 액새서리 등을 주로 제작하며 콘서트장이나 케이팝 경연대회 장소에

서 판매한다. 

   [사진 III-2] 자신들이 제작한 굿즈를 착용하고 해당 상품과 관련된 가수의 콘서트장에 참

가한 한사모 구성원들(왼쪽) 인기 케이팝 아이돌 그룹 엑소(EXO) 마크를 넣어 직접 제작한 

팔찌(오른쪽). Rp.15000에 판매하고 있다. 

   콘서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

류도� 단골� 판매� 상품이다.� 반둥�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상품� 직거래� 업자들은� 연구자가�

SNS상에서� 확인한� 것만� 10여� 곳에�이르렀다.� 이들� 중� 세� 곳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있

을�정도로�규모있는�사업을�한다.

29)� 굿즈(Goods)는�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의상,� 잡화,� 응원� 도구,�

케릭터� 상품� 등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주로� 기획사나� 공식� 팬클럽에서� 제작하고� 판매한다.�

이러한� 굿즈의� 사용은� 팬덤�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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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사모 구성원들은 누구나 참가를 희망한다. 콘서트장에서 스타와 함께 몇 만명

의 팬들과 동시에 시공간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은 계속 콘서트장을 찾는 중요한 

이유이며 때문에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 아니어도 한류 팬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차원에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이후 일 년에 수차례 크고 작

은 케이팝 콘서트가 꾸준히 열리고 있어 팬들이 콘서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많

지만 대부분 티켓 가격이 높아 쉽게 참가하기는 어렵다. 티켓 가격은 공연마다, 자

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등급의 좌석은 대개 백만~백오십만 루피아, 높은 등급의 

좌석은 백오십~이백만 루피아에 판매된다. 특히 콘서트가 모두 자카르타에서 열리기 

때문에 반둥에 사는 한사모 구성원들은 티켓 가격에 교통비와 식비 때로는 숙박까지 

고려해야하므로 개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30)

   한사모 구성원들은 콘서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돈을 저축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인 경우 시험성적을 잘 받아 부모님께 

보상으로서 받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한류 팬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열정

적이며 성실한 팬인지를 입증하는 일이고 또 설정한 목표를 자기 관리를 통해 달성

했다는 면에서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팬들은 콘서트 관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랑스러운 경험으로 이야기 한다. 

“그동안 콘서트 갔던거 비용으로 다 따져보면 천만루피아도 훨씬 넘을

거예요. 세상에.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비용을 마련해서 

다닌건지. 하지만 나는 정말 콘서트를 보거나 샤이니 CD살 때만 이렇

게 돈을 쓰는거지 평소에 다른 곳에는 정말 돈을 안써요. 먹는 것도 

아껴서 먹고요 옷도 안사고요. 쓸 때 없이 돈 낭비를 안하는거죠. 저는 

30)� 2015년� 5월� 기준으로� 백만루파아를� 약� 8만원� 정도로� 보았을� 때� 티켓� 가격은� 8~17만원�

선이� 된다.� 인도네시아� 수도권� 지역의� 최저임금이� 2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생각

하면� 케이팝� 콘서트� 티켓� 가격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5월에� 열린� 빅뱅� 콘서트는� VIP석이� 약� 28만원(Rp.3백)에� 육박하기도� 하였

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콘서트� 티켓� 가격이� 높게� 매겨지는� 이유는� 케이팝�

가수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상업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콘서트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

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케이팝� 음원은� 대부분� 불법� 복제� MP3파일로� 유통되고� 있어서� 가수

들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여� 수익을� 얻을� 수� 밖에� 구조라고� 한다.�

2010년� 이후� 내한� 공연이� 크게� 증가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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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님한테 콘서트 비용 때문에 용돈을 더 

달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쓰긴 했지

만 아깝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절약할 

줄도 알고 독립적으로 관리도 할 줄 알게 된거죠” (프리스카, 전통춤) 

“처음 갔던 콘서트가 SM콘서트였는데 티켓은 아버지가 사주신거였어요. 

성적을 정말 많이 올렸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아빠는 제가 한사모로 활

동하면서 콘서트장까지 가는 걸 무척 반대하셨어요. 자카르타까지 가야

되고 밤 늦게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엄마도 간섭 안하시고요. 

저는 정말 알아서 잘해요. 작년에 뮤직뱅크는 동생이랑 둘이 갔었는데 

그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가 사주셨던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앞으

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재인, 한국어) 

 

     [사진III-3] 슈퍼주니어의 팬인 메기의 방(왼쪽)과 그녀가 참가했던 콘서트 티켓들. 

   케이팝 콘서트를 관람하는 일은 팬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케이팝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고 스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나와 비슷한 수 만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콘서트 참가는 두고두고 회자되며 

가장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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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케이팝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류 경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케이팝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케이팝 수용 양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커버댄스(cover dance)와 커버싱(cover sing)은 케이팝 팬들

이 직접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생산한다는 점에서 즉, 복합적인 문화경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1) 커버댄싱과 커버싱을 하는 경험은 한류 팬들이 자신

들의 음악적, 문화적 감수성과 육체적인 에너지를 투영하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방법

이며 이를 통해 팬 활동으로서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동료 팬 집단의 인정을 받음으

로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케이팝퍼로서의 팬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커버댄싱과 커버싱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한사모 내의 케이팝퍼는 댄스와 보컬 소모임에서 특정 아이돌 그룹을 모방하는 

팀으로 활동하며 케이팝을 직접 ‘한다’. 물론 댄스와 보컬 모임 모두 커버 퍼포먼스

를 하는 케이팝퍼는 아니며 그 중에는 케이팝을 보고 듣기만을 즐기는 일반적인 케

이팝 팬도 있다. 케이팝퍼들은 댄스와 보컬 모임에서 하나의 아이돌 그룹만 커버하

는 커버팀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한국 케이팝 아이돌들이 댄스그룹이기 때문에 이들

을 커버하는 경우를 커버댄스라고 하며, 발라드 그룹을 하는 경우 퍼포먼스는 제외

되고 노래만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커버싱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커버댄스와 커버싱

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커버 퍼포먼스’라고 하겠다. 

   케이팝퍼의 활동은 크게 경연대회 및 한사모 행사 참가와 같은 이벤트 참여와 

이러한 이벤트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평소 꾸준히 해야 하는 연습으로 구분된

다. 한사모 내의 커버팀들은 팀장들의 주도로 자유롭게 연습활동을 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팀들을 포함한 소모임 관리는 소모임 회장들이 하고 있으며 이들

은 한사모 1세대 출신으로서 한사모 회장 사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사모에는 10개 커버댄스팀과 6개의 커버싱팀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

31)� 커버(cover)는� 팬코스프레의� 일종으로,� 특정�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퍼포먼스에� 해당하

는� 댄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뜻은� '대신하다,� 리메이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

어단어� cover에서�비롯된�것이며,� 개인이�모방할�경우에는�커버라고�불리고,� 단체가�모방할�

경우에는� 커버팀으로� 불린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국� 가요� 영상을� 쉽게�

접할�수� 있게�됨에�따라,� K팝� 커버댄스가�해외�팬들에게�큰� 인기를�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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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에 1회 이상 만나 연습을 하고 있으며 경연대회나 행사 참가가 가까워지면 매

일 만남을 갖기도 하였다. 퍼포먼스 연습은 한사모 내의 케이팝퍼들이 가장 직접적

으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집단적 형태로 케이팝을 경험하고 즐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한사모에서 남성그룹 엑소 커버댄스팀 시그마

(Sigma)와 여성보컬그룹 씨야 커버싱팀 V6의 연습현장과 그들이 참가한 경연대회 

그리고 한사모 행사에서 수행한 퍼포먼스 무대를 모두 살펴보았다. 아래 서술한 내

용은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모든 커버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는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커버팀들의 연습 장소는 다양하다. 우선적으로는 한사모 사무실이 있는 쇼핑몰 내

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둥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물 내

부, 야외 공원, 도시 공터 등 연습이 가능한 공간이면 어디서든 하기도 한다. 커버싱

을 하는 팀의 경우 연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래방에 가거나 전문 스튜디오를 빌리

는 경우도 있다. 퍼포먼스 연습은 케이팝퍼에게 친숙하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피

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연습장소를 찾고 함께 매주 모이는게 쉽지 않지만” 연습은 

그들의 음악적인 열정을 표출하고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창

구라고 할 수 있다. 연습은 팀원들이 모두 모이면 진행된다. 특히 커버댄스의 경우 

무대 춤 동작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곤란해

진다. 연습이 진행되면 이들은 단순히 퍼포먼스 연습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

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화적 실천들을 하게 된다. 

   우선 함께 모여서 퍼포먼스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

를 결정해야 하며, 퍼포먼스를 그대로 모방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커버 퍼포먼

스는 아이돌 가수 한 개 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아이돌 가수의 최신곡을 

중심으로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게 된다. 케이팝 가수들은 보통 3~4개월에 한 번

씩 싱글앨범을 발매하므로 커버팀 역시 그 기간 마다 새로운 곡을 학습하고 익혀야 

한다. 커버댄스팀은 최신곡이 나오면 우선 개별적으로 유튜부를 통해 공개된 뮤직비

디오, 방송 공연영상, 춤 연습 영상 등을 반복해 보며 자신이 맡은 가수의 동작과 

동선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외운다. 팀 연습에 돌입하면 개별적으로 익힌 동작의 합

을 맞추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로 완성해내는데 집중한다. 시그마는 일주일에 1~2회 

가량 팀 연습을 하는데 저녁 7시경에 모이면 10시, 11시까지 연습이 이어졌다. 모든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까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

지 연습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여성 커버싱팀인 V6 역시 일주일에 1회 이상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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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번에 3~4시간씩 연습시간을 가졌다. V6팀 역시 개별적으로 가사를 익혀오면 

팀 연습 때 합을 맞추고 함께 노래를 연습하는 형식이었다. 

   연습 과정에서 이들은 케이팝퍼로서의 전문성과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다. 먼저 

케이팝퍼의 전문성은 원래 가수를 똑같이 모방하는 정도와 창의적인 퍼포먼스 연출 

능력을 말한다. 케이팝퍼의 첫 번째 본분은 자신이 선택한 케이팝 가수와 최대한 

‘동화’되는 것이다. 이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 춤뿐만 아니라 외모, 스타일, 제스쳐, 

특유의 버릇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흉내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

한 모방을 위해 케이팝퍼들은 무대 영상과 평소 모습이 나타나는 방송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각자가 맡은 스타의 이미지를 연구한다. 

   모방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외형으로 헤어스타일과 옷을 스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어야 한다. 화장을 통해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외모

는 스타와의 일체성이 표현되는 직관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 무대 의상의 경우 기성복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찾기 힘들면 맞춤 제작을 할 

정도이다. 아이돌 그룹이 3~4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컨셉과 노래를 들고 나오기 때

문에 케이팝퍼팀들도 여기에 맞추어 자신들의 외모를 변화시켜야 한다. 

   외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몸짓’이다. 이 행위는 퍼포먼스에서 마치 “스타가 직

접 하는 것 같은”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외모와 달리 가장 흉

내 내기 어려운 부분으로 간주된다. 몸짓은 단순히 특정한 동작을 지칭하는 것이 아

니라 그 동작에 실려 있는 스타만의 느낌, 감각, 끼, 예술적인 혼 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스타가 하는 춤 동작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흉내내기’이지만 몸짓은 스타 자체를 ‘구현’하는 개인의 능력과 노하

우에 달려있다. 때문에 몸짓은 노련한 선배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노하우를 알 

수 있고 직접 수행이 가능해 지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저희끼리는 ‘디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테일 진짜 실력이예요. 춤을 

아무리 잘춰도 케이팝 가수같은 느낌이 안나는 경우가 있는데 디테일을 

포착해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거예요. 디

테일이 뭐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는 것도 다 오래 하면서 익히

는 노하우이고요. 저희팀이 자주 우승하는 비결이 바로 디테일을 잘 살리

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배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인거죠. 그렇다고 

모든 선배들이 다 잘한다는건 아니예요” (딘다, 댄스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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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와 몸짓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잘 구현했는가는 연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시그마와 V6 팀원들은 비슷한 실력을 가진 팀원들끼리 연습과정에서 서

로 검증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평소에 

자신들을 끊임없이 케이팝 가수와 같아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이 단순히 자신들의 모습을 통체로 케이팝 가수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케이팝 가수와 계속 똑같아지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신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드려내려는 실천도 끊임없이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케이팝퍼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그가 커버하는 연예인과 

최대한 같아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케이팝퍼들은 일상생활과 연습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퍼들의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까지 완

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이돌 가수와의 일체감이 나타날수록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도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케이팝 가수와 개인의 개성이 

합성된 새로운 ‘케릭터’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연구자는 <씨야>의 커버싱팀 V6의 팀원들이 정기연습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 적

이 있었다. V6팀은 활동한지 6개월 가량된 신생팀으로 아직 경연대회 우승 경험은 

없지만 한사모 행사에 매번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팀이다. <씨야>의 리

드보컬 김연지 역할을 맡고 있는 V6의 데데위는 사설 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

을 정도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케이팝퍼로 그녀는 노래할 때 목소리, 발성, 발음

에 있어서는 최대한 김연지와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감정은 자신의 느낌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정은 흉내낼 수 없는 진실된 영역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개인

의 감정상태에 따라 노래가 매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감정이예요. 발음이나 가창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느낌대로 노래를 부르는거죠. 그래야 진짜 노래를 

부르는거잖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력도 

없는거고요. 경연대회에서도 실력만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똑같

은 가수를 커버해도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는게 아니라 

자기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들이요. 저도 노래를 잘 하려고도 노력하지만 

최대한 제 목소리를 내려고도 해요. 김연지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졌

고 노래를 잘하지만 결국 저랑 다른 사람고 저도 그만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 스타일대로 잘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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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데데위, 보컬)

   그녀의 말처럼 대부분의 케이팝퍼들은 팬으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단순히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아마추어 댄서와 아마추어 가수

로 여기면서 진지한 태도로 노래와 춤을 즐기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열중하였다. 이때 케이팝은 목표라기 보다는 댄서나 가

수로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충분히 표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연구자는 

V6의 연습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팀원들은 연습곡 <구두>와 <여인의 향기>를 3~4차례 정도 함께 불렀다.32) 

벌써 3개월째 연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곡으로 한사모 행사 때마다 매번 무대에서 

공연했던 곡이라고 한다. 어느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한사모 보컬 모임에 소

속된 다른 구성원들이 V6 연습장을 방문했고 이내 함께 어울려 반주도 없이 자유롭

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사람씩 또는 모두 함께 좋아하는 노래나 자신의 실력

을 뽐낼 수 있는 ‘나만의 곡’을 열창했으며 그 중에는 기타를 가져와 기타 연주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자주 이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같은 팀원이 아니더라도 한사모 

보컬 모임 내에서는 “누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으며 함께 모여서 노

래 할 때 어떤 노래들을 부를지 레퍼토리도 이미 정해져 있을 정도이다. 팀 연습과

는 반대로 이때는 발음이나 음정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노래의 

멜로디와 노랫말을 음미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며 때로는 격정

적으로 음을 내질러 에너지를 분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합창하면서 그들만

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 노래 연습할 때 항상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놀아요? 

데피 : 그런 것 같아요. 연습만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구

했으니까 이쪽으로 모이라고 하죠. 물론 바쁠 때는 연습만 얼른 

하고 끝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이는게 정말 재미있어

요. 평소에는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학교나 집에서는 못

32)� V6가� 커버하고� 있는� 3인조� 여성그룹� <씨야>는� 수많은� 발라드� 히트곡을� 냈던� 인기� 가수

이나� 2008년� 해체되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래는�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 커

버싱�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V6는� 3인이� 아니라� 4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물으니� 4명�모두� <씨야>로�활동하기를�원해서�그렇게�되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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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든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없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구요. 제가 

한사모에 들어온 이유도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였어요. 

연구자 :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인도네시아 노래는 한 

곡도 없었어요. 왜 케이팝 노래만 하는거예요? 

데피 : 케이팝은 멜로디랑 노랫말이 좋잖아요. 발라드는 가슴에 막 와닿

고 감동적이예요. 댄스 음악은 진짜 신나고요. 또 노래 종류도 엄

청 많고 새로운 노래들이 자꾸 나오니까 지루하지도 않고요. 저는 

옛날 케이팝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요. 목소리들이 좋더라구요. 그

런데 인도네시아 노래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겹기도 하고 뭔

가 ‘임팩트’가 부족해요. 

