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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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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

오 꾸 구 치  준 코 (奥口 純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K-Pop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
데, 그 인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일본 대학
생의 시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재 한류부터 진화되어 K-Pop
까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국 아이돌은 세계적으로 진화되고 하나의 문
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한류와 K-Pop이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
지만 반면에 일본의 J-Pop은 한국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현상에 의문을 갖고, 현재 일본의 젊은 층의 관점에서 
한국 아이돌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또한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는 
어떠한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일본 대학생의 시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메지로대학 한국어학과 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그룹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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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에 대한 시각과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
  첫째, 일본 대학생은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외모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이미지가 일본 아이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렬하고, 힘이 있다고 평가
하였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는 절도 있고 역동적이어서, 일본 
아이돌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에 관한 특징에 대해 하얀 피부, 마른 신체, 긴 다리, 작은 얼굴 
등으로 한국 아이돌의 신체적 조건이 독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셋
째,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미적인 기준
과 아름답다고 느끼는 요소에 대하여, 한국은 성숙함, 일본은 미성숙함을 
추구하는 등 양국 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아이돌에게 반영이 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추구하는 미적인 기준은 완벽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하고, 성
숙한 외모나 신체를 더 우상으로 중요시한다. 반면, 일본은 신체적으로 뛰
어난 완벽함보다는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귀여운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도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 대학생은 한국의 미적 기준을 더 선호하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신체적 아름다움, 즉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아이돌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와 칼군무는 다른 아
이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하였으며 독보적인 강점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한 실력의 이면에는 한국의 아이돌 양성과정 및 트레이닝, 연습시간 
등이 차이가 있었다. 그 점은 일본 아이돌에게 미비한 과정이자 문화이기
도 하여 실력 차이가 더 부각 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적인 차이에서는 한국은 실용무용이란 카테고리 안에 K-Pop
댄스가 포함되어있으며 실용무용 교육은 보편화 되어있다. 일반적인 대학
교에서는 1997년 우석대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실용무용 관련 
학과는 국내의 23개까지 증가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J-Pop댄스란 춤의 장
르가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J-Ppo댄스를 따라 추는 문화가 빈약하
다.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신체 이미지는 일본 내에서 댄스문화에 영
향을 주어, 2020년에는 일본 체육대학교에서도 정식으로 댄스 학과가 개
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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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가 지니는 영향력은 단순히 예술적, 미
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한국 아이돌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신체 이미지는 수많은 연습과 신체적 훈련으로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물
이기 때문이다.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는 특별하며, 독보적이다’라고 
인식한 일본 대학생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우월한 신체 이
미지의 바탕에는 신체 활동, 훈련과 연습 등 그러한 힘겨운 시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신체이미지를 체육학적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주요어 : 신체 이미지, 아이돌, 방탄소년단, K-Pop, 일본 대학생.

학  번 : 2017-2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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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을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세계로 뻗어 나가 대한민

국이란 국가를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면서 한류를 통한 문화적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드라마 ‘겨울연가’가 2003년도에 방송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지가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田代 親世. 2017). 일

본에서는 그 시점부터 한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현재 한류는 

드라마뿐만이 아닌 노래 문화를 포함한 K-Pop 붐으로까지 확산되어 일본

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보아,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에 이어 빅뱅을 거

쳐서 현재 세계가 열광하는 K-Pop의 대명사 방탄소년단(BTS)까지 진화되

고 있다. K-Pop 역사는 ‘겨울연가’를 비롯해 16년이란 시간 동안에 큰 성

장 과정과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지 

또 어떻게 일본판 한류를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것은 일본

인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국가적 정서가 일본에서의 한류를 일으켰을 것이다. K-Pop을 

포함한 한류의 인기는 일본인들에게 1990년대 까지 만 해도 현재와 달랐

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또는 민

주화운동 등 매우 어두웠다(朴順愛 2008). 그 이후의 2002년 월드컵에 이어 

‘겨울연가’의 열풍들이 한국을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변

화시킨 문화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예전과 달라진 한류의 인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이

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K-Pop에서 한국 아이돌이 가지는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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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이미지를 주시하게 되었다. 아이돌 가수들을 바라보는 일본인, 그 일

본 팬들의 시선에서 신체적 이미지는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며, 또한 일본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 아이돌만의 신체적 특

색과 차별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아이돌 가수는 현재 활

동하는 현직 아이돌을 포함해 1996년에 데뷔한 아이돌 H.O.T를 시작점으

로 1세대, 2세대 순서대로 시대 구분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

국 가요는 팝스타일 음악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형태로 대중에

게 전해지는데, 요즘에는 대중음악이란 장르에서 춤의 비중이 커지고 있

다. 방탄소년단 이전에도 히트곡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내 댄스곡 중 유

명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손담비의 ‘미쳤어’ 등의 히트곡들의 공통점에는 

가사와 멜로디의 어울리는 특이한 춤이라 하였다(이예슬, 2015). 이러한 점

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도 ‘춤’을 비롯한 안무, 퍼포먼스가 그들의 이

미지에 중요한 특색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K-Pop을 이론적으로 정의하자면 한국의 음악(Korean Pop)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음악은 1990년만 하더라도 ‘가요’라고 불려왔으며 2000년 초반

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K-Pop’이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기 시작

했다(최현준, 2013). 오늘날에 글로벌한 뜨거운 K-Pop 열풍에 이르기까지

의 계기, 즉 시발점이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의 한국드라마 열풍이었다

면, 가요계에서는 보아, 동방신기가 밑그림을 그리며 한국가요나 한국가수

에 대한 기존에 이미지를 바꿔났고, 그 밑그림 덕에 첫 번째 K-Pop 붐이 

일어났던 2010년 즈음 소녀시대, 카라, 빅뱅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아시아 

전체로 뻗어 나가 K-Pop이란 길을 만들었다(西森路代, 2011). 그리고 현재 

그 길 위에 샛별처럼 나타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K-Pop을 알리며 빌

보드차트 1위로 기록하며 폭발적 인기를 증명하였고 케이팝의 완전체로 

자리매김한 아이돌이 바로 방탄소년단이다.1)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

한 7명으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2) 2019년 4월 현재 14편의 앨범을 발매한 

1) 양효경, MBC 뉴스, ｢방탄소년단, 3연속 ‘빌보드 200’ 1위, 비틀스보다 빨랐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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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한 월드 스타이다.

오늘날에 K-Pop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SNS, youtube

와 같은 소셜미디어 덕이 크다. 아시아 뿐만이 아닌 미국, 유럽 아이들까

지 K-Pop 춤을 따라하는 커버댄스와 한국노래까지 따라부르며 동영상을 

올리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일본뿐 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사림

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길화 2016). 이러한 관심이 한국이란 

국가 즉 한국어란 언어로까지 퍼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에 한국에서 공부

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에 관한 통계를 보면 2017년 통계를 봐도 국내 외국

인 유학생 수는 12만 명을 넘는 정도이다.4) 최근에는 더 늘어나 2018년에

는 1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5) 교육통계서비스(KESS)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4년까지 80,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급속도로 늘어 

2018년에는 14만 2,205명을 기록했다.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만 따져도 8만6,036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중

국인이 6만8,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만7,061명), 몽골(6,768명), 우

즈베키스탄(5,496명), 일본(3,977명), 미국(2,7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신 

국가는 181개 나라로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다고 본다. 대

학별로 보면 경희대(5,778명),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

(4,116명), 한양대(3,913명) 등의 순으로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에만 6만1천

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에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

가 소수이고 흔하지 않은 일이었으나 미국 ‘현대 언어 문학 협회’에 따르

면 미국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어학 또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의 수

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2013년부터 2016년 

2) 나무위키 방탄소년단 음반목록
3) 김수영, 한국경제,｢전 세계 흔든 방탄소년단, 美·英·日 음악차트 1위 

싹쓸이｣2019.04.17.
4) 이듀진, 에듀팡 교육뉴스,｢ 2017 외국인 유학생 수 12만 명 돌파｣ 2017.10.10.
5) 오철우, 한겨레,｢외국인 유학생 14만명 시대…한국 대학 풍경이 바뀐다｣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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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14%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

부하는 학생은 단 163명이었지만 현재는 14,000만 명에 이른다(임형섭, 

2018). 한류로 시작된 열풍은 단순한 콘텐츠나 일시적 유행이 아닌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써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팬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 아이돌의 신체적 

특징과 안무, 그리고 외관상에 나타나는 외향적 이미지는 문화적 해석을 

위해 필요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대중문화의 주요 구성 문화라 할 수 있는 아이돌의 정의는 ‘idol’ 즉, 많

은 사랑을 받는 대상인 우상을 말한다. 한자로는 ‘偶像’을 뜻하는데, 일본

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이돌(idol)’은 숭배와 경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을 말한다(明解国語辞書). 또 다르게는 동경의 대상자, 인기 인물, 특히 청

소년이 지지하는 젊은 탤런트, 영어로 근원이 된 라틴어의 이도라(idola)란 

언어는 우상, 광신적 신앙의 대상물, 환상이라는 의미가 있다(田中浩史 
2016). 본연의 뜻인 ‘우상 숭배'에서 ‘숭배' 부분 만 제거 된 것이다.

K-Pop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은 일본에서 개최된 ‘제33회 일본 골드 디스

크 대상'에서는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등 5관왕에 올랐다. 이어서 걸그

룹 트와이스도 신인 다운로드 상을 수상 등 대대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

다.6) 이처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K-Pop 아이돌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이 일본 가수나 아이돌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

으로 너무 낮다. 이런 현상은 한일간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광복 이후부터 

1998년에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 정책이 내려지기까지 

50년 동안 일본문화와의 접촉이 금지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음악이나 콘텐츠에 관심이 없는 것에 비해 비교적 일본

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은 극단적으로 많다. 문희철(2014)에 따르면 일본

인이 한류나 K-Pop에 느끼는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크며 일본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이 뽑은 한국의 이미지에 관한 데이터는 분명하다. 한국 하면 떠

6) 최희준, 조선일보 「日 골든디스크 5관왕...'혐한' 분위기에도 한류 저력 보여줘」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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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이미지 1위가 K-Pop이었다. 이처럼 드라마 인가를 뛰어넘은 K-Pop

에는 오직 한국 아이돌만이 소화하며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

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인들이 J-POP이라 불리는 자신의 국가의 아이돌이나 음악보다 그

토록 한국 아이돌에 열광하며 지지하는 이유는 일본 아이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한눈에 보여지는 신체적 이미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 신

체 이미지 속에는 외모에서 시작되는 체격이나 안무 혹은 퍼포먼스 등 보

여지는 것들에 분명한 차이나 특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특색은 

안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퍼포먼스, 그리고 연습과정이나 몸매관리까

지 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한국 아이들 특유의 이미지이며 이러한 신체 이

미지가 형성되는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중요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퍼포먼스, 안무 그리고 신체적 문화에 나타나는 

특색을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본 신체적 이미지는 어

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또한 그런 신체 이미지가 국민성 혹은 국가적 정서

로부터 오는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육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 한국 아이돌이 가진 고유한 특징과 문화적 현상을 체육학점 관점으로 

바라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아이돌의 신체 

활동 즉 신체 이미지에 나타나는 차이와 그 정도를 일본 대학생의 시각으

로 고찰하여 한국 아이돌 그들만이 소화할 수 있었던 강인한 퍼포먼스 등 

신체에 관련된 요소와 그 이유를 체육학의 학문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연

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오래전 아이돌과 가수들의 활동 비율이 동작보다 

노래 중심이었던 시절과 달리 현재 가수들 그 중 아이돌은 노래보다 특히 

안무와 동작의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짚어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돌 신체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일본 대학생 의 대중문화 인

식 지점과 변화된 양상, 나아가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점과 기준점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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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아이돌과 그들의 음악 K-Pop이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인

기를 얻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같은 아시아권과 일

본음악 시장에서 K-Pop은 이제 음반 순위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대중적인 

지지율이 많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방탄소년단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킨 현상 그 속에 있는 성공 요소를 K-Pop 및 한국 아이돌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며 또 일본 아이돌과 어떠한 차이점과 

특별한 신체 이미지가 있는지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들

이 보는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비치는지 문화적, 국가적 정

서를 비롯한 추구하는 신체상 및 미적인 기준과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차

별점 등을 주요시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에 K-Pop이 있다면 일본에도 J-Pop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일

본인마저 한국 아이돌에 열광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자신의 국가의 가수 

혹은 아이돌에게는 느껴지지 못한 매력을 발견했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 차이 중 하나는 그들의 체격은 물론 안무에 나타

난 동작의 크기부터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그 측면을 체

육학적 신체 이미지로 해석해보았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며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유는 그들만의 특유의 칼군무란 절도있는 그들만의 춤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을 몸짓, 외모, 신

체활동, 실용무용, 문화 등을 연결하여 몸에 움직임을 신체이미지를 포함

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아직 한국가수들의 인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카테고리로만 구분

되어 움직임이나 신체적 특징과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시점이다. 오

늘날 K-Pop 열풍 현상을 단순히 예술적,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만 바

라볼 것이 아닌 현재 그들의 움직임은 예전에 비해 노래보다 춤 동작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연습과정이나 몸매를 가꾸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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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운동과 다이어트까지 트레이닝 과정을 포함해 그에 많은 신체활동으

로써 체육학적인 견해에서도 바라볼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차이점을 밝

히고 또 그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일본의 한국어를 전

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선

호하는 학생 또는 K-Pop을 선호하는 학생 등 다양하다. 그 중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에 가입되어있는 학생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

하여 실제 일본 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체적 이미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에서 신체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둘째, 일본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는 

어떠한 특성과 차이점이 있는가?

셋째,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 속에 찾을 수 있는 문화적, 미적 기준의 차

별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본 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아이돌

의 신체적 이미지를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

본 내의 유일하게 정식적인 한국어학과로서 한국어 전공자를 배출하는 메

지로대학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설문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일반적인 일본 대학생들의 인식보다 기본적인 한

국 문화와 K-Pop의 대해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은 편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시각이 담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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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연구학

술정보서비스 Riss를 조사한 결과 한국 아이돌의 신체에 관한 연구는 예술

적 측면과 미디어 또는 인류학 대중문화적 측면에서 논하는 연구가 대다

수였다. 아직 아이돌의 신체이미지를 통한 체육학적인 탐색을 시도한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인류학적으로 한류를 분석하거나 K-Pop의 춤

에 관한 분석으로 시작하여 체육학적 요소로 그들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

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신체적인 면으로 접근하여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열풍을 신체단련이나, 연습의 양,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육체

적 고통 없이 과연 오늘날의 그들의 세계적인 성공은 이루어졌는지에 대

한 연구나 고찰은 참신한 연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

인 신체 이미지,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아이돌, 그리고 그들

을 바라보는 팬덤이란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아이돌에 관한 연구

본 연구 영역에서 주된 핵심키워드인 ‘아이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아이돌을 체육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지만 신체 이미지와 연

관된 아이돌의 이미지나 시각적 연구는 활발하다. 

윤동철(2014)에 따르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한류는 시각 디자인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였으며 한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에 관한 시각적 요소에 관한 연구 결론이 흥미로웠다. 아이돌 

중 빅뱅과 2NE1은 파격적이며 공격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한 부분이 

저항 정신적이며 마치 다다이즘을 상징하며, 또 신체미가 독보적이었던 동

방신기, 2PM, 씨스타의 뮤직비디오는 그리스조각상이나 다비드상을 연상

시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비슷한 마치 건강한 신체 상을 시각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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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카라와 소녀시대는 팝아트 적인 원색의 의

상과 화면구성으로 젊음과 청춘을 강조시킨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과 유행

에 따라 대중의 시각적 취향은 꾸준히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

전과 유튜브와 SNS의 등장으로 K-Pop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되면

서 유튜브나 영상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아이돌의 이미지도 더더욱 잡

혀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국내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각 그룹의 이미지를 분류하여 구

분화하는 연구도 있다. 김주미 (2011)에 연구에서는 남자 아이돌의 이미지

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엘리트, 어번시크, 카리스마, 

반항아, 토이보이, 옴므파탈로 나누어진다. 엘리트형의 이미지는 초식남과 

같은 부드러운 남자 상이다. 이어서 어번시크형은 도시적이며 잘 가꾸어진 

슬림한 근육질의 몸과 세련됨이 특징. 다음 카리스마형은 가장 남성적인 

섹시미를 강조했고, 팔, 가슴, 복근 등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짐승남을 연상

되는 이미지이다. 반항아형의 특징은 비교적 어려 보이는 외모에 어두운색 

피부톤에 스모키 메이크업, 그리고 힙합 패션 등 가장 개성이 강한 이미지

이다. 토이보이 형은 친근하고 귀여운 군수한 이미지가 설문지에서 많이 

나왔고 연약한 느낌이다. 마지막 유형으로 옴므파탈형은 패션도 메이크업

도 어둡지만 화려함이 공존하는 스타일링이며 선정적이다. 이들의 외적 이

미지에 특성은 마초와 같은 남성상에 나르시시즘에 여성적인 느낌으로 크

로스섹슈얼이 복합된 선정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타

났다.

민다슬(2018)은 아이돌 그룹의 통합이미지에 관한 형성방법과 과정을 탐

색하였다. 아이돌이 곡마다 뮤직비디오를 분석하여 통합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를 국내 인기 아이돌인 소녀시대, 빅뱅, 제국의 아이돌 3팀을 

찍어 분석한 결과 이 중 통합이미지를 형성하여 성공한 팀은 빅뱅으로 나

왔다. 그들의 통합이미지 컨셉은‘힙합 스타일의 재해석을 통한 빅뱅만의 

반항적 이미지’이다. 소녀시대의 경우 데뷔 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관된 순수한 이미지였다가 2011년에는 순수한 이미지가 일관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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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다시 2013년에는 다시 나타났다, 2014년, 2015년에는 나타나지 않았

다. 즉 소녀시대는 곡의 통합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그룹의 

통합이미지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이 결과는 제국의 아이돌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하였다. 가수의 정체성은 음악에서 비롯되며 그 음악의 

정체성 역시 가수의 개성을 표현한다. 빅뱅은 매곡 마다 힙합 음악의 재해

석이란 일관된 요소를 음악, 패션 등으로 보여줬다. 빅뱅은 음악성에 대한 

정체성을 시각적인 요소에도 일관시킨 그룹이다.

이어서 현 K-Pop의 인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중요 인물인 방탄소

년단은 한국 아이돌에서 빠질 수 없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로 방탄소

년단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현재 시점으로 학위논문만 해도 38건이 검

색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겸 수장인 방시혁이가 첫 

번째로 프로듀싱 한 아이돌그룹이다. 리더 RM(김남준), 슈가(민윤기), 진

(김석진), 제이홉(정호석), 지민(박지민), 뷔(김태형), 정국(전정국) 남성 7인

으로 구성되어있다.‘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으로 10대에서부터 

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

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7).

