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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속적인 상호영향 속에서 형성되어온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가 갖고 있는 유사성 및 특수성에 한 비교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 시, 

점 양국의 아이돌 문화와 팬덤 문화가 지니는 특징과 사회 문화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산업 및 팬덤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년  후반 국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 2000

둔 인기 아이돌들의 사업 모델을 활용한 후발 주자들이 거 등장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의 청소년이나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 10 , 20

기존의 팬덤 문화와는 달리 의 성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 30 , 40

문화도 생겨났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형 기획사 출신의 인기 아이돌 . , 

그룹들과 유사한 수많은 중소 아이돌 들과 그를 소비하는 삼촌팬들이 있고‘ ’ , 

일본의 경우 로 표되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의 사업 모델을 AKB48 ‘ ’
활용하는 수많은 지하 아이돌 들과 그를 향유하는 남성 오타쿠들이 있다‘ ’ . 

본 연구는 이러한 양상에 착안하여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이 기획사  

에 의해 어떻게 운영 및 재현되는지 그를 소비하는  남성 팬덤, 30 , 40

이 어떤 방식으로 팬 활동을 하는지 해당 팬들의 남성성이 지닌 특성과 그, 

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 

하였다 이를 위해 약 년 반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중소 아이돌과 지. 1

하 아이돌 산업의 관계자들 및  남성 팬들을 상으로 심층 면30 , 40

접과 온오프라인에서의 참여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은 모두 성장 서사가 강조되며 형   , 

기획사의 인기 아이돌과 비되는 친근하고 접근성이 높은 상으로 재현된

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 아이돌의 경우 퍼포머로서의 실력과 완. 

벽한 우상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어야 하는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성상 노

래와 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생 제도와 공백기가 존재하고 아이돌, 

과 팬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나 나눌 수 있는 스킨십의 정도에 제한

을 둠으로써 둘 사이의 거리감을 일정 이상 유지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반. 

면 지하 아이돌의 경우 미숙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강조하는 일

본 아이돌 문화의 특성상 실력이 모자란 채로 데뷔하여 공백기 없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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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고 온오프라인에서 팬과의 훨씬 더 가까운 상으로 재현되, 

며 이 과정에서 유약하거나 병리적인 면모가 부각되기도 한다, .

두 번째로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 문화의 특수성은 세 부류의 남성   

팬들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하며 서포터 . 

활동을 하는 팬들이다 한국의 경우 활동기 사이의 공백기 동안 타 팬덤으. 

로의 이탈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팬 활동에 드는 지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이돌들에게 공백기가 없고 돈. , 

을 많이 쓰는 팬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는 특성상 팬들의 충성도가 

높고 지출 금액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부류는 아이돌을 친구나 유. 

사 연애 상으로 여기는 팬들이며 세 번째 부류는 아이돌을 성적으로 , 

상화하는 팬들이다 이러한 팬 활동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노골적이. 

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경우 중소 아이돌과 팬 사이의 , 

거리감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지하 아이돌과 팬이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것이 허용되어서 몰입도

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남성 팬들이 팬덤 . 30 , 40

문화 내에서 비주류에 해당하여 여성 아이돌을 향한 이성애 유성애적 욕망, 

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해당 팬들이 지하 아이돌 , 

문화의 주 소비층이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팬 활동 방식은 삼촌팬들과 오타쿠들이 사회 전반과 남성성    

의 지형 안에서 지니는 의미를 읽어내게 한다 이들은 모두 각국의 사회적 . 

지형 안에서 주변부로 려나있거나 외모 인간관계 경제력 연령 등을 이, , , 

유로 결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세 가지의 팬 활동 방식을 통해 그로부터 비

롯된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첫째로 성장 서사에 이입하. 

며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부류의 경우 한국의 삼촌팬들은 아이돌의 성공을 , 

위한 창작이나 이벤트 개최 등과 같은 일을 담당하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경향이 있고 일본의 오타쿠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이 갖춰진 채로 ,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돌을 위해 경제적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며 리만족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로 .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여기는 부류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 

두 인간관계에서 모종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팬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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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몰입하느라 연애 및 결혼 시장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 , 

인한 결핍을 친근하게 재현되는 아이돌과의 소통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다. 

셋째로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화하는 부류 중에는 삶의 영역에서 여성을   

소유하지 못 하거나 어려워하는 남성들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남성으로서의 결함은 한국의 경우 헤게모니적 남성 한 분

노나 젊고 예쁜 여성에 한 숭배와 멸시를 통해 폭력적으로 표출로 해소되

는 경우들이 목격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스스로에 한 체념과 더불어 젊, 

고 예쁜 여성으로 즐거움과 위안을 얻도록 부추기는 자국의 성산업을 즐김

으로써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삼촌팬들과 오타쿠들이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이자 사  

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이라는 점은 집단을 결속시키기도 했지만 남성 팬, 

덤 내에서도 결함이 있는 남성들은 더더욱 주변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연령 와 외모가 위계를 나누는 요인이 되며 일본의 . , 

경우 여기에 경제력이 더해진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보았을 때 이들의 남성. , 

성은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젠더적 위계나 남, 

성성의 지형을 공고히 하는 공모적 남성성이다 이들의 남성 팬덤 문화는 .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남성들의 이성애적 가부장적 콤플렉스를 일시적으로 , 

해소해줌으로써 그네들이 더욱 사회의 주변부로 려나지 않게 해주지만, 

상호 연 를 통한 사회 공헌 등의 이타적인 가치 창출이나 새로운 안적 

남성성의 모색이 일어나는 모습은 좀처럼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자의   

특수성을 지닌 아이돌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생생한 현, 

장 연구를 바탕으로 최신 동향의 아이돌 문화와 팬덤 문화에 한 비교 분

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그간 등한시 되어왔던 . 30 , 40

 남성 팬덤의 구체적인 팬 활동 방식 및 사회 문화적 함의에 한 분석

을 제시함으로써 양국의 남성성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찰 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

  

주요어 아이돌 문화 삼촌팬 오타쿠 팬덤 남성성: K-POP, , , , , 
학  번 : 2017-2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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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지속적인 상호 영향 속에서 형성되어왔다  . 

년 의 소방차 년 의 와 젝스키스 를 비롯한 한국의 초창80 ‘ ,’ 90 ‘H.O.T.’ ‘ ’
기 아이돌 그룹들은 일본의 쟈니스 사무소1)에서 선보였던 아이돌 육성 시

스템과 그룹들을 모방 및 참조하여 만들어졌고 중국과 일본에 판권을 수, 

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시<PRODUCE 101> 

리즈는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의 선발 총선거 와 유사AKB48 ( )選抜総選挙

한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다 년 부터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을 중심. 2010

으로 한 차 차 한류 열풍2 , 3 2)의 영향으로 일본 아이돌 그룹들의 의상 음, 

악 안무 뮤직비디오 등이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변화, , 

하기 시작하는 양상 또한 포착되고 있다.

년  중후반에 이르러 아이돌 문화가 중화되고 산업의 규모가 점  2000

점 커지면서 아이돌 그룹들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맞춰 팬층, 

의 스펙트럼이 넓어짐에 따라 나 여성뿐만이 아니라  10 , 20 30 , 40

이상의 남성도 아이돌 문화의 소비층에 편입된 것 또한 양국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 형 기획사 소속의 세  아이. 2

돌 그룹들이 중적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한 , 

중소 기획사의 후발 주자들이 년 에 거 등장했고 일본 또한 소극2010 , 

장에서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이란 컨셉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여성 아‘ ’
이돌 그룹 이 사회 현상으로 불릴만큼 크게 성공한 이후 소극장이AKB48

나 라이브 하우스에서 무 를 선보이고 특전회를 진행하며 팬덤을 키워나

가는 지하 아이돌 문화가 융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산업과   

팬덤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적 산물과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차이는 . 

양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갖춰야하는 요건 기획사에 의해 운영되거나 미디, 

어에서 재현되는 방식 팬덤에 의해 소비되는 양상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가 형성되어온 방식이 다르고 아이돌 산, 

1) 일본의 표적인 연예 기획사로 남자 아이돌 그룹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
2) 차 한류 열풍은 년 드라마 겨울연가 를 시작으로 한류 드라마와 한류 1 2004 < >
스타가 연이어 화제가 되었던 시기를 말한다 후쿠시마 미노리(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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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지지 기반과 그에 따른 전략적 타겟층이 다르며 지배적 남성성과 여, 

성성 또한 각자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중문화가 어떻게 등장하여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왔고 사회와 상

호작용하며 어떤 성장 과정과 소비 양식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중문화론에서 아이돌은 중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 

조은하 아이돌 팝은 음악 전문 용어일 뿐 아니라 동시  중문화( , 2015). 

와 사회 구조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동연 아이돌이 그 자체로 각종 담론을 끌고 다니는 하( , 2011), 

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홍석경 한국의 경우 아이돌 그룹이 부( , 2013). , 

르는 노래와 추는 춤은 동시 의 문화 유행이 되고 아이돌 그룹의 멤버에 

관련된 다종다양한 사건들은 단번에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아이돌 그룹이 . 

나오는 광고 아이돌 멤버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그룹을 따라, , 

다니는 팬덤의 열정 등은 아이돌 팝을 시 의 문화 코드로 재생산하는 외

재적 조건들이며 이러한 아이돌 전성시 의 특이성은 한국의 문화 현실에, 

서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아 아이돌 팝이 하나의 음악 장르나 스타일을 넘

어서 시 를 읽어내는 문화 코드가 되게끔 만든다 이동연( , 2011). 

일본의 사정 또한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년 부터 다양한 미디어 플  . 1960

랫폼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비자층을 융합시킴으로써 

판매고를 올리는 미디어 믹스 라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メディアミックス

데 아이돌들은 년 부터 이와 같은 일본의 미디어 상품 시스템, 1970 (media 

의 전방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플commodity system) (Steinberg, 2012), 

랫폼과 맥락 장소들을 가로지르며 중들이 상호 텍스트적이고 친 한 방, 

식으로 미디어에 관여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디어 형식을 가로질러 확산됨(Galbraith·Karlin, 2012). 

으로써 아이돌들을 일상 세계의 일부로 만들고 욕망의 상으로 만든다  

(Galbraith·Karlin, 2020). 

또한 아이돌 그룹의 가치는 그들이 구축하는 이미지에 달려있고 아이돌  , 

은 당 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를 반영하거나 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 의 남성 및 여성의 이미지를 표한다 김수, (

아 이처럼 아이돌 문화는 현재 우리의 문화적 현상과 담론의 최전, 2011). 

선에 있기 때문에 이동연 아이돌의 음악에서 발현되는 정체성이나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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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 구축하는 이미지는 문화 비평을 위한 중요한 상이 되고 김수아( , 

아이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컨텐츠 및 이미지나 그를 소비하는 팬2011), 

덤의 문화적 실천들을 분석하면 시 의 사회상 및 남성성 여성성에 한 , 

폭넓은 담론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아이돌 팬덤 연구는 남성 아이돌의  여성팬  10 , 20

들을 위주로 진행되어왔으며 여성 아이돌을 좋아하는 성인 남성의 팬덤에 ,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이소현 특히 , 2009). 국내에서는 소위 

삼촌팬 이라 하는 세  여성 아이돌 그룹들‘ ’ , 2 3)의  남성 팬덤에 30 , 40

한 학술적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아이돌 그룹들의 세  교체가 이루어진 

년  중반부터는 논의의 흐름이 끊겨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0 . 자국의 아

이돌 산업이나 그룹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의들에 비해 정작 

한국 아이돌 산업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아이돌 문화에 

한 연구는 부족해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조은하 (

그 중에서도 일본의 여성 아이돌 문화에 한 국내의 체계적인 분2016). 