   이처럼 연습은 평소에는 발휘할 수 없었던 자신의 끼를 발휘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케이팝퍼들에게 연습은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이고 비슷한 취향의 친구들끼리 친밀감을 다니면서 서로의 개성과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며, 무엇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므둔 시간이 된다. 그리고 케이팝은 이들의 취향과 내면의 감정들을 음

악적인 방식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케이팝퍼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한층 더 발

휘되어야 한다. 최근 케이팝 경연대회가 자주 열리면서 팀들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졌고, 무대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수준과 심사위원들의 평가기준도 높아져 좋은 성적

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대를 보다 완벽하고 풍성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케이팝퍼들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으로서 자신들의 무대를 연출하기 시작했으며 선배 등급일수록 연출의 

질에 더욱 신경 쓴다. 이들은 자신들이 참가하는 행사의 컨셉에 따라 매번 무대를 

새롭게 연출하고 공연을 선보인다. 

“무대를 창의적이고 멋지게 꾸미는 일도 실력만큼 중요해요. 예를들어 

도입부분에는 2Ne1의 조용한 노래로 시작해서 관객들이 집중하게 만들

고 그 다음에 신나는 댄스곡으로 바꾸는거죠. 꼭 2Ne1 노래가 아니어도 

멜로디가 어울리면 팝이나 다른 가수 노래들을 섞기도 하고요. 뮤지컬이

나 연극처럼 만들어 본 적도 있었어요. 노래 가사에 맞춰서요.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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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정말 창작하는거예요” (딘다, 댄스) 

   

   이처럼 한사모 케이팝퍼들의 케이팝은 완벽한 모방을 추구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

라 자신들의 열정,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케이팝은 자신들을 뚜

렷하게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케이팝퍼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

한 도구이다. 케이팝퍼들의 문화는 일상적인 연습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학습, 공유, 

성찰의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무대를 연출하는 차원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려는 정도의 실천이 아니며, 팬 활동의 즐거움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은 디지

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들 스스로 선택해서 터득한 문화적 역량에 따라 자신들만

의 커뮤니티 안에서 하위문화를 생산하고 있었다. 

 2. 한국에 대한 문화적 경험의 의미 

   본 절에서는 한사모 구성원들에게 한사모로서 활동하는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들에게 한사모 활동은 무엇보다

도 문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활동의 주요 대상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며 손쉬운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사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문화적 서사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사모 활동은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쉽고 의미있는 문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사모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팬 활동의 연장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 케이팝 노

랫말이나 드라마 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좋아하는 스타가 말하는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반

둥 내에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많지 않은 탓에 이들의 학습 

방식은 주로 한사모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 독학을 하며 이 과

정에서 진지한 관심이 생기면 정식 학습기관을 찾기도 한다. 팬 활동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된 팬들은 점차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 나아가 한국인과의 교류로 관심

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관심은 한사모가 한인사회와 함께 시행하는 다양한 대

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교류, 한국으로의 유학, 여행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천으로 확대된다. 



- 52 -

   “저는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문

화랑 역사도 알게 되었는데 재미있더라구요. 또 한사모 활동하면서 경험

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대사관에서 경상

대학교 유학생을 모집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1년 정도 준비해서 갔

던거예요” (치트라, 전 운영진) 

   문화 커뮤니티를 추구하는 한사모의 특성상, 처음부터 한국에 관심을 두고 한사

모에 가입한 회원들도 물론 상당수 있다. 이들은 주로 드라마나 책을 통해 한국을 

접한 후 한국의 전통문화나 생활상에 흥미가 생겼거나 또는 한국과 관련된 공부나 

취업을 원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서 한국문화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한사모 한

국어 교실을 수강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해 한사모 대외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며 한국 및 한국인과의 교류 경험을 얻는데 주력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 한국인과의 교류, 한국과 관련된 경험을 획득하는 일에 

대해 한사모 구성원들은 팬 활동과 구분되는 문화적 활동으로 인식한다. 팬 활동이 

한류 스타나 대중문화물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면 문화적 활동은 한국을 

타문화적 대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알아가려는 태도와 과정에 의미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활동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개인별로 다양하

겠지만 크게 “한국을 더 알고 싶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와 “다른 문화를 배

우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인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전

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매력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후자는 반대로 한국과는 상관없이 타문화를 대할 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인식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사모의 구성원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상생활 속에

서 다양하게 포착된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언어 차용이다. 한사모 구

성원들은 언니, 누나, 오빠와 같이 한국적 호칭을 사용해 서로를 부른다. 인도네시아

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이를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이지만 나이에 따라 

엄격하게 위계질서를 만드는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식 호칭은 더 예의바르기 때문에”였다. 한국식 호칭 사용은 이들이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스스로 한국의 팬임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행위로 여기에는 한국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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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규범이 ‘예의 바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예절을 비롯하여 식사예절, 웃어른에 대한 공경, 명절 기념하기 등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된 규범 및 생활양식은 인도네시아의 한류 팬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 요소들이다. 이들에게 한국문화는 “전

통을 중시하고 전통문화가 아름다운” 이미지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미

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요시되는 문화적 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류 팬

들은 한국 전통문화가 이색적이면서도 동시에 친근하며,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전통문화 이외에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역사적, 경제적 배경 또한 한사모 구

성원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사모 구성

원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러한 성공이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

라 한국인들은 “부지런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이미지가 공유되고 있는데, 한국

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 가수가 보여주는 완벽

하고 멋진 모습을 평가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 팬들은 그들의 외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열정적인 태도를 높이 사며 그들이 보여주는 화

려하고 완벽한 퍼포먼스가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수년간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

고 인식하고 있다. 흔히 한류 팬들이 케이팝 가수를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람마다 한류를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케이팝 가수들은 

뭔가 좀 다른게 있어요. 데뷔할 때까지 준비기간이 길고 그래서 실력도 

뛰어나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리 케이팝 가수들을 따라하려고 해도 

안되는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아이돌 가수들은 본받을 만한 대상이 거죠. 가수를 하기 위해 그

만큼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

력을 내세우는 거니까요. (...) 인도네시아 가수들은 그냥 돈이 많거나 

노래만 좀 하면 가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가수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서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한류 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열정을 다하고 땀 흘리는 모습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구요. 그래서 좋은 자극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한류가 가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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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점이고 다른 대중문화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킴벌리, 한국

문화원)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방송이나 개인 SNS에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

쳐서 연예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오랜 꿈의 실현을 위해, 부모님

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풀어낸다(심두보, 2012). 팬들은 이들의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고 거기서 성공의 요소들을 발견한다. 이때 아이돌 가수의 성공

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성공 신화와 결합된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던 국민들의 ‘근면성실함’을 통한 가난의 극복은 현대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이 헌신적인 노력 끝에 가수로 데뷔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현대적 

성공 신화의 레파토리로 결합된다. 팬들은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자세와 태도에서 

현대적인 성공을 담보하는 기호와 가치를 인식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유하고자 

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한사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문화와 

예절을 중시하는’, ‘부유한’, ‘성실한’, ‘열정이 있는’ 등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 자신들의 경

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자기 스스

로를 성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네시아와 비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한

국이라는 나라는 낯설고 먼 나라가 아니라 친숙하고 친근하며 “내가 잘 아는” 대상

으로 변모하게 된다. 친숙함, 호감,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유도하고 교류의 욕구를 강화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닌 특성에 영향을 받아 한국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한국이라는 국적성 보다는 타문화적 상대로서 

지닌 색다름 자체에 끌리거나, 한사모 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성과 예술성 자체에 

대한 경험을 좋아하는 구성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사모 전통춤팀 구성원 대부분은 ‘한국의’ 부채춤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채춤 자

체가 아름다운 전통무용으로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배운다

고 말한다. 한국이라는 국적이 주는 의미보다는 전통무용이라고 하는 예술적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취향에 부합하



- 55 -

는 타문화적 대상으로서 한국문화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기만족 및 자기계발의 측면

에서 일상생활과 구분되는 취미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 전통춤팀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윤 -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교 갈 때까지 무용을 배웠었어요. 

자바(Java)랑 순다(Sunda) 전통무용이요. 그래서 원래 무용에 관심

이 많았고 전통적인 것, 예술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한사모에 들어

와서 전통춤팀 멤버가 된 것도 그래서예요. 한복도 예쁘고 춤도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저는 케이팝처럼 모던한 것 보다는 전통문

화가 더 좋아요 

프리스카 – 저도 전통 무용을 좋아해서 전통춤팀에 가입한 거예요. 원

래 예술고등학교에 가려고 했었을 정도로 소질도 있었고 좋아했거

든요. 그런데 화려한 모던댄스는 싫고 전통적인 게 좋아서 댄스팀 

말고 전통춤팀에 온 거예요. 힘들긴 해도 재미있어요. 지금은 평범

한 대학생이 되었지만 계속 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연구자 – 한국의 전통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프리스카 – 선이랑 동작이 예뻐요, 한복도 너무 예쁘고. 인도네시아 전

통춤이랑은 리듬부터 완전히 달라서 처음 배울 때에는 진짜 어려

웠지만.  

유윤 – 저도 예쁘고 우아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  다른 나라 전통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있어요? 왜 하필 한

국 전통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윤 –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 지금은 한류가 유행

이니까 한국춤을 직접 해볼 기회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

겠죠. 만약에 일본문화가 유행했다면 기모노를 입고 일본 춤을 추

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한류 팬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통춤을 추는건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취미활동이예요. 삶의 낙(樂)같은 거죠. 

프리스카– 저도요. 이런 활동을 하니까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취미도 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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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모 구성원들이 한국인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한사

모 대외행사에서도 새로운 문화적 경험의 측면에서 참가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경우

가 많았다. 연구기간 중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3.1절 기념행사에서 한사모 구성원들

이 보여준 태도는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행사는 자카르타 

한인회와 롯데 애비뉴 백화점에서 주최하는 큰 규모의 한인 연례 행사였다. 올 해 

마련된 프로그램들은 자카르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인 학생들을 비롯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목적으로 준비되어 한인 대학생 30여 명, 한사모 50여 명, 자카르타 세종학당에 등

록된 인도네시아 대학생 20여 명이 초청되었다. 

   이 날 행사를 위해 한사모 대표 사나는 약 한달 전부터 참가 희망자들을 모집하

였고, 이들은 행사 마지막에 공연될 ‘독도는 우리땅’과 ‘밀양 아리랑’ 음악에 맞춘 군

무를 연습해야 했다. 행사 일주일 전인 2월 22일에는 자카르타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총 리허설을 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반둥에서 새벽 5시에 출

발해 오전 리허설까지 치러야 했다. 기존의 한인 행사들이 보통 일회성 참가로 끝나

는데 비해 이 행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의 준비와 연습 기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모 구성원들

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래 한국 젊

은이들과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흥분과 기대를 크게 표현했다. 

“진짜 신나고 좋아요. 재미있으니까요! 반둥에만 있으면 이런거 못하잖

아요” (데피, 한국어)

“저는 한사모에서 다른 활동은 안하지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꼬박

꼬박 참가하는 편이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려구요” (이즈카, 무소속) 

   한사모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랫말의 의미를 알고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의미를 아는 것 보다 얼마나 잘, 그리고 멋지게 군무를 소화

해 내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한국인 친구를 만나서 직접 만나 몇 마디를 나누고, 함

께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는 일이었다. 물론 행사 장소였던 자카르타 롯

데 애비뉴 쇼핑몰을 구경하고, 한인상점인 무궁화마트에 들려 떡볶이와 순대를 먹는 

일도 중요한 사안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이들의 관심은 행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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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즐거움이지 3.1절이 아니었다. 자신이 3.1절 행사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3.1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구성원들이 상당수였으며 심지어 그것에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3.1절의 의미를 함께 알고 되새기자는’ 취지로 

이 행사를 마련한 주최측의 의도에 대단히 어긋나는 것으로 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

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이 행사에 초청한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한사모 대표 사나 역시 “아이들에게 중요한건 교류와 경험이지 3.1절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구성원들의 행위가 주최측의 초청 목적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나 역시 3.1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에 

대해 구성원들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는 일 보다 이러한 행사 자체에 

참여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경험들 즉, 한인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한달 간 연습한 

결과물을 선보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친구가 되는 일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III-4] 한사모 구성원들의 3.1절 기념행사 참가 모습

   3.1절 행사처럼 한사모가 한인사회와 ‘독점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는 다른 커뮤

니티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인들을 직접 만나는 일부터 

대사관 방문, 한국 영화 초청 관람, 국제 행사 참가와 같은 다양한 교류 활동은 구

성원들에게 대단히 새롭고, 현대적이며, 예술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위상이 상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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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처음 대사관에 간다고 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신이 났었어요! 

자카르타도 몇 번 안가봤는데 한국 대사관에 우리가 100명이나 초대를 

받았다고 들었으니까요. 전날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

어요 (...) 처음에 건물들이 너무 다 높아서 놀랐어요. 대사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방명록에 이름 쓰고 검사 받는 것도 신기했구요. (...) 거

기 가서 처음에 판소리 공연을 보고 대사님이랑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점심도 먹었는데 뷔페였어요!! 그런 다음 오

후에는 한사모가 준비한 공연을 했어요. 전통춤이랑 케이팝 댄스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뿌듯했어요. 그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

렇게 좋은 건물 가본 것도, 한국인들 많이 만난 것도요. 그때 한사모 들

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자랑을 엄청 했

어요. 한사모 대단하다구요. (...) 계속 두리번거렸던 게 제일 기억에 남네

요. 완전 촌스러웠죠. ㅋㅋ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벌써 세 번이나 가

봤거든요. 자카르타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런 경험 해 본 애

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재인, 한국어 교실) 

   한사모 활동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가

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면서 동시에 다양하고 강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전술했던 3.1절 행사와 재인의 대사관 방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원들

은 한국이라는 국적의 의미보다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주

는 의미와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개

방성, 지식, 경험획득의 높은 수준을 인식하며 우월감과 자존감을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한사모 구성원들에게 한사모로 활동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사모 활동은 한류의 팬으로서 자신들만의 취향을 구별짓기 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해주며 이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문화적 역량을 쌓아가고 있었

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둥의 한사모 구성원들에게 한사모 활동의 의미

와 가치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 한사모 활동은 팬 활동 이상의 문화적 경험이자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정는데 중요한 방

법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사모 활동은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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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문화경험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

겠다. 

 3. 한사모의 공동체적 특성 

   한사모 소모임이 한국문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한국의 대중문화 소비를 즐기는 집

단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한국에 호감을 가진 팬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서로 갖고 있는 정보와 그에 대한 애정을 서로 공

유하고 확장시키면서 유대감도 함께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의식은 서로가 

똑같은 ‘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사모에서 한류의 팬이라는 정체성은 개인

의 취향을 초월한 집단적 유대감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사모가 지향하는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성격과 집단적 활동은 이러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사모의 구성원들은 한사모 내에서 현

실에서 부족했던 친교, 애정, 공동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

니라(박동숙, 2006) 문화적 욕구도 충족된다고 여긴다. 따라서 한사모 구성원들에게 

서로는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그것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1)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 

   하위문화집단으로서 한사모는 자신들만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

단들을 가지고 있다. 한사모는 행사나 활동에서 한사모임을 나타내는 특성들을 보여

주는데 한사모 로고를 새긴 단체의상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사모의 운영

진들은 활발히 활동하는 한사모 회원들에게 한사모 로고와 한글 이름이 새겨진 티셔

츠 형태의 단체복을 2년에 한번 꼴로 제작해 지급한다. 이 단체복은 개인이 어느 때

나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사모 전체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기 자신이 한

사모임을 드러내고 싶은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한다. 연구자가 외부에서 한사모 구성

원들을 만날 때 한사모 단체복을 마치 평상복처럼 입고 나오는 이들이 있었으며 케

이팝 관련 행사나 콘서트장에 갈 때에도 한사모 단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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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모 운영진들은 특정한 목적으로 단체복을 제작하기도 한다. 소모임별 단체복

과 행사용 단체복이 그것이다. 한사모의 각 소모임은 자신들만의 개성과 연대감을 

한사모 내에서 구분하여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단체복을 제작한다. 한사모 한국어 

소모임에서는 소모임의 명칭과 자신들의 한국식 이름을 새겨넣은 점퍼 스타일의 옷

을, 댄스 모임과 보컬 모임에서는 화려한 디자인을 넣은 티셔츠를 맞추어 입는다. 

소모임별 단체복 역시 소모임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으며 소

모임별 게더링이나 기념일 등 특별히 단합심이 요구되는 날에 우선적으로 착용한다. 