이다정 (2019)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퍼포먼스를 노래의 부수적인 요소

가 아닌 각각의 앨범의 스토리에 따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눈

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방탄소년단만의 독보적인 춤과 퍼포먼스가 큰 특

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은 시대상을 반영한 진

정성 있는 음악성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앞세워 일본과 미국 등 해외로 진

출하며 두각을 나타내며 2018년 5월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서 1

위를 차지해 신한류를 대표하는 K-Pop 아이돌그룹의 반열에 올랐고, 이후 

꾸준히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아이돌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인 (2019)에 의하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적인 안무’가 특성이라고 

7) 조선일보 AMP, 「방탄소년단 데뷔 6주년, 방시혁의 통찰을 톺아본다」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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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 무용 동작을 다른 장르와 혼합하는 과정에서 동작의 변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서도 한국 무용의 전통성을 찾을 수가 있다고 분석

했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방탄소년단이 갖는 독특한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 대중음악 평론가 

강태규는 iDOL등 곡에 대해 대중음악은 늘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하는데 국

악의 접목은 전 세계시장에서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이며 K-Pop의 

가장 큰 특징인‘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평

가했다고 한다. 또 전통문화예술을 활용한 한국적인 특징이 외국인들에게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간 것이 BTS의 세계화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무용을 결합한 안무의 장점으로 한국인은 당연하게 여기는 민족적 특

성이 외국인에게 새로운 가치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신체활동과 신체 이미지 

신체 이미지와 신체활동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해진

(2003)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가 신체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20대 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 이미지적 자각에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신체 존중감이 낮게 나올수록 식습관, 운동, 성형 등의 신체관리 

행동의 경험치와 의식은 높게 나왔다. 신체 통제감은 성형 희망도 만을 통

제하였고, 신체 존중감은 신체 이미지 자각 그리고 신체관리 행동과 매개

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므로 신체 이미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정

서적, 심리적 요소와도 연관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신체에 대상 우상과 관

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체 이미지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의미하

며 또 신체 이미지가 사람이 갖는 신체적 자기 존중감과 총체적 자기 존중

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왔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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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자주 강조되고 접하게 되는 이 현대에서 특히 사회와 신체 이미

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특히 운동참여와 신체 이미지에 관계성은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 손상된 신체 이미지 개선과 불안감 해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운동참여자는 비 운동참

여자보다 신체 이미지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하미향.윤혜선.김병

준, 2011). 이처럼 신체 이미지와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알기 위해 ‘한류’와 관련된 연구부터 살

펴보았다. 한류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작점으로 2000년대 초 드라마를 

메인시장으로 하는 일본의 첫걸음이 되었다. 한류 붐은 대중음악 분야로 

번져 K-Pop으로 대변되는 두 번째 한류 붐으로 진화되었다. 한때 한류는 

일본에서 중년여성이 대표적으로 열광하는 마니아층의 전유물에 지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특정한 지지층으로 평가당하기도 했었지만, K-Pop의 

열풍으로 한류의 팬층은 10·20대 젊은이들로 확장된다. 연예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동방신기의 인기를 시작으로 일본 무대에 데뷔한 빅뱅, 슈

퍼주니어 등의 남성 아이돌들 그리고 카라, 4 Minute, 소녀시대 등 걸그룹

의 연이은 일본 진출은 성공했다. 2010년의 K-Pop은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성보다는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아이돌들과는 달

리 한국 아이돌들은 화려한 외모와 춤은 물론 라이브까지 소화하는 가창

력으로 실력까지 발휘하며 일본 대중들을 사로잡았고 일본 시장에서의 한

류의 존재감은 K-Pop 스타들의 오리콘차트 상위권, 각종 공중파 방송 출

연으로 검증되었다(김효은 2014).

 한국과 일본의 TV 드라마 콘텐츠 상호수용 양상에 따른 서사코드를 비

교한 전재희(2013)는 서사코드를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만들고 서사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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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공통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드라마 속 인물, 배경, 스토리 등으

로부터 문화를 알 수 있는 서사코드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인기 드라마 10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는 한국드라마 콘텐츠의 서

사코드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추구한다. 그 반면, 일본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비현실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또 결과와 과정에서는 한국의 

경우, 과정은 결과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이지만, 일본 드라마 속에

서는 결과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 선과 악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는, 한국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반면, 일본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었다. 미의 기준에 대해서도 한국은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것

이며, 일본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사랑에 관한 것도 한국드라마의 경우, 극의 결말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이며 일본 드라마의 극의 결말은 자기 자신이 완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렇게 같은 내용일지라도 받아드리는 뉘앙스나 의미부여가 비슷하면

서도 섬세한 표현 차이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난다고 분석하였다.

위에 연구들은 일본에서의 한류 수용배경에 관한 연구, 방송 매체 속 표

현 차이의 연구 그리고 일본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다. 다만 한

국과 일본인이 추구하는 신체 미의 기준이나 미의식에 차이점과 선호하는 

성향이 심도 있게 연구된 논문은 찾지 못했다.

4.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대학생들에게 심층면담과 설

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메지로대학교(目白
大学)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나누어 조사하

였다. 메지로대학교 외국어학부 소속인 한국어학과는 일본에서 4년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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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 정식으로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유일한 학교이며, 본 연구자가 졸

업한 교육기관이다. 메지로대학교(目白大学)는 1918년 타이쇼 18년에 창립

되어 80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사립대학교이다. 매년 한류와 K-Pop의 

영향으로 한국어학과에 인기는 요 몇 년 동안에 급상승하여 치열해졌다. 

다른 과와 비교하여도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1위이다. 일본 전국에서 한국

어학과 입학 희망자가 증가해 이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마저 입학하기가 

힘든 학과가 되었다. 메지로대학교(目白大学)의 한국어학과 인기가 압도적

인 이유 중에는 학과 규칙으로 2학년이 되면 한국에서 실제로 유학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8) 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시각

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검토하기 위해 아직 한국생활을 경험하기 전 단계

의 1학년과 유학을 경험하여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은 시각을 가진 4학년 

등으로 다양하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학년은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메지로대학교 내의 1호관 3층 01301호 

강의실에서 13:00부터 진행되는 수업 ‘한국 사정A’ 시간에 본 연구자가 직

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60명의 학생들이 

직접 서술하게 하였다.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그중 1명의 남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학생이며 평균연령은 18세~19세이다. 다음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은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메지로대학교 

내의 1호관에서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인 코바야시 아키라 교수의 세미나 

강의 시간에 함께 참가하여 1명씩 30분 이상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4

학년 학생은 총 9명이며 1명의 남학생과 9명의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모두 

21세~22세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 관한 자료수집은 1학년을 대상으로 60명에게 그룹설문지, 4학

8) 메지로대학교 한국어학과 홈페이지.
   https://www.mejiro.ac.jp/univ/course/foreign/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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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명에게 심층면담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1>, <표-2>과 같다. <표-1>에서는 한국어학과 1학년 학생 

충 60명이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함께 참석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핵심을 

설명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문화나, K-Pop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담의 세부 질문 내용은 4가지로 하였고, 기본 사항, 한국 문화와 

관련된 질의,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질의, 팬의 관점에서의 

질의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기본 사항에서는 한국에 관심을 가진 계기, 전

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 좋아하는 아이돌 등이고, 한국 문화와 관련

된 질의에서는 한국 문화를 일본 대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수용하

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다.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질의

에서는 그들의 이미지와 신체적 특성과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팬에 관한 항목에서는 방탄소년단 혹은 특정한 

아이돌을 선호하거나 팬클럽에 가입된 경우 팬의 시각을 확인하는 차원의 

질의이다. 

구 분 1학년 60명 그룹설문지 내용

기본 사항

기본 정보 : 이름 / 나이 / 학년

- 한국어학과에 입학한 계기는? (K-Pop, 드라마 등)

- 한국 아이돌 중 좋아하는 그룹은? (좋아하는 이유를 서술)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

관련 질의

-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본 적이 있는지?

※ 특히, 어떠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가? 

  (외모, 안무, 퍼포먼스, 몸 등 자유 서술)

-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등 그들이 성공한 이유?

  (외모, 안무, 퍼포먼스, 연습량, 몸 등) 

- 일본 아이돌은 좋아하는지? (좋다, 싫다.)

- 일본과 한국 아이돌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외모, 안무, 퍼포먼스, 연습량, 몸, 데뷔전 과정, 성형 등)

표-1. 1학년 그룹설문지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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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층면담 세부 질문내용

기본 사항

- 이름, 나이, 학년

-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 한국 아이돌 중 좋아하는 그룹은?

한국 관련 질의

- 한류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인지? 이유는?

- 한국의 문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 한국 문화 중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지?

- 한국 아이돌의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

관련 질의

- 방탄소년단의 어떠한 점을 좋아하는지?

- 신체 이미지를 크게 ‘외모/춤 동작/퍼포먼스’로 분류할 때 

어떠한 부분이 팬이 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는지?

-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는 어떠한지?

- 방탄소년단의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방탄소년단의 춤 동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일본 아이돌과 방탄소년단(한국 아이돌)의 춤 동작에 어

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았는지? 보면서 그들의 퍼포먼스

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과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에서 느

껴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팬 관련 질의

- 방탄소년단의 팬이 된 계기, 또는 이유?

- 다른 일본 아이돌보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된 이유?

- 다른 한국 아이돌보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된 이유?

표-2. 심층면담 세부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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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위에 살펴본 연구 대상의 자료 수집을 토대로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나

타난 신체 이미지는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에 양국 간에 아이돌이 춤을 추

는 영상을 함께 분석하여 각 아이돌의 특성과 차별점은 발견하도록 하였

다.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영상을 통한 비교는 YouTube의 업로드 된 영상

을 캡처하여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무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여자 아이

돌 블랙핑크와 일본 아이돌 노기자카 46로 무대의 움직임과 안무를 비교

하여, 남자 아이돌은 한국의 방탄소년단과 일본 아이돌 아리시의 무대를 

비교하여 양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나타난 움직임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

보았다.

신체이미지와 관련되어 퍼포먼스에 이어 외모에 대한 분석은 아이돌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또 객관적인 시각 모두 조사를 히기 위해 

K-Pop에 관심이 많고 아이돌 팬클럽 활동도 활발한 1학년 학생 60명에게 

서술식 설문지, 그리고 K-Pop뿐만이 아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심

충면담까지, 학년별로 조사하였다. 

영상을 통한 분석, 실제로 일본 대학생을 통해 수집한 설문지 내용과 심

층면담 내용을 전사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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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신체 이미지

 1) 신체 이미지의 개념

신체 이미지란 무엇인가?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단어의 개념은 옥

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외관적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타인과 비교해 어떠한지에 대한 스스로가 인식하는 정신적인 

그림이라고 한다. 또 신체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인식 자

체를 뜻하기도 한다. 신체 이미지의 형성은 유년기부터 시작되며 자아의 

자각과 감각 그리고 친구와 주변에 환경 등 밀접한 사람들한테 받는 반

응과 평가, 문화나 사회적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는 복합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또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적 자아를 말하며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이다. 신

체 이미지란 단어가 등장하게 된 시기는 20세기 즈음이다. 신경정신과 

의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실재적이 아닌 신체적 환영과 같은 환자들이 

호소한 이상한 신체 경험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 이후부터 정

신과 신체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지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에게도 쓰이게 

되었다(조선명, 2000).

서양 철학사에서 역사적으로 신체의 담론은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심

신 이원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정신 중심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지난 

수백 년간 서양 문명을 지탱해온 기둥이었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온 신체가 그 위상을 찾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전후 프랑스를 중

심으로 해서이다. 이제 ‘정신’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게 된 ‘신체’는 

중요한 화두로 담론화되어 20세기 후반부터 후기 자본주의 문화를 지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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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과 더불어 더욱 구체화 된 바 있다(김주현 2001). 

신체의 이미지는 ‘자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인식과학 분야에서는 자의식과 관련하여 자신 Narrative self와 

minimal self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Narrative self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 즉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까지 포함된 자기 이미지이다. 

한편 minimal self는 일시적인 자신이며, 이 minimal self는 자아 주체성

(sense of self-agency)과 자아 소유감(sense of self-ownership)에서 비롯된

다고 생각되고 있다. 자아 주체성은 어떤 행위를 자신 스스로가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자아 소유의 감각은 자기의 신체가 바로 자기의 

것이라는 느낌이다. 따라서 신체이미지 연구는 minimal self와 밀접하게 관

계되고 있다(乾 敏郎・小川健二 2008). 또 신체를 하나의 심리적 정서적 경

험을 통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사용되기도 하며 신체에 대한 태도, 감

정, 평가, 자각을 포함한 자아개념 즉 적응과도 밀접하다(조지숙 1992). 위

에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용과 신체 이미지

신체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무용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다. 무

용연구에서 나타난 신체이미지와 자신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추세희(2016)

는 신체이미지에 따른 자신감의 영향은, 무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

이고 안정적인 효과가 있고, 신체 이미지와 자신감은 관계가 깊은 것이라

고 설명했다. 정다온(2016)은, 무용과 성형 그리고 신체문화와 연관된 논문

에서는 외모에 대한 무관심 즉 불만족은 성형에 대한 욕심 및 위험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모 지향성은 성형 태도의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 이미지가 

자기효능감과 성형수술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

용전공대학생이 이상적인 외모를 지향할수록 무용 수행에 대한 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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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며, 이에 따라 성형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무용수들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인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춤의 수행능력 및 자신감, 표현

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 춤과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 모든 예술적 표현을 온몸으로 다하는 그들의 정서

적인 안정감과 퍼포먼스가 더 훌륭해질 수도 있고,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그 요인 중 큰 요

소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었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로 인해 스스로

가 갈망하는 외형에 가까워지면 실력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자신감이 상승

하여 퍼포먼스 수행능력이 올라간다는 흥미로운 현상은 아이돌의 신체 이

미지와도 연관되어있는 바 있다고 생각된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표현

하는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외모와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댄스스포츠와 신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곽효정(2008)은, 댄스 스포

츠가 신체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체중, 건강, 몸매관리 등에 좋은 

효과가 나왔고, 자기 표현력을 상승시킨다고 하였다. 댄스 스포츠 참여가 

자기표현의 적극적 표현, 윤리적 표현, 직설적 표현을 상승시켜 결과적으

로 댄스 스포츠가 신체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주면서 간접적으로 자기

표현에 있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또한 춤과 신체 

이미지에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 무용과 신체 이미지연구가 많은 걸 봐도 춤과 외

모 그리고 자신감, 정서적 영향 성형수술까지 포함에 이글이 굉장히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 걸그룹의 특징과 그들에 신

체 이미지에 나타나는 특유의 포인트와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해서 첫 번째에 성(Thompson 

1997; Graham 2000),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 (Graham 1995; Pierce 

1998)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

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인식에 대해는 일반적으로 바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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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지만, 바디 이미지라고 해도 그 평가 방법은 다양하다. 

자신의 몸의 형태를 실루엣으로 나타내는 것과 체중을 수치로 측정하는 

바디 이미지는, 현재의 자신의 현실적인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자신

이 이상으로 두고 있는 신체상을 체중이나 실루엣으로 살피고 현실의 신

체 특성과의 차이를 지표 하는 경우도 있다(水村久埜, 真由美, 橋本 万記子 
2001). 

많은 무대예술이나 춤 무대에 있어서 관객을 얼마나 깊게 그들의 의식 

속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무대 전체의 완성도나 집중을 시키는 조건 중 하

나이다. 그리고 관객들이 그런 깊은 의식 속에 도달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서는 무대에서 연기자의 존재와 그 몸을 움직이는 방법의 질이 그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shimizu 2003). 쉽게 정리하자면 원래 이 신체 이

미지의 유래는 마음속에서 만들어 내는 자기 몸의 상을 파악하는 개념(村
山 1995), 지각, 인지, 감정 및 행동의 4가지 측면에서 정의된 다차원 구조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橋本・内田・船橋 2005). 
 실용무용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나은영 (2016)의 실용무용에 관한 청소

년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실용무용에 참여하는 학생은 여자가 남

자보다 월등히 많고, 고등학생들이 많았다. 실용무용교육의 의미는 의사를 

표현하는 신체적 언어표현으로써의 의미가 있으며, 신체발달과정 중 표현

력 향상과 신체발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용무용 교육

의 적합한 내용은 정확한 동작 따라 하기와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가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이라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무용교육에 가장 적합

한 지도자는 실용무용을 전공한 교사가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

았으며, 일주일에 실용무용교육을 받는 횟수는 주 2회이고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수강생들은 실용무용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와 무용에 대한 소질 파악과 계발을 위해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다. 실용무

용을 배우는 분야 중에는 현대무용과 방송 댄스가 가장 많았다, 다만 실용

무용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환경과 교육비를 꼽았다. 실용무용교

육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전공 분야 강사 채용이 가장 필요하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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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무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전문무용 강사의 체

계적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실용무용에 인식과 실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운데 

그 인기와 동시에 현실적인 교육체계에 관한 문제점 등이 다루어지고 있

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와 신체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무대 위에서 노래와 춤으로 

곡을 표현하는 아이돌에게도 공통된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아이돌

은 연예인이며, 소비되는 매체가 다를 뿐이지 무대 위에서 몸으로 표현

하는 같은 문제들을 삼고 있는 예술가란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특히 위

에서 언급된 무용에 관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무대는 신체이미지

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에 외모와 관련된 문제로 몸매관리를 하기 위해 식

습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체 이미지와 무대 뒤에 보이지는 않지

만, 음식 섭취습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논의해보았다.

3) 식습관과 미디어

 현대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신경성에서 오는 증상인 과식증이나 거

식증은 특히 여성에게 많이 보이는 정신적 이상 증상이다. 갈수록 젊은 여

성들이 마른 체형을 원하는 지향성이 높아져 더더욱 마르고자 하는 욕구

나 체형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가운데 크게는 신

경성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쉽게 말해 

식사를 극단적으로 과다섭취를 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섭취를 안 하

는 것이다. Brunch.H(1962)에 의하면 이중 예를 들어 식욕 부진증으로 인

한 거식증이 인 경우에는 병적인 문제점은 심각한 영양 상태 그 자체가 아

니라 신체 이미지적 장애이다. 지나치게 마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체 이미지 장애란 개념

은 실제로 미국정신의학회가 정한 정신장애로 진단과 통계의 안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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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IV-TR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분류에 나온다(재인용, Yoshie 

2013). 신체 이미지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신체의 크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body size perception)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attitudes 

or feelings towards the body)의 2가지 뜻이 포함되어있으며 "바디 이미지

의 장애"에는 체형의 인지 장애(perceptual body size distortion)와 체형에 

대한 불만(cognitive-evaluative dissatisfaction)이 있다(Yoshie, 2013). 

신체 이미지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이 말랐어도 "자신은 아직 너무 뚱뚱하

다”라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가 자주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뿐

만이 아니라 이에 연관된 여성으로서의 신체적인 성숙함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신체상 등의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체 이미지와 식습관

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외모와 다이어트는 늘 연결되어 있듯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

기도 한다. 그 결과 신체가 뚱뚱해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먹는 것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이돌들도 조금만 살이 쪄도 팬들로부터 악성 댓글과 과한 관심

이나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엄격한 식단조절로 살을 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금세 언론에 보도되거나 기사에 올라가거나 여파가 굉장하다. 

신체 이미지는 특히 아이돌과 같은 보여 지는 직업은 특히 주요한 요소이

다.