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김광희 ( 201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등한시 되어왔던 양국 아이돌 문화의 비교   

연구를 여성 아이돌 그룹의 남성 팬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수행하고

자 한다 선. 행 연구 검토 참여 관찰 심층 면접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 , 

여성 아이돌 그룹이 지니는 특수성 전략 한국의 삼촌팬과 일본의 오타쿠 , , 

문화와 양국의 아이돌 문화에 해 알아보고 이들의 등장을 한국과 일본, 

의 사회 문화상과 연계지어 살펴본 뒤 남성성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젠더 이· , 

론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및 일본의 · . 여성 아이

돌 그룹들의 컨셉 콘텐츠와 이를 소비하는 남성 팬덤의 양상을 분석하는 , 

것은 동시 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여성성 남성성에 한 새롭고 유의미, 

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년  중후반에 데뷔하여 년  중반까지 인기를 끌었던 여성 아이돌  2000 2010
그룹들을 가리킨다 소녀시 원더걸스 등이 표적이다 이동연. , ( , 2011).
4) 국내에는 관련 논문이 편 정도있지만 의 상업적 성공 요인을  AKB48 2 , AKB48
마케팅과 경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라 팬덤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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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논의의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2 

제 절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1

한국의 아이돌 문화와 중소 아이돌1. 

한국 중음악 역사의 기원은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제1907 . 

국의 음악가들은 미국 컬럼비아 레코드와의 합작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다졍가 를 녹음했고 이는 한국 최초의 상업용 Corean Song ( ) , 多情歌《 》

음반이 되었다 자연스레 한국의 음악 산업은 음악의 형식 스타일 제작 . , , 

체계 법 제도 방송 환경 등 중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면에서 미국과 일, , 

본의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김성민( , 2018).  

특히   아이돌 이라는 명칭이 일본의 중문화 용어인 아이도루‘ ’ ‘ (アイド

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영)’ ( , 2011), ル 일본은 한국의 

아이돌 문화 산업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다 한자영 이규탁( , 2011; , 

2019). 일례로 년 1987 국내 남성 아이돌 그룹의 원조로 평가받는 소방차가 

일본의 쇼넨타이 를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기( )少年隊

정사실화 되어있다시피 하다 소방차의 인원 성별 음악 의상 아크로바틱. , , , , 

을 활용한 역동적인 춤 앨범 자켓 사진의 구도와 색상 등은 단적으로 쇼, 

넨타이를 연상시킨다 조은하( , 2016) 소방차뿐만 아니라 일본 중문화 컨. 

텐츠의 수입이 금지되었던 당시의 한국 가수들은 년 에 마침 황금기1980

를 구가하고 있었던 일본 아이돌의 포맷과 콘텐츠를 노골적으로 모방했다

김성민( , 2018). 

그림 일본 남성 그룹 쇼넨타이와 한국 남성 그룹 소방차 조은하< 1>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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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돌 문화에 한 벤치마킹은 년 에도 지속되었다 이는   1990 . 한

국의 초기 아이돌들이 일본 아이돌 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탄생하였던 것

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은하( , 2019). 일례로 한국의 아이돌 문화를 선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엔터테인먼트SM 는 기획형 아이돌의 시초로 여겨지는 

H.O.T.5) 차우진 최지선( · , 2011)를 제작하고자 공개 오디션 캐스팅 등으로 , 

 소년들을 모집하고 각각에게 캐릭터를 부과한 뒤 합숙 과정을 통해 10

이미지 춤 노래 등을 구성하였다 이진만 이처럼 재능 있는 , , ( , 2002). 연습생

들을 확보하고 훈련시켜 아이돌로 데뷔시키는 과정은 나 쟈니스 사무avex

소와 같은 일본의 형 연예기획사에서 내세웠던 방식과 동일하고 조은하( , 

그 중에서도 준비 기간을 거친  소년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킨다2019), 10

는 전략은 쟈니스 사무소의 아이돌 예비군인 쟈니스 주니어 의 운영 시스‘ ’
템과 유사하다 김성민( , 2018). 와 더불어 한국 세  아이돌 문화를 H.O.T. 1

이끈 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6 6) 또한 쟈니스 사무소 소속의 인 6

조 남성 아이돌 그룹 를 본 떠 기획되었다 이민지V6 ( , 2016).7) 

하지만   한국의 아이돌은 가수나 퍼포머로서의 가창력 및 댄스 실력 또한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일본식 아이돌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 , 1970

년 에서 년 까지 유입이 금지되어있던 일본의 중문화가 년1980 1990

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수용되게끔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기 때

문이다 김성민 년부터 실시된 해외여행 자유화 위성방송 파라( , 2018). 1989 , 

볼라 안테나의 수입 허가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 등은 한국의 젊은 세, PC

가 다양한 방법으로 스맙 스피드 같은 일본 아이돌들을 (SMAP), (SPEED)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일본의 아이돌들을 노골적으로 모방하는 한국 , 

5) 년 데뷔한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남성 아이돌 그룹 최초의 한국형 아 1996 SM . 
이돌이 누구냐에 따른 의견은 다양하지만 오디션과 연습생 제도를 통해 육성된 , 
후 규모의 팬덤과  하위문화를 생산한 아이돌의 시초는 로 본다10 H.O.T. . 
6) 년 데뷔한 성기획 현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남성 아이돌 그룹 1997 ( DSP ) .
7) 젝스키스의 여섯 멤버들은 출생 순서에 따라 명씩 블랙키스 화이트 키스의  3 ,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강렬한 이미지와 순수한 이미지를 맡았었는데 이는 의 , V6
멤버들이 출생 순서에 따라 토미센 과 카미센 으로 (20th Century) (Coming Century)
나뉘어 서로 다른 캐릭터를 표상했던 전략과 일치한다 두 그룹의 컨셉적 유사성. 
은 꾸준히 제기 되어오다가 젝스키스의 멤버 이재진이 년 월 열린 재결합 , 2016 9
콘서트에서 이를 직접 밝힘으로써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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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들의 가치는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었다 일본식 아이돌은 이제 모방. 

에서 참조의 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성민( , 2018).

두 번째는 미국 의 출범이 낳은 세계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MTV . 년 81

타임워너 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의 합작으로 설립된 시간 음악전문 24社 社

케이블 채널 는 라디오 음원 중심이던 기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MTV & , 

비디오 중심의 보고 듣는 콘텐츠로 중음악의 흐름을 일순간 뒤바꾸어 놓

았다 이상훈 신광철( · , 2016). 일본식 아이돌 문화가 스타탄생 과 같은 ! 10『 』

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면 미국식 아이돌이라 할 , 

수 있는 팝스타 문화는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으로 표되는 퍼포먼스형 , 

아티스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뛰어난 가창력 및 댄스 실력을 시. 

각적으로 화려한 볼거리와 결합시키며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등극했다. 

의 인기로 퍼지기 시작한 미국식 보는 음악 의 영향력은 년을 MTV ‘ ’ 1988

전후로 한 한국 사회의 미디어 보급과 한국 음반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더

욱 가속화 되었다 년부터 영국의 를 비롯한 워너뮤직. 1988 EMI , CBS, 

폴리그램 등의 거  음반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직접 외국 가BMG, RCA, 

수들의 음반을 배급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선 미국식 퍼포먼스형 가수 같, 

은 느낌을 내면서도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년  말의 한국 음반 시장은 미국식 보는 . 1980 ‘
음악 의 세계적 유행 새로운 음악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세 의 ’ , 

등장 국내 음악 산업과 시장의 긴박한 요구가 맞아 떨어지며 탄생했다 그, . 

런 의미에서 김완선이 한국의 마돈나 로 불렸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본‘ ’ . 

식 아이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귀여움 신 과감한 패션과 메이

크업을 장착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김완선은 귀여운 여자아이‘ ’
가 아닌 멋있는 언니 로서 많은  여성 팬에게서 큰 인기를 얻었다 김‘ ’ 10 (

성민, 2018).

세 번째는 주류 문화이자 하위문화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메인스트림 음. 

악 산업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했으나 10 특히 여학생들을 주 소비층으, 

로 하는 '특정 나이의 문화 집단의 하위 문화적인 모습으로 출발하여 자리'

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년  후반에 제작되었던 젝스키스1990 H.O.T., , 

핑클 등과 같은 세  아이돌 그룹들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기획형 S.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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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들이었으며 청소년들이 공감할 법한 가사의 노래나 패션 등을 , 

선보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김호영 윤태진 때문에 한국 아이돌 ( · , 2012). 

문화의 역사는 아이돌 팬덤 바깥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

을 거쳐오며 발전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사와 아이돌들은 아. 

이돌을 가수로서 또 팬덤 바깥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팬들에

게 그러한 아이돌의 실력은 그들이 아이돌을 가수로서 좋아한다는 증거였

다 강명석 예를 들어 격한 춤을 추는 아이돌들이 립싱크로 무 를 ( , 2018). 

선보이는 경향이 높았을 때 가수의 립싱크와 라이브 여부를 따로 표기하, 

는 한국 음악 방송의 특성상 아이돌 그룹들이 팬덤 바깥으로부터 가수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 시작하자 엄청난 트레이닝을 통해 춤추며 라이브를 

소화하는 아이돌들이 나타났다 김성민 이후 아이돌들이 제작자와 ( , 2018). 

기획사의 프로듀싱에 따라 움직이는 상품일 뿐이라는 비판을 마주하자 지

드래곤이나 전소연같이 작곡 작사 및 프로듀싱을 하는 아이돌들이 등장하, 

는 식이었다 강명석( , 2018).

이와 같은 한국 아이돌 문화의 포문을 연 세  아이돌을 키워냈던 엔터  1

테인먼트 기업들은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기반에 두고 형 기획사

로 발돋움 하였다 이들은 특히 아이돌 그룹의 제작과 매니지먼트는 물론 . 

마케팅, 프로모션, 레코딩 엔지니어링 등의 모든 음반 작업 과정을 같은 관

리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토털 매니지먼트’ 전략을 내세우며 거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했는데(차우진 최지선· 표적으로는 , 2011), 아이돌  기획3

사라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SM , YG 엔터테인먼트가 있, JYP 

다 해당. 기업들은 세  아이돌들이 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 2

면서 이를 바탕으로 후속 아이돌 그룹을 계속 데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기업의 규모와 산업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웠다. 이후 이 기업들에서 

일을 배우거나 함께 작업했던 구성원들이 해당 산업의 후발 주자로 나서면

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세. 1 , 세 를 거치2

며 아이돌을 지망하는 연습생들 또한 증가하면서 수요가 맞물려 많은 신생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아이돌 그룹이 생성되었고, 산업 내 치열한 경쟁 속 

에서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시림 이수현 수( · , 2019). 

많은 중소기획사와 해당 기획사들이 기획 제작한 이른바 중소 아이돌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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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  아이돌들이 등장한   2 2000년  중반 이후, 원더걸스와 빅뱅의 

적인 상업적 성공을 기점으로 아이돌 시장의 수요층은 10 를 넘어 

어른 층을 포함한 중 으로 확장된다‘ ’ 많은 선행 연구들은 . 1세  팬의 자

연적 성장, 아이돌 가요를 수용하는 정서의 확 , 기획사들의 의식적인 전

략 등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전에도 소수의 어른 팬들은 있었지

만, 아이돌 수용층의 주류는 그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들이 가시화 되10 , 

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돌 수용층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중으로 확. 

되었고 와  또는 그 이상의 성인들 및 남성들도, 20 30 아이돌을 좋아 

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낯설지 않게 되었다 김호영 윤태진( · , 2012). 