   한국문화페스티발을 주최하거나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내용에 적합한 단체복을 특별히 제작하기도 한다. 이 경우 행사에 직접 참가하

는 구성원에 한해 한사모 로고와 이름 그리고 행사명을 적절하게 디자인해 제작한 

단체복을 지급받고 행사 당일 유니폼처럼 착용하여 자신들이 한사모임을 드러내게 

된다. 두 가지 행사 모두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단체복은 

서로를 쉽게 확인하고 한사모임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 된다. 활동을 활발

히 하는 구성원이라면 매년 한두벌의 단체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사모 

구성원들은 단체복의 종류에 따른 의미를 크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단체복을 

착용하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III-5]  <러닝맨>에 나오는 의상을 모티브로 제작한 한사모 한국어수업 단체복(왼쪽), 

2014년 한사모 한국문화페스티발에서 붉은 단체복을 입은 사진(오른쪽) 

   아래 사례는 4월 25일 반둥 시내 중심가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60주

년 기념 행사> 참가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 운영진 모임에서 구성원들의 단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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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과 관련된 토의 내용을 일부 발췌, 정리한 것이다. 이번 기념 행사의 메인 이벤

트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초청된 문화 사절단들이 도심의 대로를 행진하며 보여주

는 민속 퍼레이드로 한사모 전통춤팀이 한국에서 초청된 풍물패와 함께 참석하게 되

었다. 회장 사나의 진행 아래 소모임 운영진과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

다. 

회장 : 나는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전통춤팀 챙기는 일도 바쁠 것 같아

서 여러분들이 다른 구성원들을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아. 퍼레

이드에 많이들 온데? 

보컬 모임 대표 : 우리 애들은 대부분 갈거야. 아직 같이 모이자는 공

지는 안했는데, 한사모 퍼레이드 시간이 확정되면 그때 맞춰서 

갈게. 

한국어 교실 대표 : 저희도 그 전에 행사장 근처에서 모여서 퍼레이드 

보고 응원하기로 했어요.

회장 : 응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큰 행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함

께 있다고 보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작년 <한국문화 페스티벌>

에서 맞췄던 단체 티셔츠를 입는건 어떨까? 

한국어 교실 대표 : 응원할 때 더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한사모라는걸 

알리는거니까 의미도 있구요. 확실히 단체복을 입으면 다들 더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 관리하기도 

쉬워지구요. 

회장 : 일단 회원들도 다 찬성해야 하니까 우선 물어봐주고, 특별한 반

대가 없으면 당일날 작년 단체복을 입고 오기로 하자. 

   한사모 운영진들은 대규모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한사모의 단체복을 착용

하여 그들이 한사모임을 드러내고 외부의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한다. 

이는 단체복이 자신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구성원들은 한사모 활동과 행사 참가시 단

체복을 즐겨 착용하고 소모임별로 정기적으로 단체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어서 단

합심을 확인하기도 한다. 

   한사모 단체복을 통해 구성원들간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집단정체성이 부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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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른 커뮤니티와 한사모를 구별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사회의 일반 

젊은층에 대한 구별까지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한사모의 단체복은 유별

나게 특이한 의상은 아니며 인도네시아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라면 

쉽게 접하고 입는 흔한 단체복 수준으로 제작된다. 또 구성원 대부분은 티셔츠, 후

드 등 상의 부분인 단체복을 입더라도 하의, 자켓, 질밥 등 나머지 의복 영역에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집단적으로 단체복을 착용하고 그들

만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고유한 집단적 정체성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구분되는 커뮤니티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복과 함께 이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사모의 또 다른 외형적인 

특징은 자신들이 ‘인도네시아인’임을 드러내는 뱃지, 장신구, 와펜33) 등의 소품을 이

용한다는 것이다. 한사모는 팬 커뮤니티이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모임

이기도 하다. 한사모의 운영진들은 설립시기부터 이 점을 강조하여 한사모가 한류 

팬 커뮤니티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문화 커뮤니

티’로서 한국과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동등한 상호관계를 지향해왔다. 이와 같은 인

식은 구성원들에게도 규범과 같이 공유되고 있는 다른 팬 커뮤니티와 가장 구분되는 

한사모만의 특성으로 한인사회와 만날 때 특히 강조되어 나타난다. 

   한사모가 공식적인 행사나 활동에서 자신들이 인도네시아인임을 나타내고 인도네

시아인으로서 상대방 한인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

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전통문양 바틱(batik)이 들어간 소품을 공유하고 착용하는 

것이다34). 한글이 새겨진 단체복이 한류 팬 커뮤니티로서의 개성과 집단성을 부각시

킨다면 이러한 소품은 문화 커뮤니티이자 인도네시아인 커뮤니티라는 한사모의 또 

다른 정체성을 강조한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3.1절 기념행사>에서 한사모 운영진들은 바틱문양의 옷감으

로 제작한 헤어밴드와 팔찌를 백여개 가량 제작해 한사모 구성원 및 함께 행사를 치

렀던 수십명의 한인 대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제작을 담당했던 메기는 이러한 소

품들이 한인들에게 좋은 선물이자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33)� 와펜은� 재킷의� 가슴이나� 모자� 등에� 다는� 납작한� 모양의� 장식을� 의미한다.� 다양한� 디자인

으로�인쇄하거나�자수�방식을�이용해�쉽고�저렴하게�제작할�수� 있다.�

34)� 바틱(Batik)은� 옷감이나� 옷감의� 무늬를� 넣는�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바틱� 천으

로� 만든� 옷�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

을�만큼�인도네시아�사람들의�문화적�정체성을�반영하고�창의성과�정신을�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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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준비하려고해. 이럴 때가 아니면 

자카르타 도시에 사는 한인 대학생들이 언제 바띡 헤어밴드를 가져보겠

어?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렇게 해야 문화 교류가 되는거잖아.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독도는 우

리땅>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걔네들도 한사모를 만나서 인도네시아 문

화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보는거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게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사모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메

기, 한국어 교실) 

  위의 사례에서 메기는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한인들과 인도네시아 전통문양이 

들어간 소품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그것을 문화적 교류로 의미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사모가 한국문화의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

시아의 문화를 한인들에게도 전파하는 쌍방향적인 문화 매개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소품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들을 통

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한글이 새겨진 단체복이 한류 팬 커뮤니티로서의 개성과 

집단성을 부각시킨다면 이러한 소품은 인도네시아인 커뮤니티라는 한사모의 또 다른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운영진들이 한사모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해 드러낸다. 대사관이나 한국

에 방문할 때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할 때 운영진들은 서구식 스타일의 

정장보다는 바틱(batik)이나 전통복장인 끄바야(kebaya)를 개량한 전통적 스타일이 

돋보이는 정장을 착용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바틱과 끄바야 블라우스는 서구식 정장

이나 이슬람식 의복과 함께 결혼식이나 명절과 같은 일상적 의례에 참석할 때 격식

을 갖추기 위해 차려 입을 수 있는 의복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문화전체를 상징하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바틱과 끄바야는 문화적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용하는 것 자

체에 다른 의복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틱과 끄바야를 한국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착용한다는 것은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팬으로서가 아니라 한사모라는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나아가 인도네시아 젊

은층을 대표하는 ‘사절’로서 자신들을 의미화하고자 하는 한사모 운영진들의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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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동등하고 따라서 

한사모가 추구하는 팬덤 활동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학습과 교류의 차원이라고 하

는 한사모의 독특한 성격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사진III-6] 바틱과 끄바야 블라우스를 입고 대외활동을 하는 운영진들

2) 한류 팬으로서의 기억 

   단체복이나 인도네시아 바틱 문양을 넣은 소품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한사모의 연

대감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동시에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한사모 구성

원들이 비슷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며 강한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한

류의 ‘팬’ 이라고 하는 팬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한사모의 구성원들은 모

두 개별적인 취향과 개성을 지녔지만 이들 모두가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의 팬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류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 영역이 케이팝에 치중된 대중문화이고 수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층인 하위문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류 팬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의 대중문화물을 소비하

는 ‘소수자적’인 문화적 취향을 가진 젊은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적 취향의 ‘소

수자’로 지내온 지난 10여년 간 한사모 구성원들은 특별한 기억들을 공유하게 되었

으며 이는 현재 활동만큼 커뮤니티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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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모의 활동 초창기는 운영진 세대에게 ‘순수와 열정’의 시절로 기억되며 현재

도 수시로  상기된다. 현직 운영진이나 ‘은퇴한’ 구성원들에게 한사모가 가장 활발하

게, 재미있게 활동했던 시기를 묻는다면 대다수가 초창기 매달 정기모임을 하던 때

부터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신한류가 도래하기 전인 2010년 무렵까지를 이야기 한

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지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던 시기로 500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매달 정기 모임이 가장 활성화되기

도 했었던 때였다. 내부 정기모임이 사라지고 소모임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으

며 케이팝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현재 현실과 대비되어, 당시에 대한 기억은 ‘최

고로 행복했던’ 시기로 작동해 한사모의 오래된 구성원들 대화 속에서 자주 언급된

다. 

   작년 9월 한사모 설립진 중 한 명인 티아는 한사모 8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

스북에 한사모 기념일을 축하하며 초창기 자신들의 활동을 회상하는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한국의 팬이었는지를 되새기고, 그때 당

시 한류 팬으로서의 활동이 녹록치 않았음을 떠올리면서, 한사모의 결성과 8년 간의 

활동이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였다. 이 글을 읽은 한사모 동료들

은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거쳤다는 기억을 회상하고 서로의 향수를 자극하는 댓글

들을 남김으로서 이러한 동료애와 결속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에는 결혼과 취업 등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한사모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은퇴 멤

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한사모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한사모 초창기 시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이

들이 집단적인 결속을 다지는데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함께 

팬으로서 활동했던 동료들은 그 시절 서로의 마음을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었던 친

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속은 한사모라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작동될 만큼 강하

다. 

[티아 페이스북 글] 

                                                 

그때는..인도시아르 포럼 시절이었지.

그때는 이 채널에서만 한국 드라마가 나올 때였고 

그때는 길에서 한국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혼자 좋아서 어쩔줄 몰

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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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케이팝 노래 한 곡을 찾기도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팬클럽이 되었어. 

벌써 한사모가 8주년이 되었다는데…. 그럼 도대체 내 나이는? 하하

하 

[티아 글에 대한 댓글들] 

                                                  

티아 : 그때 한국드라마는 인도네시아르에서만 나왔어. 우리는 포럼

에서만 겨우겨우 한국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우연히 길에서 

한국사람이라도 만나면 너무 좋아서 참지를 못했지 하하. 

바이 : 길에서 한국사람 만나면 진짜 눈이 막 번쩍번쩍 했을 때야 

ㅋㅋ

지타 - 대박… 8주년이라고? 한사모 계속 승승장구하길~ ^^

니나 - 한사모 설립기념일 축하~ 벌써 8주년이라는게 믿어지지 않

네. 우리가 했던 맨 처음 행사가 기억나네.. 외롭고 힘들었었

지만 진짜 완전 재미있었지. 예전처럼 활동하고 같이 모이던 

한사모가 그리워 ㅜㅜ 같이 모여서 놀고 싶어. 

위나 - 알함둘릴라.. 한사모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잘되고.. 서로 더 

연락 자주 하길 바래요. 더 멋지고 한사모 활동이 모두에게 

좋은 쓸모가 되길. 

피르나 - 한사모 생일 축하해요! 난 평생 이 커뮤니티를 사랑할거

야! 당신들을 만난건 정말 행운이야 모두들 고마워!! 

니눅 - 한사모 계속 성공하길. 행복하기!!!

멜리 - 8번째 생일 축하해.  아…. 진짜 기억난다. 눈물 날려고 해. 

우리 정말 고생도 많았고.. 다사다난 했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최고였어. 한사모 정말 많이 컸어. 

바이 - 우리 진짜 다시 모여야돼(멜리, 니나.. 진짜 소란스럽겠다)

니나 - 맞아.. 동의해!! 우리 진짜 다시 모여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많고 힘들었던 일들도 해냈었잖아!!! 한

사모 운영자들.. 그리고 은퇴생들 진짜 그리워요. 

리아 - 오늘 진짜 축하해요. 앞으로 더 잘되길 바래요. 한사모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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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우리 다시 모일까? 

   한사모의 초창기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한류 초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어려운 

시절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일궈낸 한사모의 성공담’으로 내용을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담은 과거에 대한 미화도 아니며 ‘지나간 영광’으로 치부되는 것도 아니

다. 한류의 팬으로서 열악했던 시절을 함께 보내며 한사모로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기억 자체로서 결속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배 구성원들이 공유

하고 있는 이러한 기억들은 인도네시아 한류 팬이 여전히 ‘마이너’의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신세대 구성원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예전에도 지금도 한사모에서

의 활동은 한류의 팬이라는 집단에게 부과된 소수자적 정체성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

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연구자가 만난 상당수의 한사모 구성원들이 학교

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자신이 한사모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고 했던 언급들을 통해 확인된다. 한사모 구성원들은 인도네시아 사회문화 내에서 

자신들이 ‘마이너’적인 문화적 취향을 가졌다고 인식하면서 외부사회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한사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류를 잘 알기는 해도 저

만큼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없거든요. 어짜피 내가 하는 얘기들을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안하죠. 한류는 아직 ‘마이너’이니까요. 

그래서 한사모에 가입한 거예요. 말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려구요. 여

기서는 편하게 뭐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요.” (재인, 한국어 

교실)  

“제 대학교 친구들한테 케이팝 얘기하면 유치하다고 비웃을걸요? 그 친

구들은 독실한 무슬림이라 팝음악도 안들어요. 대중문화 자체에 별로 관

심이 없다고 해야하나.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거 좋아하고 학

교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학교 친구들 앞에서는 

케이팝이나 춤에 대한 얘기를 안해요. 말도 안통할 거고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해서 뭐하겠어요. 그건 (댄스)팀에서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딘

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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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족 다음으로 한사모 친구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요. 제 베스트 

프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나 자취방 친구들 보다도요. 학교에

서는 그냥 조용한 편이고 눈에 잘 안띄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

은 제가 한국 전통춤 춘다고 하는걸 아직도 못 믿겠다고 할 정도라니까

요. (...) 여기(한사모)는 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춤추는 것도 재밌고 친

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요. 활동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새로 경험하

는 것도 많아서 좋아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말도 없고 내성적이었거든

요? 소심하고. 그런데 한사모 와서 정말 많이 바뀐거예요. 처음에는 이

렇게까지 진짜 오래, 열심히 활동할 줄 몰랐어요. 좋은 선배들이랑 친구

들 만난 덕분인 것 같아요” (프리스카, 전통춤) 

   외부사회와의 경계를 확인할수록 한사모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은 더욱 강력해질 

수 밖에 없다. 구성원들에게 한사모는 가장 적극적이고 마음 편히 한류 팬덤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심리적인 위안과 공동체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맥

락에서 한사모 구성원들은 서로 ‘좋은 동료’ 혹은 그 이상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이가되고 이렇게 형성된 ‘동지애’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은 한사모를 자신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로 여기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는 한사모 구성원들끼리 매우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친분이 두터운 구성원들은 한사모 활동과 관계 없이 SNS와 채

팅앱을 통해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특별한 일이 없이도 자주 만나며 사생활을 공유하

였다. 이런 자리에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자신들만의 수다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서로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팬이라는 정체성과 소수자라고 하는 정체

성을 동시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동료가 된다. 그리고 한사모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

고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기보다는 일상생활과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된다. 

리나 – 어제 무한도전 봤어? 식스맨 특집에서 최시원이 또 대박 웃겼

어! 

유윤 – 아휴 못봤어요. 어제 한인회 사무실에서 일이 너무 많아 피곤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잤어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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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 아깝다. 진짜 재밌었는데. 다음주도 기대되~~ 한인회 일은 왜? 

자선 행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유윤 – 아 최시원! 네 그거 때문에요. 한국어도 어려운데 연락도 여기

저기 많이 해야하고 영수증 정리하는 것도 어렵네요. 틀리면 혼

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예요. 지난 번에도 계산 틀렸다고 

회장님한테 혼났어요. 한국어로 쓴 영수증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런건데. 

레즈키 –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는건데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그 심정 

잘 알아. 2년 동안 사장님한테 시달렸던 것 생각하면 정말.. 으

으~~ 갑자기 소리지르고 그러면 진짜 무섭고 창피하다니까. 물

론 나중에 면역이 되긴 했지만.. 

유윤 – 언니가 대단한거죠. 내가 그런 (화도 잘내고 무시하는) 사장님 

밑에서 일했으면 한달도 못견디고 나왔을거예요. 회장님은 그 정

도는 아니예요. 제가 실수한 것만 그러시니까. 