다이어트와 연관해서 신체의 변화에 따라 언론도 변화한다고 논한 바 

있는데 언론과 신체 이미지도 절대 분리를 시킬 수가 없다. 미디어 없이 

신체 이미지가 부각되기 어려우며 또한 미디어도 신체 이미지 없이는 성

립이 안 되는 상호작용적인 절대적인 관계라고 본다. 미디어에 있어 시각

적 측면은 생명이고, 그 매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발신하는 자는 연예인

이기 때문이다. 잡지 광고 속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원래 광고라는 체계에 표현되는 신체 이미지는 그 시대마다 변화되는 상

징성을 지니며 욕망을 표출하는 이상형이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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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광고라는 요소를 본다면 그 시대에 요구되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많이 반영되는 중요한 역할이다(박성현 2015).

광고에 이어서 SNS가 우리의 신체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서

적인 변화는 어떤지,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체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되

느냐에 대한 분석결과도 있다. 타인과 자신에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신체상

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에 신체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페이스북보다 더 보편화가 많이 된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신체에 

불만족을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줬다 (이상의, 이숙

정, 2019). 따라서 시대에 흐름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정보나 경로가 잡지

에서 SNS로 변화된 것이며 예전에는 TV 광고나 잡지에서 모든 이가 우상

으로 여기는 신체상을 접하며 동경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강제적으로 자주 접함으로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정서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오늘날 현

실이다. 그만큼 신체 이미지를 접하며 알게 모르게 정석적으로 영향을 많

이 받고 있다. 

水村久埜, 真由美, 橋本 万記子(2002)는 대학생의 신체 이미지와 건강과 

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신체에 대한 의식

이나 슬림 해지고 싶은 욕구가 더 높다고 하였다. Yoshie(2014)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남성보다

는 여성이 더 신체에 관한 이미지나 인식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반응을 한다고 하였다. 또 흔히 말하는 거식증과 과식증이라는 증세도 여

성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성은 신체에 대한 인식이 예민하기 때문에 신체 실루엣에 대

한 느끼는 이상이 높을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이 예민함과 스트레스로 추

측이 되면서 그게 도가 지나친 경우에 일종의 강박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정서적인 문제와 신경적 측면에서도 신체 이미지와 아

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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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 시선이나 개념이나 환경에서 

오는 신체 이미지가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가 있으며 그것은 문화적인 차

이점에서 오는 신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무용과 무대와 관련된 신체 이미지 즉 신체 이미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면을 보아도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신체적인 이미지를 다르게 갖고 있다는 의미

일 것이다. 이것 또한 동일하게 보여지는 직업인 아이돌 가수 그들에게도 

비슷한 경향이나 현상이 즉 공통점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에 문화적인 환경 차이에서 나타나는 양국 아이돌

의 신체 이미지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상으로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신체 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관

한 인식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속에는 자신 외모의 변화에 따른 자신감

과 행동도 영향을 미친다. 외모, 식습관은 중요한 키워드이며, 미디어의 발

전으로 신체 이미지도 바뀌어 가고 있다. 미디어도, 매체가 아주 다양해졌

다. 라디오, TV,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

서도 YouTube는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고, 보편화 되었으며 일반인이 

신체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이돌 시장을 크게 성장시켰다. 외모, 

식습관, 미디어, 미적인 기준 등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신체 

이미지는 형성되고 있다. 어쩌면 아이돌과 신체 이미지, 신체 이미지와 세

상 즉 소비자와의 연결고리가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실용무용학과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된

다. 한국 국내 최초로 실용무용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1997년 우석대학교이

다(전미진, 2017). 그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영남대, 공주대, 대구 가톨

릭대, 그 위에도 한양대, 국민대, 세종대학교 등 안에 속해있는 학점 은행

제 기관에서도 개설되고, 많은 실용무용전공자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기존

에 무용학과 내에서 순수무용 전공만이 아닌 실용무용 전공생들을 선발하

는 학과가 많이 늘어나며, 실질적으로 더 많은 무용학과에서 실용무용 전

공생들을 늘었다고 하였다(위성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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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이돌에 신체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단순히 따라하는 댄스, 

춤의 수준을 넘어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하나의 전공으로 진화를 

하였다. 실용무용이란 정형화된 카테고리로 성립이 될 만큼 교육체계에도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문화

1) 일본의 문화

대중문화는 미디어를 지칭하는 데 있어 밀접한 관계이다. 한류도 역시 

미디어를 통해 일으켜진 열풍이며,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한국의 아이돌도 

발전되고, 세계화가 되었다. 미디어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탄생

하였고, 한국에 대중문화인 K-Pop 또한 일본 국민 즉 시청자들에게 소비

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한국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 국민이 한국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은 달랐을 것이다. 그 속에서 국가적 성향이나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도록 

한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탐색하는 가운데 국민성의 다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상과 문화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쳐 차별화가 되어 왔는지를 무도 적인 사상으로 살펴보았다. 한

국 무도계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되 원리와 원칙, 철학 등에 자세한 고찰

이 부족하며 한국 전통 무도라고 불리는 상당수의 무도 단체가 알게 모르

게 일본의 도덕성과 철학적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무도문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연구한, 나

영일(2001)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무의 문화가 뿌리에 있었고, 반면 한국의 

경우는 무의 문화로서의 무도문화 정신이 나중에 새롭게 존재하였다고 한

다. 일본의 무도 사상에는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종교적, 신앙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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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반면 한국은 놀이와 합리성을 무도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였다. 현대로 본다면 무도교육 실태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더 규모는 크다. 하지만 그 내면적 문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도 스포츠 태권도를 예로 본다면 지도 대상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주심이며 아직 까지는 전통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양국의 무도 사상에 나

타난 큰 차이점을 정리하면 한국은 문의 문화, 일본은 무의 문화라는 사실

이다. 한국에 무사도에 기반 되는 유교 사상이 있고, 일본은 기반에 무사

도 (사무라이) 문화가 도덕체제에 담겨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무도적인 부

분에서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문화, 체계화는 일본이 앞서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인에 국가적 정서에 관해서 일본인은 개인

에 관심이나 성향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여 집단으로서

의 화합이나 조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무도사를 통한 한국과 일본에 사상에 나타나는 차별성에 대해 살펴봤는

데 큰 차이가 보였고 그러한 요소들도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서적 차

이나 가치관. 그리고 문화, 국민성 차이에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언

론과 정보,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는 이제 아주 밀접하고 생활 속에서 필수

적인 요소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반강제적으로 언론정보와 접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TV 뉴스이다. 한국과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음

악방송을 비교한다면 양국 시청자들의 감성적인 성향 차이가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되지만, 뉴스는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는 감성적 요소를 배제한 정

보전달만 해주는 공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가운데 그 뉴스 보도에 나타나는 어휘선택과 전개방식을 

통한 국가적인 방송형식에도 차이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뉴스를 통한 차이점을 연구한 도현미(2019)는, 2016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

통령 선거 보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KBS와 일본 NHK의 뉴스를 통한 정보

전달 방식과 표현 등에 대해 차이점을 탐색하였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먼

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 KB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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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중심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반면에 일본 NHK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뉴스 외에 다른 뉴스도 일정 된 패턴으로 보도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은 그

때마다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화 되어있는 뉴스를 100%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하는 경향이 이다는 점이다. 뉴스의 제목 즉 타이틀에 관한 차

이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름과 같다. 일본 NHK 뉴스에 보도문만 보아도 

한눈에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없는 문구이며, 반면 한국 KBS 뉴스의 

보도문은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보도 제목만 보아도 대략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교해 일본 뉴스 보도

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도 분쟁에 정확한 소지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객관

적 표현으로 보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뉴스 내에서의 호칭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내부에 있는 앵커 또는 뉴스 보도자가 외부에 있는 기자

나 특파원 언급 시 한국 측은 이름과 직함으로 부르고 마무리 멘토도 외부

자가 직접 현재 있는 장소와 소속기관과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마무리하

는 반면, 일본 측은 외부자에 이름을 내부에 있는 앵커가 외부자를 (이름)

씨라고 언급하여 마무리도 내부에 있는 앵커가 직접 한다. 마지막으로 대

통령 선거에 관한 수식어에도 차이가 확실했다. 당선결과가 트럼프로 결정

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수식어나 표현

이 사용되었다. 일본 측은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중립적 표현을 유지했다. 

이처럼 뉴스를 통한 공적인 방송을 통한 비교분석을 보았지만, 여기에도 

한국과 일본에 문화적인 차이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

의 표현 방법은 오래전부터 돌려 말하고 직접적인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 

문화이다. 이를 婉曲表現(완곡표현) 이라 부른다.9) 

표현방식에 관하여 馮晶・徐千恵(2015)는 완곡 표현이란 일본인의 일상 

대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일본어에 나타나는 

특유의 특징이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원활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

기 위해 형성된 적절한 표현 형식이라고 하였다.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상

대방의 체면이나 감정 등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며 인간관계 속 

9) 지식백과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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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한 일본 사회에서의 거절하는 방식과 표현도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완곡 표현은 중요한 부분이다. 일

본 사회 속 일본문화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거절 방법은 일본인의 필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중파 뉴스 

방송, 일상생활에서도 공통적인 표현방식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차별점이 민족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野元菊雄
(1978)에 따르면 일본은 대부분 한 언어, 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드문 국가

라고 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로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이다. 

태풍,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고 자연자원도 매우 결핍되었다. 그러

한 이유로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일본 민족의 일체성이 형성된다. 일체성

은 엄밀한 등급제도, 엄격한 틀, 절대적인 복종이나 민족 간의 대항 회피 

등과 연결되어 있다.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사람이 수용하

기 편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일체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와 그 사고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인은 민족의 조화를 지키기 위

해 일체성을 깨지 않도록 자신을 누르고 통제한다,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완곡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인간관계, 문화, 종교, 정치와 경제활동 등 모든 면에서 

화(和)를 기준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하나

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부터 한류까지

 일본의 강제점령기 역사를 가진 한국은 광복 후 오랫동안 영화, 음악, 

만화 등 이른바 일본 대중문화를 통제해왔다. 결국에 반일에서 극일로의 

정부의 자세 전환과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경제 관계의 진전으로 실제

로 국내에 유통되고 인기 일본 만화나 음악 등 일본 대중문화 해금의 기운

은, 점차 높아진다. 하지만 개방이 실천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권에서이

다. 이후 2004년 제4차 개방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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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 실천된 배경에는 냉전 구조의 해체와 민주화의 확산이라는 국제적 

사회적 요인과 그로 인해 한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

유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로 양국의 심리적 거리가 

접근한 것과 인터넷을 구사하는 인터넷 세대의 대두에 의한 일본 대중문

화 규제의 형해화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대중문화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개방된 것으로 한일 문화의 상호 유입이 늘어나고 일본의 ‘한류' 붐으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류'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다(徐賢燮 2013).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기의 대상은 아이돌이나 영화배우뿐 만

이 아니다. 한국 걸그룹은 그들의 패션이나 화장법 또한 주목을 받으면서 

음악이나 음식에 이어 K뷰티 (korean Beauty)란 단어도 등장하여 한국 화

장품 브랜드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10). 일본 젊은 여성들은 한국 

아이돌의 옷차림에서 머리 스타일 화장법까지 많은 이들이 따라 하는 현

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정서인 측면과 연결되어 비슷하면

서도 미세하게 다른 미적인 감각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 미의 기준에 하

나로 화장법은 빠질 수가 없다. 시대적인 변화와 화장법의 관계를 연구한, 

국승채(2017)에 따르면 광복 이후 1960년대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서히 자

기들의 전통적인 화장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1990년대부터는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화장도 개성

화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자연주의와 같은 희귀 현상을 마주하게 

한국적 메이크업 스타일이 탄생 되었다. 2010년에는 하얀 피부표현, 투명 

메이크업 등이 깨끗함을 강조하는 오늘날에 한국 특유의 화장법이 자리매

김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1960년대에 경제발전과 동시에 화장이 대중화되

었고, 온전히 전통적인 화장법을 벗어났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버

블 경제시대를 겪고 여성의 자신감 상승과 함께 서구 지향적인 화장법에

서 일본 고유의 미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메이크업의 개성화

와 다양화가 진화되어 일본 특유의 갸루 화장11)도 이 시점에서 탄생했다. 

10) 이윤재. 매일경제, 「日에 제3의 한류…K뷰티 봄바람 `살랑`」 201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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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국 간의 미의 기준이나 미의식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시

대의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변화해왔다. 

한국의 미의식의 기준은 전통적으로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닌 소박하고, 

담백한 검소한 미를 추구한다.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여 자연미란 단어가 

자주 쓰이듯이 진하지 않는 수수한 화장법을 선호해온 것이다. 반면에 일

본은 미의식은 꾸밈의 미와 반 꾸임의 미로 대립 된다. 꾸밈의 미는 화려

하고 현란한 장식의 미가 주가 되며 화장에서는 전통적인 변형 미로서 나

타났다. 또 한 반 꾸밈의 미는 극도의 절제와 계산된 요소를 통한 간결한 

미로서 인공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움

을 추구한 한국적 자연의 미와 장식을 배제하여 인공미의 극치를 보여주

는 일본적 자연의 미는 구별된다. 비슷하면서 다른 미의 기준을 갖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적인 미학이 담겨있는 화장법이나 k뷰티가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비추어본 역사적인 흐름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의 한국 문화는 어떻게 수용되고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한국과 일

본의 문화적 차이와 정서적인 비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가깝게 접해온 인

물들은 재일교포들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재일교포의 시각으로 바라본 

문화 비교연구도 있다. 

교포 여학생 대상으로 심리학적 고찰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한 살아온 과

정 그 시간 속에서 느껴 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게 K-Pop이란 음악

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같은 재일 교포로서 이 커뮤니티 형성에도 영향

이 있었다 (梁正善2018). K-Pop을 통해 일본에서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관

심을 유대감과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다. 徐明淑(2012)은, 사춘기의 재일 교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젊은 재일교포들은 일본 학교 출신자와 조선학교 출신자 모두 일본 사회

에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를 포

함한 민족문화는 재일교포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1) 「갸루화장」 지식백과 ;일본특유의 화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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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식

민지로 하였던 국가적 역사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한일 양국 관계는 특

이하고 기묘한 아주 복잡한 관계성이란 사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 국가의 코미디방송을 보고 개그 코드를 이해한다면 언어구사력

이 완벽에 가까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문화적인 요소가 영향

을 미쳐 국가마다 웃긴 코드와 의미 부여하는 포인트가 아주 다르다는 것

을 뜻한다. 이와 관련된 한일의 개그방송에 관한 그 웃음 속에 나타나는 

차이점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다. 한일 양국의 TV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

에 담긴 웃음 그 '웃음'을 유발하고 또 시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끄는 요

소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일 양국에서 서로 다른 각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찾고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탐구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과 일본의 수용방식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한, 竹本のどか(2015)

는 일본 측을 일본 TV에서 방송된 ‘謎解き冒険バラエティ世界の果てま

でイッテ Q！’를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15%에

서 20%의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얻어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예능 프로

그램이다. 한국 측은 시청자가 가장 즐기는 프로그램 순위에서 몇 년간 항

상 1위, 2위를 차지하는 "무한도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흥미와 관심의 포인트에서 일본 예능에서는 지식이나 잡학 등 정보 제공

으로 흥미를 끌고 있는 반면에 무한도전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가느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섞어 넣음으로써 시청자의 

이목을 끌어들이려는 점이 차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방송시간이나 방식 

등에 차이 속에서 일본과 한국의 예능에 차이를 규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방송시간대와 인터넷 사정이다. 두 번째는 국민성과 프로그램 제작 방식의 

관련성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개념으로서의 한국 문화의 3가지 요

소가 프로그램 제작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프로그램 1회당의 방송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구성으로 되었다. 

한국에 비해 인터넷 사정이 다시 보기가 어려운 점에서 놓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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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큰 영향을 주

고 있는 것 같다. 또 현실적이고 한정된 것 중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일본인의 국민성이 그대로 방송에 반영되며 웃음의 분업화로 이어지는 결

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한국은 유교 사상을 뿌리내리고, 이상주의적이고 

상승 지향적 성향이 강한 한국인의 국민성이 반영되어 한국 예능 프로그

램에서는 고정출연자의 잡담에서 발생 되는 웃음을 보면 찍으면 찍을수록 

좋은 장면이 나오는 촬영 스타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인은 

‘우리’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일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신과 

주변과의 연결된 인식으로 인해 출연자 간 또는 출연자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자와 시청자가 우리라는 연결고리와 집단의식으로 형성됨으로써 새로

운 웃음을 자아낸다는 점이다. 특히 시청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거기에 맞

게 제작되는 매체가 방송이며 그 시청자가 원하는 바나 즐거워하는 요소

나 포인트는 이러한 국민성의 차이나 국가 정서적 차이 등이 그대로 방송

방식이나 연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성향이 유사하면서도 차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너무 다르지도 

않고, 또 미묘하게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비슷함에 친근감을 느끼며, 끌리

고, 또 다름을 발견함으로써 일본인에게 K-Pop이란 특이한 바람으로 신선

한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사랑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추측이 된

다.

3)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팬 문화

팬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지는 20여 년 정도 되었다. 팬덤이라는 집단

은 현 시장경제에서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존

재로서 최근엔 미디어와 인터넷 발전으로 팬덤이 더욱 크게 활성화된 것

이다. 그리고 한류가 있게 해준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다(전성재 2018). 

‘팬(Fan)’은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같은 특정 인물을 비롯하여 스포츠

나 게임, 연극이나 영화, 그리고 음악과 같은 장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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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처럼 특정한 문화를 열광적으

로 좋아하는 수용자를 지지하는 ‘Fan’이라는 단어에, 지위, 집단 등을 

의미하는‘-dom’이 합성된 용어인 ‘팬덤(Fandom)’은 팬들이 모인 집

단을 의미하거나 혹은 팬과 관련한 문화 현상과 행동 전반을 뜻하는 개념

으로 쓰인다. 아이돌 가수뿐 만이 아닌 스포츠 선수도 역시 늘 관람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람하는 이 없이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자

기 팀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팬이 없다면 승패에 힘을 쏟는 일조차 의

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스포츠 팬덤은 단순히 특정 스포츠를 관람하

고 스포츠 스타를 지지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수요

를 이끌어 내는 주체가 된다. 예전에는 대부분 특정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팬덤 문화가 활성화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축구 팬 클럽 및 서포터

스가 생겨나면서 스포츠 팬덤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최윤진, 2015).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당시 대한민국에 온 국민이 빨간색으로 통일되어 

하나가 되며 그토록 열정적인 응원을 하는 그 현상이 놀라울 정도의 역사

적 센세이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도균(2011)에 의하면 스포츠 

관람자들은 응원하는 선수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대리만족을 통해 동일시 

한다. 또 한 선수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대리경험은 자신을 팀과 하나로 생각하여 팀과 선수의 승리나 성공

을 자신의 승리와 성공으로 인식하고 자긍심을 느끼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심리라고 하였다. 스포츠팬에 대한 분석을 보아도 한국과 일본 그

리고 팬덤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선행연구가 많이 있었다. 한국 팬덤과 

일본 팬덤이 가수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팬

심과 가수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팬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 팬들은 아이돌 가수에

게 비교적 뛰어난 외모나 실력 전체를 보고 완벽함을 추구하며 아이돌 가

수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근본적으로 높다. 반면에 일본에 팬덤은 비교적 

실력이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그 점을 미완성한 귀여운 

면으로 그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응원하는걸 선호하는 것이 일본 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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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다(김혜윤 2016). 이러한 연구를 연상케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바

로 엠넷에서 방송된 ‘프로듀스48’이다. 일본 아이돌 AKB48멤버와 한국

의 연습생들이 함께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오디션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에 아이돌을 비교해도 신체적 이미지는 너무 다르다. 아마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팬덤이 추구하는 일본문화에서 비롯된 국가적 정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일본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은 일본문

화가 개방되고 난 후에도 일본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 이란 좋지 않은 시

선 속에서 갈등하는 팬의 모습도 있다(Kohei miura, 2012). 이러한 부분은 

한국가수를 좋아하는 일본팬보다 일본 가수를 좋아하는 한국팬이 비교적 

미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 

또한 문화적 정서에서 오는 팬의 시각이라고 본다. 