의 아이돌 육성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M.net < 101>8) 시리즈는 일 

본의 아이돌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어온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포맷이다 프로듀스 에 참가. < 101>

한 여명의 아이돌 연습생들 중 여명은 시청자들의 투표만으로 아이100 10

돌 그룹의 멤버가 되고 그 중 위를 차지한 연습생은 그룹의 센터를 차지, 1

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의 연례행사인 선발 총선, AKB48

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선발 총선거 또한 입후보한 수백명의 멤버들 중  

의 차기 신곡 싱글에 참여하는 명을 팬들의 투표만으로 뽑는 이AKB48 16

벤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듀스 에는 의 선발 총선거에. < 101> AKB48

는 없는 개별 등급 평가 가 존재한다 프로듀스 의 참가자들은 화‘ ’ . < 101> 1

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가창력 댄스 실력 랩 실력 무  매너와 표정 등을 , , ,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터 까지의 등급으로 심사를 받는다 외모 노력하A F . , 

며 성장하는 모습 성격 인간적인 매력 개인사 등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 , , 

게 어필하는 과정은 냉정하게 실력을 평가 받은 뒤의 수순이다. 

특히 한일 합작으로 이루어진 해당 방송의 세 번째 시즌이었던 프로듀  <

스 48>9)은 이러한 양국의 아이돌 문화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프로. <

듀스 에 출연한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가창력과 댄스 실48>

력을 강조하는 한국의 심사 위원들로부터 혹평을 듣고 무슨 기준으로 아, 

8) 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높은 화제성과 인기를 유지하며  2016 I.O.I, Wanna 
과 같은 프로젝트성 아이돌 그룹들을 탄생시켰다One, IZ*ONE . 

9) 프로듀스 의 세 번째 시즌으로 과 자매 그룹들의 멤버들이 한국 < 101> , AKB48
의 연습생들과 서로 경쟁하여 한일 합작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을 뽑는다는 취지로 
양국에서 동시 방영되었다. 



- 9 -

이돌로 뽑혔는지를 모르겠다는 지적까지 받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 

가자였던 HKT4810)의 멤버들은 과거 오디션을 볼 당시 노래와 춤으로 심

사를 받았었다고 밝히면서도 안무를 맞추는 것보다 귀여움이 일본 아이, “
돌에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아이돌은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 ,

일본의 아이돌은 귀엽고 애교 많고 얼마나 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 ,” “
있는지가 중요해요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미숙함 친근함 성실함을 강조” , , 

하는 일본 아이돌 문화의 특성에 해 설명하고자 했다 제작진들은 이와 . 

같은 연출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한국

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아이돌들에게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것이 양국, 

의 문화적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로듀스 을 통해 볼 수 있듯' ' . < 48> ,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일 양국의 문화산업 간 역동적인 교류의 

흐름 속에 위치한다 이규탁( , 2019).

그림 한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의 화 캡쳐 < 2> < 48> 1

물론 한국 아이돌 그룹에도 가창력이나 춤 실력이 뒤떨어지는 멤버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멤버조차도 그룹 전체의 수준 높은 퍼포먼. 

스에 흠집을 내지 않고 본인의 단독 파트만큼은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 

을 만큼 노력하여 성과를 보여주도록 요구받고 기 되는 것이 한국의 아이

돌 문화다. 한국 아이돌에게 실력은 팬덤 바깥 즉 국내의 중이나 세계   , 

각지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근거일 뿐만이 아니라 팬들에 

한 성의를 의미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의 아이돌 팬덤은 최근으로 올

수록 아이돌의 실력을 세 하게 나눠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도 , 

또한 상당히 세분화되어있다 이를테면 노래는 호흡 발성 발음 억양 톤. , , , , , 

10) 의 자매 그룹으로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AKB48 . 
는 하카타의 영문 표기인 의 약자다HKT Hak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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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 처리 능력 감정 표현 등을 하나하나 따지고 춤은 춤선 표정 연기, , , , 

군무를 다른 멤버와 정확하게 맞추기 손끝 동작 암기력 등을 살피는 식이, , 

다 강명석 모자란 실력으로 데뷔한 멤버가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안 ( , 2018). 

발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눈, , 

에 띄는 미숙함 등으로 군무를 해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중과 안티들

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팬덤 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의 아이돌 은 비주얼의 강조 및 다가서기 쉬운 매력이 강조  ‘ ’
되는 일본형 아이돌과 뛰어난 가창력 및 퍼포먼스 능력을 가진 동경의 

상으로서의 미국형 아이돌의 특성이 융합되어 만들어졌다 음악의 측면에. 

서도 멜로디 따라하기 쉬운 춤을 중시하는 일본 음악의 특징에 비트 그루, , 

브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미국식 댄스 음악이 섞여있다 김성민, ( , 

또한 한국의 초창기 아이돌 그룹들과 최근의 일본 아이돌 그룹들 2018). 

및 프로듀스 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아이돌 문< 48> , 

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다시 일본의 에 영향을 주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이규탁J-Pop ( , 2019).

그렇다면 일본 아이돌 문화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한국으로부  , 

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일본 아이돌 문화가 어떤 ?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고 왜 친근한 매력이나 성장 서사

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아이돌 문화와 지하 아이돌2. 

일본에서는   19 년  이후 등으로 친숙해진 배우나 가수 등을 아이60 TV ‘
돌( )’アイドル 11)이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일본식 아이돌은 열성적인 팬덤의 .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중문화의 스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면

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첫 번째로 스타가 이미 공인받은 완성된 존재라면 일본의 아이돌은 아  , 

직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 한 미완성의 존재다 이러한 미숙함 은 스타가 . ‘ ’
될 수도 있는 자질이나 가능성을 보여줄 뿐 스타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요

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 스타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발. , 

현되어 모두에게 인정받지는 못 한 상태이다.

11) 일본식 발음으로 아이도루 라고 읽지만 편의상 아이돌이라 표기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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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렇기에 이들은 살아남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한  , 

다 성실하지만 미숙한 또는 미숙하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 , 

일본 아이돌들의 정체성과도 같다 사회학자 오타 쇼이치 는 이러. ( )太⽥省⼀

한 이유로 일본 아이돌의 정서적 뿌리를 일본 고교야구 회 고시엔12)13)

으로 보기도 하였다 고시엔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고교 야구 선수들과도 . 

같은 허슬 플레이 즉 미래를 향한 성실함과 과감한 분투가 일(hustle play), 

본 아이돌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이들의 연령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후반이어야 한다 둘   , , 10 . 

중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연령이다 이는 육체적으로 를 넘어서게 되. 10

더라도 호소하는 상이 거나 보여주는 행동 및 제시하는 심상이 10 10

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앞의 두 요건들과도 . 

관련이 있는데 성인이 되기 전의 미숙함과 불안함이 제일 크게 발현되는 , 

시기이자 그렇기에 꿈을 꾸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 

있는 연령 가  후반이기 때문이다10 ( ,太⽥省⼀  2011: 조은하, 2016). 

한편 미숙하고 성실한 라는 일본식 아이돌과 그들의 성장을 응원  ‘ 10 ’
하는 팬덤이라는 전형은 년 1971 닛폰TV(⽇本テレビ)의 인기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스타탄생 에서 유래했다!( !, 1971~1984) (Masayoshi, 誕⽣スタ『 』ー
스타탄생 은 가수를 지망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경연을 펼치고2016). ! · , 『 』

우승을 할 경우 연예 기획사들과 계약을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아

이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일본에서 아이돌이 량으로 양산되기 시, 

작한 계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포맷은 완성된 스타(Galbraith·Karlin, 2020). 

보다는 지망생에서 가수로 성장하는 참가자들의 면모를 효과적으로 조명하

고 발굴해내는 데에 주력하게끔 만들었는데 일본의 연예 산업은 해당 프, 

로그램의 상업적 성공 이후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한 중의 모성

적 지지를 끌어내는 방식을 아이돌 생산의 전형적 포맷으로 활용하게 된

12) 마이니치 신문에서 주최하는 봄의 고시엔 선발 고등학교 야구 ' ( )' 春 甲⼦園の
회와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하는 여름의 고시엔 전국 고등학교 야' ( )' 夏 甲⼦園の

구 선수권 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한신 타이거스의 홈구장 한신 고시엔 구장에. 
서 열리기 때문에 고시엔 으로 불린다 조은하' ' ( , 2016).
13) 이와 같은 정서적 형식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탄생한 아이도루 고시엔 , ‘ (アイド

이라는 아이돌 페스티벌도 있다 전국에서 엄선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 甲⼦園ル
돌들이 출연한다는 슬로건 하에 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인 2013
아이돌들이나 지하 아이돌들에게 꿈의 무 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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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숙하지만 그 미숙함 을 넘어서 성장 해야 한다는 강박적 요구를 시. ‘ ’ ‘ ’
스템으로 만들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그, 

들의 응원을 이끌어 낸다는 프로세스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조은하( , 2016).

그림 년부터 년까지 방영된 닛폰 의 스타탄생< 3-1> 1971 1984 TV !『 』

그림 스타탄생 을 통해 데뷔한 하나노 쥬산트리오< 3-2> !( !)誕⽣スタ『 』ー 14)

일본 중문화 산업에서 차지하는 아이돌의 독특한 위상과 그들에 한   

열광은 이처럼 가능성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미숙하지만 성실한  청10

소년에 한 애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들을 생산하는 기. 

존의 구조에서 강조하던 점이나 초창기 일본 아이돌들이 지니고 있던 가, 

장 큰 특징이 아직 스타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미숙함이었다면' ' , 80

년  이후부터는 이웃 소녀같은 친근함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 '

상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아이돌은 스타로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보. 

다 동일시할 수 있는 친근한 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조은하( , 2016), 

많은 연구자와 팬들은 이러한 변화의 전환점을 여성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 의 등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 .⼦おニャン クラブ

년 일본 후지 의 심야 시사 프로그램 올나잇 후지  1985 , TV “ (オ ルナイー
는 기존 쇼 호스트 중심의 진행 방식에 여 생들을 패널로 스튜디)”トフジ

오에 참여시키는 포맷을 시도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 조은하 그 중( , 2016). 

에서도 여고생 특집편 이 큰 반향을 일으키자 후지 ( ) , ⼥⼦⾼⽣スペシャル

는 여고생들을 패널로 내세운 버라이어티 정보 프로그램 유우야케 냥TV “
냥 저녁 노을 야옹야옹 을 단독으로 런칭하게 되었다( , )”⼣やけニャンニャン

14) 꽃다운 중 트리오 라는 의미이다 . ‘ 3 ’ .花 中三の トリ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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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braith·Karlin, 2020) 유우야케 냥냥에 출연하는 여고생들은 단순한 방. 

청객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진행을 하거나 노래를 , 

부르기도 하고 조은하 게임을 하며 서로 어울리거나 방청객들과 상( , 2016) 

호 작용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진행을 이끌어나갔다 당시로서는 전문. 

가가 아닌 사람들이 집단으로서 프로그램을 주도해나간다는 발상 자체가 

참신한 시도였고 유우야케 냥냥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젊은 여성들을 , 

전면으로 내세운 방송이었기에 중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Galbraith·Karlin, 2020). 후지 는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패널로 참여한 TV

명의 여고생들을 귀여운 아기고양이 이미지에 접목시켜 오냥코 클럽이라50

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게 되었다 조은하( , 2016).

  오냥코 클럽의 출현은 이후 일본 아이돌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

게 된 두 가지의 중요한 공식을 낳았다 첫 번째는 멤버들이 지니는 평범. 

성이다 오냥코 클럽의 멤버들은 특출나게 외모가 뛰어나지도 재능이 있지. 

도 않은 평범한 여고생들이었다 오히려 많은 멤버들은 노래를 눈에 띄게 . 

못 하는 편이었고 전업 아이돌로 활동하기보다는 학생으로서의 본업을 우, 

선순위로 두었다 또한 오냥코 클럽의 멤버들은 기존의 스타들에 비해 현. 

실적인 사람들로서 내세워졌고 삶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관객들과 좀 더 , 

가까운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들이 특출난 특기나 천부적인 재능보단 성. 

실한 노력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응원을 얻어가며 성공을 했다

는 것 아마추어의 이미지로 데뷔를 했다는 것 그 이후 개인으로서 성장해, , 

나가는 면모나 무  아래에서의 모습을 중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전략을 내세웠다는 점은 팬들로 하여금 아이돌의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Sakakura, 2014). 