누크 –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한국 사람들이랑 더 제

대로 부딪혀 보는거지. 그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을 겪어봐왔지만 

주로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종류 사람들

을 만나보는게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배울 점도 많을거야. 

유윤 – 맞아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보고 듣는 정보도 많구요. 그리

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참 이번 자선행사에 연예인도 초청한데요! 

가수는 아니고 탤런트 누군데.. 이름을 까먹었다. 요즘 하는 KBS

사극 있잖아요. 거기 나온데요. 회장님이랑 친분이 있나봐요. 

레즈키 – 우리야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인도네시아 사람

들)는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부르는거지? 

유윤 – 저야 모르죠. 그 탤런트의 형제가 자카르타에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누크 – 교민이라고? 그런데 무한도전 다음주는 어떻게 된데？식스맨 

발표 되는건가? 최시원은 또 뭐라고 했는데? 

유윤 – 그런가봐요. 나도 궁금해요. 

리나 – 다음주가 최종회래. 식스맨은 누가 될지 모르지. 나는 최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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됬으면 좋겠는데 해외 활동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사실 기대는 안

해. 

   위 사례에서 등장하는 유윤은 현재 반둥 한인회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 한사모 전통춤팀의 구성원이다. 그녀는 한인회에서 일하면서 겪은 고충들을 다

른 동료들 앞에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동료들은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자신이 

했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유윤의 말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중간 중간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과 관련된 대화와 구분되지 않고 섞여 들어가 있다. 대화내용에서 언급된 ‘무한도전’

은 이들이 평소 즐겨보는 한국의 오락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35)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대화는 서로 한류에 대한 지식과 취향을 공유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친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류 팬이자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여 특별한 

동지애가 형성된다는 점은 선배 세대나 현재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이

긴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선배들의 동지애는 좀 더 강하고 특별한 것으로 인식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감은 ‘어려웠던 시절’에 커뮤니티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면

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억을 공유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공감할 수도 또 거기

에 도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말은 한사모를 처음 조직하고 

활동을 해나갔던 시절 운영진을 포함한 당시 구성원들이 느꼈던 심정들, 즉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한류 팬 커뮤니티로서 외부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걸음마 단계에 

있는 커뮤니티 운영과 재정에 대한 걱정, 한국에 대한 정보 자체를 찾기 힘들었던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막막함, 답답함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시에 이러한 역경들을 극복하고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 한사모를 인도네시아의 대

표적인 한류 커뮤니티로 성장시킨 자신들의 성과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포함된 말이

기도 하다.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보면 나 때나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쉽게 활동을 

35) MBC 인기 오락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전 세계에도 팬을 가지고 있다. 토요일 밤 정규 
방송이 끝나면 몇 시간 내 영어, 중국어 등 자막이 달린 방송 내용이 업로드된다. 이들 
역시 유뷰브를 통해 무한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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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지도 않고요. 그때는 인터넷도 쓰기 힘들 

때였고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드라마 CD 한 장을 겨우 

구해서 밤새도록 몇 번을 돌려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려웠기 때문

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거 처럼요. 하지만 요즘에는 음악도 바로 바로 찾아서 들을 수 있

고 언제 어디서든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도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세상 

편해진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졌던 의지나 열정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그래요. 물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절실함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그게 한사모를 만들

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비하면 요즘 애들은 뭐랄까. 무임승차를 한 것 

같아요.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덕분에 쉽게 얻어 먹고 있는거죠. 이

런걸 아는지 모르는지... ” (레즈키, 한국어 교실) 

   레즈키의 말처럼 어려웠던 지난 시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달려온 선배들의 

노력은 오늘날 한사모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진다. 때문에 한사모 

초창기 시절 이야기는 무용담처럼 회자되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재 구성

원들에게 훈육적 차원에서 전수된다.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은 한사모라

면 모두 공유해야 할 기억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백명의 한사

모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억 공유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

고 있지도 않다. “요즘 애들은 무임승차를 했다” 라고 한 언급에서처럼 현재 구성원

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 보다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억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은 현재 구성원들이 선배 세

대 그리고 그 중의 일부인 현재 운영진들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만들며 동시에 한

사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 집단적 정체성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가입한 구성원들에게 잘나가는 케이팝 커뮤니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올드’한 한사모에 가입한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한사모는 명성이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명성에 대한 인식은 ‘어려

웠던 시절’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후배 구

성원들의 방법이면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사모의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받는 방법이

기도 하다. 



- 72 -

   이처럼 한사모 구성원들은 한류의 팬으로서 그리고 문화적 소수자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을 통해 집단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은 외부사회에서 충족되지 않은 공동체적 욕구,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Fieske(1992)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팬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팬덤의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팬들

의 언술행위가 공동체 차원에서 특정한 의미들을 공유시켜 정체성을 구축하는 하나

의 방식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집단적인 기억 또한 공적인 성격을 지닌 언

술적 생산물에 포함된다면 한사모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한류 팬으로서의 

기억들은 특정한 의미를 생산하고 유통됨으로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

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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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류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과 한사모의 대응

   한국에서 대중문화 스타에 열광하는 여성들을 가리켜 예전에는 ‘오빠부대’로 근

래에는 ‘빠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칭하고 있다. ‘빠순이’라는 단어는 아이돌 가수

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 그들의 소녀팬들을 대상화한 용어로서, 좋아

하는 연예인을 향한 적극적이고 맹목적인 태도를 다소 비하하는 의미가 있었다.36)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도 어느 순간 ‘빠순이’와 같은 집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한국 아

이돌 가수의 팬이 되어 집단적으로 열광하며 심지어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케이팝퍼’라고 부르고 있으며 주로 십대 소녀를 지칭하는 ‘빠순이’와는 달리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나이도 10대에서 30대까지 조금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 인도네시

아에서 케이팝퍼의 이미지는 한류 스타에 푹 빠져 열정적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모습

으로 한국의 ‘빠순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한국이라고 하는 타국

의 연예인들을 향해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대단히 ‘서구적’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케이팝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도시 젊은이들

의 하위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많은 않다. 본 VI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확대되면서 형성된 외부사회의 인식

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시선에 대해 한사모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

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류 팬에 대한 사회의 인식 

   

  1) '문란한' 한류 팬 

   현재 인도네시아 대도시에서 한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

을 정도로 한류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

36)� 한국� 대중문화에서�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핵심적인� 하위문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빠순이’들에� 대해� 최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타들의� 사생활을� 쫓

는� 극성팬을� 일컫는� ‘사생팬’과�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조직적인� 팬� 문화를� 만들며�

스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 관련� 기사� <한국� 70년� 팬

덤의�역사>� 문화일보,� 2005년� 3월� 18일자.� http://choyongpil.co.kr/news/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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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한류가 확대되고 한류 팬들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한류 팬들에 대한 사회 

여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류 팬에 대한 인도네

시아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들에게 “nakal”과 “kacau”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nakal은 저속한, 천박한, 부정한 모습을 

의미하며 kacau는 무질서한, 난잡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들이 함축하는 

뜻대로만 읽는다면 한류 팬들은 ‘문란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적 집단’

이 된다. 도대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류 팬들은 왜 이러한 시선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팬들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는 2012년 4월 중순에 벌어진 슈퍼주니어의 콘서트 소동 때문이었다. ‘sorry sorry’ 

라는 곡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슈퍼주니어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자

카르타에서 4월 28,29 양일간 2만 5천석 규모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되어 모든 

한류 팬들의 기대가 컸다. 이 콘서트에 대해 현지 언론인 콤파스,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브, 그리고 관영통신인 안따라 통신까지 슈퍼주니어의 공연 계획을 앞

다투어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한류가 낳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슈퍼주니어가의 공

연 자체가 큰 뉴스거리이기도 했지만, 공연을 앞두고 티켓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

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사진 VI-1] 슈퍼주니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다 쓰러진 팬(왼쪽), 

     표를 구매하기 위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오른쪽)37)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표가 시작된 4월 7일 토요일, 판매소였던 자카르타 트

윈 플라자 호텔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이 때문에 주변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37)� 사진� 출처� �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olbe)� 2012.4.7.일자� 뉴스,� 관련기사� -� Jakarta�

post� 2012.4.8.일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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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었다. 현장 판매가 진행된 호텔에서는 호텔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된다는 이유

로 팬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바람에 12명의 대기자가 기절을 했고, 오후 3시에 표가 

매진 된 후 2~3배 높은 가격으로 표를 되파는 암표상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표를 

구입하지 못한 수백여 명의 팬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들이 여

러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었으며 한류 

팬들은 “콘서트에 혈안이 된” “무질서”하고 “통제가 힘들었던” 사람들로 강한 인상

을 남기게 된다.

   한류 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했던 때는 케이팝 경연

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10대들의 하위문화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갈 2011년 

무렵부터였다.38) 처음 케이팝 경연대회는 지역 방송국과 시내 쇼핑몰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시작했지만 케이팝의 

인기가 확대되고 케이팝을 직접 즐기는 케이팝퍼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행사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경연대회를 주최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커버 퍼포먼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케이팝 커뮤니티가 크게 

늘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대회도 매우 많아졌다.39) 현재 반둥에서는 매달 

1~2회 가량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38)� 한사모� 운영진들에� 의하면� 반둥에서� 열린� 최초의� 케이팝� 경연대회는� 2010년� 10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특별� 행사였다고� 한다.� 2010년� 케이팝� 커버댄스가�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

램� <Indonesia� got� talent>을� 통해� 소개된� 이후� 기존의� 한류� 팬� 및� 춤과� 노래를� 즐기는�

젊은층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그�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

도네시아�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지역과� 미주유럽,� 라틴� 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한류�

팬들의� 대표적인� 팬덤�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홍석경,� 2012).� 케이팝� 경연이�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2012년부터� 매년� 한국에서는� 각� 국가별� 대표들이� 경연을� 펼치는� 대규모�

<케이팝�월드�페스티발>� 치러지고�있기도�하다.�

39)� 경연대회� 판이�확대될�수� 있었던�가장� 근본적인�요인은�수익성이�높아지면서� 대회�횟수와�

참가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연대회� 수익의� 주요� 원천은�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이다.�

대회� 수준과� 규모에� 따라� 팀당� Rp.100,000~300,000(한화� 3~5만원)� 정도를� 지불하는데�

한� 대회당� 평균� 50~100여팀� 정도가� 참가하므로� 참가비로만� 최대� Rp.3,000만� (한화� 3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부대시설(굿즈,� 음식� 판매)로부터� 얻는� 수

익금도� 상당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쇼핑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행사를� 주최하기�

시작했고,� 경연대회� 횟수가� 점차�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대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여기에�

도전하는�케이팝퍼들도�자연히�확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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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2] 케이팝 경연대회 포스터와 시내 쇼핑몰(BIP)에 마련된 행사장 모습  

   연구자는 현지조사 기간 중 반둥 내에서 열렸던 케이팝 경연대회를 두 차례 그

리고 자카르타에서 열린 경연대회를 한 차례 관람하였다. 경연대회의 전반적인 특징

은 케이팝퍼들의 ‘놀이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팬 문화와 상업적 이윤 추구는 상이한 차원에 있

고 서로 상충된다고 보일 수 있지만, 케이팝 경연대회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

었으며,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의 결합이 케이팝퍼들에 대한 외부 사회의 부정적 인

식을 확대시킨 근본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즉 케이팝 팬덤은 더 이상 ‘순수한’ 팬 문

화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커버댄스는 섹시한 컨셉이 유행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목받기가 

힘들거든요” (나디야, 케이팝 커뮤니티 NYE 대표) 

   경연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흥행’이다. 흥행은 많은 팀이 참가하고 많

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회가 화재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경연대회가 흥행할수록 

주최측에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참가자들은 경쟁을 뚫고 우승할 경우 인기와 

명성, 그리고 더 많은 우승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를 흥행시키

기 위해 주최측에서는 더 많은 상금을 내걸고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케이팝퍼들과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며, 케이팝퍼들 역시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퍼포먼스 이외의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제는 경연대회

의 수가 많아지고 대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목을 끌기 위한 방식이 자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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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사진 VI-3] 한국 걸그룹 레인보우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왼쪽)과 

     반둥에서 활동하는 한 레인보우 커버댄스팀의 공연 모습(오른쪽) 

   경연대회 무대에 서는 케이팝퍼들 가운데 특히 여성팀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섹시한 컨셉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10년 한국 가

요계에서 아이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걸그룹의 노출이 심화되고 노골적인 섹시 

컨셉을 추구하게 된 경향과 상응한다.40) 커버 퍼포먼스는 자신들이 커버하는 가수들

과 최대한의 비슷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섹시한 컨셉의 걸그룹을 커버할 경우 그들의 

의상, 안무, 표정 등을 그대로 구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걸그룹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섹시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어 대다수의 커버 퍼포먼스 팀 

역시 이와 비슷한 모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방의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섹시 컨셉의 구현이 이루어졌다면 경연대회가 본격적

으로 많아진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무렵부터 커버 퍼포먼스팀들간 ‘섹시 경쟁’

이 일어났고 케이팝퍼들이 입는 의상의 노출 수위도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

다는게 한사모 케이팝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연구자 – (경연대회 무대를 함께 보면서) 의상을 케이팝 가수들이랑 진

40)� “뜨려면� 벗어야� 한다”� 라는� 말이� 나돌만큼� 한국� 가요계의� 좁은� 시장에서�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대다수� 걸그룹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선택하는� 마케팅� 전략은� 선

정성이� 되었다.� 아이돌간�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걸그룹의� 안무,� 노래,� 의상

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급기야� 2015년에는� 공중파�

3개�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서� 걸그룹의� 노출을�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단속을� 벌이기

도� 하였다� (참고� :� '벗어야� 산다'� 걸그룹� 풍년� 시대,� 점점� 심해지는� 노출� 경쟁,� 아시아경제� �

2014.12.10.일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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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비슷하게 맞춰서 입네요. 옷만 봐도 어떤 가수인지 알겠어요. 

저 핫팬츠에 제복을 입은 팀은 소녀시대고요. 근데 의상들이 다들 

섹시하네요. 초창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경

쟁이 치열해져서 그런건가? 

데시(한사모 댄스모임 회장) - 아직까지도 가장 인정받는건 얼마나 똑

같이 춤추고 노래하느냐 하는 실력이고 그 다음이 외모나 스타일

이야. 그런데 요즘은 외적인 모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 것 같아. 돈을 들여서 옷만 똑같이 맞춰 입으면 다 된다고 생

각하나봐. 

연구자  –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데시 - 대회가 너무 많아지다보니까 아무나 참가하기 쉬워져서 그런거

지. (...) 또 돈이랑 인기를 쫓아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게 진짜 문제야. 한번 경험을 해보면 더 해보고 싶어지는거고. 

또 겉보기에 화려해보이는 것도 있고. 연예인처럼 되고 싶고. 

연구자 –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거예요? 

데시 – 2013년 말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경

연대회가 있었거든. 대회도 워낙 많고 한번 하면 100팀이 넘게 참

가하는데, 심사위원들 눈에도 들고 관객들 호응도 얻으려면 최대

한 섹시하게 꾸미고 나올 수 밖에 없는거지. 

   [사진VI-3]과 같이 여성 케이팝퍼들은 자신이 커버하는 한국 걸그룹과 최대한 

비슷해지기 위해 그들처럼 의상을 갖춰 입는다. 민소매와 짧은 팬츠는 예사고 몸매

가 그대로 드러나거나 배 부위를 노출하는 의상도 자주 나타난다. 인구 대다수가 이

슬람교도인 반둥에서 10~20대 여성들이 이러한 의상을 입고 공공장소에, 그리고 대

중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낯선 일 일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무대 위에서 섹

시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그 실력을 경쟁한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는 그들을 보면

서 열광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수많은 소녀, 소년들이 있다. 이러한 광경이 흔해지

자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41)

41)� 반둥�지역�미디어에서는�커버댄스에�몰두하는� 10,20대� 젊은층에�대한�우려섞인�내용들을�

보도하고�있다.� 일부�보수주의�무슬림�단체에서는�경연대회�폐지를�요구하는�시위를�몇�

차례�벌이기도�했다.�관련기사� � 자바르�트리뷰� 2012.3.3.일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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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위문화집단으로서 케이팝퍼 세계의 규모가 커지고 서로간의 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면서 보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되었다.42) 이에 몇몇 팀과 케이팝퍼

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무대 위에서 성 역할을 바꾸는 “크로스섹슈얼”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크게 주목을 끌면서 점차 모든 공연대회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 시

작했다. 여자는 남자가수를 남자는 여자가수로 분하여 공연을 하는 일이 점차 많아

졌고, 얼마 뒤에는 반대되는 성별 가수만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팀까지 등장하게 되

었다. 소녀들이 남자가수를 모방하는 경우는 전에도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

도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문제는 남자 소년들이 섹시한 여가수로 분장하여 춤을 추

는 모습에 있었다. 