일본 팬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 쟈니스 남성 아이돌에 관한 팬들의 응원

방식이나 문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우선 쟈니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하다. 쟈니즈 소속사는 1975년에 현재 대표 이사 사장인 자니 키타

가와 씨로부터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큰 대형 기획사이다. SMAP, 아라시, 

등의 많은 탑 아이돌과 아이돌 예비군인 쟈니스 Jr가 소속한다. 과거에도 

콘도 마사히코, 타하라 토시히코 등 소년대와 히카루 GENJI 등의 일세를 

풍미한 아이돌을 다수 배출했으며 40년 이상 장수하는 일본의 남성 아이

돌계의 탑 소속사다. 쟈니스에 소속된 가수의 미지는 꽃미남, 산뜻함, 뛰어

난 운동 신경 등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들과 함께 남성성의 결여

도 쟈니스 아이돌의 공통되는 특징이다. 그들은 여자라고 착각할 정도로 

단정하고 예쁘장한 얼굴들이 많다. 소속 가수에게는 20대, 30대의 남성도 

많지만 모두 수염이나 체모가 얇고 체형도 말랐다. 언제까지나 소년 같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12) 일본 남성 아이돌을 바라보는 일본 여성 팬덤 문

화를 연구한 Tokuda(2010)에 의하면 일본의 쟈니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

는 아이돌을 담당이라고 부르고, 마치 어머니와 같은 시선으로 자신의 담

당 아이돌 가수를 응원한다. 또 팬끼리는 팬덤 내에서 "담당"이 겹치는 일

12) マガジンハウス,「Tarzan」2008년 7월호 No.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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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그 교류 관계를 넓혀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마

치, 한 아이에 대해, 여러 명의 모친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심리처럼 

보여진다. 또 팬들 사이에서 현역을 졸업한 전 담당은 신이라고 불리고 있

는 것도 신기한 현상이다. 그 담당을 졸업한다는 것은 담당제라는 관계를 

떠나서 자신과 담당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

금까지 담당이었던 아이돌과 그 팬의 관계는 한 사람과 다수의 관계로 즉 

원래 구름 위에 존재한다. 스타를 바라보는 수많은 팬 중 한 사람으로 돌

아가는 것이다. 담당에서 그저 일반적인 팬으로 내려온다 란 표현이 적합

하다. 이러한 담당의 팬심이 유지 되고 있는 이유는 팬들이 갖고 있는 아

이돌을 바라보는 그 모성애와 같은 특유의 감성에 있다. 쟈니스 소속사 측

도 이것을 마치 노리며 의식한 것 같은 아이돌 연출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그들의 특징 자체가 한눈에 보아도 소년, 중성적인 

외모의 가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쟈니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해져 있으며 운

동을 잘 할 것 같은 꽃미남이 외관상의 이미지를 강인하게 자리 잡고 있어 

쟈니스 아이돌들도 남성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쟈니스 아이돌의 외관상의 

남성성 결여의 이유는 바로, 미숙함이나 소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 미숙한 소년과 같은 아이돌들의 모습은 팬들의 모성 본능을 자극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팬덤의 문화나 

심리적인 요소나 태도도 일본 여성의 연애관이나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처럼 일본문화에서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신체 이

미지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반면에 한국 팬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차이점을 본다면 

한국의 인터넷 발전의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란 사실은 상식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비하면 일본 인터넷 사정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13) 인터넷 발전의 정도 차이가 한국과 일

13) 조한올, 아시아경제 「연결사회 한국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 1위」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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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팬덤 형성과 시스템에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吉光 正絵(2015)에 

의하면 ICT 선진국인 한국의 음악산업은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을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단독적으로 발전해온 것인데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특유의 독특한 팬클럽 문화가 형성되어왔다. 한국 고유의 포

털사이트인 Daum이나 NAVER에 들어가 보면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카

테고리별로 구분되어있는 게시판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 게시판은 카페라

고 불리며 이 카페에서 연예인별로 수많은 팬클럽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팬카페 활동도 활발한 점이 일본팬과도 다른 점이다. 또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팬심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응원하는 것과 달리 

응원하는 태도 또한 열정적이지만 일본팬과 대조적인 부분은 문제가 생겼

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집단이 하나가 되어 항의 또한 과한 느낌도 있다. 

한국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연예인이나 가수에 대한 사건이 닥쳤을 때 

가수에 대한 팬심의 도가 지나치기도 한다. K-Pop의 대명사였던 동방신기

와 JYJ의 분쟁에는 팬들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pm의 박재범 탈퇴 파동 때엔 남은 멤버의 ID를 유출 시키고 금전적 피해

를 주는 등 직접 멤버를 향한 공격을 했다. 한국에서는 팬들의 자발적인 

응원이 없으면 예능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팬들의 

전근대적인 팬 활동과 예능 시스템은 공존 관계에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한국의 팬 문화는 ICT의 급격한 보급이나 규제가 엄격하여 시장

이 작은 한국 국내의 음악 시장, 수능 전쟁이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이라든가 다양한 국가적 제도와 문화적 특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

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吉光, 2012).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나 국가 정서적인 차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그러한 요인이 한국 아이돌을 바라보는 

일본 팬 문화와도 연관성을 두고 있으며, 비슷하면서도 디테일은 다른 부

분은 국가의 특색이나, 국가 정석적 차별점은 방송을 통한 뉴스의 표현 차

이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일본문화 이상으로 한류에 이어 아

이돌이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만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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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의 아이돌 문화였다면, 너무 대조적으로 다른 점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일본의 한류나 K-Pop 열풍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3. 아이돌 활동 및 문화

1) 변화되는 신한류

  

일본에서의 한류의 영향력은 남다르며 이러한 한류부터 K-Pop 아이돌

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000년대에 일본에서는 ‘겨울연가’

로 시작해 ‘대장금’까지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일본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이들 작품은 일본인이면 누구나 아는 한국드라마 중 대표작이다. 

呉炫娥(2015)에 의하면 20년 전까지 틀림없이 경제 대국이던 일본은 90년

대 초 버블현상으로 경제가 붕괴하여 불황에 빠졌다. 무서울 정도로 급속

도로 달려가던 한국 경제 또한 1997년 7월부터 태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

시아 각국의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불황에 빠졌다. 그러한 환경 아래 한국

의 엔터테인먼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 왔다. 纓坂(2008)에 의하면 사실상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인기는 

중년 이상 층 여성의 뜨거운 지지 덕에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하였다. 한국

드라마‘겨울연가’는 일본에서는 최초로 2003년 4월에 NHK 위성 방송에

서 방송되었고 그에 힘입어서 2003년 12월 다시 재방송됐다. 그때 당시의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배용준의 유명세도 일본에서는 뉴스에서 화제가 

될 만큼의 사건이었다. 2004년에 한국에서 욘사마로 불리는 배용준이 첫 

일본 방문한 하네다 공항에는 약 7,000명의 팬이 몰리는 대소동이 일어났

다. 30대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모든 팬들이 열광하여 당시 뉴스에서는 물

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14) ‘겨울연가’ 붐이 없었더라면 역사적인 한

류, 그리고 오늘날의 K-Pop 열풍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4) 産経スポーツ, 「平成16年 冬ソナ ヨン様と韓流ブーム」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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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가’에 무엇이 그렇게 일본 중년여성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겨

울연가’에서 배용준이 맡은 강준상 역할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고 그가 

연기한 강준상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은 일본 남성들의 이성에게 어설픈 남

성상 혹은 현실 속 남편의 모습을 한심스럽게 여겼던 중년층 여성의 소녀 

감성을 자극해 그들의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

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하지만 우리와 모습이 

비슷한 동양인이면서 해외의 드라마라는 신기하고 친근한 신선함으로 다

가와 더더욱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일 수도 있다. 마치 그들이 청춘 시

절이었던 1970년대 쇼와시대의 멜로드라마를 연상케 하며 그리움을 느끼

게 되는 연출이었다. 

2000년대 한국 지상파 드라마의 세 가지 키워드는 사랑과 돈, 그리고 복

합한 스토리다. 첫 번째 거의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이다.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관계에서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미국이

나 할리우드 영화처럼 권선징악으로 간주 된 깔끔한 영화보다 다소 뒷 끝

이 좋지 않더라도 윤리나 도덕성보다 사랑이 먼저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점도 서양 드라마와 차별화되기도 한다(呉, 2015) 

다시 아이돌 맥락으로 돌아가면 아이돌의 역사는 시대별로 구분된다. 이

시림(2019)에 의하면 오늘날 활약 중인 아이돌을 포함한 아이돌의 역사는 

시대별로 구분이 되는 1세대와 2세대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탑3인 3대 기

획사로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데뷔한 아이돌이 성공을 거두며 많

은 아이돌 그룹의 데뷔와 함께 후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많이 생기기 시

작했다. 2010년 이후 데뷔하는 아이돌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는 

한해에만 해도 50여 팀이 데뷔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해왔지만 그들의 모습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은 바로 섹슈얼리티다. 기존에 소녀 감성의 사랑스러운 여리여리

한 이미지가 1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이었다면, 2세대는 기존의 발랄한 소

녀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통해 강한 이미지

를 드러내고 섹슈얼한 이미지를 보여준다(이동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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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가’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K-Pop이라는 영역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소녀시대와 빅뱅이 폭발적

인 성공을 거두며 K-Pop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이처럼 다른 가수들과 어

떤 차이점과 특색 때문에 또다시 한국 아이돌이 일본을 매료시키며 빠지

게 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를 중심으로 춤 동작을 연구한 정겨울 (2015)에 의

하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의 컨셉이 ‘순수함’이거나 ‘섹시함’으로 

갈라지는 것과 달리 소녀시대의 경우 순수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양면성을 갖

추고 있다. 소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깜찍 발랄한 동작들과 또 중간중간

에 몸매를 강조하는 동작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춤의 자극적인 요소를 준

다. 순수함 속에 섹시미를 지님으로 남성들의 완벽한 이상형이 되는 것이

다. 즉 소녀시대의 춤은 이와 같이 대중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집어내어 

대중이 바라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국 아이돌 시장이 어떻게 일본 음악시장에서 성공하여, 수용되었는가

를 연구한 김효은(2015)은 한국 아이돌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 

및 한국 아이돌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들의 특징을 강점, 약

점, 기회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장점은 뛰어난 퍼포먼스, 가수를 키우

는 관계자에 성공의욕과 도전정신,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같은 동양인이란 

친근감이다. 환경적 장점으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금, 지원방안이다. 

다음으로 약한 점은 인재부족과 소속사 자금이 부족한 점과 소속사와 가

수의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youtube를 포함한 SNS 보

급으로 인한 인지도 상승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젊은 층이 갖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퇴색된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는 제3의 K-Pop 전성기가 왔다. 한류에서 K-Pop까지 구분 

및 정리하면 배용준의‘겨울연가’를 주동으로 하여 한류 드라마가 화제

가 된 시점을 제1차 한류 붐, 소녀시대, KARA, 동방신기 등 K-Pop 스타들

이 인기를 증명했던 제2차 한류 열풍. 이에 이어 현재, 제3차 한류 붐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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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에 시대 구분과 다른 점은 10대, 20대의 젊은 여성

들이 특히 한국의 음악은 물론,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장품이나 패

션, 음식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15)

2) 방탄소년단의 등장

한류가 진화되어 K-Pop 붐으로 그치지 않고 KOREA의 이니셜 K가 앞자

리에 붙으면 뷰티, 음식, 언어까지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단순한 한류

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란 국가 자체가 세계적인 이슈라고 말해도 과언

이 아닌 정도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현재 한국, 일본뿐만이 아닌 글로벌 한 활약과 인기를 얻

은 아이돌이 있다. 요즘에는 이들 때문에 한국어 대한 관심과 학구열, 한

국 문화에 대한 사랑도 급상승된 상황이다. 한국의 음악을 세계로 알린 중

요한 역할을 한 주인공이자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핫 아이콘,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남성 힙합 그룹이다. 소속사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며 프로듀서는 방시혁이다. 2017년부터는 BTS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이다. 구성원은 총 7명으로 리더의 (RM) 랩몬스터, (JIN) 

진, (SUGA) 슈가, (J-HOPE) 제이 홉, (JIMIN) 지민, (V) 뷔, (JUNG KOOK) 

정국이다. 최연소의 정국은 1997년생이며, 진은 가장 나이가 많은 1992년

까지 이들의 평균나이는 현재 24세이다. 

2018년에는 한류, 한국어 보급에 공을 세운 인재로써 최연소로 한국정부

로부터 문화 훈장을 수여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대표곡은 DNA, Fake 

Love, 피 땀 눈물,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이다. 2019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유명외국 가수들을 제치고,‘top 그룹상’을 수상하였고, 2017

15) ヨダエリ, 日経トレンディネット「第3次韓流ブーム,若い女性がK-Cultureにハマるワケ」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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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어서 top 소셜아티스트 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 2019년 빌보드 뮤

직어워즈 2관왕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가수 최초의 기록이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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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탄소년단의 뉴스보도

하지만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일본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오리콘차트에서도 그들의 인기는 정상에 올라가 

있다. 일본 오리콘차트가 발표한 2019년 최신 차트에 따르면, 7월 3일 발

매된 방탄소년단의 열 번째 싱글 'Lights/Boy With Luv'는 46만 7,107포인

트를 기록해 데일리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일본 싱글 전 

음반인 'FAKE LOVE/Airplane pt.2'보다 14만 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

으며, 역대 해외 아티스트 싱글 가운데 첫날 판매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

다. 특히, 이번 싱글은 100만 장의 선주문량을 기록해 일본 내 방탄소년단

의 뜨거운 인기를 각인시켰다. 이는 5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방탄소년단

의 일본 소속 레이블인 유니버설 뮤직 재팬에서 집계한 수량이다. 일본에

서 싱글 100만 장 출하를 달성한 한국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16).

일본에서는 한류가 시작되면서 BOA,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등 많은 

한국가수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탄소년단만큼 전 세계적으로 압도

적인 인기와 평가를 받았던 가수는 없었다. 미국, 일본, 영국까지 싹쓸이한 

방탄소년단. 그들이 ‘진정한 월드 K-Pop 스타’라 언론에서 지칭한다 17).

16) 강경윤, SBS 연예뉴스, 「방탄소년단, 오리콘 데일리차트 1위 해외아티스트 싱글 
최고기록」 2019.7.4.

17) 안별, 조선일보 「방탄소년단 미국, 영국, 일본 점령」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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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아이돌 현황

본 장에서는 일본 아이돌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총무

성의 SNS 사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대표적인 SNS는 네이버 

서비스의 라인이며, 라인의 사용률은 압

도적으로 많다. 일본에서 보편화 되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라인 메

신저, 그 라인 사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유저 620,588명 (약 62만명) 을 대상으로 

아이돌의 인기도를 조사하였는데 2019년 

최신으로 10대부터 60대의 남녀노소에게 

세대별 좋아하는 아이돌의 순위에 대해 

국민적 설문이 실시되었다18). 조사의 결

과, 좋아하는 아이돌 종합 순위 1위를 차

지한 그룹은 쟈니스 소속사의 아라시

(ARASHI)이다. 

18) LINE アンケート

그림 4. 쟈니스 사무소 창립자 
쟈니스 키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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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는 1999년 9월 15일 데뷔하였고, 5인조 남성 아이돌 댄스 그룹이

다. 구성원은 총 5명이며, 리더의 오오노 사토시, 니노미야 카즈야, 사쿠라

이 쇼, 마츠모토 준, 어이바 마사키. 이들의 평균나이는 35세이다. 데뷔곡

은 A・RA・SHI 이며 대표곡은 Love so sweet. One Love. Happiness. サク

ラ咲ケ 등이다. 일본 대형 남자 아이돌 소속사인 쟈니스 사무소 소속이며, 

한국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체결하여 음반 판

매 중이다. 

이들의 소속사인 쟈니스 사무소 이야기는 일본 아이돌이란 키워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일본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남자 아이돌 전

문 교육기관으로써 압도적인 유명세와 역사를 가진 소속사이기 때문이다. 

쟈니스 사무소 (Johnny&Associates)는 1962년 6월에 창립되었다. 창립자인 

쟈니 키타가와(johnny kitagawa)에서 회사 이름을 따서 유래되었다. 57년

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속사이며, 수많은 슈퍼 아이돌을 양성하여 창출

해왔다. 기네스 세계기록에「가장 많은 공연의 프로듀싱을 한 인물」「가

장 많은 1위 싱글을 프로듀싱을 한 인물」그리고 「차트 1위가수를 가장 

많이 프로듀싱한 인물」3가지 항목에 기록이 되었다.19)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1988년에 데뷔한 SMAP이다. 이들은 5인조 그룹이

며 평균나이는 45세이다. 2016년까지 28년 동안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예능까지 다양하게 활동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장수 아이돌이였으며 일본에서는 국민적 아이돌 

그룹의 대명사이다.

19)日刊スポーツ, 「ジャニー喜多川氏　３つ目ギネス世界記録」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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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에서 출판된 초난강의 

「정말북」

그 중 쿠사나기 츠요시는 ‘초난강’이란 이름으로 일본인 시청자들에게 

한국어를 알리며 일본 국내에서 한글책도 출판하며 실제로 한국에 와서도 

방송 활동을 하였다. 2003년 6월 8일, 일본방송 TBS (일본 국민과의 대화) 

편에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출연하여 한국어 실력을 발휘

하여 화제가 되었다20). 

그림 6.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초난강

또 2002년 7월에는 한국의 도레미미디어와 정식 계약 후 ‘정말 사랑해

요’ 라는 타이틀곡 앨범을 발매해 한국에서 음악방송 활동도 하였다. 어설

픈 한국어와 특이한 메이크업연출과 따라 하기 쉬운 안무로 친근감 있고 

20) 박원기, KBS뉴스 「돌파구 못 찾는 한일 관계…‘2003년 그 때’를 아십니까」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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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이미지로 활동해 일본 가수의 선입견을 그가 바꿨다.21) 2008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

기도 했다22).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매된 곡 정말 사랑해요의 앨범사진

도 기발하였다. 2013년 2월7일 MBC에서 방송된 천기누설 무릎팍도사 11회

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배우 차승원과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림 7. MBC 무릎팍도사 차승원과 초난강

한편 네이버에서 개발한 대표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이자 모바일 메신저

인 ‘라인’(LINE)은 일본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설문을 실시했는데, 최근 2019년 라인 설문에서 62만 명이 뽑은 일본 

국민이 선택한 세대별 통계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좋아하는 여성 아이돌과 남자 아이돌 순위 상위 10위까지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21) 김예나, 네이버 TV연예, ‘「SMAP 출신’ 초난강, 2002년 韓 활동했던 친근스타」   
2016.01.13. 