로 오냥코 클럽의 등장이 아이돌의 민주화 를 (the democratization of idols)

유발했다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다(Galbraith·Karlin, 2020)

두 번째로 오냥코 클럽은 기존 멤버가 떠나고 새 멤버가 영입되는 정기  

적인 졸업 시스템을 도입한 그룹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졸업과 입학의 공. 

식은 그룹 전체뿐만이 아니라 특정 멤버들을 중심으로 팬들이 조직되는 결

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멤버들은 평범하기에 접근성. 

이 높고 언제 졸업하거나 팀을 떠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위치성을 지니고 , 

있기에 팬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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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었다는 점과 어떤 멤버를 가장 지지하느냐 가 ( )誰 ⼀押を しする

팬 활동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점은 일본 아이돌 문화의 역동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된 계기이자 년 나 년 의 기존 아이돌 문화와는 , 1970 80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현상이기도 했다(Galbraith·Karlin, 2020).

친근하고 평범한 소녀들도 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이돌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일본 아이돌 특유의 서사 구조는 년 여성 아이1997

돌 그룹 모닝구무스메 가 등장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모( ) . 娘モ ニンクー ゙
닝구무스메는 본래 록 밴드 샤란큐 의 새 여성 보컬을 뽑기 위해 ( Q)乱シャ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아사얀“ASAYAN( )”에서 진행한 오디션에 참가했었던 

명의 탈락자들이었는데 명이 일 동안 데모 앨범 만장 팔면 정식 데뷔5 , 5 5 5

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미션을 받고 각자의 고향에서 길거리 현장판매를 시

작하게 된다 이 과정이 리얼리티 방송으로 공개되자 그(Sakakura, 2014). 

들의 처지를 알게 된 동향들과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앨범을 구매해주었고

조은하 모닝구무스메는 일 만에 목표치를 채우며 데뷔를 하게 된( , 2019), 4

다 젊음 뛰어난 실력과 외모 등으로 평가되던 년  (Sakakura, 2014). , 80

아이돌의 이미지를 고향과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웃소녀의 친근한 이미지

로 내세울만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거리로 나올 용기를 낸 성공을 , 

향한 간절함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체한 파격적인 시도 덕분에 모닝구무

스메는 샤란큐 보컬 오디션의 우승자보다 유명해지면서 일본을 표하는 

인기 아이돌이 그룹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오냥코클럽에서 시작하여 모닝구. 

무스메에서 완성된 친근한 이웃소녀의 간절한 꿈을 우리가 돕는다 라는 스‘ ’
토리텔링은 이후 일본 아이돌의 특징인 친근한 아이돌 과 ‘ ( )’⾝近なアイトル゙

육성하는 아이돌 의 단초가 된다 조은하‘ ( )’ ( , 2019). 育てるアイ トル゙

한편 오냥코 클럽의 프로듀서 중 한명이었던 아키모토 야스시 는   ( )秋元泰

당시 평범함과 친근함을 내세운 여고생들이 중에게 어필된다는 점에 주

목했고 년  초중반 도쿄의 아키하바라에서 메이드 카페들이 급부상, 2000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Akimoto· 메이드 카페는 젊은 Tahara, 2013). 

여성들이 만화나 게임에 등장할법한 코스튬을 입고 귀여운 음료나 음식을 

서빙을 하는 곳으로 본래 아키하바라에서 동인지나 성인용 게임을 사러 , 

돌아다니는 오타쿠들을 겨냥한 휴식 공간이었다 메이드 카페에서 근무하. 

는 여성들은 돈을 받고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써주거나 폴라로이드 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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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찍어주거나 간단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Galbraith, 2012) 

주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헌신적인 단골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아키모. 

토 야스시는 이를 보고 기존의 콘서트나 극장 공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표를 판매하는 높은 접근성의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 아이돌들을 출연시키

는 사업 모델을 고안해내게 되었다(Akimoto·Tahara, 2013).

아키모토 야스시가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메이드 카페의 사업 모델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점은 이 남성을 주 고객층으로 겨냥한 그룹이었다AKB48

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 메이드 카페의 단골을 자처하는 방문객들이나 아. 

키하바라에 모이는 이들의 절  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Morikawa, 

실제로 초창기 의 핵심 팬덤은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2003). AKB48 , 

이와 같이 젠더적으로 치우쳐진 역학 관계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아이

돌 그룹의 감정 경제 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affective economics)

었다 (Galbraith·Karlin, 2020) 의 원년 멤버들은 호객 행위를 하는 . AKB48

메이드 카페의 직원들처럼 아키하바라의 길거리에서 극장 공연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돌리며 관객을 유치하려 애썼고 명의 관객 앞에서 데뷔 무 를 , 7

선보였던 것을 시작으로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다 특히 년부터는 여. 2009 20

명의 활동 멤버와 센터를 팬들의 인기투표로 선출하는 총선거 이벤트를 실

시해 전국적으로 큰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 총선거 이벤트는 아이돌 문화. 

의 범주를 넘어선 사회 현상으로까지 불렸으며 을 년  일본, AKB48 2010

을 표하는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요컨  은 멤버들의 평범성과 졸업 제도로 표되는 오냥코 클럽  AKB48

과 팬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꿈을 이루게 된다는 모닝구무스메의 속성에 아

키하바라의 오타쿠 문화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남, 

성 고객을 접 하는 메이드 카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여기에 . 

언제든 만나러 찾아갈 수 있게끔 상설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아이

돌이라는 컨셉이 더해졌고 좋아하는 상과 자신의 관계를 역배열하고 싶, 

어하는 조홍미 안병곤 즉 좋아하는 상에 스스로의 취향이나 의견( · , 2012),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어하는 오타쿠들의 심리를 겨냥한 총선거 시스

템이 더해져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아이돌 . 

문화의 변천사와 더불어 적인 성공을 거둔 의 운영 방식이 시AKB48

스템화 되어 퍼져나가면서 라이브 하우스나 소극장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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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음악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속칭 지하 아이돌 의 산업 모델 또한 ‘ ’
본격적으로 융성하기 시작하였다(Miyake, 2017).

한편 일본에서는   소녀시 빅뱅 등의 한국 아이돌들이 오리콘 차트에 , 

오르거나 의 홍백가합전NHK 15)에 초청받는 등의 성과를 낸 년 전후2010

를 차 한류2 ,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의 인기로 촉발된 년 이후의 흐, 2017

름을 차 한류라 하는데 후쿠시마 미노리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일3 ( , 2019), 

본 아이돌들이 음악 패션 댄스 뮤직비디오 등의 측면에서 한국 아이돌들, , , 

을 참조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년  후반에는 미디어와 . 2010

중 사이에서 논의가 오고 갈만큼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생겨났다 강남스. 

타일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싸이 여성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 등, 

과의 작업으로 유명한 안무가 박준희가 년 월 발매된 의 싱글 2018 4 AKB48

의 안무를 제작한 것이 그 예이다 일본의 현지 언론은 ‘Teacher Teacher’ . 

년 넘게 일본의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서 활동해 온 이 처음10 AKB48

으로 외국인 안무가를 기용했고 그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 학, <

교 의 멘토였던 계의 권위자라는 점을 적으로 보도했다 일례> K-POP . 

로 일본의 음악 전문 매체 는 큰 키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노RealSound , , 

래와 춤 실력 몸을 강조하는 안무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 가사 멤버 전원, , , 

이 형을 만들어가며 정확하게 춤 동작을 맞추는 칼군무 등을 한국 여성 ‘ ’ 
아이돌들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여러면, ‘Teacher Teacher’
에서 과 지니는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K-POP .

여성 그룹의 섹시계 퍼포먼스에는 미국의 클럽 쇼 등에서 상K-POP 

연되고 있는 버레스크를 모티브로 한 움직임이 많다 중략. ( ) K-POP 

아티스트들은 아이돌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쓰다듬는 등 

몸매를 강조하는 담한 움직임을 많이 도입해왔다. 

는 버레스크적인 동작은 적지만 얼굴을 반복해 쓰‘Teacher Teacher’ , 

다듬는 등의 에로틱한 자세가 라는 같은 단어를 반Teacher, Teacher

복하는 후크송에 녹아들어 강한 인상을 준다 중략 또 다른 특징은 . ( ) 

이러한 댄스를 그룹 전원이 같은 움직임으로 줄이나 자형으로 나란1 V

히 전개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랑 받고 있는 의 댄스 스타일은 . K-POP

모두가 손가락 끝의 움직임까지 일치시키는 이른바 칼군무16)이다. 

15) 년 이후 매해 월 일 방영되는 인기 음악 프로그램이다 195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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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몸집의 멤버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그 

그룹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낸다( , 2018).古知屋

는 의 번째 총선거를 앞두고 발매된 싱글이  ‘Teacher Teacher’ AKB48 53

라는 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통 총선거 직전에 발매되는 싱글. 

은 투표권을 얻고자 하는 팬들에 의해 다른 싱글들보다 판매고와 화제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룹의 팬들 또한 한류풍 한류 아이돌 한국 . 48 ‘ ,’ ‘ ,’ ‘
아이돌풍 등의 표현으로 를 묘사했으며 리뷰 웹진 ’ ‘Teacher Teacher’ , ひな

에서는 의 와 가 지니는 유사성이나 AKB48 ‘Teacher Teacher’ K-POPぴし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 아이돌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게시글이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는 한류 아이돌을 방불케하는 섹시 댄스 넘버“Teacher Teacher ”
총선 투표권이 있는 싱글이라 틀림없이 리언 히트를 할 신곡인데 

한국풍의 곡으로 맞섰다는 건 한류 아이돌의 인기에 올라타 기존 팬, 

뿐 아니라 일반 중도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일까?(48ers17), 2018)

신곡 가 생각 외로 인 이유“AKB48 Teacher Teacher K-POP ”
이번 곡은 분명히 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라K-POP . , 

소녀시 가 일본에서 히트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인데 이제 와

서 여성 아이돌을 의식한다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K-POP ? 

도 있지만 요즘도 등이 유행하고 있군요 중략 일본이 , TWICE . ( ) 

을 참조하는 건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번이K-POP , 

나 그런 계통의 그룹이나 노래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 . 

등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배꼽과 다리를 노E-girls . ( ) 

출시키고 하이힐에 섹시 의상 이건 완전히 이라고 생각합니, , K-POP

다 중략 춤 또한 멜로디와 마찬가지로 반복 이 많이 사용되고 있. ( ) “ ”
는 것 같습니다 카라 미스터 의 엉덩이 춤이라든가 아이돌. ‘ ’ , K-POP 

의 노래에 자주 있는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인상을 강하게 하는 것, . 

이를 통해 귀에 남아 버릇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의 . TWICE

16) 일본식으로 의역하지 않고 카루군무 라 표기하였다 이 점에서 칼군 ( ) . 群舞カル
무가 한국의 아이돌만이 지닌 특수성이자 한국에만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17) 그룹에 한 기사 리뷰가 정리되는 웹사이트로 포티에잇터즈 라 읽는다 4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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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렇죠 이번 곡은 가 여러 번 반복돼‘TT’ . ‘Teacher Teacher ’なぜ

서 그 부분만은 번이라도 곡을 들으면 누구나 기억해버려요 그런 1 . 