  

    [사진 VI-4] 섹시한 컨셉의 한국 여성그룹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남성 케이팝퍼들 

   건장한 소년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섹시한 몸동작을 하는 퍼포먼

스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케이팝퍼들 사이에서 큰 화재가 되었으며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43)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섹시미를 의상과 안무 그

(http://jabar.tribunnews.com/2012/03/03/cover-dance-hanguk-di-bandung)�

42)� 딕헵디지는� 하위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구성원들에게� 집단적� 결속감과�고유한�정체

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딕헵디지,� 1998).� 지배문화의� 주변적� 위치에� 자리잡

은�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며,� 언어,�

복장,� 외모,� 행동방식�등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소속감과� 연대감

을� 한층� 강화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둥의� 케이팝퍼들은� 하나

의� 하위문화� 집단을� 이룬다.� 이들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을� 외부사회와� 구분하고,� 그�

내부도�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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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몸짓 등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케이팝 걸그룹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사모의 남성 커버댄스팀 시그마의 리더 요가는 섹시한 퍼포먼스를 하는 남성 

커버댄서들로 인해 케이팝퍼들의 전체 이미지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케이

팝퍼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케이팝을 자유롭게 즐기는데 어

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약 4년 간 커버댄서로 열심히 활동하며 실력

과 인기를 쌓았고, 현재 인도네시아 케이팝퍼 세계에서 ‘대선배’ 대접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외부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 커버댄스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요가 – 주변 사회의 시선이요. 우리들을 반찌(banci)라고 부르고.. 

연구자 – 반찌? 그게 무슨 뜻이예요? 

요가 – 게이요. 케이팝 하는 남자들은 다 게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

렇게 생각해요. 사실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건데. 

연구자 – 일부 사람들? 

요가 – 크로스섹슈얼 공연만 하는 남자팀이 있어요. 포이즌(Posion)은 

전국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유명해진 팀인데, 섹시한 여자 가수들

만 따라해요. 옷도 그렇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저희같이 

일반적인 커버댄서들이랑 완전히 다르죠. 아, 한국에도 갔었어요. 

2013년인가?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에요. 그때도 3등인가 했었을 거

예요. 

연구자 – 개인적으로 포이즌 멤버들이랑 알아요? 그 사람들은 왜 여성

그룹만 하는 거예요? 

요가 – 활동한지 오래 됐으니까 알긴 아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랑 잘 

안어울리려고 해요. 좀... 저질이거든요(Mereka agak nakal). 평소

43)�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여장� 남자’는� 아주� 생소한� 존재가� 아니다.� 와리아(Waria)� 또는� 벤쫑

(bencong)이라� 불리는� 여장� 남자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제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도� 있고,� 남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형을� 그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이긴� 하나� 그� 수가� 적지� 않

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심하지� 않은� 편이라,� 미용실,� 옷가게,� 관광지� 등� 곳곳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들과� 마주칠� 수� 있다.� 하지만� 10,20대� 젊은� 남성들이� 여장을� 하고� 공연을�

하는�모습은�와리아와�상관없이�인도네시아�대중에게�강한�인상을�남긴�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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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는 모습도 좀 별로고 소문도 안좋아요. 암튼 저희랑 안맞아

서 불러도 안가고 그랬어요. (...) 아무래도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

문인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건 아니예요. 원래는 

다른 팀에서 각자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이벤트 행사 때문에 연합

해서 포미닛인가.. 암튼 어떤 걸그룹 커버댄스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행사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자카

르타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전문적으로 여성그

룹만 하게 된거예요. 특히 섹시한 이미지 그룹만요. 

연구자 – 그럼 한류 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이유가 그런 섹

슈얼한 공연이 많아져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는거예요? 

요가 – 네 그게 크죠. 

   케이팝 경연대회에서 나타난 남성의 여성화는 하위문화 집단이 태생적으로 가지

고 있는 ‘불량한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케이팝 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

시키고 있다. 딕 헵디지는 하위문화 집단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언어, 외모, 복장, 

행동방식을 이용한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을 통해 정의한 바 있다(헵

디지, 1992). 반둥의 10~20대 젊은층 하위문화집단의 일부인 케이팝 팬들 역시 고

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타일이 외부사회의 관점에서 ‘불량한’ 것으로 인

식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류 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이팝 팬들의 스타일은 외형과 행동방식을 통해 구분된다. 그들은 ‘한국식’ 외모

와 복장이 세련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예를들면 

여자들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나 짧은 바지를 즐겨입고, 남자들은 염색을 하고 스

키니진을 즐겨 입는다. 가라오케나 한국식 분위기를 낸 까페와 레스토랑을 자주 찾

으며, “오빠, 언니, 대박”과 같은 한국어 표현을 대화에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

한 스타일이나 행동들이 케이팝 팬들에게만 국한된 특징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한

류 팬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한국식으로 꾸미는 것도 아니다. 한류에 관심이 없는 

10,20대 젊은이들도 세련됨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한국식 스타일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케이팝의 열정적인 팬이지만 여전히 질밥을 쓰고 다니는 소녀들도 많다. 여하

간 외부사회에는 그들만의 멋을 추구하고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하위문화 집단이 눈

에 띌 수 밖에 없고, 케이팝퍼들은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가시화된 집단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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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은 문제를 일으켜도 곧 크게 확산되고 지적받기 쉽다. 

   “저번에는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애들이 시청 옆에 있는 공터에서 

문제를 일으켰었데. 연습을 하려면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들어

갔던거지. 거기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있겠어? 게다가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서로 몰려다니면서 노니까 

공공장소에서 연애질한다는 말도 많아. (...) 애들끼리 몰려다니면 다 있

을 수 있는 일인데, 케이팝을 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눈에 잘 띄니까 지

적 받는 일도 더 많은 것 같아.” (사나, 한사모 회장) 

   10,20대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량스런’ 이미지는 케이팝퍼라고 하

는 팬 이미지와 겹치고 특히 최근 경연대회에서 나타나는 ‘섹시함’을 추구하는 모습

과 결합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

한 이미지는 케이팝을 보고 즐기는 모든 팬들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한류 팬 모두가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긴 하지만 

자신을 한류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시는 한류 팬들에 대한 안좋은 소문들을 많

이 들었다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보여주었다.

“걔네들 중에서는 게이도 많다면서? BIP(반둥의 한 쇼핑몰) 옆에 그런 

애들끼리 모이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 난 케이팝하는 남자애들 이해할 

수 없어. 이민호 같은 연예인은 남자다워서 멋있긴 한데 남자 가수들은 

그냥 여자애들 같잖아. 근데 그런걸 따라하고 있으니까. 여자애들 흉내 

내는건 진짜 별로야. 내 주위에도 그런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 또 

한국인들처럼 자유연애를 한다고 들었어. 결혼하기도 전에 여러 명 사귀

고. 요즘 애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문란해.” (데시, 30세 유치원 교사)

   이처럼 케이팝 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경연대회라고 하는 그들의 공간에서 

보여지는 선정적인 모습과 행위뿐만 아니라 도시 젊은이로 구성된 하위문화 집단으

로서 불러일으키는 불량 이미지가 덧입혀져 ‘문란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경연대회에서는 인기와 상금을 쫓아 여성은 노출을, 남성은 ‘크로스 섹슈얼’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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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노골적으로 섹시하게 행동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유롭고 방탕한 생활을 

즐긴다는 것이다. 

   2) 한인사회의 개입과 갈등 

   한사모는 처음 조직되었을 때부터 자카르타와 반둥의 한인들과 긴밀한 상호관계

를 형성하였으며 한인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를 성장시켜왔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강한 호감을 나타내는 한사모의 존재와 이들의 활동은 한인들

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문화적 자부심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계기

가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 한인사회와 한사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한인들이 한사모

의 활동을 후원하는 ‘후원 수혜자’ 양상이었다.  

   그런데 한류가 확대되고 한사모의 이름이 반둥과 자카르타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인사회와 한사모의 관계 양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기 시

작하였다. 갈등이 표면 위로 나타났던 시기는 대략 2012년 이후로, 이때는 한사모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와 반둥의 한인사회에도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던 때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었으며 한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0년 무렵부터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

서 교류가 더욱 촉진되었다.44) 한국문화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관심은 관련 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관련 업체의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롯데그룹 등 대기업을 비롯하

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업가들이 이 시기를 전후로 인도네시아에 활발히 진출하

였다.45) 또 2011년 이후 문화산업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이 도모되면서 2012년 자카

르타에 한국문화원, 2013년 세종학당46)이 개소하는 등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 민간 

44)�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 6위� 무역� 대상국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다.� 2004년� 양국간� 무역� 규모가�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1년에는�수출액만� 135억� 달러로�전년대비� 53%�가까이�증가할�정

도로�교류�규모가�급격히�확대되었다.� 특히�그� 분야가�주로�화장품,� 의류�등� 한류의�영향을�

받은�산업이었다(KOTRA� 지식서비스사업팀,� 2011).�

45)�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간� 교류� 확대는� 한류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발

전하면서� 구매력을�갖춘�매력적인� 소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더� 큰� 경제적� 맥락도� 작

동하였다.�

4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전문적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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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입

되면서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다.

   한인사회의 내부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한사모와 한인사회가 맺었던 관계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사모는 그동안 반둥 한인회 이상기 회장을 경유하여 한

인사회와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그 대상 또한 대사관, 한인 기업 등 소수에 불과했

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많은 수의 한인들이 한사모와 직접적인 관

계를 형성하길 원하게 되었다. 한사모는 한인사회에서 유명 인사였고 인도네시아 내

에서도 한류를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인지도와 명성이 이미 높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개원한 한국문화원, 민간기관47), 그리고 문화산업과 관련된 개인 사업을 하

는 한인기업가들은 개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사모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사모 입장에서는 대외관계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특

히 2010년에는 반둥 한인회 회장이 이상기 회장에서 물러났고 새로 취임한 5,6대 

회장에 대해 당시 대표를 맡게 된 사나 말에 의하면, “한사모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밀려드는 러브콜에 직접 대응하게 되면서 그러한 양상이 심화되었다고 한

다.48) 사나는 다양한 한인들과 일대일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다양한 한인 주체들이 한사모 운영에 개입하고 한사모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

하면서 독립적인 커뮤니티로서의 주체성이 침해되고, 한사모가 마치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르키는�교육기관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한글을�공식�표기문자로�도입했던�찌아찌아족�교육

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술라웨시� 바우바우� 지역에� 처음� 개소하였으나� 같은� 해� 8월� 강사�

부족� 등의� 문제로� 철수하였으며� 2013년� 자카르타에� 한국문화원�직속�기관�형태로�다시�문

을�열었다.

47)� 여기서�민간기관이란�이윤�추구를�하지�않는� NGO,�재단,� 협회�등을�말한다. 

48)� 반둥� 한인회� 회장직의� 임기는� 2년� 연임제로� 운영된다.� 이상기� 회장은� 2007년부터� 3,4대�

회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회장직에서� 퇴임하였으며� 5,6대� 회장직은�반둥� 내� 다른�한인�기업

가들이� 맡았다.� 이상기� 회장은� 2015년� 7대� 회장직을� 다시� 맡으면서� 한사모를� 다시� 한인회�

차원에서� ‘보호’하고� ‘후원’�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사이에� 한사모의� ‘대부’� 역

할이� 약화되었던� 이유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대외활동을� 적게� 했던� 것도� 있지만,� 사업� 상황

이�악화되면서�한사모에�신경을�쓸� 심리적,� 경제적�여유가�없었기�때문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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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모는 한국인에게 개방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우리들을 이용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모두들 한사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거

야.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커뮤니티인데 말이

야. (...) 우리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한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 

그러다보니 처신이 곤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거지. (...) 또 한사모가 정치적 도구(alat politik)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우리를 

많이 이용했어.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너

무 부담스럽고 피곤해” (사나, 한사모 대표) 

   사나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은 다양한 한인 주체들이 한사모 활동에 개입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한사모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현

지조사를 위해 반둥에 머물렀던 3개월 사이에도 이와 관련된 갈등 상황이 몇 차례 

포착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한인이 운영하는 한 연예기획사에서 반둥 한

인회와 손을 잡고 한사모의 여성 케이팝퍼들을 프로가수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일이

었다. 이 사건은 한사모 구성원들에게 반둥 한인회와 한인 기업가 양측 모두 사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려 했던 일로 강하게 기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한국의 문화산업체나 한인들은 

한류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케이팝 아이돌을 

벤치마킹한 인도네시아의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것이었다.49) 한사모의 커버댄스팀들

은 한류 팬들 사이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

찍부터 한류 산업과 관련된 업자들의 타깃이 되어왔다. 2013년 11월, 한국에서 소규

49)� 인도네시아의� 기존� 음악산업은� 밴드나� 솔로� 형태의� 가수들� 위주였다.� 그러다가� 케이팝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케이팝� 아이돌� 그룹을� 벤치마킹한� 그룹� 들이� 등장했는데� SM*SH,�

Mac5,� Cherrybelle,� 7Icons�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단순한� 이미지�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의�

스타� 양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지의� 아티스트들을� 발굴,� 육성하기도� 하였다.� 2012년� 2월

부터� Indosiar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Galaxy� Superstar� 2012“의� 최종� 선발자� 10

명은� 한국에서� 케이팝�전문� 트레이닝을� 받고� 인니� 현지에서� 보이그룹S4,� 걸그룹� SOS로� 공

식� 데뷔하기도� 하였다.� (KOFICE� 2013� 지구촌한류현황� � 인도네시아편� 참고)� 현재� S4와�

SOS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케이팝� 아이돌� 스타일을� 표방하는� 가수그룹은� 꾸준히�

등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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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기획사업을 하고 있었던 손모 사장이 이상기 회장과 접촉하여 한사모의 여성 

커버댄서들을 프로가수로 키워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면서 ‘한사모 걸그룹 프로젝트’

가 시작되었다. 손사장은 한사모와 이회장 사이의 신뢰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을 통해 한사모를 쉽게 동원하고자 하였으며, 이회장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

움을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서 한사모를 이용한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

다. 