22) 조미옥, 서울 신문 나우뉴스, 「이명박 대통령 초난강 토크쇼 출연」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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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라인 설문조사(유저 62만 명이 뽑은 좋아하는 아이돌 종합순위/ 

출처 SNS 라인)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인 유저가 뽑은 좋아하는 아이돌 남자 아

이돌 편 1위는 아라시, 2위가 TOKIO, 3위는 EXILE이다.

그림 9. TOKIO와 EXILE

다음으로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순위는 1위가 乃木坂46, 2위가 Perfume, 

3위는 모모이로 클로버Z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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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노기자카 46, perfume, 모모이로 클로버 Z

총 연령 종합순위 안에는 남녀 모두 여전히 10위안으로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가 10위안에 들어 있다. 전성기를 다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 한국 아이돌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0대가 뽑은 남녀 아이돌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10대가 뽑은 남녀 아이돌 종합순위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뽑은 아이돌 3위에 방탄소년단, 

남성이 뽑은 순위에도 방탄소년단이 4위로 기록되어있다. 10대들의 순위

를 보면 방탄소년단 외에도 빅뱅, 동방신기 등도 10위안에 들어가 있다. 

10대들이 특히 한국 아이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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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모든 순위에서 1위는 균일

하게 아리시로 나온 것을 보면 일본에서의 인기 아이돌 가수는 아리시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10~60대 대상 남녀 아이돌 종합순위 

하지만 일본 국민이 뽑은 종합순위, 상위권 안에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아이돌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는 예전과 

달리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심과 호감의 대상

인 한국 아이돌이 가지는 신체이미지는 과연 무엇이고 일본 대학생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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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아이돌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와 움직임

1.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 대상인 일본 메지로 대학교 한국어학

과 학생 70명23)을 대상으로 그룹설문지와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들

이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일본인 

대학생이 한국어의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된 계기 및 시발점은 K-Pop이

었다. 그러므로 K-Pop을 선호하게 된 요소 속에서 선호하는 신체 이미지

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연구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아이돌에 대한 외형

적 인식은 일본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1학년 60명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설문지와 4학년 일부 학

생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혼합하여 더 다방면의 관점을 

고찰하였다. 둘째, 자신의 국가(일본)에도 다양한 아이돌 가수들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왜 한국 아이돌의 외모를 더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한국 아

이돌과 일본 아이돌 차이점을 중심으로 차별점들은 어디서 오는지를 탐색

하였다. 셋째,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우상적 신체 이미지가 국민의 미의 대

한 의식과 미의 기준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서술하였다.

1) K-Pop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앞서, 1학년 약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설문지 내용에 한국어 학과

로 입학을 한 이유에 대해 K-Pop, 드라마, 언어 중 1위가 K-Pop, 그 다음

으로 드라마였다. 압도적으로 K-Pop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학

생이 대부분이었다.

23) 연구 대상 13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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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그룹설문지에서 방탄소년단 일본 공식 팬클럽 ARMY에 가입된 상

태라고 서술한 팬클럽 가입자는 18명이며, 18명 학생 모두 K-Pop이 이유

라고 답했다.

K-Pop이 한국이란 국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어를 자신의 

전공으로까지 선택하게 되는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K-Pop 즉 

한국 아이돌 가수에게 어떠한 점에 끌렸는지,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

해서는 춤, 얼굴, 신체 등 압도적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많은 비율을 차지

했다. 그중 흥미로운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담자 한국 아이돌의 외모에 대한 인식

EXO팬 노래를 잘 부른다, 얼굴, 손이 예쁘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안다.

남학생 다른 국가의 아이돌과 비교하여, 
춤, 외모 어떤 면에서 봐도 우월하다.

세븐틴 팬 춤이 절도 있고 칼 같다.

세븐틴 팬 춤의 안무, 표정에 끌렸다.

트와이스 팬 얼굴이 너무 예쁘다.

트와이스 팬 2배 속도로 춤을 추는 방송을 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발달 되어있는 퍼포먼스였다.

여학생 모두 외모가 출중한 점. 
신인인데도 신인같지 않는 파워풀한 퍼포먼스.

CIX팬 외모가 훌륭하다. 키가 크다. 노래와 춤도 실력이 있다.

AB6IX 복근이 대단하며, 일본어를 잘한다.

표 3 .일본 대학생이 본 한국 아이돌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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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는 얼굴, 신체, 춤, 근육 등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비중

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K-Pop에 대하여 어떠한 면의 매력을 느끼며 선

호하게 되었는지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4학년 학생 10명

과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어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일부 학생들은 한국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주었다

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TV에 소녀시대, 카라가 나와서 예쁘다고 느꼈다. … 얼굴 신체 중에서는.. 몸매였
다. 다리가 길고 예쁘다. 일본 여자 아이돌 중 비교 대상으로는 AKB48이란 그룹
이 있는데 그들과 비교를 해도 몸매와 춤도 갖추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춤이 
통일성이 있어서 예뻤다. (미츠하시군 남학생 4학년 22세)

이 남학생의 의견은 한국어학과 학생 중 대부분이 여학생인 상황에서 

남성이 한국 여자 아이돌을 바라보는 시각은 소수의견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의견이었다. 남성의 인식 또한 시각적인 계기로 K-Pop을 인식하

고 있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입학을 결심했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카라와 소녀시대가 일본 예능에 나왔던 걸 보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자
주 찾아보다 팬이 됬다. 중학교 1학년 당시 그때부터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
다. … 음악이나 외모 등 일본 아이돌과 비교해서 춤의 퀄리티가 달랐다. 신체적
인 차이도 있다 (몸매) 동경의 대상으로 될 만한 요소가 많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등 그렇게 느낀다. 몸도 날씬하고 마르고 굴곡도 있다. 일본 아이돌과 비교
하면 일본은 귀여움이 더 부각 되고 애교라던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한국 아이돌이 더 눈에 띄고 확 들어 온다. (아라시 허스키양 
21세)

이 학생이 K-Pop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방송에서 직접 눈으로 나온 

것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 음악을 듣고 가사나 음악성에 

대해 끌리거나 시각적인 요소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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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날씬한 신체와 굴곡 있는 신체 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

중학교 때 드림하이라는 한국드라마를 일본방송에서 봤다. 배우들도 멋지고 옥택
연을 보면서 2PM의 팬이 되었다. 때마침 NHK 방송에서 한글 강좌란 방송을  
2PM이 진행을 담당했는데, 그러면서 꾸준히 시청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
했다. 고등학교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진학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 대학교도 들어오려고 결심했었다. … 2PM의 닉쿤이 좋다. 몸이 멋있다. 근육
이 대단하다. 맴버들 끼리 사이가 좋은 것도 보기 좋다. (2PM 바라기양 22세)

이 학생은 2PM의 건강한 근육과 신체에 대한 인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답하였다. 한국드라마에서 시작한 호기심이 아이돌 가수로 진화되어 본

격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학구열을 상승시킨 것이다. 그 끌림의 주요한 

역할을 한 그들의 완벽한 신체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한국어학과를 들어오기로 마음먹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이돌을 좋아해서이
다. 특히 EXO가 좋았다. … 첫 번째 이유는 얼굴이고, 두 번째는 몸, 체격이 길고 
스키니하다. 키가 크다. 초장기 때는 그냥 길고 말랐었다. 점점 몸도 만들고 좋아
진 것 같다. (엑소 바라기 양 22세)

  

이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요소는, 얼굴, 신체, 큰 키와 

스키니한 신체 라인 3가지가 중심적이다. 이처럼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본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한국 아이돌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들이 한국 아이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로는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학과 재학 중인 일본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

기가 압도적으로 K-Pop인 가운데, 한국 아이돌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음악성이나 가사 등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요소에 시선

이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들로는 외모와 춤, 노래 등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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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타곤, 그리고 비스트를 좋아했다. 얼굴도 노래도 춤도 잘 췄었다. … 체격이 좋
아서 키도 크고 춤이 더 사는 것 같다.
(유키양 22세 )

학생들의 각자 K-Pop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한

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학생도 그렇지않은 학생 모두, 신체적 조건에 대

한 인식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예쁘고 잘생긴 얼굴, 큰 큰 키

와 긴 다리. 건강한 근육과 탄탄한 신체의 라인을 K-Pop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아이돌만이 가진 독보적안 

신체 이미지로써 영역을 확장 시킬 수 있었다. 

  2)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 인식

일본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 중에서도 최근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하여 심층면담과 설

문조사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미 일본 대학생들 내에서도 한국 

아이돌 중에 대다수가 방탄소년단을 인지하고 있거나 그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룹설문지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질문에 서술

한 결과는 <표-4>에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인 1순위였고, 2

위로는 EXO, 트와이스, 세븐틴이 뒤를 이었다. 3위와 그 외의 순위로 등

장한 것은 NCT, 워너원, B1A4, 씨스타로 나왔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

고 답한 학생은 모두 일본 공식 팬클럽 ARMY에 가입되어있다고 서술하

였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지지하는 아이돌그룹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학과 재학 중인 일본 대학생들

의 한국 아이돌 관심도 순위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분명한 인기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방탄소년단을 선택한 20명이 모두 여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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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아이돌 그룹명 학생 수

1위 방탄소년단 20명

2위 EXO 5명

2위 트와이스 5명

2위 세븐틴 5명

3위 NCT 3명

그 외 워너원, B1A4, 씨스타 등 22명

총 60명

표 4. 일본 대학생이 뽑은 아이돌 순위

면담자 방탄소년단 팬이 본 외모.

A양 어려 보이는 동안 얼굴과 딴딴한 복근에 조합이 좋다. 

B양
방탄소년단의 **이 이상형이며 최강이다. 
가슴근육, 허벅지.. 근육이 좋다.

C양
**의 근육. 특히 허벅지가 대단하다. 
복근과 팔의 근육이 엄청나다.

ao-ma양 춤을 잘 추고, 몸매가 좋고 멋있다.

shur양 외모가 훌륭하다. 키가 크다. 겸손해 보이며 멋있다.

msk군 얼굴이 너무 이상형이다.

virgo양 근육과 의상이 잘 어울려 보여서 멋있다.

koto양 팬 미팅에 가서 실물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표 5. 방탄소년단 팬인 일부 면담자들이 본 방탄소년단의 외모.



- 57 -

<표-5>에서는 학생 중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ARMY에 가입된 일부 

학생이 답한 방탄소년단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모았다. 특히 신체적인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어있었으며, 복근, 허벅지 등 건강한 근육을 매력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신장에 대

해서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6>은 방탄소년단의 팬이 아닌 일반 학생의 시각으로 본 외

모에 대한 평가다. 일반적인 학생 또한, 근육과 얼굴 크기에 대한 우월

성을 주장하였다. 방탄소년단을 선호하는 학생들과 그 외 학생은, 모두 

공통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얼굴과 체격에 유사한 인

식을 하고 있다.

면담자 방탄소년단의 외모

kyo양 완벽한 외모

mnk 신체가 건강하며, 비슬비슬해 보이지 않다.

body양 신체 미를 보여주기 때문

msh 얼굴과 몸 (비율) 

ysnior 퍼포먼스의 표정

무기명 비주얼이 엄청나다.(얼굴, 근육)

무기명 곡도 멋지고, 얼굴도 잘생겼다. 어떤 부분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다.

무기명 모두 얼굴이 너무 작다.

표 6. 일본 대학생들이 보는 방탄소년단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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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잘생긴 

외모와 근육질의 몸매에 대해 상세하게 표현하며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반면 그 외의 학생들은 상세하지는 않으나 외모와 신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 아이돌 퍼포먼스에 나타난 신체 움직임

  1) 일본과 한국 아이돌 퍼포먼스 비교

4학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대한 인식

에 대한 부분을 고찰해보았다.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대한 인식을 

일본 아이돌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답했다.

춤이 너무 절도 있고 멋지다. 일본 아이돌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 의상도 타이
트하고 한국 아이돌의 안무가 많이 격하다. 무대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딱 잘 맞
추어진 춤 칼군무가 많다. (나츠미양)

한국 아이돌의 춤이 역동적이며 파워풀하다. 의상도 타이트하며 스키

니한 이미지이다. 아래의 <그림-13>과 같이 한국의 아이돌 블랙핑크와 

일본의 인기 아이돌 노기자카46의 라이브 무대를 비교해보았다. 일본 대

학생의 인식을 영상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 아이돌의 안무 

특징은 손을 움직이는 손동작이 많고, 역동작이며, 퍼워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며, 귀여운 느낌의 율동적인 안무로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동

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의상도 신체의 라인을 강조하지 않고, 여성스러움

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원피스 의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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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노기자카46)과 한국(블랙핑크) 여자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안무 비교 

또한 구성원이 많다 보니 무대 사용공간은 좁아 보이지는 않지만, 멤

버의 개인적인 움직임이나 이동공간의 범위가 비교적 넓거나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전체적인 안무의 느낌은 작은 동작, 손을 움직이는 동작이 

많고, 하반신을 격하게 움직이는 안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아이돌은 안무가 외우기 쉽고 각자의 개성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하
지만 통일성은 결여되 보인다. 일본 안무가 더 쉽다. (쇼미더 머니양 190726)

반면에 한국의 블랙핑크는 구성원이 4명임에도 불구하고 멤버 한사람, 

한사람의 동작과 움직임이 크고, 역동적이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은 일

본 아이돌과 비교하면 적은 인원수이지만 무대의 공간 사용범위는 넓고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의상도, 일본 아이돌의 여성스럽고 살랑살랑

한 이미지, 펑퍼짐한 원피스 느낌과는 대조적인 스타일이며, 상당히 타

이트하다. 신체의 라인도 강조되어있다. 안무도, 파워풀하고 역동적이다. 

상하좌우로 움직임이 다양하며 신체의 곡선에 따라 라인이 부각 되는 안

무도 특징이다. 안무와 함께 표정도 성숙함과 섹시미를 풍기는 도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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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도 보인다. 곡의 느낌도, 일본은 순수함을 표현한다면, 한국 쪽은 

좀 더 자극적인 것 같다. 의상부터 시작해, 안무, 연출, 퍼포먼스, 무대를 

사용하는 공간 범위, 표정까지 특징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를 만드

는 것이다. 특히 일본 아이돌을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 아이돌의 

특색이 더 부각 되며 차별점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 또한 중

요한 요소이다. 일본의 인기 국민 아이돌 가수인 아라시의 퍼포먼스와 

무대를 분석하면서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비교분석 해 보였

다. 

그림 14. 아라시의 퍼포먼스 형태

먼저, 아리시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면, 무대의 포메이션 및 춤의 라인과 

자리 배치가 균일하여, 패턴이 정해져 있다. 안무도, 일본 여자 아이돌과 

공통적인 특징으로 상반신 위주로 손동작을 중심으로 한 안무가 많다. 

곡조와 의상과 스타일도, 타이트하지 않고, 남성성을 강조하거나 신체 

미, 혹은 근육을 노출하지 않는다. 컨셉과 이미지도 동일하여, 전체적인 

무대 퍼포먼스도 역동적인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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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공통점은 잘 모르겠다. 차이점은 춤의 실력, 아리시의 춤 
실력은 보통인 것 같다. 아리시는 퍼포먼스 위주로 활동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2PM 바라기양 190726)

이처럼 한국 아이돌과 아라시를 비교해서 역동성이나 안무 동작 중 특

정한 신체 부위인, 골반이나 허리 등을 사용하는 한국 아이돌의 특성에 

비해 일본은 손동작이 중심적이며 무대 포메이션 이동도 크게 변화가 비

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아라시의 무

대와 퍼포먼스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5. 일본 아이돌의 보편적인 무대 포메이션

 <출처: 일본 사이트 dews365.com >

 

<그림-15>의 아라시의 무대 패턴도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패턴에 해

당 된다. 이 춤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손동작 중심의 안무 퍼포먼스가 아

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아이돌의 평균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

다. 안무도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자리 배치의 이동범위가 넓고, 안무도 

따라 하기에 난이도가 높다. 비교적으로 일본 아이돌은 무대 위 이동범

위는 좁고, 안무도 따라 하기 쉬운 안무 중심적인 것이 특징이다. 즉, 일

본 여자 아이돌 노기자카46와 아리시는 이 전형적인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퍼포먼스가 대부분이다.

아라시의 퍼포먼스에 이어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비교한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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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은 전체적인 그림이 멋있다. 퍼포먼스 중심적이다. 일본은 퍼포먼스보
다 멋있는 것 외에 말을 잘한다거나 귀여움이 있다거나 예능도 소화할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아이돌보단 탈렌트 같은 느낌. 일본 쟈니스는 외모나 퍼포먼스가 
어필 포인트가 아닌 듯하다. 개개인의 개성도 강하고. 캐릭터 적인 요소를 더 중
요시하는 것 같고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가수가 실제로도 오래 인기를 끈다. (아
라시 허스키양 190726)

이 학생은 평소 아라시를 좋아하는 팬이지만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더 높이 평가하였고, 일본 아이돌은 겉으로 보여지는 요소보다 정서적인 

매력을 더 어필하는 캐릭터로 보고 있었다.

그림 16. 방탄소년단 라이브 무대 <출처:youtube>

<그림-16>과 <그림-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탄소년단의 자리 배

치, 그리고 무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범위가 상당히 넓고 참신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사용하는 방식은 자유자재로 

공간이동을 한다. 그림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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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방탄소년단의 무대 포메이션 변화

<그림-17>을 보면, 틀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거나, 각 파트별로 센터

가 바뀌어 가면서 센터가 가운데에 그 주위를 원형을 그리듯이 돌아간다

는 등, 무대 위에서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기발한 퍼포먼스도 방탄소년

단의 무대 패턴의 특색이다. Idol이란 곡의 라이브 무대로 다시 한 번 분

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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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춤의 패턴과 자리 배치, 여

러 퍼포먼스를 한 무대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림 19. 방탄소년단의 무대 포메이션 변화2

다음으로 방탄소년단의 동일한 곡으로 안무의 특색에 대해 분석해보았

다. 우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역동적인 안무가 돋보인다. 일본 대학

생이 인식하고 있던 춤의 파워풀함, 절도 있는 칼군무, 역동적, 춤 선의 

아름다움 등도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퍼포먼스의 독보적인 특징이다.

그러한 부분에 이어 많은 한국 아이돌 중에서도 독보적인 요소는 바로 

그들만의 특유의 안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춤이 압도적으로 날카롭고 절도 있다. 안무도 다르다. 의상도 껄끄러워 
보이는 의상을 입었어도 마치 가벼운 옷을 입은 것처럼 춤을 춘다. 그만큼 연습
을 많이 하는게 보이고 라이브로 부르는 가창력도 안정적이며 실력 차이가 크다. 
(아라시 허스키).