게 같은 거죠 중략 일본 측 그룹 측의 목적은 뭘K POP . ( ) , AKB48 −
까요 이 세계에서 성공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방향성을 목표? K-POP , 

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아이돌은 부분 롤리타 은 섹? , K-POP

시이므로 전혀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요( , 2018).ひなぴし

그림 일본 여성 그룹 의 뮤직비디오 좌< 4-1> AKB48 ‘Teacher Teacher’ ( )

그림 한국 여성 그룹 소녀시 의 뮤직비디오 우< 4-2> ‘Mr Mr’ ( )

일본을 표하는 남성 아이돌 기획사 쟈니스 사무소 소속의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 또한 년 월에 발매한 곡 Hey!Say!JUMP 2018 8 ‘BANGER 

을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NIGHT’ , 

의 남성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안무가로 유명한 손성득이 해당 곡의 

안무를 제작하고 멤버들의 댄스 레슨 또한 담당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림 일본 남성 그룹 의 뮤직비디오 좌< 5-1> Hey!Say!JUMP ‘Banger Night’ ( )

그림 한국 남성 그룹 비스트 의 뮤직비디오 우< 5-2> B2$T( ) ‘Bad Girl’ ( )

은 많은 수의 멤버들을 활용해 복잡한 포메이션의   ‘BANGER NIGHT’
군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압도감을 선사하는 것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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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한국 남성 아이돌 그룹들과 퍼포먼스적으로 유사하다거나 

느낌이 난다는 평을 받았다K-POP ( ,古知屋  2018). 음악의 측면에서도 오

토튠의 사용이 빈번한 오프닝과 벌스 댄스 브레이크를 돋보이게 하기 위, 

해 인스트루멘탈 위주로 편곡된 후렴구 파트 등이 과 유사하다 메K-POP . 

탈릭한 느낌의 색채와 질감을 살린 멤버들의 진한 메이크업이나 푸른 조명

으로 가득한 세트장 속에서 군무를 추는 뮤직비디오의 구성 또한 년2010

 초반 한국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들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와 해외 미디어의 보도 및 팬들의 반응을 종합해보  

았을 때 년  이후의 , 2010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지니는 특징은 크게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외모가 뛰어나고 친근한 매력이 있을 뿐 아4 . 

니라 가수나 퍼포머로서의 실력도 중시한다는 것 각선미나 몸선을 강조하, 

는 섹시하고 성숙한 컨셉을 내세운다는 것 동어 반복의 중독성 있는 노래, 

를 부른다는 것 그룹을 구성하는 멤버들끼리의 칼군무를 중시한다는 것이 ,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한국의 모든 여성 아이돌들을 아울러 설명하기에. 

는 부족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일본을 비롯한 해외 미디어와 수용자들에게 , 

비춰지는 한국 여성 아이돌의 전형은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형 서사와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모두 갖춘 한국 아이돌 그룹들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인기 아. 

이돌들이 한국의 아이돌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시

의 흐름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팬덤을 키워나가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년 월 일본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2019 9

인 프로듀스 의 일본판인 가 방영되기도 < 101> <PRODUCE 101 JAPAN>

하였다 본래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의 총선거를 모델로 만들어진 . AKB48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판권이 중국에 이어 아이돌 문화의 본고장인 일본

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현 시점 동아시아에서 지

니는 파급력을 실감하게 하고 일본과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지속적인 상, 

호영향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젠 양국의 아이돌 문화와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지니는 특성  

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들, 

이 어떠한 소비자층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을 통해 미, 

디어에 재현되는지에 한 배경을 알아보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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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한국과 일본의 남성 팬덤 문화2 

한국의 삼촌팬 문화1. 

한국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이상의 남성들을 가리키는   30

삼촌팬 이라는 용어가 있다‘ ’ . ‘삼촌팬 은 년  후반에 등장한 신조어로’ 2000 , 

삼촌 과 팬 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 여성 아' ' ' '

이돌 그룹의 멤버들에게는 삼촌뻘의 연령 인 남성들로 구성된 아이돌 그

룹의 팬덤을 함의한다 김정원 연구자나 매체에 따라 삼촌팬의 연령( , 2011). 

는 조금씩 다른 범주로 정의되지만 보통  후반 이상의 남성 김정원, 20 ( , 

김수아 이나  남성 김성윤 으로 통용된다2011; , 2011) 30 , 40 ( , 2011) . 

삼촌팬들은 년 데뷔한 원더걸스2006 18)와 이듬해에 등장한 소녀시 19)를 

비롯한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중적인 성공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하며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등장 원인 및 문제점 등에 한 학, 

술적 논의와 비평 또한 년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2010 . 

삼촌팬들에 한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년  이후의 음반 시장   2000

생태의 변화를 지적한다 당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 음악계 

에는 아이돌 스타들의 산업적 기반이던 음반 시장이 몰락하고 음원 시장으

로 변화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신현준, 2002). 이러한 흐름은 음반

을 중심으로 했던 한국의 중음악 분야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디, 

지털 음원 시장이 음반 시장의 규모를 완전히 체한 것으로 보여졌다(한

국문화콘텐츠진흥원 김수아 재인용, 2009: , 2010 ). 

따라서 아이돌 스타들에게 더 이상   10  청소년층만을 상으로 삼는 마

케팅 전략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10  팬덤을 상으로 한 음반 

시장이 몰락했기 때문이다(박준흠, 2008). 음원 중심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

스를 이용하는 중의 관심을 얻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

문에 중을 사로잡기 위해 새롭게 이미지를 구성하고 음악 및 안무 등에, 

서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2005년 이후

로 등장하게 되었다 김수아( , 2010). 

그 중 표적인 전략이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타겟층을  후반 이상  20

18)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JYP 5 .
19)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SM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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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인 남성으로 넓히기 위해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재현하는 소녀의 모

습에 성애적인 코드를 가미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년  후반에 . 1990

데뷔한 나 핑클같은 세  여성 아이돌들은 책가방 인형 머리핀 등S.E.S 1 , , 

의 소품을 활용해 멤버들이  소녀임을 드러내곤 했다 스쿨룩을 컨셉10 . 

으로 무  의상을 입을 때도 큰 사이즈의 헐렁한 핏으로 신체 부위나 바디

라인의 노출을 최소화했고 때로는 온몸을 덮는 순백색의 가운이나 원피스 , 

등으로 요정 천사 같은 느낌을 냈다 부르는 , . 노래 역시 영원한 사랑 꿈, , 

약속 첫사랑의 순수함 설렘 등이 주제였다 이들은 상당히 조직적인 방식, , . 

으로 성애적 요소와는 구분되어 있었고 요정 천사 등의 성스러운 존재로 , 

나타낼 수 있는 상상적 이미지로서 존재했다 김수아( , 2009).

반면 년  중후반에 데뷔한   2000 원더걸스는 데뷔 곡 로 활동할 ‘Irony’
당시 동일한 스쿨룩 컨셉이었음에도 허리 배 다리 등을 노출하거나 몸선, , 

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핏을 선보였다 이어지는 활동에선 미성년자 멤버들. 

을 포함하여 팔 허리 다리의 노출이 두드러지는 호피 무늬의 민소매 옷을 , , 

입는 것을 컨셉으로 삼기도 했다 동시 의 소녀시  또한 군복을 연상시. 

키는 타이트하고 짧은 코스튬을 입고 몸선과 각선미를 강조했다 이들의 . 

춤 또한 가슴 골반 다리 등을 내 거나 튕기며 강조하는 동작이 많았다, , .

그림 여성 아이돌 그룹 핑클 의 무  좌< 6-1> (Fin.K.L) Feel your love ( )

그림 여성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 의 무  우< 6-2> (Wonder Girls) Irony ( )

다시 말해 삼촌팬은  팬만으로   10 인기를 유지하는 데에 한계를 느낀 

연예 기획사들이 성적인 줄타기와 세 적 줄타기의 와중에서  남성 30·40

팬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언어였다 김성윤 이 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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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초창기의 삼촌팬들은 성적 매력을 암시하는  소녀들과 그를 소비 10

하는  후반 이상의 남성이라는 구도 속에서 스스로가 롤리타 콤플렉스20

나 소아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내적 갈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더걸스의 가 중적으로 큰 . ‘Tell Me’
인기를 끌면서부터 이러한 여성 아이돌 그룹에 한 관심과 애정을 노골적

으로 표현하는 성인 남성들은 점점 많아졌고 이에 따라 삼촌팬을 향한 외, 

부의 비판도 더욱 거세졌다 그 결과 삼촌팬들이 여성 아이돌들을 성인 남. 

성을 유혹하는 롤리타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과 건강하고 귀여

운 이미지의 여동생 혹은 조카를 지원해주듯 팬 활동을 할 뿐이라는 삼촌

팬들의 자기변호가 팽팽하게 립하기 시작했다. 

김수아 는 년  중반 이후의    (2011) 2000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성애화되 

어온 과정과 이에 따라 삼촌팬들 및 기성 미디어가 벌여온 담론을 분석했

다 그는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생산자와 타겟층의 시각에 의해 결정되어 . 

제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아이돌들이 아무리 ,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당당한 태도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하더라도 결국

엔 철저하게 남성적 시선에 종속된 성적 상으로서의 도구화된 몸 이미지

를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은 영화 이론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결합시켜 소녀시 와 카  (2011)

라의 뮤직비디오 앨범 자켓 사진 및 컨셉 사진 등을 상으로 내용 분석, 

을 실시한 뒤 삼촌팬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성애화된 여성 아이돌 그룹의 , 

음악과 이미지를 소비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과 환상을 

그들에게 투영한다고 비판하였다 삼촌팬들은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재현. 

되는 시각 매체에 내재된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을 좇는 과정에서 그 시선

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은 하게 여성 아이돌을 성적 상으로까지 간주하, 

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문강형준 또한   (2010) 삼촌팬들이 집단적으로 피터팬적 퇴행과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에 따르면 삼촌팬 현상은 신자유주의 . 

지배 이후의 항시적 경제위기 상황이 만들어낸 흔들리는 남성적 위치를 상

상적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들의 퇴행이자 소녀에 한 성적 욕망을 ,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끔 투사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차우진 처럼 여성 아이돌 그룹을 소비하는 삼촌팬들의 시선을   (2009)



- 23 -

단순한 관음증으로 여기는 것은 편협하다고 지적도 등장했다 삼촌팬들은 . 

여성 아이돌 그룹들을 통해 자신들이 지나온 현재로선 돌아갈 수 없는 소, 

년기에 한 향수를 발견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입장

으로서 팬덤을 형성한다는 것이 그의 주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실로부터의 탈출이든 순수함의 재발견이든 새  “ , , 

로운 구매력의 등장이든 혹은 파편화된 개인들의 공동체 생활이든 그 어, 

떤 말로 위장하더라도 삼촌 팬덤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은 언제나 이성애적 

욕망 이라 지적하는 김성윤 에 의해 다시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2011) . 

그는 삼촌이 친족적 친 성을 강조하는 언표 행위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고 지적하면서 중년 남성 팬들이 이를 통해 삼촌과 조카라는 상상적 관계, 

를 설정함으로써 자신과 여성 아이돌의 관계를 성애적인 것이 아닌 (sexual) 

것처럼 위장한다고 보았다 또한 삼촌팬이라는 호칭이 소녀에 한 성적 . 

욕망을 금지하고 자기 검열하는 맥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호명이 여성 아이돌을 향한 성적 시선이 실제로 사라졌, 

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연곤 은 삼촌팬들이 퇴행적 취향을 내보이고 있다거나 남성  (2011)

적 이성애적 욕망을 삼촌이란 이름 속에 숨긴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유효, 

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삼촌팬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는 , 

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관점으로는 귀엽고 청순한 컨셉이었. 

던 여성 아이돌이 섹시한 컨셉을 선보일 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자신이 좋, 

아하는 여성 아이돌이 노동 시장에서 좀 더 나은 우를 받는 인격체가 되

길 희망하며 기획사에 성명서를 내는 등의 실천적 행동을 이어가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삼촌팬들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는 삼촌팬을 거  기획사의 시스템과 미디어 풍성한 중문화의 수혜를 , 

받고 자란 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합작품 이라 진단한다30 , 40 ‘ ’ . 

삼촌 세 의 남성들은 미국과 일본의 락 힙합 팝 한국 세  아이돌의 , , , 1

댄스 가요 등을 다채롭게 소비하며 청소년기를 보냈기에 그러한 요소들을 

차용한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을 기존에 듣던 음악의 체재로 부담없이 받

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진지. 