   이회장은 사업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책임자로 나서면서 한사모를 ‘보호’한다

는 명문을 내세웠지만, 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나와 다른 운영진들은 

그가 수익을 기대하며 손사장과 손잡고 한사모를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50)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운영진 내부 의

견이 갈리게 되었는데, 한쪽은 구성원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운영

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손사장을 아직 믿을 수 

없고, 이회장도 리스크가 크며, 데뷔를 한다고 해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

에 이러한 일에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걸그룹 후보자로 지목

된 구성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면서 결국 사업은 시작되었

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한사모 출신의 5인 여성 그룹이 KM이라는 이름으

로 음반을 발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데뷔하였다.51) 

50)� 국제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한인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제조업� 분야에� 불경기가� 찾아왔다.� 이상기� 회장은� 반둥시� 외곽에� 직원� 2천여� 명� 규모의�

봉제공장을� 15년� 이상� 운영해� 왔지만� 2012년� 이래로� 수익이�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직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을만큼�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사나가� 이토록� 상세하게� 이회장의� 경

제적� 상황을� 잘� 알�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사모� 운영진� 중� 한명인� 치트라(전통춤)가� 그의�

공장에서� 5년� 동안�직원�관리자로�일을�해오면서�그러한�정보를�전달하였기�때문이다.�

51)� KM의� 데뷔곡은� ‘흔들흔들’� 이라는� 제목의� 한국곡으로� 이들의� 컨셉은� 한국� 엔터테이먼트�

업체가� 직접� 제작한,� 인도네시아� 최초로� ‘진짜� 케이팝을� 하는’� 그룹이었다.� KM이라는� 그룹

의�명칭도� Korean� Music의� 앞글자를�딴� 것이다.�

� � � (관련�기사� �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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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VI-5] 한사모 출신 걸그룹 KM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사모 운영진들은 내부 갈등을 겪으며 분열이 일어났을 뿐

만 아니라 이상기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 또 이회장과 손사장을 비롯하여 

이 사업과 관련된 다른 한인들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한국인의 틈 

속에서 시달려야 했으며”, 걸그룹 KM의 인기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자 

KM 걸그룹의 부모들이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KM 데뷔 이후 이회장과 손사장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프로젝트

는 와해되었고 결국 한사모는 여러모로 상처를 입게 되었다.52)

   이처럼 한사모를 통해 직접적으로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려는 한인들도 있었지

만, 한사모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류 팬덤으로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간

접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한국에 대한 한사모 구성원들의 호감과 헌신적인 

자세를 이용해 “저렴한 값에 한사모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들은 정

부산하의 기관이나 비영리기관으로서 공익이나 교육적 효과를 표방하며 한사모를 자

주 동원하였는데, 한사모의 운영진들은 이때마다 “한사모를 마치 산하기관처럼 여기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작년 글로벌리더연합에서 식목일 행사로 자카르타 모나스탑 주변에

서 환경미화 캠페인을 했었어요. 우리랑 한인들이 200명 정도 모여서 쓰

52)� 이들은� KM�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 주도권과� 투자� 금액을�

놓고� 큰�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사장이� 연예기획자로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둥� 한인회로부터� 퇴출당했는데,� KM과� 일부� 운영진이� 손사장� 편에�

서기로�결정하면서�한사모�내부�갈등이�더욱�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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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를 줍는 일을 한건데, 그날 날씨가 정말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저녁 밥도 따로 안주고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는 완전히 찬밥 신세(kasihan)였다니까요? 처

음에 초대할 때는 제발 같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었는데 말이예요. 그때 

다들 맘이 상했었어요. 나는 좋은 일도 하고 한인들이랑 교류하려고 간건

데 그런 것도 거의 못했어고. 재미없고 힘들기만 했어요” (재인, 한국어)

   한국자유총연맹 산하의 봉사단체 ‘글로벌리더연합’은 2012년 자카르타에 지부를 

개소하면서 인도네시아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4월에는 “Clean 

Indonesia Campaign” 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대사 및 대사관 직원, 

KOICA 소장 및 단원, 한인회 회장 등을 비롯한 한인들과 자카르타 시청 관계자, 

UI(Universitas Indonesia) 한국어과 학생, 그리고 한사모 등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함

께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 주변을 청소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지인인 한사모 구성원들과 UI 한국어과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행사

가 끝난 후 실망감을 안고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자신들이 ‘동원’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한인과 현지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동원이 쉬운 자신들

을 불렀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 매체에서 이 행사를 취재하고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

인 수준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러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받았

다. 

 

               [사진 VI-6] 2013 Clean Indonesia Campaign 보도 사진53)

53)� 사진�출처� :� 한국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지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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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때는 답이 없는데, 아쉬울 땐 우리를 제일 먼

저 불러.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한국인들을 이해할 줄 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우리를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봐. 사실 

쉽게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항상 OK 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사모이니까 어쩔 수 없어” (사나, 한사모 

대표)

   한사모 구성원이 느끼는 실망감의 근본적인 요인은 한사모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한인사회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사모는 한인들과 동등한 입장

에서 쌍방향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관계를 원하는 반면, 한인들은 한사모를 조건 없

이 ‘한국을 좋아하는 팬’으로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

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한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한사모가 좋다

고 해서 오는건데 왜 우리가 (밥까지) 챙겨주어야 하나”, “한사모는 아직 더 배워야 

할게 많은 아이들”, “한사모는 한인들이 찾아주니까 먹고산다” 와 같이 한사모를 쉽

게 동원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사모 운영진들이 한인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분에는 경제적 지

원과 관련된 내용도 크다. 한사모는 활동 초기 이상기 회장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무실 개소를 지원 받는 등 한인들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

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일회성인데다가 개인적인 후원형태였기 때문에 체감효과

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9년간 사무실 임대료 대부분을 한사모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왔고54) 한인들의 지원이라는 것도 대부분 한사모의 공연비를 좀 

더 두둑히 챙겨주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운영진들의 더 큰 어려움은 지원의 유

무 그 자체보다 자신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야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지원

을 받음으로서 한인들의 개입과 간섭이 심화되고, 독립적인 커뮤니티로서의 주체성

과 인도네시아인들의 모임으로서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54)� 2012년� 입주해있던�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서� 한사모는�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야� 했다.� 때

문에� 대사관,� 한인회,� 그리고� 한국문화원에� 계약금과�임대료�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지� 않았고,� 2015년� 1월세종학당의� 후원금을� 통해� 거의� 2년만에�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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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에서는 한사모 활동을 모두 보고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매년 한사모 연간 활동 계획표와 예산을 정리해서 보냈지. (...) 한국문화

원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지원은 2012년 ‘반둥 한국문화 페스티발’에서 

였어. 꽤 큰 금액이었고 행사도 잘 됐었지. 그런데 2013년에는 갑자기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거야. 우승컵이나 현수막 제작이라도 해줄 수 없냐

고 했더니 그것도 안됐어. 작년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안된다는 

게 이유였어. 결국에는 우리가 사비를 걷어서 할 수 밖에 없었지.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알아서 했던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활동 계획은 다 

보고하라고 해놓고, 지원을 했다가 안했다가 하니까 우리로서는 혼란스러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지원은 작년 <추석기념행사>에서 받았어. 그런데 이때도 한사모

가 아니라 그 행사를 위해서만 지원을 한거였어. 사실 그런 행사 하려면 

순수한 행사비 말고도 이것저것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돼. 지원을 

받을수록 우리는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기분이 나쁜 건 한

국문화원이랑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들한테 돈을 구걸하고 있다는 느낌

이 든다는 거야.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는 건 협조해달라는 차원인건데, 

한국문화원에서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하거든. 

이번에 반둥회의 기념행사 준비할 때에도 그랬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

운거 아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구.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엄연한 커뮤니티잖아. 나는 한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걸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게 진짜 원조한다는 태도라면 거절하고 싶어. 그런 관

계는 원하지 않아“ (사나, 한사모 대표) 

   한류의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한류로부터 파생된 이익을 얻으려

는 한인 이해관계자들이 한사모 활동을 간섭하고 개입하여 갈등이 빚어졌으며 이로

인해 한인들에 대한 한사모 구성원들의 신뢰가 낮아지기는 현상이 발생했다.55) 인도

55)� 물론� 한사모에� 대한� 모든� 한인들의� 태도가�이와�같은� 것은� 아니다.� 사나는� 세종학당이�한

사모를�한국문화�전파를�위해� 함께�애쓰는� ‘파트너’로� 인정하고�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종학당에서� 개죄하는� 한국문화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을� 한사모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

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한사모�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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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내에서 한류의 확대는 한사모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2.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좌절과 한계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한류 커뮤니티로서의 입지를 확

보했던 한사모는 한류가 확대되고 대중화된 시기 한류 팬덤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을 더욱 강화하고 활동 역량을 키우기보다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구성원

간 유대감과 활동성이 약화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앞서 일반 대중과 한인이라는 

외부사회가 한류의 확대 이후 한류 팬들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변화된 양상을 살

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한류 팬덤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에 주목하여 한류 확대 이

후 한사모 구성원들이 느끼게 된 위기감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덩치는 4배나 커켰지만 활동은 십분의 일도 못하는 것 같아” 

                                                    (사나, 한사모 대표) 

 

   최근 대표 사나를 비롯해 한사모 각 소모임의 운영진들은 한류 팬덤 내에서 한

사모 명성과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졌고 새로 가입하거나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 수

가 줄어들어 소모임 활동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현재 한사모의 총 회원수는 2,000명이 조금 넘는다. 2010년까지 약 500여 명 수준

을 유지하다가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2년 만에 2,000명에 육박하며 네 배

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2013년부터 2015년 3월 사이

에 가입한 회원들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신입 회원의 숫자가 한 달에 다섯 명 남

짓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전체 회원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의 비율도 크게 

줄어 과거에는 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정모에 직접 참석하고 한사모 대외활동이

나 소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면, 현재는 전체 2000여 명 가운데 십분의 일 수

준인 2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라고 한다. 물론 이천 명이라는 인원수는 

한사모 설립 직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회원수의 과

거와 현재 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진들이 

체감하는 회원들의 활동성과 참여도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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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수가 정체되고 활동성이 약화된 현상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둔 회원들이 

모인 전통춤팀과 한국어 교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춤팀은 과거 

연 2회 이상 정기 오디션을 열어 구성원을 선발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2012년 

무렵부터 공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인 15~20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만큼 기존 인원의 이탈을 막거나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위나(전통춤팀 회장) - 예전에는 1년에 2번 오디션을 열어서 뽑았어. 

한국무용 공연을 하려면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 수시로 받으

면 한명씩 일일이 훈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뽑는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춤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실력도 봐야하고 (...) 2012년에 10명 정도 뽑았었는데 

프리스카랑 유윤 둘만 남고 걔네 동기들은 다 그만뒀어. 그리고 

어쩌다보니 아직까지 걔네들이 막내구.

연구자 – 다들 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프리스카 이후에 신입생들은 

또 안들어온거예요? 

위나 – 처음 훈련이 좀 힘들어. 한 삼개월 정도는 스텝 같은 기본기만 

익히고 그게 끝나면 또 몇 개월 동안 춤 동작을 하나씩 익혀야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은 지나야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지루하니까 금방 관두는 경우가 많더

라구. 게다가 요새 이런 전통 무용에 진지하게 관심 있는 애들

이 어디 있겠어. 다 케이팝 좋아하지. 가입하고 싶다고 찾아 오

는 사람도 정말 많이 줄었어. 

연구자 – 전통춤팀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춤 계속 가르

치고 배워야 하는거? 아니면 유지비 조달 같은 재정적인 문제? 

위나 – 인원 유지가 제일 힘들어. 팀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2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이 안되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

어도 훈련이나 행사에 빠지지 못하고.., 사실 나도 이제 그만 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럴만한 사람이 없어. 

   한사모의 전통춤 소모임은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한국무용을 선보여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그 실력과 존재감을 인정받은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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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공연은 한국적인 분위기를 고무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

에 결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한인행사에 빠

짐없이 초청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수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한사모가 선보이는 공연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명이 필요한 부채춤을 공연해야 

할 때에는 이미 현역만으로는 부족해 은퇴한 멤버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할 정도

로 위기에 직면해있다. 

   위나의 말처럼 전통춤팀의 운영진은 최근 한류 팬들이 케이팝 이외의 다른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 팀 위기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류 팬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팬덤의 대상이 대중문화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춤과 같은 영역은 더 

이상 흥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춤팀의 막내인 프리스카와 유윤

조차 한국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전통춤을 배운다기 보다는 본래 본인들이 가지

고 있는 전통무용의 특기를 한사모 내에서 발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획득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한국의 전통춤을 배우는 행위가 케이

팝퍼보다 한국에 대한 ‘진정한’ 그리고 ‘올바른’ 관심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운영진 입장에서 신세대 구성원들의 활동 태도는 자신들에 비해 “진지함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한 새로운 한류 팬 세대의 한류 수용 양상에 

대해 “한국은 제대로 모르고 겉모습만 좋아한다고” 비판한다. 전통춤팀의 위기는 한

국문화 전반에 대한 학습과 상호 교류활동에 목적을 두었던 한사모의 이상적인 활동

상(想)을 더 이상 추구하기 힘들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중파TV나 드라마CD 이외에 한국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한사모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한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중요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했던 초창기 한류 팬들에게 한사모 한

국어 교실은 거의 유일한 학습 장소였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56) 한사모 구성원은 

대부분 한국어 교실에서 실시하는 기초 한글을 이수하였으며 지금도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사모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한국으로 직접 유

학을 가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면서 한사모 한국어 교실의 인기는 

56)� 2010년까지� 반둥� 내� 한국어� 교육� 기관은� 노동이주자를� 위한� 민간� 외국어� 학원� 1곳과� 인

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 언어교육원에� 설립된� 노동이주자� 특별� 과정� 1곳으로� 총� 두� 군데

에� 불과했다.� 이후� 마라나타대와� 움빳대에서� 특별과정이� 개설된� 경우도� 있었지만� 단기에�

그치고�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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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선호

하게 되었고57), 그동안 한사모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안디니, 데위, 치트라가 

2010년부터 차례로 유학길에 오르면서 수업의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에 들어가죠. 요

즘 한국어는 중국어보다 인기가 많아서 쉬운 건 아니지만. (...) 반둥에

서 자카르타에 있는 세종학당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인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직접 배우는 것도 좋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거기 애들은 진짜 수준이 높아요. 한국말 다 잘하고요. 그거

에 비하면 한사모(한국어 교실)는 아마추어예요. 한글을 읽고 쓰는 정

도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부담이 없으니까 아직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강사)들 실력이 부족하고 (직

장에 다녀서) 시간도 부족하니까 수업을 많이 열지 못하게 된 문제도 

있어요.” (레즈키, 한국어 교실 회장)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어 학습 환

경은 크게 좋아졌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배

울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가 많아졌고 세종학당이나 대학 강의를 통해 수준 높은 수

업도 시행되고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한국어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지식

을 갖춘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한국인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반갑게 느껴지겠지만, 한사모에게는 커뮤니티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사모의 운영진과 구성원들

57)�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대학은� 총� 11곳으로�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인도네시아대,� 나시오날대,� 가자마다대� 총� 3곳이며,� 인도네시

아교육대에� 한국어교육전공학과가� 최근� 개설되었다.� 그� 외� 7곳은� 교양� 및� 선택과목으로� 한

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민간� 한글교육기관으로� 한인사회에서� 운영하는� 10여�

곳의� 한글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한인사회� 아동들을� 위한� 장소였지만� 2000년대� 중반

부터�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과정을� 마련한� 곳도� 생겨났다고� 한다.� 2012년� 자카르타에� 개소

한� 세종학당은� 한글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단,중기�

한글교실과� 문화체험� 프로르램에� 참여한� 직장인� 및� 대학생� 현지인의� 수가� 700여� 명에� 이

른다고�한다.� 『2015년� 국외�한국어�교육기관�현황�조사�보고서-인도네시아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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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몇 년 전까지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한국을 가장 잘 알는 인도네시아인으로 “한국

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열정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이러한 사실

은 한사모 초대 회장인 리나를 비롯해 사나, 데위, 티아, 치트라, 메기 등 한사모 운

영진과 구성원들이 한인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들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인 봉사단 

파견과 같은 프로그램이 반둥에서 수행될 때 한사모가 현지의 협력 파트너로 가장 

먼저 섭외되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58) 하지만 세종학당 등 공식기관 

산하에 있는 ‘정식’ 한국문화 커뮤니티들이 설립되고 대학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한 

‘진짜’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사모는 어느 순간부터 “아마추어에 불과한” 

팬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사모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화 페

스티발>을 기획하고 매년 9월 한사모 창립일에 맞추어 개최하면서 얻었던 ‘한국문화

의 전파자’라는 타이틀 역시 인도네시아국립대의 <Korean Cultural Day, 2012년>, 

한국문화원의 <Korea Week, 2011년> 이 등장하면서 인기가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사모는 2015년 <한국문화 페스티발>을 열지 못했는데 이

는 2007년 첫 행사 이후 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다. 행사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

지 못했고, 한국문화원의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면서 이제는 한류 팬과 대중

의 관심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사모가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문화 커뮤

니티 정체성은 한사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인 대중문화 팬덤으로서의 성격을 

억제시키고 있다. 팬덤적 성격이 약화된 한사모는 케이팝 하위문화 집단 내에서도 

58)� 대부분의� 한사모� 운영진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한인기업에� 취업하거나,�

한인�사업가를�도와�크고�작은�일을�해� 본� 경험이�있다.� 예를들어�디자인을�전공한�메기(전

통춤)와� 데시(댄스)는� 한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의� 현지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고,�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데위(한국어)는� 한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한인이� 운영하는� 호

텔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으며,� 치트라(전통춤)는� 반둥�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섬유공장에

서� 직원� 관리직을� 맡고� 있다.� 대부분� 평균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데(관리직의� 경우�

Rp.5juta(46만원)� 이상)� 이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업무능력으로� 인정받았

기�때문일�것이다.�

� � � 한편� 1997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수원시와� 반둥시� 사이에서는� 다양한� 공공사업과� 교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왔다.� 한� 사례로� 수원시에� 있는� 경기대학교에서는� 2013년� 반둥� 빈민�

지역에� ‘경기대학교� 후원� 유치원’을� 설립하여� 매� 방학마다� 30명의� 학생�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10일� 간의� 일정� 동안� 학생들은� 한사모� 구성원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

한사모� 구성원들이� 한국인과의� 교류�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교류라는� 컨셉을� 이해하고� 있다

는�점� 때문에�반둥시가�추천하여�참여하게�되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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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영향력과 전문성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위기가 가

중되고 있다. 