- 65 -

그림 20. 방탄소년단의 무대

<그림-20>에 곡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의 엔당 부분에서 곡이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바닥에 앉는다. 이러한 이들만의 특이한 퍼포먼스도 일본 

대학생이나 팬이 바라볼 때 더욱더 흥미롭고, 문화 충격적 경이로움과 

동시에 끌리는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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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에 발을 차는 부분이, 발차기를 하며 돌아가는 특이한 안무 

장면이다. 

이 곡과 관련된 뉴스 가사에는 (덩기덕 쿵더러러)란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음악과 춤도 한국의 전통적인 냄새를 풍기는 퍼포먼스이다. 위의 

무대는 방탄소년단의 곡 ‘아이돌’로서 삼고무, 부채춤, 탈춤, 사자춤, 

사물놀이 등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이 담긴 국악을 차용하였다. 각각의 

멤버들은 한복도 입고, 부채춤과 탈춤을 추었으며, 꽹과리, 장구 등을 이

용한 연주를 통해 한국적인 멋을 한껏 부리는 무대였다24). 안무가 여기

저기 움직임도 격하며, 안무도 복잡한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통일

성 또한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강인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상으로 일본 대학생은 아이돌의 퍼포먼스와 비교했을 때 무대 포메

이션 이동이 적고 손동작 중심적인 차분한 것이 일본 아이돌의 퍼포먼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아이돌의 춤은 특색이 있고, 역동적이며 무

대의 공간을 사용하는 범위가 더 넓고 일본 아이돌과는 구별화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상도 신체를 더 강조한 타이트한 옷이 더 움직임의 

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한국 아이돌의 인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 

24) 지연주, 네이버뉴스 뉴스엔, 「방탄소년단, 삼고무→탈춤 ‘멜론 뮤직어워드’ 국악에 완벽
히 버무렸다」 2018.12.02.

그림 22. 2018, 멜론뮤직어워드의 정국과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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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에 대한 인식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그룹설문지의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하게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튜브에서 그들

의 안무 및 퍼포먼스를 본 학생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로 퍼포먼스를 본 

학생들은 첫째로 퍼포먼스, 둘째로 안무, 셋째, 외모순으로 방탄소년단의 

영상에 대해 신체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방탄소년단은 하나 같이 춤이 균일하게 갖추어져 있다. 춤의 장르도 엄청 격한 
춤이다. 통일성이 엄청나서 보기가 즐거웠다. (엑소 바라기 양 190726)

다른 그룹과 비교해서 퍼포먼스가 너무 딱딱 잘 맞춰졌다. (미남이시내요)

방탄소년단이기에 나올 수 있는 특유의 아우라가 있다. 춤 실력은 잘 추는 사람
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타고난 건 있는 것 같다. (유키
양 190726)

다들 날씬하고 스키니하다. 춤이 딱딱 잘 맞춰져 있어서 예쁘다고 느꼈다. 다른 
그룹에 비해 춤이 독보적인 것 같다. (칼군무)

내가 EXO 팬이라서 그랬는데 비교를 하자면 EXO는 춤을 잘 추는 사람과 못 추
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팬이 봐도 눈에 거슬리는 정도로 퍼포
먼스가 불균형이 있어서 엄청 춤이 이쁜 건 아니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하나 
같이 춤이 균일하게 갖추어져 있다. 춤의 장르도 엄청 격한 춤이다. 통일성이 엄
청나서 보기가 즐거웠다. (엑소 바라기 양 190726)

  

심층면담 인터뷰 속에서 분석한 결과,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팬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의 인식임에도 보편적으로 일관된 의

견이 나타났다. 그들만의 특유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으며, 칼군무는 한

국 아이돌 중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무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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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특이한 안무 형태이고, 복잡한 안무임에도 흐트러짐 없는 절도 있

는 춤으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팬이 

맹목적인 치우쳐진 평가가 아닌 비교적 냉정한 시각으로 관찰해도 방탄

소년단의 이미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형 답안과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한 내용을 살피면서 좀 더 

깊이 탐색해보았다. 먼저, 60명 중 방탄소년단 일본 공식 팬클럽 회원으

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서술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외모, 퍼포먼스도, 같은 사람이란 것이 믿기지 않는다. 너무 완벽하다. (슈가 바라
기양18세  190724)

곡조에 맞춰서, 격하고 파워풀하게 춤을 췄다가, 부드럽게 아름다운 춤을 췄다가, 
너무나 눈이 끌렸다. 각자에 춤 실력을 살린 다양한 아무를 소화하고, 춤을 소화
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것 같다. (mona 양 18세 190724)

표정과 몸의 움직임이 너무 경쾨해 보인다. (kyo 양 18세 190724)

춤이 흔들림이 없이 절도 있다. 어려운 안무도 아주 쉽게 소화했다. (mnk양 18
세 190724)

춤 잘 추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 (mgh양 
21세 190724)

모든 것이 멋있다. 다리 근육과 허벅지가 굉장하다. (jin 양 18세190724)

수준이 남다르다고 느꼈다. 춤, 노래, 퍼포먼스 모두. (mainan 양 19세 190724)

신(神)이다.. (지민 바라기 양 18세 190724)

멤버 모두의 춤이 절도 있다. 파워풀하다. 포메이션도 자주 바뀌는데 흐트러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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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대단하다. 복근도 굉장해서 놀랐다. (뷔 바라기양 18세 190724)

앞에서 인용한 내용을 요약하면 어려운 안무도 부드럽게 소화하며 칼

군무는 파워풀한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다. 근육도 대단하며, 사람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다. 심지어 방탄소년단을 신이

라고 부르는 정도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를 종합한 결과, 방탄소년단 팬이 보는 많은 다른 아이돌 중 빌보드차트 

1위 및 성공 요인은 <표-7> 다음과 같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와 외모에 대해, 특히 절도있는 춤, 역

동적인 음지임과 춤의 통일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는 긴 다

리와 작은 얼굴 등 우월한 신체비율, 건강한 근육과 하얀 피부가 특징적

퍼포먼스 외모

춤의 통일성. 유명해져도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체력관리 

(rnshd양 190724)

완벽한 외모 (kyo양 190724)

춤이 다른 그룹과는 차원이 다르다. 

(rnuszkd양 190724)

신체가 건강하며, 비슬비슬해 보이지 

않다.(mnk 190724)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남성이 예쁜 

춤선으로 격하게 추는 춤. 춤으로 

매료하기 위한 변하지 않는 연습량. 

(manaxiao양 190724)

신체 미를 보여주기 때문 (body양 

190724)

춤이 절도 있다. (칼군무) 안무. (mnk) 얼굴과 몸 (비율) (msh 190724)

역동적인 퍼포먼스, 같은 춤을 

수없이 연습한다 (뷔 바라기 190724)
새하얗고, 작은 얼굴(kyo양)

표 7 일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와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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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종합했을 때, 60명이 선택

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도 성공 요

인의 첫 번째로 퍼포먼스로 나왔다.

위에서 일본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퍼포먼스 이미지는 칼군무, 역

동성, 춤의 역동적인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통일성과 특색있는 안무

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왔다. 많은 한국 아이돌 중, 방탄소년단이 성공

을 할수 있었던 요인은, 퍼포먼스에서는 칼군무, 역동성, 특이한 안무가 

그들의 신체 이미지의 일부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아리시도 좋아하고 방탄소년단의 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여학생에게 한국과 일본 아이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신기

한 점이나 늘 궁금했던 점에 대해 생각을 물어봤다.

왜 일본 아이돌은 춤이나 퍼포먼스를 그렇게 통일성 있게 안무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건지 너무 신기하다. 노래도 라이브도 너무 불안정하고 못 부르는 것 같고.. 
한국은 완벽함을 선호하고 일본은 부족하고 어딘가 가깝게 느껴지는 요소를 선호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일본은 친근감을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다. (아리시허스
키양 190726)

일본 아이돌도 선호하고 한국 아이돌도 관심 있게 보는 학생에게도 이

러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으로 보니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퍼포먼스 이미

지에 차별점이 있다. 일본 아이돌과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가 많은 비

교가 된다는 인식을 일본 대학생들도 파악하고 있다. 

일본 대학생이 보는 보편적인 인식은 일본과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

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이 더 역동적이고 통일성, 춤의 기술과 실력이 한

눈에 보일 만큼 차별점과 우월성 등을 표현하였으며, 인식들이 범주화되

었다.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나타난 특성들과 수준 차이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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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 및 방송 댄스에 관한 대중화된 문화와 교육적 체계의 차이

점에서도 요인을 찾을 수 있다. 

3. 한국 대중문화와 실용무용

   1) 한국의 실용무용

한국의 실용무용은 대중문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이지혜(2012)는 대중

문화 환경의 변화와 실용무용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950년

대를 지나 서구 대중매체의 유입, 정치적인 혼란을 벗어나기 위한 해방

구로 댄스홀이 성행하였고, 1960~1970년대에는 사회적 기장 확립에 따른 

춤을 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TV의 등장과 매체를 통해 디스

코가 유행하였다고 했다. 80년대에는 컬러 TV 등 매체의 발달, 동시에 

대중문화도 질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스타성을 기반으로 한 브레이크 댄스

가 전파되었다. 1990년대는 정치적인 환경 변화와 미디어 도입에 따른 

대중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문화의 급성장과 여가생활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한 힙합, 살사, 재즈, 디스코, 밸리댄스, 등 다양한 춤 

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문화와 매체의 진화에 따라 실용무용도 함께 

변화해왔다고 하였다.

실용무용의 바탕에는 힙합이 기반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며, 힙합은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엠씨잉(MCing), 디제잉(DJing),

그래피티(Graffiti), 비보잉(Bboying)인데, 이중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비보잉이다(정규하, 2018). 브레이크 댄스는 원래 

1970년대 초, 미국 뉴욕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집단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우재, 2010). 이러한 춤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자면 더 오래전인 

1492년으로 돌아간다. 당시 미국이란 대륙이 발견되어서부터 많은 흑인

들이 끌려와 노동자로서의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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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위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 비로 흑인문화이다. 아

프리카 전통음악과 춤, 여기서 춤의 문화가 시작되었다(이우재, 2010).

당시 흑인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자유적 제한이 많았다. 평범하게 산다

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진 흑인들

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고 다소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추측된다. 

다만 그들은 춤을 추는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춤으로 시간을 보내

는 방식이 생긴 것이며 더 이상 불량스러운 폭력집단이 아닌 춤으로 팀

을 구성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김상우, 2012). 이런 비보이, 브레이크 댄

스, 힙합의 문화들은 가난하고 억압을 당했던 흑인에게 순수무용이나 학

교 등을 대신하는 문화에 탄생이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발점은 

1970년 당시, 마이클 잭슨이 추는 팝핀과 로봇 춤은 전 세계가 열광하

며, 푹발적인 인기였다. 그가 췄던 춤 중에 ‘문 워크’는 아주 독보적

이며 경이로웠다. 그의 특유의 스타일과 뛰어난 춤 실력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당시 국내 가수 ‘박남정’은 마이클 잭슨의 느낌을 

살린 춤을 선보이기도 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이우재, 2010). 

이렇게 힙합 문화는, 집단문화에서 미디어에 발전을 통해 하나의 장르

로써 자리매김해간다. 천창훈(2003)에 따르면, 90년대 초부터, 힙합댄스는 

TV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계기에는 

서태지의 등장은 음악계를 넘어서 그 떄, 당시의 한국 사회적으로 화제

가 되었다. 서태지가 한국 힙합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주 등장한다. 그 

이유는 그의 음악에는 사회의 반항과 저항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저항의 이데올로기는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에서 힙

합을 탄생시킨 흑인들의 정신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용무용의 기반에는 힙합 문화가 뿌리 깊게 깔려있으며, 미국에서 시

작된 흑인문화에서 마이클 잭슨 춤의 세계적인 인기,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그들의 춤을 한국인의 눈에 비추기 시작하며, 대중가수, 아

이돌을 통해 시대와 함께 진화되어왔다. 현재의 실용무용 형태로써 자리

매김까지의 과정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실용무용에 있어 방송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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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방송 댄스가 바로 K-Pop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실용무용의 학문적 가능성

현재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도 바로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현대무

용을 배운 무용전공자이다. 이제는 K-Pop 댄스도 순수무용과 같은 아카

데믹 한 전공이 되어가고 있다. 

여자 아이돌 춤이 너무 예쁜 것 같다. 일본에 비해 바디 라인을 돋보이게 만드는 
동작 등 매력적이다. 동영상을 보고 많이들 따라 추는 것 같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처럼 춤을 추고 싶어하고, 배우고싶어 한다.(유키양 190726)

K-Pop춤은 어렵지만 따라해보고 싶게 만든다. 유튜브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동작
이 궁금해서 라이브 무대 영상 말고 안무연습 영상만 많이도 봤다. (2PM 바라기
양 22세 190726)

일본 대학생들은 K-Pop댄스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며 아이돌 

가수를 포함한 춤 연습을 단체로 연습한다. 또한 연습을 영상으로 올리

는 등 흥미로워하고 있었고 관심도가 높았다.

연습시키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춤을 잘 가
르치고 단체연습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유대감도 생기고 집단이나, 아이돌 가수
들의 경우도 모두가 더 실력발휘가 잘되는 것 같다. 일본은 아이돌도 각자 개별
연습하고 한국에 비해 단체로 맞춰가면서 춤 연습을 자주 하는 이미지는 없다. 
춤의 교육이나 지도 또한 한국의 특징이다.(아리시 허스키 양190726)

이처럼 춤 실력뿐만이 아닌 댄스를 지도하는 시스템과 연습하는 문화

와 교육까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춤이 늘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지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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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또한 일본에는 없는 문화이며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실용무용은 순수무용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요

소들이 한국 아이돌이 춤과 퍼포먼스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체계 현상은 체육학적인 카

테고리로 형성될 가능성으로 확인된다. 이지혜(2012)에 따르면 방송 댄스

는 방송 댄스에서 실용무용이란 명칭으로 전문화되었으며 대학교 등 전

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전공학과로서 본격적인 교육시스템이 1997년의 우

석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2011년에는 9개의 학교에

서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었다. 

한국에서 실용무용이라는 개념은 생활 무용과 사회 무용과 동일한 의

미로 이에 속하는 춤은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벨리댄스, 힙합댄스, 에어

로빅댄스, 건강댄스, 방송 댄스, 등 7가지로 규정된다(김영란, 외 2010).

2010년 무렵부터 K-Pop 열풍은 소녀시대, 빅뱅 등으로 제2의 전성기

를 맞이하였다. 그 시기를 계기로 학과개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현재 

2019년 국내의 실용무용과 관련된 계열전공은 약 23개로 증가 되었고 올

해 안으로 또 다른 새로운 학과의 개설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안지형, 

2019). 

반면에 일본에서는 연극과 예술과 관련된 전공은 많으나 학과로써 정

식으로 댄스를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가 미비했다. 한국과 비교해 실

용무용에 관한 교육체계가 보편화나 대중화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러한 실용무용으로써의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체계가 아이돌의 퍼포먼스

의 우월성에도 영향을 주었고 전체적인 신체 이미지에도 차별점을 주는 

체육학적인 시각으로 한국 아이돌의 독보성과 신체 이미지에 의미를 찾

을 수 있는 요인이다.

실용무용은 대중문화에서부터 온 춤의 장르라 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

의 생활과 밀접하여 여가시간이 증가함으로 대중문화의 특성, 문화에 대

한 욕구가 상승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이다. 또 한 매체의 진화

와 발달로 인해 현대에 접어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진화를 해왔다. 실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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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속에 스트릿 댄스, 코레오그라피,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벵이댄스, 기

타로 분류되어 스트릿 댄스의 대표적인 춤은 힙합, 비보잉 등이며, 코에

오그라피 이 장르 안에 케이팝 댄스, 방송 댄스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교육적 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환경은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에서도 실용무

용 교육에 대한 문화를 수용하는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일본 체육대학교의 댄스 학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한국의 실용무용 교육

체계와 K-Pop의 문화가 일본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확

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일본은 한국과 같이 K-Pop 댄스라고 

장르가 구분될 만큼 J-Pop 댄스라고 따로 구분되어 불릴 만큼 하나의 장

르로써 뚜렷하지가 않다. 일본은 댄스라는 광범위한 장르 속에 걸스힙합 

등이 포함되어있고, 방송 댄스, J-Pop 댄스라는 카테고리와 개념이 확고

하지가 않다. 앞으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Pop문화와 댄스문화가 일

본 교육시스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 전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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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대학생이 본 한국 아이돌의 신체이미지 

1.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미

  1)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미의 비교

일본 한국어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외모와 신체적 이미지에 나타나는 특성과 차이점을 들어보았

다.

화장법은 물론, 아이돌 형태도 다르다. 처음부터 외모부터 실력까지 완벽한 상태
로 만들어 내며 내보내는 것이 한국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AKB도 그렇지만 처
음에 (만날 수 있는 아이돌 컨셉)이 였듯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즐거
움 때문인지 처음부터 부족한 모습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아이돌과 팬들은 거리감이 있다. 그들의 완벽한 무대를 일반인이 밑에서부터 높
은 곳을 바라보는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고, 반대로 일본 가수와 팬은 가깝고 친
근한 것처럼 느껴진다. (미츠하시군 22세 190726)

한국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요소는 가창력을 포함한, 실력만큼, 뛰어난 

외모도 요구되고, 데뷔과 동시에 완벽한 상태여야만 하고, 일본 아이돌에

게 요구되는 요소로써는, 완벽한 실력과 외모보다는, 오히려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일부러 미숙한 상태에서 공개를 시켜 점점 더 성장해나

가는 과정을 보이며. 그러한 부분은 일본인은 귀엽다고 느끼며, 친근함과 

예능 활동 등 내면적 세계로 인기를 얻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미적 특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다.

나는 한국 쪽이 더 예쁜 것 같다. … 일본 아이돌은 다 비슷한 스타일.. 머리도 
그렇고 다 똑같아 보인다. 한국 아이돌은 신곡이 나올 때마다 스타일을 바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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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머리 색도 파격적. 개성이 있고 신곡이 나올때마다 변신을 볼 수 있어서 한
국 쪽이 보는 재미가 있다. 미모에 대해서도 한국이 더 미의 기준이나 관리에 대
한 의식이 더 높고 엄격하다. … 한국 쪽이 신체적인 (몸매) 조건이 더 우월하다. 
날씬하고 다리가 길다. 관리는 다 열심히 하겠지만 신체적인 것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EXO 바라기양 22세 190726)

한국 아이돌의 미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국 아이돌의 신체적 조건이 우

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았

다. 즉 한국여성이 선천적으로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의미는 일본 아이돌보다 한국 아이돌이 선천적으로나, 후천

적으로나 (메이크업, 컨셉 등) 더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일본 아이돌의 외모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것

으로 보여지는 답변을 하였다. 이 학생에게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

의 미적인 특성을 물었다. 