하게 듣고 비평하는 삼촌팬들 또한 이러한 맥락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

었다 강연곤이 제시한 가설은 미디어로 재현되는 소녀의 이미지에 집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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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음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새. 

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삼촌팬들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가 존재한다 여성주의적   . 

관점에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제작과 재현 방식 이를 소비하는 남성 팬덤, 

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입장과 여성 아이돌 그룹을 성적인 상으로 간주

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삼촌팬들이 수행하는 팬 활동의 전부가 아님을 반박

하는 측이 그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관점을 토 로 진행된 연구의 수 자체. 

가 많지 않고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세 교체가 일어난 년  중반 이후, 2010

부터의 삼촌팬들에 한 학술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한계다.

일본의 오타쿠 문화2.

현 시점 일본 아이돌 문화의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룹 중 하나  

인 은 AKB48 철저하게 오타쿠들을 겨냥해서 제작된 아이돌 그룹이다 조은(

하 라는 이름 자체가 오타쿠들의 성지이자 오타쿠 문화의 발, 2016). AKB

신지로 유명한 아키하바라20)의 영문식 표기인 에서 유래되었다Akihabara . 

의 상설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는 전용 극장 또한 아키하바라에 위AKB48

치하고 있어 언제든 오타쿠들이 오가며 들를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중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던 머나먼 존재라고 인식되던 아  , 

이돌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에 한 주도권을 , 

팬에게 준다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다 김기덕 최석호 은 기( · , 2014). AKB48

존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전략으로 오타쿠라는 ,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 낸 문화가 일본의 중문화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은하 일본은 그동( , 2015). 

안 콘서트 및 라디오 방송 직관 팬미팅 등을 찾아가서 관람하는 것 , TV , 

외에는 아이돌과 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었다 일본 남자 아이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쟈니스 사무소의 아이돌들. 

은 년  중후반까지도 가까운 거리에서 화를 나누거나 신체 접촉을 2010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던 적이 없다시피 하다 팬 사인회 문화가 활성. 

화되어 있어 팬들이 아이돌들을 실제로 만나 싸인을 받고 화를 하고 편, , 

20) 도쿄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으로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 
하는 가게들이 즐비해있어 오타쿠들의 성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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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다양한 가격 의 선물 등을 건네는 행위가 보편화 되어있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렇기에 의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가 오타쿠들을 겨냥하여   AKB48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이라는 컨셉을 기획한 것은 가히 혁명이라 할 ‘ ’
수 있는 변화였다 이제 오타쿠들은 아키하바라에 마련된 상설 극장으로 . 

언제든 가서 의 공연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극장AKB48 , 

의 규모가 크지 않고 관람료가 저렴하다는 특성상 아이돌과 팬 사이의 물

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 접근성도 좋다 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 . 

특전회나 악수회의 티켓을 얻으면 로 아이돌을 마주하고 스킨십을 하며 1:1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선발 총선거를 통해서, . 

는 앨범에 참여할 선발 인원과 선정될 시 천정부지로 연예계에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센터 멤버를 뽑을 수도 있다.

일본의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성실하게 노력하며 성장하는 재능 있  

는 를 응원하는 일본식 아이돌 문화를 낳았다면 은 그러한 아10 , AKB48

이돌을 물리적 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데뷔한 멤버들 중 누가 , 

성공하느냐를 팬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

과 팬의 위상을 전복시키는 시스템을 낳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 

말하였듯이 아이돌에 한 권한을 오타쿠들에게 절 적으로 넘겨주는 포맷

인 셈이다 조은하 의 이와 같은 운영 방식과 시스템은 오타( , 2016). AKB48

쿠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 ’
의 포맷을 그 로 차용하여 공연과 특전회로 수익을 올리며 팬덤을 늘려나

가는 수많은 지하 아이돌들을 등장시키게 되었다(宗像明将, 2020).

그렇다면 오타쿠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사한 용어인 팬  ? , 

마니아와 오타쿠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일본의 아이돌 문화와 오타쿠를 ? 

겨냥해서 제작된 와 그를 바탕으로 확산된 지하 아이돌 문화에 AKB48

해 탐구하려면 오타쿠에 한 개괄적인 정의 및 그들의 등장 배경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오타쿠라는 집단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 

일본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크게 작용했고 일본의 전반적인 서브컬쳐 및 , 

이를 바탕으로 생겨난 중문화는 시 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오타쿠에 

한 사회적 시선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문예평론가 에노모토 아키는 오타쿠를 특정 분야와 사물에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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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사회적인 

상식은 결여되어 있는 사람 이라 정리했다’ ( 조홍미 안병곤, 2009: · , 榎本秋

재인용2012 ) 오타쿠 연구의 부를 자처했던 애니메이션 평론가 오카다 . 

토시오는 오타쿠를 세기에 태어난 새 부류 의 인종이며 고도의 20 (new type)

백과사전 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자 관련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reference) , 

말하고 즐기고 질리지 않는 향상심과 자기 과시 욕구로 정진하며 많은 돈, , 

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일컫었고 조홍미 안병곤 재인( · , 2012 

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는 오타쿠를 허구적 컨텐츠에 친화), 

성이 높은 사람 사랑하는 상을 소유하기 위해 허구화라는 수단을 이용, 

하는 사람 이중적 구조가 아닌 다중적 구조로 사물을 인식하고 허구 그 , 

자체에서 성적인 것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사람 또는 이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조홍미 안병곤 재인용( · , 2012 ).

오타쿠의 유사 개념으로는 팬이나 마니아가 종종 거론된다 이들은 시간  . 

적 금전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상에 몰입하여 자기만족을 얻는다는 점에

서 같다 오타쿠는 또한 팬과 마니아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정신적. , 

물리적 요소를 거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오타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 

유사 개념들과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오타쿠는 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역배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 

영화 스타워즈 를 좋아해서 개봉일에 맞춰 극장에 가는 것은 팬 마니아< > , , 

오타쿠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타쿠는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해 , 

한 컷 한 컷 돌려가며 자신이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위주로 작품을 

감상하기도 한다 음악과 음향을 컨트롤 하거나 스타워즈 라는 작품과 관. , < >

련된 다른 영화들도 찾아보며 감독의 숨은 의도와 취향을 파악한다거나, 

다수의 영화들 사이에서 유사 장면을 파헤쳐내는 식이다. 

두 번째로 오타쿠는 관련 분야를 포용하는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애니  . 

메이션이라면 팬이나 마니아는 어떤 한정된 작품이나 부류에 집착하거나 

통달해있는 정도지만 오타쿠는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그로부터 파

생된 작품들 비슷한 성향의 영화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 SF , 

까지도 섭렵하고 망라하고자 한다 단순히 특정 작품을 좋아하고 재밌어하. 

는 일반 중이나 팬들이라면 잘 모를법한 사실이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바

이블과 같은 접을 받는 등의 현상은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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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타쿠는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나 일탈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팬이나 마니아

들과 구분된다 오타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성취와 만족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타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현상과도 직결된. 

다 조홍미 안병곤( · , 2012).

조홍미 안병곤 은 또한 오타쿠에 한 일본 사회 전반의 시선과    · (2012)

중문화 속 오타쿠의 영향력이 변화해온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

다 기는 여러 차례의 석유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일. 1

본이 중문화 관련 산업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괄목할만한 , 

성장을 이뤘던 년 부터 년 까지의 시기다 이 무렵에는 오타쿠1960 1980 . 

라는 표현이 매스미디어에 등장했다거나 스스로를 오타쿠라고 부르는 사, 

람들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기라 부르는 . 1

것은 당시 오타쿠라는 존재가 명명되지 않았을 뿐 이 무렵의 융성한 문화 , 

컨텐츠가 잠재적 오타쿠들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영위하고 이에 

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기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호황을 누리다 파탄으로 연이어졌던 년  2 1980

부터 년 까지의 시기다1990 . 년 만화 잡지1983 만화 브릿코 에 오타 < >

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하여 거론한 나카모리 아키오가 무언가에 ‘
집착하며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서 열중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연구는 사. 

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쓸 데 없는 것이고 그들은 이상한 

것만을 찾아서 연구하는 쓸모없는 인간 이라 표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
듯이 이 시기의 오타쿠는 부정적인 함의를 크게 내포하고 있었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은 년  후반에 발  1980

생한 유아 연쇄 살해 사건21)이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였던 미야자키 츠토. 

무 의 방에서 개 이상의 비디오테이프와 에로 만화 잡지들이 ( ) 6,000 , 宮崎勉

나오는 장면이 방송된 뒤 매체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두고 오타쿠에 의한 , 

범죄(オタクによる )犯罪 오타쿠식 범죄, ( 式オタク )犯罪 라며 적으로 보도

21) 년 월부터 이듬해 월까지 사이타마 도쿄 등지에서 발생한 1988 8 6 ( ), ( ) 埼⽟ 東京
연속 유아 납치 살인사건 총 회에 걸쳐 세에서 세 사이의 여아를 납치 살해. 4 4 7 , 
한 뒤 뼈 치아를 가족들에게 소포로 보내거나 범행을 시인하는 편지를 언론사에 , 
가명으로 보내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켰다 범인 . 
미야자키 츠토무 의 첫 글자를 따서 사건이라고도 한다 김태용( ) M ( , 2009). 宮崎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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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타쿠의 존재는 세상 밖으로 가시화되었을 뿐 . 

아니라 일본 전국을 뒤흔드는 이슈로 떠올랐다 조홍미 안병곤 또한 , ( · , 2012). 

사회 전체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마니아 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나 정신이상, 

자처럼 취급하고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미야자키 사건 직후 한동, 

안은 그러한 차별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직접적인 이른바 오타쿠 사냥, 

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태용( ) ( , 2009).狩おたく り

기는 즉 오타쿠가 지녔던 오래된 오해와 불명예를 점차 벗고 새로운   3

가능성과 잠재력의 집단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년 에 들. 2000

어서면서 오타쿠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존재, 

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는 기와 기를 어린 시절로 보낸 이들이 성인. 1 2

이 되어 사회의 중핵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재가 되었고 바야흐로 오타쿠, 

들이 일본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각 분야를 주도하는 세 가 되었기 때, , 

문이다 조홍미 안병곤 재인용( · , 2012 ). 

이에 해 아즈마 히로키 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표되는 오타  (2007) , 

쿠 문화가 젊은이들만의 문화가 아님을 지적하며 해당 문화의 실제적 실, 

질적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어른들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김성민 또한 배척 받던 오타쿠 문화가 주류로 편입하기 시작. (2019) 

하게 된 데에는 초창기의 젊은 오타쿠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기성세

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기존에는 별난 취향을 지닌 변방의 젊. 

은이들로 치부되던 오타쿠들이 중년 남성이 되어감에 따라 보수적인 매스

미디어가 이들의 취향을 보편적이고 중적인 문화인 것처럼 서서히 가시

화시키고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22) 의 등장과 성공 및 그로 인AKB48

해 융성하게 된 지하 아이돌 문화 또한 오타쿠 문화에 한 시선이 달라지

기 시작한 일본의 사회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공연에 너무 많이 간다거나 를 지나치게 산다거나 아이돌 정보 , CD , 

수집에 시간을 다 쓰는 이들을 오타쿠라 부릅니다 여자를 사귀거나 .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 하고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못 한 사람들

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오히려 오. 

타쿠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오타쿠라 해도 개성으로 . 

받아들이게 되었죠( , 2017)鶴⾒⾄善 23).