“우리는 절대 상업화되지 않을꺼고 엘프(슈퍼주니어 팬덤)처럼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해. 지금 케이팝이 너무 강세이긴 하지만 우리까지 그쪽으

로 가면 (하위집단 내에서) 한국문화 커뮤니티는 없어지는 거잖아. 한사

모도 케이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수입도 많아지고 상황

도 나아지겠지만, 우리에게는 한사모의 역사와 ‘명예’를 지키는게 더 중

요해” (사나 – 한사모 대표) 

   사나가 말하는 한사모의 ‘명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특

히 그 명예의 주요 기반이 초기 한사모 구성원들의 창립정신 즉 순수성, 자발성, 그

리고 학습자적인 태도를 한인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으로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

문에 한사모 운영진들이 이를 지켜야할 책임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인사회로

부터 받은 인정, 그리고 그들과 형성된 관계가 현재 한사모를 있게 해준 가장 큰 동

력이자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 안에는 ‘조건없이’ 라는 전제가 요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그 이름을 

직접 붙여준 한인들의 암묵적인 강요일 수도 있고 한사모가 일반 팬덤 커뮤니티와 

자신들을 태생적인 특성에서부터 구별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경계로부터 오는 것

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순수성’에 대한 강조는 케이팝 일변도의 한류 체제 속

에서 한사모가 대세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화 커뮤

니티로 고수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선택은 케이팝 열기가 점점 과잉되면서 나타난 경연대회의 대형

화와 상업화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이

자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사모라고 하는 이름

에는 ‘돈벌이’를 추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도덕적 의무가 깔려있고 원조 한류 

커뮤니티로서 자신들을 케이팝퍼와 같은 후발주자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요새는 팬이 아니어도 상금 때문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애들이 많고, 

아예 프로가 되어서 방송댄스 업계로 진출하는 팀도 있어요. 하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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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받으면 좋

지만 그걸 위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건 실력을 선보이는거

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만족하고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해요 (..) 한사모 

팀이면 완전 선배 그룹이기 때문에 반둥 케이팝퍼들은 다 저희를 알아

요. 그래서 우승이랑 상금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고 생각해요” (딘다, 댄스팀) 

   이처럼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경계하고, 케이팝 경쟁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한사모의 의지는 그들이 여전히 문화 커뮤니티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이지만, 반대로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는 “명성만 남은 선배”로 

인식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게 만들기도 한다. 

   2010년 반둥에 조직된 최초의 케이팝 전문 커뮤니티 NYE는 전문 커버댄스단을 

기획하여 프로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뜻을 전면적으로 선언하였다. NYE는 처음부터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한사모와 기본적인 성격에서 달랐는데,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처음으로 커버댄스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공중파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그것을 전역에 알렸다는 공을 인정받아 한사모 다음으로 입지가 

크며, 한사모와 함께 ‘원조’ 케이팝 커뮤니티로 인정받고 있다. 케이팝 중심으로 한

류가 확대된 이후 한사모는 오히려 케이팝 중심의 활동을 자제함으로서 자신들은 문

화 커뮤니티임을 강조하고 내세웠던 반면에 NYE는 적극적인 상업화, 전문화의 길을 

선택함으로서 새로운 선도자의 역할을 자청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팬 활동이자 취미로 커버댄스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발전시켜

서 케이팝퍼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만들고, 커버댄스 학원같은 비즈니스도 

만들 기획을 하고 있어요. 팬 커뮤니티가 상업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

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과 

실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NYE 멤버들 대부분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으면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기게 된거죠. 내가 NYE를 

정식 회사로 만들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게 가장 커요. 재능있는 멤버들

이 계속 케이팝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손으로 마련하고 싶은

거죠” (나디야, NYE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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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모는 대중문화 팬덤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 커뮤니티이다. 한사모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

한 이중성은 초창기 시절 한류 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점이었지

만 전문화된 케이팝 커뮤니티 및 한국문화와 연관된 공식적인 기관들이 증가하면서 

그 권위와 공신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은 

한사모의 창립정신이자 한국과의 연결고리라는 이유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데, 이는 다시 팬덤 커뮤니티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약화시켜 팬덤 세계 내에서 한사

모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둥이라고 하는 지리적 요인 또한 한사모의 역할이 축소되는 데 영

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한사모가 유일한 한류 커뮤니티였던 시절에는 한사모의 운

영진이 대사관 및 한인들로부터 고급 정보와 각종 기회들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고 그

것을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었지만, 자카르타에 한국문화원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가 설립되면서 정보의 중심지 또한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

다. 반둥은 한사모와 NYE가 설립된 곳이고 케이팝 경연대회도 처음 개최될 정도로 

케이팝의 한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도시였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한국어 학습 

등 보다 양질의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자카르타 일 수 밖에 없다. 사나

는 자카르타와 반둥 사이에 정보와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으며 그 격차로 인해 한류의 공식적인 중심지로부터 한사모가 더욱 주변화되었

다고 여긴다. 

 3. 한사모의 대응

   이 장에서는 한류 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한류 팬덤 내에서 한사

모의 입지가 축소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운영진들이 팬덤 성격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서술하고, 한사모 구성원 개개인

이 자신들의 활동을 팬덤보다는 여가의 일환으로 규정하게 된 변화의 의미를 고찰한

다. 한류 수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사모와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대응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들의 팬덤 활동이 다양한 “순종, 타협, 반대의 이질적인 태도들이 교차

하고 협상하고 갈등하는 과정(김예란 외, 2010:95)”임을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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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뮤니티 단속과 윤리적 규범 강화 

   앞서 1장에서 서술했듯,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케이팝 팬들의 행위 중 일부가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범주에는 

경연대회 무대와 같이 특수한 공간에서 남녀 케이팝 팬들이 보여주는 선정적인 춤사

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들이 보여지는 장면 속의 모습들 예를들면, 핫

팬츠를 입은 소녀, 머리를 물들인 소년, 공공장소에서 연애를 즐기는 커플, 몰래 음

주를 하는 젊은이들 등이 포함된다.59)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온전히 한국문화의 영

향 탓으로 볼 수 없고 한류 팬에게만 국한된 모습도 아닐 것이지만, 한류의 확대로 

팬덤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요즘 케이팝퍼들은 경연대회를 통해 돈을 벌잖아.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아졌어. 만약에 우승을 못하면 폭력을 쓰기도 하거든. 작년에도 우리

가 했던 행사에 참여했던 남자그룹 때문에 큰일 날뻔 했었어. 우승을 

못해서 상금을 못받으니까 심사위원들한테 항의하고 막 협박을 했지 

뭐야. 그래도 한사모 행사는 규모가 크니까 큰 난리가 일어나진 않았

는데, 작은 경연대회에서는 그렇게 힘 쓰는 애들이 우승을 하게 된다

고 하더라구. 이정도까지 오니까 나도 케이팝 팬덤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는거야. 한사모 혼자 이벤트를 만

드는 것도 무서워” (사나, 한사모 대표) 

   케이팝 수용자들을 ‘문란하고 불량한’ 청년들로 보는 외부 사회의 인식이 강해진 

상황 속에서 한사모 운영진들은 한사모가 지닌 팬덤의 색채를 옅게 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팬덤의 정체성을 약화시킴으로서 팬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인 동시에 자신들을 일반 한류 팬덤과는 다른 

59)� 일부� 예외�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음주� 자체는� 법적� 금지나� 처벌� 대상이� 아

니다.� 반둥� 역시�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도시이지만� 시내� 공원,� 노래방,� 야외� 음식점� 등에

서� 청년들이� 음주가무슬� 즐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편의점� 등� 소

매상점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음주에�

대한�시선은�좋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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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로 구별지어 한사모만의 고유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

이다. 

   사나를 비롯한 운영진은 우선적으로 커뮤니티 내 윤리 규범을 강화하고 구성원들

의 행실을 ‘관리하는(urus)’ 내부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관리의 대상에는 현재 활

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사모 회원 모두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케이팝퍼가 가장 

많은 댄스 소모임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흥미를 끌어야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탓에 케이팝 가수들을 모방한 외모나 행위에 

지나친 요소들이 있을 우려 때문이다. 댄스 소모임의 회장인 데시는 얼마 전부터 구

성원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무대 위에서 선보일 내용을 미리 

검토하면서 성적(sexual)으로 어필하는 정도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포

착되면 수정을 권고하거나 공연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댄스 소모임)는 팀별로 알아서 연습하고 활동하는 시스템이었어. 

내가 크게 신경 쓸일이 없었지. 사실 어느 팀에 누가 있는지, 연습은 어

디서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건 잘 몰랐어. 그냥 팀장들 통해서 정기적으

로 일정을 보고 받고 회비를 관리하는 정도 했던거거든. (...) 작년 겨울

부터는 경연대회 나간다고 하는 팀들 옷이랑 안무 정도는 기회가 될 때

마다 미리 보려고 하고 있어. 너무 섹시하거나 보기 안좋은 장면은 없

는지 보는거지. 만약에 진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안된다고 이야기 해.” 

(데시, 댄스모임 회장) 

   또 한류 팬들에 대한 사회 여론이 악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케이팝퍼들의 

성역할 바꾸기, ‘크로스젠더’를 한사모 내에서 완전히 금지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한사모를 일반적인 케이팝 팬덤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

로 볼 수 있다. 사나는 남성의 여성화는 물론이고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았던 여

성의 남성화까지 모두 불가 조치를 내렸다. 이는 크로스젠더라는 퍼포먼스 장르가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동성애적 이미지가 일반 케이팝퍼들에게 덧입혀지고 그로인해 

남성 케이팝퍼들이 사회의 혐오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과, 현재 크

로스젠더 공연이 성행하고 전문팀들이 인기와 부를 얻고 있는 한류 팬덤 현실에 대

한 비판적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크로스젠더 자체를 

금기시시킨 조치는 현재 케이팝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가장 자극적인 방식을 거부함



- 101 -

으로서 그 세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또한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가 요구하는 ‘합당한’ 기준에 맞추어 조절하는 과

정이기도 하다. 같은 한류 팬의 관점에서 크로스젠더 퍼포먼스를 팬덤 행위의 연장

으로 이해하거나 포용하려 하기 보다는 외부사회가 내리는 평가에 동의하여 결국 자

신들의 문화 취향은 사회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사모에서는 크로스젠더 공연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 연습하거나 

자기네들끼리 노는 경우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공식적인 대회나 행사

에서 한사모 여자애들은 남자 역할을 할 수 없고, 남자 역시 여자 역할

을 할 수 없어. 이건 보컬 모임도 마찬가지야. 사실 예전에는 다 가능했

지만 지금은 크로스젠더 무대를 보고 케이팝퍼들은 모두 비행 청소년

(remaja nakal)이라는 인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

거야. 한사모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싫

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tidak baik)” (데시, 댄사모임 회장) 

   한편 한사모 운영진들이 실시하는 관리의 범위는 커뮤니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한다. 여기에는 학교 성적, 귀가 시간, 심지어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사적인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내부 단속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팬덤 커뮤니티가 실시하는 조치라고 보기에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

도이다. 구성원들은 커뮤니티 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도 자신

이 한사모임을 잊지 말고 되도록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하

여 이제는 학교 성적이 크게 떨어지거나, 밤 늦게 돌아다니거나, 너무나 자유 분방

하게 연애를 즐기는 등의 이유로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주변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

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사모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구성원일수이들의 일상

생활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한사모의 영향 탓으로 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운영진들은 그러한 조짐들을 틈틈히 체크하고 필요시 특정한 조치를 취하

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활동하는 애들한테 성적을 꼭 물어봐. 만약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활동을 잠깐 중단하라고 권하고. 작년에도 몇 명 성적

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어. 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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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공부에 집중하라고. 아, 시험기간에도 고등학생은 활동 금지야. 왜

냐하면 한사모로 활동하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게 

걱정되고 싫거든. (...) 나는 한사모 대표이고, 대표라는건 이 친구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걸 의미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사모 활동이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거야. 한사모가 좋은 이미지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 (사나, 한사모 대

표) 

   최근에도 사나는 보컬 모임에 속했던 구성원 두 명에게 단기적인 활동 중단 조

치를 내렸다. 명분은 성적이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사나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용은 “한사모 활동에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과 용돈

을 낭비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항의였다. 인과관계를 따질 수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

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나는 부모님들께 사과를 해야했고 해당 구성원들에게는 

“성적이 원래대로 다시 오르면 돌아오라”는 말로 달래며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실 사나를 비롯한 운영진들이 구성원들의 부모님과 접촉하는 일은 다반사이

다. 커뮤니티 행사로 인해 자카르타를 자주 왕래하던 시절에는 구성원들의 부모님 

대부분이 인솔자 역할을 하였던 사나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고, 반둥에서 <한국문

화 페스티발>이나 케이팝 경연대회가 개최되면 가족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

문이다. 사나와 운영진들은 부모님들과 접촉할 때마다 아이를 “잘 부탁한다(tolong 

lindungi)”는 당부를 항상 듣게 되었고 부담과 책임감은 점차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운영진들이 커뮤니티의 내부 활동과 대외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

에 대한 주변 사회의 평가와 시선까지 신경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은 한사모 활동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평가받는

다는 사실에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사모

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외부사회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활동기반을 마련했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의 반응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한류가 확대

된 이후 한인사회와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한류 커뮤니티로서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한사모 이미지에 직결되어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케이팝 팬덤의 색체를 약화시킬수록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문화 커뮤니티

의 정체성은 한사모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위문화집단이기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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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사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의 평가

와 시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은 한사모가 비주류적이고, 자

율적으로 움직이며, 외부사회와 자신들을 명확히 구분짓는 팬덤의 문화적 속성을 고

수하기 보다는 사회가 요구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을 단속하고 대외 관계

와 이미지를 관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한류 수용자 사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로 보여진다. 

   운영진들이 의상이나 공연 무대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단속하려는 조치에 

대해 한사모 구성원들은 크게 반감을 표시하거나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사모 내에서 운영진들의 권위가 강하고 구성원 대부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

며 따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구성원들 역시 한사모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부적

절한’ 행실 때문에 한사모 전체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딘

다는 변화된 한류 수용 환경에 대응하는 한사모 케이팝퍼의 자세를 대표하여 보여준

다. 그녀는 한사모가 ‘건전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딘다가 

이렇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주변의 케이팝 팬덤이 가진 이미지 즉, ‘문란하고 

불량한’ 모습에서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섹시한 옷도 입고 춤출 때도 그렇게 보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은 자제하는 편이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전처럼 우

리끼리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연대회장에는 어린애들이 정말 많이 오잖

아요.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대부분은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

무 자극적인 춤을 추면 원래 안되는거죠. 물론 무대 위에서 공연하다 

보면 막 흥분해서 가끔씩 자제가 안될 때도 있긴 해요. 그래도 저희팀

은 한사모로서 명예(nama hansamo)와 이미지를 생각하려고 항상 노력

하는 편이예요. 그래서 우승을 많이 했어도 겸손하려고 해요. 대신 무대

에서는 우리가 프로라고 생각하고 춤을 추고요” (딘다, 댄스) 

   건전성을 추구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은 팬덤 활동에서 잊혀졌던 종교적인 영역

으로도 이어졌다. 케이팝 경연대회가 열리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케이팝퍼들은 자신

들의 외모와 퍼포먼스를 보다 더 원가수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경향은 점차 많은 여성 케이팝퍼들이 질밥을 벗고 핫팬츠를 입는 선택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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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었다. 각선미를 드러내는 짧은 바지는 대다수 걸그룹이 즐겨 입는 의상으로, 

프로정신을 가지고 무대를 준비하는 케이팝퍼라면 누구나 ‘그렇게 입어야 하는’ 분

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60) 연구자는 반둥과 자카르타에서 열린 케이팝 경연대

회를 직접 관람하였는데, 프로급에서 아마추어에까지 모든 여성 케이팝팀에서 질밥

을 쓰거나 이슬람식 복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공연자를 거의 보지 못하였을 정도

로 케이팝 경연대회장은 온전히 케이팝을 위한 케이팝퍼들의 공간이었다.61) 

   그런데 최근 한사모 내 여성 케이팝퍼들이 질밥(jilbab)을 다시 착용하고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질밥을 착용하는 케이팝퍼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소모

임 전체 차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질밥을 벗

고 무대에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이 왜 그것을 다시 쓰려고 하는지, 질

밥을 착용하는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주로 선배 위치에 있는 이들은 우승보다는 무대 자체를 즐기는데 공연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성적에 반영되는 외적 동일성 즉, 질밥을 벗어서 더욱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이유도 있었지만, 이제는 후배 케이팝퍼들에게 ‘모