(일본의 아이돌 AKB 등을 보면) 그냥 다 비슷해 보이고 귀엽다 정도..?(2PM 바
라기양 22세 190726)

그는 한국 아이돌의 외형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신

곡이 발매될 때마다 화려했다가 또 다른 스타일로 나왔다가, 아주 다양

하게 변신을 한다. 외모나 미에 대해서도 한국이 더 많이 관리 한다, 보

는 눈이 즐겁다고 시각적인 신선한 자극이 계속해서 싫증이 나지 않게 

호기심이 유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본 아이돌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변함없는 항상 비슷한 스타일이며, 

귀엽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여기서도 일본 아이돌의 매력요

소인 변함없음이지만 이 학생에게는 한국의 늘 새롭고 특출난 미를 추구

하는 아이돌의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방탄소년단은) 성숙해 보인다. 일본 아이돌의 경우 쟈니스 같은 애들을 보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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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키도 작고 왜소해서 다 어려 보인다. (미남이시네요 
양 22세)

이 학생은 방탄소년단과 일본 쟈니스 아이돌을 비교하여 양국에 외형

적 특성을 답했다. 일본 아이돌은 선천적으로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 

해 보이기 때문에 다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며, 반면에 한국의 방

탄소년단은 모두 키가 크며 체격이 더 좋아서 실제 나이가 어림에도 불

구하고 더 성숙해 보인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일본 아이돌의 

외형 특성인 작고, 아담한 이미지가 포함되어있다.

몸매. 일본은 운동하거나 몸을 가꾸고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꾸미지 않는 
모습이고, 한국은 단련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몸매로 잘 가꾸고 나오는 것 같
다. 남성도 그렇다. (미남이시네요 양 22세)

여자 아이돌의 신체 미에 관한 분석은 일본은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

습 그대로를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고, 한국은 운동이나, 트레이닝, 

다이어트 등의 방법으로 모두가 우상시하는 슬림하고 완벽한 신체를 잘 

가꾼다는 인식이었다.

다른 누구의 연구를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한국은 이미 완벽한 것을 보고 아
름답다고 느끼고 그 반면에 일본은 같이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나가고자 하는 걸 
선호하니깐 처음보다 점점 외모도 예뻐지는 것 같다. (미남이시네요 양 22세)

그러한 외관상에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이돌만이 아

닌 일본인과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적인 우상, 추구하는 외형이 다를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지적한 한국은 성숙함을 추구하며, 완벽

한 상태를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일본은 그 과정이나 부족한 모습 모두 

포함한 부분을 선호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표-8> 같다. 한국식 화장법과 머리 스타일은 화려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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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에서 퍼포먼스가 더 산다고 하였고, 의상은 마르고 날씬한 신체와 

예쁘고 긴 다리가 더욱더 돋보이는 타이트한 의상이 특징적이라고 하였

다. 남자 아이돌도 마찬가지며, 타이트한 의상 때문에 건강한 근육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적인 이미지는, 하얀 피부와 작은 얼굴

에 대한 평가가 많았으며, 긴 신장과 다리 길이는 특히 한국 아이돌의 

남다른 신체 특성이라는 인식을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었다.

2) 일본 대학생이 선호하는 신체 이미지

방탄소년단의 팬을 포함한 다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는 모든 학생

에게 역으로 일본 아이돌은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유 서술형식의 질문을 

하였다. 26명의 학생이 답을 하였고 결과는 놀랍게도 일본 아이돌을 좋

아한다고 답한 학생보다 좋아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더 많았다.

일본 대학생이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은 음악이나 가사 및 

단순히 곡만을 듣고 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면보다 영상에서 춤

을 추는 뮤직비디오를 눈으로 직접 보거나, 한국 아이돌이 일본방송에 

이미지 얼굴 신체

한국식 화장법 작은 얼굴과 머리 예쁜 다리, 긴 다리

화려한 머리 스타일 하얀 피부 큰 키

신체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의상
표정 건강한 근육

다이어트, 성형, 

트레이닝
완벽한 이모구비

마르고 날씬한 신체 

라인

표 8. 일본 대학생들이 본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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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를 목격하고서는 팬이 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아무래도 한국 쪽이 더 몸이 좋다. 트레이닝도 그렇지만 키가 전혀 다르다. … 일
본 아이돌의 경우 쟈니스 같은 애들을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키도 
작고 왜소해서 다 어려 보인다.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나랑 비슷한 나이로 알고 
있는데 몸도 좋고 키가 크다. 그래서 다 성숙해 보였다. (미남이시네요 190726)

음..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과 일본의 쟈니스 아이돌을 비교하면 방탄소년단이 더 
의상도 몸도 타이트하고 스키니하다. 일본 아이돌의 의상은 크고 더 화려하다. 
반짝거리는 것도 많이 입는다. 한국 아이돌이 더 헬스장가서 운동도 훨씬 많이 
할 것 같다. (쇼미더머니 190726 )

외모, 신체적인 특징, 춤, 퍼포먼스 등의 요소에 끌리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질문에 이어 본인이 생각하는 일본 아이돌과 한국 아이돌의 차이점 

또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 형식으로 서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일본 아

이돌과의 차별점이 더 부각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신체 상

과 외형에 대해 알 수가 있었다.

일본 아이돌은 귀여운 스타일의 남자아이들이 많지만, 한국 아이돌은 피부과 맑
고 하얗다, 키가 크고 멋있다. (ao-ma양 18세 EXO 팬)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아이돌에게 완벽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특히 여
자 아이돌은 성격적인 것도 포함한 귀여움을 추구하는데 한국은 춤 실력과 얼글! 
이라고 생각한다. (Sawoo 17양 세븐틴 팬)

아이돌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컴백을 준비하는 동안의 몸매관리가 엄청나
다. 머리 색도 화려하다. 실력. (ch양 18세 EXO 팬)

한국 아이돌의 매력은 가창력, 퍼포먼스, 얼굴  (M양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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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병역제도 때문에 일본보다 더 신체단련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느낀다. 
(Bananako 양 18세 EXO 팬)

일본 아이돌이 많이 뒤처지고 수준이 낮다. (여학생 20세)

일본 아이돌은 그냥 귀엽고, 한국 아이돌은 섹시한 이미지. (여학생 19세)

크게 외모에 대해 선호하는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한국 아이돌에 대해

서는 얼굴, 큰 키, 근육, 등 일본의 체형이 작고 애교스러운 귀여운 외모

보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탄탄한 근육으로 가꾸어진 성숙한 외형의 이미

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아이돌에 관한 외형 이미지는 귀여움, 작고, 아담한, 친근함 등의 

이미지이며, 한국 아이돌 이미지는 완벽함, 세련된, 섹시함, 성숙함, 화려

함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나, 외형의 이

미지로 보나 한국 아이돌의 외형의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화장법, 머리 색, 스타일, 일본은 키가 작고 귀엽지만, 한국은 키가 크고 멋있다,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부분도 그런 것 같다. (kyo 양 18새 방탄소년단 팬)

일본은 그냥 돌아다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있을 법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그런 
외모적인 이미지라서 그렇게까지 몸을 가꾸거나 단련을 안 하는 느낌. (boby 양 
18세 방탄소년단 팬) 

화장법이 일본은 내추럴하고 한국은 진하다. 한국이 연습량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퍼포먼스 수준도 높다. (방탄 바라기양 18세)

한국이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다. (happy 양 18세 방탄소년단 팬)

이러한 차이점들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신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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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이다. 이러한 우상적 이미지가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요소들이며, 그

러한 요소가 잘 반영되어 소비되고 있다고도 인식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 아이돌에 대하여 외모나 몸매. 머리 스타일부터 

화장법까지 신체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요소인 키와 다리 길이, 하

얀 피부 등을 우상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키가 크며 스키니한 날씬

한 체형을 우상으로 삼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NCT(한국)와 아라시(일본)이다. 이유는, NCT는 퍼포먼
스 춤이 너무 멋있다. 아리시는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변함이 없고 캐릭터 적으
로 정감이 가고 좋은 건 아리시. 외모적으로 멋있는 건 NCT이다. (아라시 허스키
양 21세 190726)

위의 여학생이 좋아하는 한국과 일본 아이돌을 말하면서 어떠한 부분

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답했다. 여기서도 일본 아리시의 매력에 대하

여 내면적 매력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봐온 아이돌, 변함이 없

으며 정감이 간다 등 거의 아리시의 외형이나 퍼포먼스에 관한 설명은 

없고 정서적 매력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춤, 퍼포먼스, 외모를 뽑았

다. 일본인 학생은 외형의 이미지로 볼 때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우상으로 하는 신체 이미지는 어떠한

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길쭉하고 날씬한 몸매, 그리고 하얀 피부를 원한다. (남자도 여자도) (쇼미더머니
양 22세)

여기서도 이 여학생이 개인적으로 우상으로 하는 신체 이미지에 대해, 

날씬함과 하얀 피부를 말했다. 즉 자신 스스로가 갈망하여, 자신의 신체

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상형으로 삼으며.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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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이미지도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와 흡사한 미적 기준을 갖고 있었다. 

(한국 아이돌은) 체격이 좋아서 키도 크고 춤이 더 사는 것 같다. …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차이에 대해) 방송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랑 많은 예기를 했
는데 한국 애들은 자세가 아주 반듯해서 더 길어 보이고 춤 선도 더 예뻐 보이
는 것 같다. 일본 애들은 자세가 안 좋아서 좀 그렇다. 자세는 중요한 것 같다. 
(쇼미더머니양 22세)

많은 학생이 외형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줬지만, 이 학생은 

아이돌의 자세에 신체 이미지의 포인트를 두었다. 일본 아이돌에 비해 

한국 아이돌이 자세가 반듯해서 무대는 물론, 그냥 서 있는 경우에도 더 

키가 커 보이고 춤과 퍼포먼스도 더 역동성이 강조된다는 의견 역시 한

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 아이돌의 자세가 더 좋다는 요소가 실제 신체보다 더 길

어 보이고 춤도 더더욱 파워풀해 보이고 무대 전체가 더 다이나믹해 보

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의 우월성과 

특이성의 일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아이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애들은 전체적으로 키도 작다. 한국 애들은 
비교적 키가 다 크다. 몸매도 날씬해서 더 예쁜 것 같다. … (미적인 기준에 대해
서) 한국인이 더 높다. 가수들도 신곡이 나올 때마다 10키로 씩 빼고 변신을 자
주 한다. 정말 대단하다. (쇼미더머니양 22세)

한국 아이돌이 신체적인 조건 (체격)이 좋다. 한국 애들이 근육질이고 몸이 탄탄
해 보인다. 연습량도 많아 보인다. 일본이랑 비교해서 데뷔하기까지도 연습량이 
보통이 아니다. 몸도 복근도 많이들 눈에 뛰는 이미지.. … (AKB 등..여자 아이돌
의 차이는) 몸매의 차이가 역시 큰 것 같다. 평소에 관리나 연습량 등 영향을 줄 
것 같다. 한국이 더 성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해도 잘 오픈 하지 않
다. 다이어트도 한국이 더 식단관리 등 더 힘들게 할 것 같다. 그런 요소가 날씬
한 몸매를 만들지 않을까.. (나츠미양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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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통해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에 차

이점에 대한 인식은 크게 외모, 퍼포먼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

국 아이돌에 대해서는 남자 아이돌의 경우 작은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

비, 큰 키의 균형 잡힌 신체비율, 그리고 근육질 몸매를 우상적인 신체 

이미지로 생각하였고, 여자 아이돌에 대하여 똑같이 작은 얼굴, 흰 피부

와 가늘고 긴 팔, 다리, 날씬하게 가꾸어져 있는 신체, 화려한 메이크업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 아이돌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귀여운 아담한 신체적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무대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한국 아이돌의 섹시하면서 파워풀한 군무

를 통해 ‘완벽’, ‘성숙’의 이미지를 연상하였고, 일본 아이돌에 대

해서는 작고 귀여운 안무와 함께 ‘미숙함’, ‘자연스러움’등의 이미

지를 떠올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

과 일본 아이돌에 대한 신체 이미지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본 대학생의 미적 기준의 추구 성향

  1) 아이돌에게 반영된 문화적 차이점

  일본 대학생들에게 아이돌을 포함한 미적인 기준이나 추구하는 요소가 

어떻게 다르며, 차별점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아이돌은 귀엽다. 한국 아이돌은 예쁘다. 
이게 요구되고 있는 문화적인 미의 기준인 것 같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아이돌은 있는 그대로인 자연스러운 모습도 좋지만 그건 
그거대로 노력으로써 평가를 해주는 것도 긍정적이다. 스스로 상품으로써의 가치
를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존중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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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인이라면 성형미인보다 자연미인의 가치가 높다고 느낀다. (미츠하시
190726)

  이처럼 한국 아이돌은, 예쁨으로, 일본 아이돌은 귀여움으로 구분을 

지었는데 이것이 아이돌뿐만이 아닌 양국 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에 대

한 가치관의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남학생의 경우 아이돌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태도

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제외한 일반적

인 기준에서는 자연미인에게 더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심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이 학생이 일본이 추구하는 특유에 성향이라고 언급한 귀여

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미적인 기

준에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그러고 보니 일본은 서양인이 추구하는 성숙한 아름다움이나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 같다. 
일본의 경우는 아이돌 문화나 귀여움을 추구하는 것이 부성애 같은 부모의 마음
과 같은 것이 적용 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양은 팔다리가 길고 육감적
인 신체 미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완벽한 예쁨과 외모를 추구하는 감정
은 동경심,이나 존경심과 같은 거다. 그 반면 일본은 모성애나 부성애같은 심리
가 적용 되서 미완성함도 귀엽다고 좋아한다. 또 실제로 그걸 잘 알고서, 아이돌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서인 것 같다. 존경심과 부
모의 마음이라면 후자 쪽에 더 돈을 내게 될 것 같다. (미츠하시 190726)

  본 연구에서 앞부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본 아이돌의 특성은 부족

한 점이 있더라도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한다는 것이다. 가족

과 같은 정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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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아이돌 요소인 완벽한 퍼포먼스와 외모를 지닌 형태와는 대조적

이며, 그들을 지지하는 팬의 심리적인 차이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러한 다른 요소가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형태가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무대가 역동적이며 정열적인 것에 비해 일본 아이

돌의 퍼포먼스가 비교적 차분하고 움직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미를 추

구하는 가치가 다른 부분이 양국 아이돌의 퍼포먼스 형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예전에 들었는데 한국가수가 자신이 잔잔한 발라드곡을 부를 때 일본팬들은 노
래가 끝날 타이밍까지 조용히 심취해서 굉장히 잘 들어준다고 했던 것 같다. 조
용한 무대는 함께 조용히 들어줘야 한다는 무대관람 매너는 오히려 일본 특유의 
독특한 문화 같다. 역으로 세계적으론 어떤 곡이든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일반
적인 문화인 것 같다. (미츠하시190726)

  이 남학생의 관점은 무대를 바라보는 팬 또는 소비자들의 가수를 바라

보는 정서적 측면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2012년도의 세계적인 힙합 가수 에미넴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어서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열었는데 일본 콘서트에서는 

관객들이 너무 조용하여 차분한 반응에 비해 한국 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를 불러주며 뜨거운 반응 때문에 인상적이란 말을 하여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25) 이러한 관람문화는 일본사람이 무대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관람하여 마지막 순간에 박수를 치는 것이 미학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가수가 공연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함께 부르는 행위는 비 매너적인 가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되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된다. 그러한 

문화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5) 양광열, 뉴데일리 「에미넴 떼창 감동 그리고 감사 하트로 보답」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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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은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을 구분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무술을 배
운 적이 있는데 사이(틈) 이라든지. 무술이나 스포츠도 그렇지만 다 공통적인 부
분인데. agility(기민함, 경쾌함) 가 중요하다. 단거리 경주라든지 단순한 속도가 
아닌 순발력 등 순간적인 면을 말한다. 정적인 면이 있기에 동적인 요소가 부각 
된다. 그러한 면이 일본에 검술 같은 무술 등 살인 전투문화에서도 온 것 같다. 
(미츠하시190726)

  여기서 문화 속에 나타난 일본의 심오한 미학적인 측면과 연결된 바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의 무술에서부터 오는 정적인 부분

과 동적인 부분의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만큼 아름다움이나 역동성이 강

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 미디어나 잡지, 전통무용 공연, 또는 미술

과 관련된 제목이나 문구에 정과 동의 아름다움(정적이면과 동적인 면에 

아름다움) 등의 키워드는 많이 인용되는 바 있다. 일본의 움직임과 정적

인 순간의 조화가 상호작용적인 면이 미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인식 부분이며 

그러한 미학으로부터 비롯된 일본 특유의 관람문화이기 때문에 일본 아

이돌의 퍼포먼스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 차분한 공연문화를 보이는 것이

라고 분석할 수가 있다.

  일본 아이돌에게 공통된 요소는 귀여운 외모과 이미지이다. 일본 아이

돌은 섹시하거나 성숙한 이미지, 또는 섹슈얼리티한 이미지로의 아이돌

은 거의 보기 드물다. 반면에 한국은 섹시함과 성숙함을 넘어 도가 너무 

지나친 노출과 의상부터 안무까지 오히려 선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 사

회적인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제가 남자라서(여자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그라비아 아이돌이 흔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상의 대상이 한정되어서 여자 아이돌에게 성적인 
우상화가 자연스럽게 직결되는 것 같다. 남성들의 로망이나 성적인 우상과 
이미지가 아이돌 속에 많이 담겨서 나오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는 섹시함을 원하면 그라비아 잡지를 본다거나 성적인 대상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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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편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이미지라 성적으로도 제한 
돼 있고 한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군 입대를 하거나 근무 중에는 섹시한 
아이돌을 원하고 또 열광을 하는 것 같다. (미츠하시190726)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아이돌 시장의 경쟁률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더 이름을 알리기 위해 또는 화제가 되기 위해 과한 노출이나 도

가 지나친 선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돌 당사

자는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활동을 했지만, 대중의 그러한 이미지에 상

처를 받는다. 또 선정성 논란으로 그룹이 유명해졌는데 다시 잔잔한 노

래로 활동을 하니 반응이 없었다. 어떤 걸그룹의 한 멤버는, 내가 활동

하고 싶었던 이미지는 섹시함을 강조한 컨셉이 아니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26).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한국 아이돌 시장이 

여자 아이돌이 여성으로서의 성 상품화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점 또한 

한국 아이돌 시장의 문제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27)

  실제로 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정성 논란이나 너무 과한 섹시한 이미지

의 아이돌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근데 일본은 좀 (로리콘) 로리타 콤플렉스인 사람이 많고 그런 스타일의 
아이돌도 많지 않나요? 일본에서 섹시한 이미지로 활동하는 아이돌은 없는 것 
같다. 일본은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 영향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유키양190726)

  이처럼 한국에 비해 일본은 섹시함을 강조하는 아이돌을 보기가 힘들

다. 그 이유는 일본이 로리타 콤플렉스 등 어린 여성을 갈망하는 일본 

남성의 심리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특유의 문화로서는 애니

메이션의 인기도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심리적 측면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26) 소셜팀, 세계일보 「"XX 그룹이라는말까지.."19금 콘셉트 걸그룹 전 멤버의 눈물」 
2018.10.29.