22) 년 케이팝의 작은 역사 김성민 김봉현 북토크 중 2019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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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는 사회와 일반 중으로부터 배척받던 오타쿠들이 주류 문  

화에 편승하게 됨에 따라 오타쿠에 한 사회적 시선이나 오타쿠가 일본 , 

중문화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음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중년 남성 오타쿠가 팬의 절  다수를 차지하는 을 . AKB48

미디어에서 국민적 아이돌 이라는 칭호로 묘사하거나 의 싱글 선발 ‘ ’ , AKB48

인원을 뽑는 이벤트의 이름을 본래 일본 국회의원 선거를 가리키는 총선‘
거 라는 말로 지은 것 또한 모두 중년 남성 오타쿠들과 기성 미디어가 취’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김성민( , 2019).24) 

오타쿠들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의 시스템 전략 및 산업 모델은 AKB48

일본 전반의 중소규모 아이돌 경연 회와 지하 아이돌 문화의 탄생 및 확

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하 아이돌 문화의 산업은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 

적으로 확산되며 점점 규모를 넓혔는데 현재 일본에서 아이돌이라는 이름, 

으로 활동하는 젊은 여성들의 수가 여명으로 추산될 정도다10,000 (Miyake, 

이들을 소비하는 엄청난 규모의 오타쿠 팬덤 또한  이상의 2017). 3-40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제 절 한국과 일본의 지배적 남성성의 형성3 

코넬의 남성성 이론1. 

여성 아이돌 그룹들은 어리게는  초반 많게는  중반의 여성들  10 , 20

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들을 좋아하는 일본의 오타쿠들과 한국의 삼촌팬은 , 

어리게는  후반 많게는  이상의 남성들로 이루어져있다 아이돌 20 , 60 . 

산업도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들을 타겟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 

여성 아이돌들을 제작 및 기획한다 앞선 의 화 전략이나 . AKB48 K-POP

년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겨냥하고자2000 , 

하는 청중의 연령 나 성별에 따라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내세우는 컨셉이 

다르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이다 때문에 여성 아이돌 그룹들. 

이 아이돌 산업 체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획 및 제작되는지 어떠한 , 

23) 여성 코스어 아이돌들을 다루는 매체  , TOKYO GIRLS UPDATE의 부사장
다큐멘터리 에서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CIO). <Tokyo Idols(2017)> .

24) 년 케이팝의 작은 역사 김성민 김봉현 북토크 중 2019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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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지 그를 소비하는 남성 팬덤의 양상은 어떠, 

한지 두 집단 간의 위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남성, 

성 연구나 여성주의 이론이 논의의 바탕으로 많이 활용된다 김수아( , 2012; 

김정원, 2011; 北原みのり25), 2017 등 때문에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 

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남성성 연구란 무엇인지 남성성 연구에서 , 

주로 쓰이는 개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이론적 바탕이 되어줄 남성성 에 한 연구를 . ‘ ’
코넬의 저서 남성성 들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 (1995)> 다. 

본래 남성이 규준이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디폴트 값이 되는 남성   

그 스스로에 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로 인해 남성성에 . 

한 연구는 여성성에 한 연구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가 년  이후1980

에야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의 상으로 떠올랐다 코넬 이는 여성주( , 2013). 

의의 부흥에 한 반동이었으며 한편으로 후기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에 따른 남성의 위기 즉 가부장의 위기와도 그 맥이 닿아 있다 퀴어, . 

운동의 성공 또한 남성성 개념에 한 학문적 현실적 관심을 추동(queer) ,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수아 김세은 손병은 윤태일( , , , . 2014). 

남성성을 정의하는 방식은 개인성의 개념에 의거하는 법과 관계적 개념  

에 의거하는 법이 있다 개인성 개념에 의거하여 남성성을 정의한다는 것. 

은 평화를 폭력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남성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유형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 

남성을 여성에 견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는 정신 과학 경쟁. , , , 

질서 전쟁 이성 지성 깊이 초월 등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반면 여성, , , , , , 

에게는 비합리적인 약한 종속적인 사적인 의존적인 수동적인 소극적인, , , , , , , 

예술 육체 협력 무질서 평화 정열 감각 표면 내재 등의 의미가 부여, , , , , , , , 

되어 있는 식이다 정희진( , 2011). 
코넬은 이처럼 남성과 여성은 질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  

점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함께 발생한 근  유럽 문화의 산물이라 본

다 남성성이 남성의 특성 을 지칭한다는 점은 개인적인 . (male personality)

차이와 개인적 행위주체에 한 믿음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성이라

25)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주의 사회 운동가 다큐멘터리 에서  . <Tokyo Idols(2017)>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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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이 형성된 식민지 제국과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성장하던 초기 근, 

 유럽이라는 역사적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 

세기 이전에도 여전히 여성을 남성과 다른 것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 18 , 

다름이란 지금과는 달리 동질적인 바탕 위에 있는 것으로서 단지 정도의 

차이로만 구분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여성 또한 인간이기에 남성과 마. 

찬가지로 이성적인 기능을 갖추고는 있으나 남성보다는 덜 완전한 형태로 , 

갖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남. , 

성에게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보게 만들기는 하였으나 다른 성질의 담지, 

자로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분질서가 무너진 근 사회에서는 신분 . 

신 성이 새로운 사회적 신분의 조직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는 삶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남성을 공적인 , 

영역에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두는 성별화된 영역 이분화가 일어났고 현재

와 같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허라금( , 2000).

코넬은 남성성을 정의하는 기존의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며 각각의 맹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본질주의적 정의로 남성적인 것의 중핵을 정의. , 

하는 특징을 집어내고 거기에 남자들의 삶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다 거론된 특징들로는 위험성 감수 책임성 무책임성 공격성 등등이 있었. , , , 

으나 이러한 본질의 선택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실증주의적 정의로 사실의 발견을 강조하며 관찰과 현상 기  , 

술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세 가지 난점이 있다 중립. . 

적인 서술을 할 수 있는 입장 없는 공정한 관찰자란 불가능하다는 인식론, 

적 문제 남자와 여자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각각을 남성성 여성성으로 , ,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우선 

구분이 되어있어야만 한다는 문제 그리고 남자들을 경험적인 존재의 방식, 

으로 정의하게 되면 남성적인 여성 여성적인 남성과 같은 용법을 설명할 , 

수 없게 된다는 게 그것이다 최태섭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여자 같( , 2018). ‘
아 라는 식의 표현이 그 예이다 특정 행동을 하는 주체가 남성임을 관찰?’ . 

했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남성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증주의. 

적 정의는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세 번째는 규범적 정의로 남성성을 남자들이 이뤄야하는 기준으로 제시  ,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남성들은 소설 영화 중매체 등에서 만날 수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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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적 전투적 합리적이며 경제력이 있는 등 그 사회가 남성답다고 . , , , 

여기는 성질들을 겸비한 남성 주인공이 그 예이다 이들 역시 시 에 따라 . 

큰 차이가 있는데 냉전시 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들이 서구 개척 시, 

의 무법자들이었다면 최근의 캐릭터들은 첨단 영역의 세련된 전문가의 이, 

미지를 재현하는 식이다 허라금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남성의 모( , 2000). 

습은 누구도 충족시키기 어렵기에 규범적 정의로는 현실의 남성들이 어떠, 

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해서 이야기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은 기호학적 접근으로 언어를 비롯한 기호 체계에서 어떤 것을   , 

남성적이라 하고 어떤 것을 여성적이라 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 

남성성이란 단순하게 말해 여성성이 아닌 것이다 남성적인 것은 주인 기. ‘
표 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해져있지 않은 채 다른 기표들의 자리를 정하는 ’
것이고 여성적인 것은 어떤 결여를 통해 주인 기표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 

부여받는 기표가 된다 즉 남성성은 완전하고 결여가 없는 것이고 여성성. , 

은 이에 비교해서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고 정의된다, , . 

위와 같은 비판적 접근을 통해 코넬은 남성성을 젠더 관계 속의 장소이  “
자 그 장소에서 남녀가 관여하는 실천이고 그런 실천이 육체적 경험 인, , 

격 문화에서 만들어내는 효과 라고 정의하였다 코넬의 연구는 전통적인 , ” . 

남성성이 붕괴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남성성의 위기 라 칭하던 기‘ ’
존의 담론을 반박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전통. 

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던 남성성이 더 이상 추앙 받지 못 하게 되는 현

상은 남성성 그 자체의 쇠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 의 흐름과 새 , 

국면에 따라 남성성이 재구성되고 확장되는 것을 시사할 뿐이다 그의 이. 

론은 또한 남성성을 여성성의 립항으로 설정한 뒤 둘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는 것에 주력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성, 

성 내부에 존재하는 스펙트럼과 위계를 파헤치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는 보편적이고 유일한 남성성이란 없으며 남성성은 늘 

복수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수성이란 문화나 역사. 

에 따라 남성성이 다양하다는 것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성은 곧 . 

권력과 위계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배와 종속 주변화 공모 등의 관계를 , , , 

낳는다 지은숙 코넬은 이처럼 남성성들이 ( , 2014).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직

되어 세 종류로 유통된다고 파악하였고 각각의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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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Hegemonic Masculinity)26) 종속적 남성성, (Subordinate Masculinities), 

공모적 남성성 이라 명명했다(Complicit Masculinities) .

첫째로 헤게모니적 남성성  27)은 남성성들 간에 성립하는 위계를 포착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사회 문화적이고 제도적 이상과 관련해서 바람직하게 여, 

겨지는 남성성을 의미한다 코넬 코넬은 이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여( , 2013). 

겨지는 것들 역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투쟁과 동의 전략의 산물임을 강, 

조한다 이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단지 남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및 지위에 하여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가부장제, 

와 남성 우위의 사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재생산 된다 주로 남성의 몸 관. 

리를 통해 이뤄지지만 현  사회에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직업을 , 

지닌 남성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힘과 폭력의 

논리로만 재현되지는 않는다 남성성의 우월함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남성성을 멋지게 웃기게 친근하게, , , , 

당연하게 만드는 이미지 전략 남성성을 배려하는 법과 제도 전통이나 풍, , 

속으로서 정당화되는 성차별적 관행 신의 이름으로 성차별을 옹호하는 종, 

교 등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요인들이다 최태섭( , 2018). 

두 번째로 종속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구별되는 패턴으로 헤  , 

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상징적으로 추방된 모든 것들의 하치장이다 즉. , 

남성이라면 지녀서는 안 되는 모든 종류의 특성들이 합쳐진 남성성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문화적 법적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맥락 안에서 다양한 · , , , 

배척과 학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부합하는 이, . 

들은 종속적 남성성을 가리키는 다양한 언어적 혐오발언들을 활용하여 이 

남성들에게 모욕을 가할 수 있다 이성애자 남성의 지배에 종속되는 동성. 

애자의 남성성이 그 예시다 코넬( , 2013).

마지막으로 공모적 남성성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달하기 어려운   

26) 패권적 남성성 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 ’ .
27) 헤게모니 라는 개념은 레닌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는 헤게모니 를 노 ‘ ’ . ‘ ’
동 계급이 다수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혁명 전략으로서 사용했다 이후 이. 
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에서 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가
톨릭교회로 표되는 종교적 권위와 지배 계급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인 영향력 등이 중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해당 개념을 재
정립하였다 최태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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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인하여 그 패턴을 직접 체현하거나 엄격하게 실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접적인 권력 전시와는 거리를 둘 뿐 가부장제라는 집합적 프로, 

젝트에 공모하는 관계를 인식해 젠더적 특권은 수용한다 즉 헤게모니적 . , 

남성성이 만들어 낸 사회구조적 질서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지는 못 하지

만 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저항 없이 가부장제에 순응하며 다, 

양한 사회 구조적 혜택들에 해서는 접근이 가능해 공모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남성성이다.

코넬은 이처럼 헤게모니적 종속적 공모적 남성성이라는 세가지 유형을   , , 

통해 젠더 질서 내부의 관계를 묘사했다 하지만 여기에 계급 인종 같은 . , 

다른 구조가 개입되면 남성성들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가 창조된다 이와 . 

같은 지배적이거나 종속적인 계급 또는 종속 집단의 남성성들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코넬은 주변화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코넬‘ (marginalize)’ . 