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도와, 자신들의 활동이 순수한 팬덤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예전에 댄스팀에서 공연할 때는 절대 질밥 안썼어요. 강제적인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케이팝에 질밥이 안 어울리기도 하고, 내가 맡은 

가수랑 최대한 똑같아야 한다는 프로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

들은 별 생각이나 고민 없이 화려하니까 좋아보여서 우리를 따라하거나 

다른 목적(돈과 인기) 때문에 케이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팬

이 아니라 케이팝의 겉모습만 좋아하는거죠. (...) 저는 케이팝 팬이기도 

60)� 케이팝퍼들은� 특정한� 스타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선호하고� 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기� 때문에� 질밥을� 벗는� 행위가� 용납되는� 커버댄스와� 경연대

회는�스타와의� ‘완전한’� 동일시를�통한�대리충족이�이뤄지는�중요한�순간이기도�하다.�

61)� 연구자가� 참가했던� 두� 번의� 경연대회는� 백여팀� 이상이� 참가하고� 경연에만� 4~5시간이� 걸

리는� 큰� 규모였다.� 이� 시간� 동안� 모든� 무대를� 관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초반� 아마

추어�공연과�후반�결선을�집중적으로�보았다.� 직접�무대를� 관람했던�총� 60여� 팀� 중에서� 크

로스젠더를� 포함한� 여성팀의� 비율이� 대략� 60%� 였는데,� 여기서� 질밥을� 쓰고� 무대에� 오른�

여성은�서너명�정도에�불과했다.� 결선�무대에�올랐던�팀들�중에서는�단� 한� 명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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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팬이라면 우리 것부터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에서 질밥을 안벗기로 한 

것도 그래서예요 나는 순수한 팬으로서 즐긴다는 의미인거죠.” (니나, 

댄스) 

   케이팝퍼가 질밥을 착용하고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에서 케이팝이 

가진 모던하고 서구적이라는 이미지와 질밥이 상징하는 무슬림 정체성이 묘한 긴장

감을 일으키며 공존하는 장면이 포착된다.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순되는 두 

이미지가 케이팝퍼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순간 그는 자신이 “한류의 팬이면서도 인

도네시아인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케이팝

의 겉모습만 좋아하는” 요즘 팬들과 구별되는 보다 ‘제대로’ 된 그리고 ‘순수한’ 팬

으로서의 실천으로 인식되며, 이는 곧 팬의 범주를 구분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의 담

론을 만들어 자신들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취향을 다른 팬들과 구별하려는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사진 VI-8] 한 여성 케이팝팀의 무대. 한팀이지만 왼쪽 여성은 

질밥을 쓰고 노출이 없는 의상을 입은 반면, 오른쪽 여성은 핫팬츠를 입고 있다. 

2) 자기계발과 여가생활 

   앞서 살펴보았듯 한류 팬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담론들이 등장하면서 한사모 구성

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그러한 이미지의 팬덤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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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최근에는 개인의 차원에서 팬덤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서 한사모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사모 운영진들

이 커뮤니티의 팬덤적 성향을 약화시키고 내부 규범을 강화하여 다른 팬덤과 차별성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팬덤과 팬덤 사이에서의 구분짓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원들은 한사모로서의 활동을 새롭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획득하고 세대를 앞서 나가는 진취적인 젊은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계발’로

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들의 팬덤 활동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

신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집,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는 발휘할 수 없는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사모 활동은 일상

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줄 안다는 느낌을 주

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지타 : 저는 원래 특이하고 새로운걸 좋아했어요. 한사모 행사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그런 경험을 더 하고 싶어서예요. 벌써 3

년이나 됐는데 질리지도 않네요. 

연구자 :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지타 :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거? 언니(연구

자)같은 한국사람들도 만나고, 말통하는 친구들과 수다떨고, 그런

거죠. 엄마는 아직 철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삶의 

활력소예요. 아, 제가 또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

어서 한사모 행사가 열리면 사진기사 역할을 맡게 됐어요. 지난

번 자카르타 행사도 제가 다 사진 찍었어요. 

연구자 : 한사모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학교 생활에 지장은 없

었어요? 

지타 :  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조절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만 있으면 못견디는 성격이예요. 학교랑 집만 왔다갔다 하는 애

들이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사모 활동이 오히려 학

교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사모 한글교실을 수료한 후 한사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지타는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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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 생활을 하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자신은 한사모 활동을 통해 풍부한 사회

문화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한사모

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동행을 거부하거나, 특별한 이벤트 하나 없이 단조로운 일상

을 사는 평범한 또래 젊은이들 답답해 한다. 이때 지타는 자신의 한사모 활동을 ‘열

정’, ‘경험’, ‘새로움’과 동일시하여 표현한다. 특히 반둥에서 나고 자란 여학생으로서 

자카르타애 자주 가고 한국인과 만나 친분관계를 맺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사모 활동을 통해 이런 기회를 획득하고 ‘누린다’고 하는 우월감도 동시

에 느끼고 있다. 즉, 한사모는 각종 활동과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며,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한사모를 매개로 한 활동들이 대단히 ‘건전한’ 성격이라는 점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사모 1세대에 속하는 치트라

와 데시는 30대 중반의 골드미스들이다.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을 공유한 친구 사

이인 이들은 가끔씩 만나 ‘폭풍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한 현재 둘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로의 처지를 더욱 완벽

하게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점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

게 한사모는 일종의 휴식처이자 안식처의 역할을 한다.  젠킨스는 팬 활동에서 팬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대안적인 사회 공동체가 구성되고 팬덤 자체가 이들의 중요

한 집단적 정체성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Jenkins, 1992). 팬덤 공동체를 통

해 현실에서 부족한 유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팬덤은 개인의 사회적 정

체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시 : 지난주에 우리 팀 회식을 했는데 김사장님이 자꾸 술을 마시라

고 해서 진짜 당황스러웠어. 

치트라 : 한국 어른들이 그렇지 뭐. 근데 무슬림인거 아시잖아? 

데시 : 저번에도 몇 잔 마시긴 했었거든. 아주 조금이었고 맛만 보려고 

했던거야. 

체트라 : 큰일나. 한국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마셔야 

할 수도 있어. 선택받는다니까.

연구자 : 에이 그거야 사장님 마다 다르겠죠.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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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 : 뭐라고 해야하지? 아마 안돼요(tidak boleh)는 이제 안통할거

야... 아아~ 

치트라 :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게 처음부터 마시지 말지.. 

데시 : 내가 실수했어. 엉엉. 그래도 너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거야. 어

디가서 내가 하소연을 하겠어. 안그래? 

연구자 : 한국이었으면 이런 상담은 보통 저녁에 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하는데! 

치트라 : 우리는 그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 진짜 건전하지ㅋㅋ 

   반둥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만한 장소가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

야 시내의 몰, 까페, 극장 정도이고 그마저도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

시키거나 원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다. 이런 측면에서 구

성원들은 한사모를 자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한사모 활동을 곧 자신의 

여가활동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한사모 한국어 교실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메기는 

1년 전부터 이주에 한번씩 시내의 한 유치원에 한글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메

기는 한사모를 통해 얻은 자원을 사회에 나누는 가치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한사모 활동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케이팝 팬으로 

한사모 활동을 시작한 그녀이지만 이제는 남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

장한 자신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한사모를 통해 ‘삶이 변화했다’고 까지 말

한다. 

메기 : 빵안다란에서 반둥으로 이사 오면서 한사모를 만나게 된건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한사모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게 정말 많

으니까.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돈도 벌고, 콘서트도 가고, 친구들

도 만나고.. 또 부족하지만 한국어도 할 줄 알게 됐고. 한사모가 

아니었으면 그냥 빵안다란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았을거야. 

연구자 : 한사모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은 뭔가요? 

메기 : 아주 많은데.. 음 요즘에 유치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게 재밌어. 

연구자 : 봉사활동이요? 

메기 : 응. 경기대학교에서 지은 유치원 있잖아. 거기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한글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 방학 때마다 경기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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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텐데 그때 아이들이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ㅎㅎ

연구자 :와 멋지네요. 유치원에서 요청이 있었던거예요? 

메기 : 아니 내가 하겠다고 했어. 남은 시간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서. 

또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구. 아직 한국어를 잘 하는게 아

니라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은 많아. 

[사진 VI-9] 한 유치원에서 한글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메기의 모습

   3장에서 살펴본 한사모의 활동은 운영진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사회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활동을 할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었다. 개인의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러한 방침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류 한팬덤으로서 한국이나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광적인 

추종보다는 커뮤니티 내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인간적 교류에 만족

하고 있으며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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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국가간 교류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적어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현상이 가장 늦게 나타난 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공
중파 TV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 대중문화물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졌고 
2010년 무렵부터 아이돌 장르의 음악인 케이팝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큰 인기
를 얻으면서 현재는 인도네시아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
럼 한류가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하위문화로 정착시킨 팬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한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인도네
시아 최초의 한류 팬 커뮤니티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동과 구성원
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한국의 팬을 자처하였고 이러한 자발성과 능동
성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팬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한류가 
대중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활동과 영향력이 줄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들의 수용 양상과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하위문화집단
으로서 팬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한사모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대중문화물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 이상의 실천
을 행했던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최초의 팬 커뮤니티였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한국의 대중문화물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기반으로 한 학습과 교류 활동에 커뮤니티의 목적을 두었다는 점이었다. 한국과 관
련된 정보조차 얻기 쉽지 않았던 시절, 한사모는 초기 한류 수용자들에게 한국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역할을 하였고, 게더링이라는 회합의 장을 만들
어 수용자들이 한류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유대감을 고취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초창기 한 사모 구성원들이 보여준 활동은 이들이 단순히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재료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창출하
고, 자신들만의 의미를 부여한 한류를 구축해나갔다는 점에서 Fiske(1992)가 강조
했던 팬 문화의 생산성 즉, 팬들은 문화상품의 소비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생
산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소통시키며,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텍스트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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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다는 프로슈머(prosumer)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인사회의 협력과 지원은 한사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었
다. 한인들에게 한사모의 등장은 문화적 자긍심을 환기하는 계기였고, 한국을 잘 
알려줘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사모에게 재정적 지원과 사회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사모 입장에서 한인들과의 친밀한 상호관계는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팬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사회적 자본 그 자체였으며, 구성원 개개인은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활
동의 동력을 얻는 요인이 되었다. 한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초기의 
후원-수혜자 구도를 넘어 한류의 확대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
트너십으로 발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민간 영역에서 한국 정부나 한인사
회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을 한사모가 맡으면서 ‘민간 외교관’의 지위를 부여받
기도 하였다. 하위문화집단인 팬 커뮤니티가 팬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류 
사회와 직접 교류하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일반 팬덤에서
는 볼 수 없는 한사모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한류가 확대된 이후 한사모에 대한 한인사회의 개입과 
간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였다. 어떤 한인들은 
한류 마케팅을 활용해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획득하는데 한사모 가진 문화적 자
원들을 동원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한류 수용자 내에서 한사모가 확보한 위상과 
입지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사모의 운영진들은 
커뮤니티의 주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고 타문화에 대한 팬을 
표방하지만 자신들의 국가적 배경과 출신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류의 확대는 한사모와 한인사회와의 관계 변화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로서의 
위상도 변화시키켰다. 우선 아이돌 가수들을 중심으로 한 케이팝이 2010년 무렵부
터 인도네시아를 강타하면서 케이팝 팬덤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나 퍼포먼스를 그대로 모방하는 커버댄스, 커버싱이라는 팬 코스프레 장르가 
도시에 사는 적극적인 한류 수용자층을 중심으로 일반화되면서 이를 즐기는 사람
들을 가르키는 케이팝퍼, 그리고 이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케이팝 경연대회가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부상했다. 케이팝 경연대회는 케이팝퍼들이 돈과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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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하면서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는데 특히 
필요이상의 섹시 컨셉과 남녀의 성별을 바꾸는 크로스젠더 장르가 유행하면서 케
이팝 팬덤이 ‘문란하고 불량스럽다’는 이미지가 구축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한사모 운영진들은 ‘문란하고 불량스러운’ 케이팝 팬들과 자신들을 구분시키
고 한사모가 문화 커뮤니티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커뮤니티 내 케이팝 활동을 
자제시키고 구성원들의 팬덤 활동과 일상 생활까지 규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주류 사회 내에 한류 관련 기관과 전문 커뮤니티가 등장하
기 시작하면서 한사모가 원하는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입지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
었다. 한국문화원이나 대학의 한국어학과처럼 공식적인 조직에 비하면 한사모는 여
전히 하위문화집단의 팬 커뮤니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류의 확대는 한
사모 입장에서 팬덤과 문화 분야 모두에서 커뮤니티로서의 전문성과 입지를 상실
하는 위기가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협하고 조정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류 현상이 보여주는 모든 범위의 사
회문화 현상을 논할 수 있으리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한류현
상을 향유하고 직접 이끌어나가는 팬이라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한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류를 경제성이나 한국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다룬 관점으로는 볼 수 없었
던 팬덤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던 연구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변화에 주목하여 단순히 팬덤이 지닌 능동성과 
자생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치한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주류사회에 
요구하는 규범에 순종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위문화 연구의 틀로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팬덤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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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Acceptance of Korean Wave in Indonesia. 

               The Case of Hallyu Fan Community ‘HANSAMO’  

Park, Jihyun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in the 
acceptance of Korean Wave (Hallyu) in Indonesia through HANSAMO, The 
first Indonesian-based Korea fan community tha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preading of Hallyu since its spontaneous foundation in 2006. At first 
HANSAMO grew to be the biggest representative of the Hallyu fan 
community recognized with its spontaneity and mobility, but soon it went 
under in terms of activity and influence as Hallyu became popular in 
Indonesia. The research focuses on this subcultural group’s changing 
attitudes and the ways of acceptance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Hallyu in Indonesia. 
  HANSAMO was a self-motivated and proactive community whose role 
went beyond mere consumption and acceptance of Korean popular 
cultur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had a wide range of interests in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beyond the realm of pop culture, and 
aimed to learn and organize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with Koreans. In 
the process of their acceptance, HANSAMO fans reproduced the meaning 
of Hallyu to suit Indonesian cultural context. Following Fiske(1992)’s 
notion of ‘prosumer’, the researcher approaches HANSAMO as a 
subcultural group that produces its own meanings in the process of 
cultural consumption, producing a new text via accomodation and 
distribution.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Korean society in Indonesia played a 
key role in the growth of HANSAMO. It provided an element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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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onto which Korean people could latch, so they c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socio-cultural opportunities. The intimacy of 
this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Indonesia 
operated as a social capital which provided distinctive character of 
HANSAMO that differentiated itself from other ordinary fandom. 
Individuals were motivated by this boost of pride through their 
membership to the community. As Hallyu gradually spread throughout 
Indonesia, the relationship between HANSAMO and the Korean 
community also grew beyond their initial sponsor-beneficiary relationship 
into a partnership sharing a common goal of expanding Hallyu. 
HANSAMO obtained the status of a private diplomat working in private 
sector rather than with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As a subcultural 
community, HANSAMO gained its recognition by being the mediator 
between Hallyu and the mainstream society of Indonesia. 
  When K-Pop became widespread and gained huge popularity in 2010, 
HANSAMO undergoes some changes. In the process of K-Pop spreading 
among the Indonesian youth and as ‘K-Pop contests’ became 
commonplace, K-Pop fandom receives derogatory reputation among the 
conservative Indonesians, the teenagers being reputed as ‘disorderly and 
delinquent’. In order to separate themselves from such irreputable 
notions, HANSAMO not only prohibited all K-Pop related activities as a 
community, but also kept a close watch over all of its members’ private 
lives to ensure their ‘culture-oriented identity’ independent from K-Pop. 
It exhibited HANSAMO’s emphasis on their claim that it is not fandom 
but cultural lifestyle that defined their practice. It is around this time 
that numerous Korean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Hallyu spread 
throughout Indonesia, threatening HANSAMO’s previous position as the 
mediator and as a distinctive and special cultural community. HANSAMO, 
on the verge of an identity crisis as it faced the mass spread of Hallyu 
aided by bigger institutions, adopts to such conditions by compromising 
and readusting their identities.
  This research traces the original Indonesian Hallyu fans who led the 
phenomena directly, describing the viewpoint of the pioneer fans, and 
seeks to show what previous analysis of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compromising with the cultural no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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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in the adoptation of Hallyu, HANSAMO’s case displays the 
complexities of cross-cultural fandom that previous subcultural studies 
of fandom failed to recognize and describe. 

Keywords : Korean wave, hallyu, Indonesian followers of Korean wave, 
Indonesia, K-pop, fandom, subcultur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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