27) 이복진, 세계일보 「스쿨룩·선정적 안무… 대중문화계 성 상품화 어디까지」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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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본 넷플릭스에서 발신된 다큐멘터리방송에서 이러한 측면을 

다룬 내용이 있다.28) 도쿄 아이돌스란 제목으로 일본 여자 아이돌을 지

지하는 일본 남성의 특이한 심리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은 21세기에 들

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개인주의 성향이 더 심해지면서 연인과 교제

하는 것은 구속받는 것과 같고 피곤하다고 느끼며 그 대신 남은 돈과 시

간으로 숭배할 대상을 찾는다. 그것이 아이돌이다. 이런 현상은 중년남

성도 같다. 심지어 특이한 점으로 유명해진 아이돌보다 신인을 더 응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내면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톱 스타 

보다 신인이 더 성장 과정으로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 란 

심리였다. 유명한 아이돌보다 자신의 지지율과 응원을 더 절실히 필요하

는 신인이 더 약자이기 때문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인데 그들

을 지지하는 남성 팬은 중년에서 노년기에 접어두는 연령층 임에도 불구

하고 어떤 중년남성 팬이 17세의 신인 아이돌을 보며 아이돌로서는 나이

가 많은 편이란 인터뷰도 담겨있었다. 이러한 일본 남성의 어린 여성을 

찾는 심리는 보편적으로 일본 남성은 여성의 청순함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러한 심리가 아이돌 문화의 자양분이 되어있다. 그 뿌리에는 사회적으

로 예전과 달리 점점 약해지고 있는 남성상이 자신보다 여성이 더 약한 

약자이길 바라는 심리에서 온다고 분석된 바 있다. 약점을 더 밑으로 생

각되는 여자 아이돌을 응원함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및 일본 남성 팬의 특이한 심리가 적용되어 아이돌 시

장 또한 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정서

의 차이가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외모와 신체 이미지, 퍼포먼스 형태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28) 이지혜, 네이버 뉴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추천합니다」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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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중화된 미적 기준의 신체

  다음으로 여학생에게 한국과 일본의 미적으로 우상으로 여기는 요소와 

기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다리 길이. 한국은 모두 다리 길이에 상당이 관심이 많고 신경을 쓴다. 
근데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다리가 짧다고 콤플렉스를 느낀다. 실제로 한국에 가
보니 비교적 진짜 일본인이 다리가 짧다. 한국인이 다리가 길고 또 길어 보이려
고 한다. 
  그리고 피부. 피부에 관한 것도 한국이 훨씬 관심이 많다. 하얀 피부를 갈망하
는 건 일본도 같다. 하지만 한국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아
리시 허스키 양190726)

  이 학생은 일반적인 한국과 일본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요소와 기준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의 기준치는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특성과도 유사하다. 즉 한국인이 추구하는 미적인 

가치가 아이돌에게도 반영이 되어있고, 또 일본인이 추구하는 미적인 가

치도 동일하게 아이돌에게 반영되어 그것이 우상화 되고있는 것으로 보

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팬들이 아이돌에게 원하는 요소를 살
펴보았다. 

 한국 아이돌에게는 늘 완벽함이 요구된다. 예전에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국은 국가 정서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국민성도 완
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일본 아이돌의 경우 함께 성장해나간다거나 좋아히는 가수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 봐왔다. 이런 심리가 적용되어서 그런지 있는 그대로인 모습이나 
미숙함을 선호하고 추구한다. (아라시 허스키양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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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 역시 문화적으로 국민성이나 국가적 정서가 한국과 일본이 각

각 특성이 다른데 그러한 요소가 미에 대한 가치의 기준점에 영향을 주

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아이돌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도 그렇지만 한국은 미의 기준이나 의식이 더 높고 금욕적이다.(2pm바라
기)

 한국인이 더 높다. 가수들도 신곡이 나올 때마다 10키로 씩 빼고 변신을 자주한
다. 대단하다.   (쇼미더머니양 190726)

  이 학생 또한 한국이 추구하는 미적인 기준점이 의식이 더 높고 금욕

적이며 엄격하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그들의 모습을 비치는 미디어와 신

체 이미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소비되는 아이돌의 신체 변화는 다이

어트 및 식습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가 

너무 획일화와 동시에 대중화가 되었다. 미디어를 통해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그들의 신체상은 아이돌의 마른 몸매에 

치우쳐지며 식습관을 포함한 아이돌은 44, 55의 사이즈가 평균이며, 화

면에 나오는 그들의 신체가 날씬한 것이며 대중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으

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29). 

  이와 같은 현상은 연예인과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소비하는 청소년

들에 아주 심각한 거식증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프로아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프로아나는 거식증의 

(anorexia)와 프로를 합쳐 (pro-ana)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다이어트 방법

은 무조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을 빼는 것이고 목표체증은 30kg, 

40kg이다. SNS상의 오픈 채팅으로 어떻게 하면 음식섭취 후에 토할 때 

덜 괴로운지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먹토’와 

29) 신유림, 위클리오늘 뉴스 「내가 왜 '빅 사이즈'를 입어야만 하죠?」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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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뱉’이란 방법은 먹고 토하기, 씹고 뱉기 등이다. 이들은 미디어 속 

아이돌의 마른 신체를 우상화하고 있으며, 아이돌이 소속사에서 체중 감

량을 위한 식단관리법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 그중 인

기가 많은 식단으로 가수 아이유의 식단 ‘아이유 다이어트’이다. 하루 

섭취량은 오직 사과, 고구마 1개, 단백질 셰이크로 끝이다. 이러한 연예

인들의 식습관을 의심이나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바른 다이어트 방법이라

고 믿고 수용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의사는 폭식과 구토의 반복은 

죄책감이나 자기비하를 키우며, 거식증에 걸리면 우울증도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거식증 사망률은 5%에서 15%라고 한다.30)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인식의 문

제라고 하였다. 마른 체형이 뚱뚱한 체형보다 좋게 평가되고 있는 사회

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가 더 부각 되고 있는 현상이

다.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는 마른 체형과 동시에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

와도 관련이 있다. 예뻐지기 위해, 완벽한 외모가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

도 공개적으로 하는 경향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대중화 된 미에 관한 측면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성형수술에 대

한 인식도 종종 나왔다. 그렇다면 일본 대학생의 관점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완벽해지기 위해 성형수술에 임하고자 하는 

미적인 욕구를 아이돌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

 

 한국 연예인이나 가수들은 데뷔 후 원래의 얼굴이 알려진 후에도 확 티가 나게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일본도 성형하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를 정도로 살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굴이 알려지고 
나서 성형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아리시 허스키양190726)

30) 김여진. 중앙선데이 「살쪄 스트레스 받느니 굶어 '뼈말라'..37kg인데 더 뺄래요」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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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예쁜 아이돌이나 예쁜 연예인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다 그거에 따라서 
다 똑같은 얼굴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성형미인이 다 전형적인 비슷한 얼굴
이다. 일본은 자연스럽게 하고 누구처럼 닯고 싶은 것보다 자기 얼굴에 어울리게 
예뻐 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성형한 사실에 대해서는 숨긴다.
  한국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대학입학 선물로 부모가 성형을 해줬고, 그러한 
사실들을 굉장히 오픈한다. 그리고 쌍커풀 정도면 성형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일본은 성형하기 전의 나와 성형한 후에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다시 태어난 듯이) 예전의 모습을 공개하기 싫어한다. (엑소 
바라기 190726)

   이러한 부분도 역시 대중화된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 아이돌이나 연예

인의 외모를 그대로 닮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나 충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성형수술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버린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 가운

데, 그들의 신체 이미지는 마른 신체와 하얀 피부, 길고 얇은 다리, 작은 

얼굴 등이다. 사실 이러한 신체 이미지는 굉장히 획일화된 치우쳐진 신

체 이미지이기도 하다. 2019년 2월 20일 뉴스에서 방송된 내용이 여성가

족부가 아이돌의 외모를 지적하여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이돌의 외모가 마른 체형에 하얀 피부 등 

모두가 너무 획일화가 심각하니 출연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

면서 논란이 되었다가 수정되었다31). 이러한 현상 또한 외모의 획일화가 

현대의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하게 치우쳐진 이미지는 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마치 마르

지 않고 뚱뚱하면 예쁘지 않고, 얼굴이 작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처

럼 획일화된 이미지와 유사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서 인식

되는 사회적 관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토록 특징적

31) 김정인, SBS뉴스 「여가부,'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논란에…"수정·삭제"」 20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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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한국 아이돌이 가진 독보적인 신체 이미지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대중문화와 신체이미지는 상호작용적인 관계이

며, 외모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큰 이슈 

중 하나의 맥락으로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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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밝히고

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한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를 시

발점으로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켜 그 인기는 K-Pop까지 번졌다. 오늘날

의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탄생할 만큼 K-Pop은 진

화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차트 10위권에 진입, 2018년 UN

이 주최한‘Generation Unlimited’행사에서 특별초청을 받아 연설하는 

등, 방탄소년단의 행보와 영향력은 K-Pop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

고 있다. 한국의 K-Pop, 일본의 J-Pop 등 아시아권에도 각각의 가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본 역시 K-Pop에 열광한다. 특히 일본은 한류부터 

K-Pop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문화에 수용과 관심은 큰 화제가 될 만큼 

사회적인 사건이었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K-Pop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

미지를 일본 대학생의 시각으로 탐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

구문제는, 첫째, 한국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는 어떻

게 나타나는가? 둘째, 인터뷰를 통해 일본 대학생의 관점에서 본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는 어떠한 차이점과 특성이 있는가?

셋째, 그들의 독보적인 신체 이미지 속에 찾을 수 있는 문화적, 미적 기

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의 특별한 요소

는 신체 이미지일 것으로 추측하여 직접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

잠과 그룹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 대학생들은 한국 아이돌의 외모와 

움직임, 신체 이미지는 일본 아이돌과는 다르게 특별하고 독보적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외모적인 측면에서는 하얀 피부, 마른 몸매, 건강

한 근육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인에 시각에도 

너무나 획일화된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 한 퍼포먼스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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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한국 아이돌에게만 볼 수 있는 요소로 절도 있는 동작(칼군무), 

춤의 통일성, 역동적이고 가벼운 움직임,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안

무 등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외모 측면보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 아이돌의 특징이 더 비교되어,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신

체 이미지 모두 한국 아이돌이, 뛰어나며, 동시에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우상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에 이면에는 한국의 아이돌 

육성시스템과 실용무용 교육시스템 등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보적인 

영역 또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실용무용

이란 교육이 범주화가 되었고, 그 안에 K-Pop댄스가 포함되어, 이미 국

내에서 1997년 우석대학교를 시작으로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도 K-Pop댄

스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가 개설되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경희대

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활발하다. 아

카데믹 한 맥락으로 순수 무용학과와 나란히 실용무용학과가 존재하며, 

실용무용 전공의 인기는 순수무용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아이돌의 외모에 나타나는 미적인 기준의 차이점은 양국 

간의 정서적인 성향과 추구하는 미적 요소가 각각 다르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은 완벽함과 절대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 반면 일본은 자연

스러움과 미숙함, 귀여움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미적인 기

준, 지향은 아이돌에게도 반영되어 있었다. 대조적으로 역동성과 성숙함, 

그리고 차분함과 자연스러움의 이미지로 차별할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

이 아이돌 양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아이돌의 신체 이미지는 외모, 퍼포먼스 모두 일본과

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들 또한 한국 아이

돌의 신체 이미지를 더 동경하고 우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

면에는 한국 아이돌의 훈련시간, 다이어트, 연습 기간, 철저한 트레이닝

부터, 방송 댄스가 실용무용으로 전문화되어온 역사까지, 한국의 교육체

계가 양성형태가 독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한국 아

이돌의 신체 이미지를 단순한 예술적·미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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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우월성에는 신체 훈련과 교육들이 기반으로 지탱하며, 충분히 체육

학적인 맥락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그들의 신체 

이미지의 특별함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에 관한 깊은 탐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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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담자의 연구참여 동의서

インタビュー調査　及び　面談の研究同意書

日本のファンから見る韓国アイドルの　身体イメージの研究

～防弾少年団のファンを中心に～

研究者：奥口　純子　（junko0302@snu.ac.kr）
本研究は、韓国ソウル大学　 師範大学　 体育教育科　 大学院の学位論文を作成す

る過程において、貴方とのインタビュー及び面談を通じ、研究材料とするための

情報収集を目的としております。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この研究では、韓国の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をファンは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

るのかを、日本のファンの視野にフォーカスを当て、日本のアイドルとはどのよ

うな差があるのか。そして数多いアイドルの中でも防弾少年団にスポットライト

を当て、彼らの成功要因の中には、肉体造りを含む身体的訓練などが、関係して

おり体育学的側面と関連していると考え、それらを、実際に日本の方にインタ

ビューや面談を行い、文献と共に解明して行きたいと思います。

貴方とのインタビューや、面談の内容を記録するために、録音をさせていただき

ますが、個人情報ですので論文以外に反映されたり、公開されるような事は一切
ありません。論文に反映される内容につきましても、お望みで無い場合は、匿名
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れらの　 本研究に関するインタビューや、面談の趣旨
と内容を十分にご理解頂けたうえでの、お名前とサインのご記入をお願いしま

す。ご協力頂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完成度の高い論文にするため、貴重なご意見を大事に反映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19年　　月　　日
ご協力者様　お名前（　　　　　　　　　）

サイン（　　　　　　　　　）

　　　　　　　　　　　　　　　　　　　　　ソウル大学　

修士課程　奥口　純子

mailto:junko030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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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설문지

目白大学　韓国語学科の学生様                          2019年　7月24日
ソウル大学　
日本のファンから見る　韓国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研究　

日本のファンから見る
韓国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の研究に関するアンケート

研究者　奥口純子 junko0302@snu.ac.kr
Emailアドレス【　　　　　　　　　　　　　　　】

()の中はマルで囲んで選択してください 何個でも良いです
アンケートにご協力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なたの性別・年齢を教えてください
     男性・女性　　　歳
　
韓国語学科に入学したきっかけは、次のうちどれですか？（ドラマ・K-POP・e
tc..）　　　　　　　　　　　　
　

韓国のアイドルで一番好きなグループや、特定のメンバーは居ますか？（
Yes/ No）
グループ名【　　　　　】　好きなメンバー【　　　　　】　ファンクラブ　【　　　
　　　　】
好きな理由は何ですか？（ダンス/容姿/ファッション/体系；スタイル）

　
BTSのパフォーマンスを見た事はありますか（TV / YouTube / その他) 　　　　

　どの部分が印象的ですか？（容姿 / 振り付けパフォーマンス;칼군무/ 肉体）
　どう思ったかあなたの考えを教えてください。

BTSがビルボード１位を獲得しましたが、他のアイドルが数多い中、彼らの成
功の理由は何だと思いますか？（容姿/パフォーマンス/振り付け/練習量/ 
칼군무/肉体 ）

　日本のアイドルや歌手は好きですか？　（Yes/ No）　グループ名【　　】
　日本のアイドルと韓国のアイドルの、違いは何だと思いますか？（容姿/パフォーマンス/振り付け/練習量/ 

パフォーマンス/칼군무/肉体/デビューまでの過程/整形/etc.　）　
その他にありましたらぜひ書いてください。

韓国語学科の学生の皆様、貴重なご意見と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参考にさせてい
ただきます。

mailto:junko0302@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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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Abstract）

日本の大学生から見た 韓国アイドルの

身体イメージの研究 

-防弾少年団を中心に-

奥口純子

教育学部 スポーツ教育科

 ソウル大学 大学院

 本研究は,世界へとK-Popの人気が高まる中,その人気の内側にある韓国ア

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を日本の大学生の視点で明らかにしようという研究

である.現在, 韓流からK-Popまで.防弾少年団をはじめとする韓国のアイド

ルはグローバルな活躍へと進化を遂げ一つの文化となった.日本では韓流と

K-Popが絶えず消費されているが,日本のJ-Popは韓国においてそれほどの

消費が行われていない.本研究はそのような現象に疑問を持ち,現在の日本

の若者の観点から韓国のアイドルはどう映し出されるのか,また韓国のアイ

ドルの身体イメージにはどのような特性があるのかを考察するために日本

の大学生の視点で調査した.実際に日本を訪問し,目白大学 韓国語学科の学

生を対象に面談とグループアンケートを実施し,大学生たちの韓国アイドル

に対する見解と意見を収集·分析し次のような結果を導き出した.

  第一に日本の大学生は, 韓国アイドルのパフォーマンスと外見を含む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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般的な身体イメージが日本のアイドルに比べて相対的に強烈でパワフルで

ある.また韓国アイドルのパフォーマンスはキレがあってダイナミックで日

本のアイドルに比べて圧倒的に優れてい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が

分かった. 第二に外見に関する特徴について, 白い肌,スリムな体系,長い足,

小顔など韓国のアイドルの身体的な条件が優れていると評価していた. 第

三に韓国と日本の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の差については,美的感覚や美し

いと感じる要素について,韓国は成熟さ,日本は未成熟さを追求するなど両

国間で差があり,それがアイドルに反映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韓国が追求する美的感覚は,完璧なものを美しさとして認識し成熟した外見

や身体をより理想の偶像として重要視している. 一方日本は,身体的に優れ

た完璧さより親しみやすくて自然な,可愛いイメージを好むことが分かっ

た.このような文化的な違いも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に影響を与えてお

り,日本の大学生は韓国の美意識をより好み,自分が志す身体的美しさ,すな

わち憧れの対象と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またアイドルの中でも防弾少年団のパフォーマンスとキレのあるダンスは

他のアイドルとはレベルが違うと評価しており,卓越した強みとしてみてい

た.そのような実力の裏には韓国のアイドルの養成過程やトレーニング,練

習時間などが違いがあった.その点は日本のアイドルにとって不備な過程で

あり文化でもあり,実力の差に,より格差が生じるという認識を確認するこ

とができた.

  特に文化的な違いでは韓国では実用舞踊というカテゴリーの中にK-Pop

ダンスが含まれており,実用舞踊教育は普遍化している. 一般的な大学では

1997年ウソク大学をスタートに2019年現在まで実用舞踊関連学科は,国内に

23校まで増えている. 反面, 日本はJ-Popダンスというジャンルが定型化さ

れておらず,特にJ-Popダンスを真似して踊るという文化が一般的でない. 

韓国アイドルのパフォーマンスと身体イメージは日本国内でのダンス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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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も影響を与えており,2020年には日本体育大学でも正式にダンス学科が開

設される予定だ.

  もはや韓国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が持つ影響力は単に芸術的,美的側面

だけで見るべきではない.韓国のアイドルの卓越したパフォーマンスと身体

イメージは数多くの練習と身体的トレーニングで長い時間積み重ねてきた

産物だからだ.韓国アイドルの身体イメージは特別であり卓越していると認

識していた日本の大学生の視点から分かるように,彼らの優越な身体イメー
ジの背景には,身体活動,訓練,練習など,努力による過程無しには成立しない

ことがわかった.そのような点で,本研究は韓国アイドルのパフォーマンス

と身体イメージはスポーツ学的な側面としてアプローチできる可能性を秘

めているという事を伝えたかっ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 身体イメージ, アイドル, 防弾少年団, K-Pop, 日本の大学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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