은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과 주변화된 남성성 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 ’ ‘ ’
것은 고정된 성격 유형의 남성성이 아닌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천, 

적 형태에서 남성성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하는 관계 구조를 설명하고자함

이라고 덧붙였다 코넬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헤게모( , 2013). 

니적 남성성이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으로서 그의 립항으로 존재하는 기타 

남성성들이 존재할 때 의미를 갖게 되며 종속적 혹은 주변적 남성성을 배, 

제시키거나 이에 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확인되고 강화되고 유지된, , 

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헤 사회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남성성들이 권력. 

관계 속에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성들은 배제되고 하나의 특정한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코넬( , 213). 

그렇기 때문에 코넬의 이론을 비롯한 남성성 연구들에서 패권적 남성성  

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무엇이 패권적 남성성이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남성성의 연구는 흠집과 결함이 있는 남성성들. ' ' , 

즉 패권적 남성성에 이르지 못하는 남성성 주변화 된 남성성을 보여주는 , 

것에서 시작한다 김수아 외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 , 2014). 

의 복잡한 속성과 젠더 간 또 젠더 내부의 권력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외부적인 변인에 의존하지 않고 젠더 내에서 발생하는 변, 

화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 개념으로 

사용된다 지은숙(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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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배적 남성성의 형성2.

한국의 지배적 남성성은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컸던 전근 시기 이후 

일제 치하의 근  전환기 한국 전쟁 군부 독재 시기 등의 굴곡진 , , , IMF 

근현 사를 겪으며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왔다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 

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있어 유교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컸는데 일본의 , 

사회학자 후토시 타가 는 한국이 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2005)

비해 유교적인 성격이 가장 강했음을 지적했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립 이념이자 주요 정치사상으로서 중시되었고 정신  , 

적 시민적 이상인 문· ( 이 육체적 이상인 무) (⽂ 보다 우위에 놓여 학자와 )武

관리들이 군인보다 더 존경 받는 경향이 있었다(Taga, 2005) 인류 역사에. 

서 가장 보편적인 남자의 역할이자 지배의 정당성으로 제시되는 전사로서, ‘
의 남성 은 조선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 물론 사 부의 수’ . 

는 많지 않았으며 사 부가 아닌 남성들의 부분은 다양한 생산 노동에 , 

참가했다 그럼에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거머쥔 남자들은 성리. 

학에 몸을 던진 선비들이었다 최태섭 이는 같은 ( , 2018). 유교 문화권 아래

에 있었지만 사무라이가 지배 계급이었기에 무사의 모습과 자질이 지배적 

남성성에 더 큰 영향을 끼쳤던 일본과는 반 되는 양상이다.

이후 한국은 일제 치하의 식민 지배에 놓이며 근  전환기를 맞게 되었  

는데 이 점은 한국의 근 적 남성성이 형성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근  남성성은 팽창주의 및 민족주의의 발흥과 더, 

불어 생겨났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식민지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졌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열망이 젊은 남성들 , 

사이에서 들끓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새롭고 이상적인 남성을 불러일. 

으킬만한 민족이나 국가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다 서구의 근  문물을 . 

받아들인 지식인들은 수입된 근 의 남성성과 민족주의의 문법을 통해 과

거의 지배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했으나 힘없는 민족 빼앗긴 국가라는 , , 

시 적 풍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강력한 남성성 을 ‘ ’
지닌 모델을 소환하는 것은 무인을 천 하는 풍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태섭 즉 동일시할만한 상으로서의 남성을 ( , 2018). , 

민족 내부에서 찾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다.

앞서 남성성에 한 논의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근 적 남성성의 근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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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근  부르주아와 중산층의 생활양식 및 문화다 그리고 이는 공. 

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과 그에 따른 성별 분업으로 이루어져 있

다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은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사적인 영. , 

역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육아 교육 가사 재생산 등에 전념하는 식이다, , , 

최태섭 즉 근 적 남성은 여성과의 타자화와 남성들 간의 이상적 ( , 2018). , 

동등성을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 구현된다 하지만 식민지 남성은 공적인 . 

영역에서 온전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일본 제국의 남성들과 같은 우를 , 

받지도 못 한다 자국의 여성에 한 통제권 또한 제국의 남성들에게 빼앗. 

긴 상태고 근  전환기의 한국 문학에서도 드러나듯이, 28) 가정을 꾸린 자 

들도 가장의 노릇을 하기보단 아내의 노동에 얹혀 살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김현영( , 2017). 

정희진은 이러한 식민 지배의 경험이 젠더 문법의 어디에도 속할 수 없  

고 보편적 존재가 될 수 없었던 제 세계의 남성들에게 식민지 남성성 을 , 3 ‘ ’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국주의의 주체로서의 경험을 가진 서구의 . 

남성성과는 다른 약자로서의 특수성이 가미된 남성성이다 이들은 남성  , . 

여성의 관계를 상정하기에 앞서 외세와 자국의 관계를 상정하고 약자의 ,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여성이 강자에게 종속당하는 것에 

한 통렬한 자성은 부족하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강자와의 타협을 위. 

해 여성을 자원화하여 조공하다시피 하며 이로 무너진 자존심은 외세 강, (

자 에 한 저항으로 표출되는 신 여성 혐오나 현실 도피로 이어진다 또) . 

한 매사를 외세 강자 와 자국 약자 의 관계로 환원하기 때문에 자국 내의 ( ) ( ) , 

이슈는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희진 이러한 관점은 ( , 2017). 

과거 미군 기지촌의 성노동자 여성들이 양공주라 폄하되었던 것은 한국 남

성들의 자기 비하와 외세에 한 적 감이 여성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이라

는 분석과도 맞닿아있다 박이은실( , 2013).

이후 한국 전쟁과 군사 정권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지배적 남성성은 강화  

된 가부장제와 성별 분업 체계 권위주의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호전적, , 

이고 강력한 남성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로 . 

수렴되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정권의 명분을 제공하는 담론으로서 널리 

활용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통령이 일민주의를 통해 공산주의와. 

28) 김유정 안해 이상 날개 등의 주인공들이 그 예다 < (1935)>, <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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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을 선언하고 호주제로 표되는 가부장제 질서를 구축해 남성들에

게 사회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이등 시민화한 것 군부 독재 시기, 

의 박정희 통령이 주민등록제도의 체계화와 병무 행정의 개선을 바탕으

로 군 징병제를 확립한 것 등이 그 예다 최태섭( , 2018). 

이러한 남성성은 군부 독재가 끝나고 년 에 접어들게 되면서 또   1990

한 차례 변화하게 된다 년 는 무겁고 어두운 집단 이념 투쟁의 세. 1990 , , 

계에서 벗어나 자유와 즐거움이 존재하는 개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였다 이 세 의 주체들은 신세 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며 소비 지향적. ‘ ’ , 

개인 지향적 탈권위 지향적이라는 가치들로 표되었다 산업화의 안정과 , . 

경제 성장은 중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해주었고 소비 시장이 다양화되고 , 

증 함에 따라 취향을 가지고 개성을 추구하고 문화를 즐길 줄 알며 꾸미, , 

는 것에 관심이 많은 남성 또한 늘어났다 최태섭( , 2018). 

한편 소비 사회로의 진전을 추동하는 신자유주의 시 는 곧 가부장제가   

쇠퇴하는 시 이기도 하다 김수아 김세은 손병우 윤태일 부의 원( , , , , 2014). 

천이 노동과 임금이고 남성의 권위가 이를 기반으로 세워지던 시기가 지나

고 소비 자본주의와 감정 자본이 확산됨에 따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중, 

요한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가족 임금을 벌어들이던 남성 노동자의 . 

위치는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엄기호 기존 남성성의 위기는 ( , 2011).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전지구화와 맞물려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

생한 현상이었지만, 한국 사회 속 가부장적 남성의 위상은 년 외1997 IMF 

환위기를 계기로 많은 가장 남성들이 실직을 당함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 박이은실( , 2013). 

이러한 권력 구조와 노동의 이동 속에서 일어난 시 적 변화들은 루저   ‘
남성 이라는 남성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수아 외 신자유주의 이’ ( , 2014). 

후 직업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된 남성들은 국민의 일부로 편입되지 못

하는 낯선 상황에 처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속칭 찌질하, ‘
게 되거나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거나 극단적 여성 혐오의 정서를 보이게 ’ , , 

된다 엄기호 엄기호 는 이러한 현 의 남성성들을 찌질이라는 ( , 2011). (2011)

속물 동물이 된 초식남 괴물로 진화하는 사이버 마초로 구분하였다, , .

첫 번째 부류인 찌질이라는 속물 은 노동력을 팔지 못 하는 비정규직   ‘ ’ , 

또는 임시직 종사 남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앞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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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상태로 가족과의 협상력이나 연애와 결혼의 기회가 낮고 연애 , 

및 결혼에 들이는 비용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남성들이라 과거의 남성 , 

기득권자와 다르게 남성다움을 과시해봐야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

다 때문에 자신들이 기득권자가 아니고 여성들에 비해 특혜를 받은 것이 . , 

없다고 느끼며 이러한 체감이 여학생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 군, , 

를 갔다 오는 것 여성에 의해 위협적인 존재로 억압 받는 것 등의 경험, ‘ ’
에 근거한 사실 임을 주장한다‘ ’ . 

두 번째 부류인 동물이 된 초식남  ‘ ’29)은 찌질이 들의 반 편에 위치해있‘ ’
는 속칭 잘 나가는 남성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 . 

와 나누기 싫어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들이다 모든 에로틱한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있어 스스로의 . 

삶을 즐기는 데에 심취해있다 이들에게 타자는 필요하지 않거나 도구로서. , 

만 존재한다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생활비를 충당하고 취미 생활을 . 

즐기는 남성들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부류는 괴물로 진화하는 사이버 마초 다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 ’ . 

발언권이 낮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들은 ,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남성으로 재, 

주체화하며 콤플렉스를 해소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남성들은 포르노적인 . 

여성 이미지의 교환과 폭력적 굴욕적인 언어의 사용을 통해 연 를 결속, 

하고 이러한 의례를 표식으로 삼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이 유입되, 

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마초들이 이 공간으로 모인다기 보다는 이 공간, , 

을 거쳐 마초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게이와 초식남을 . 

배제한 마초적 형제애의 공동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남녀평등이 , 

아닌 남성들 간 의 평등을 주창한다 엄기호‘ ’ ( , 2011).

이처럼 한국  의 남성성은 역사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 및 변화되어왔다.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년  이후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기존의 가부장1990

적 남성성의 모델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남성들이 근래 증가하였다는 점에

서는 일본과 유사하면서도 문을 무보다 강조했던 전 근 시기 식민지 남, , 

29) 알렉상드르 코제브 는 역사와 인간의 종언을 주장하며  (Alexandre Kojeve) ‘인
간의 가장 큰 특징인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적인 쾌락과 영역에만 머무르, 

는 인간들 을 동물과도 같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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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이 형성된 근  전환기 권위주의가 극단적으로 강조되었던 군부 독재 , 

시기 등의 남성성은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틀은 . 

한국의 사회상 여성 아이돌 그룹들로 변되는 아이돌 문화 그리고 이를 , , 

소비하는 삼촌팬들에 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이론적 바탕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일본의 지배적 남성성의 형성3. 

  한편 양국의 남성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넬의 남성

성 이론을 알아보고 해당 모델을 적용시키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동

아시아의 남성성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 화 과정을 거

쳤기에 양극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식. 

민 지배를 겪었고 후자는 제국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팽창하다가 패전을 ,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성에 한 개괄적인 이론의 틀을 살펴본 후. 

에는 양국의 남성성이 지닌 특수성에 한 연구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사회학자 타가 후토시는 일본의 지배적 남성성이 형성되어온 과  

정을 전근  시기 근 화 시기 전후 시기 년  이후의 근래 시기로 , , , 1990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근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남성성의 형성에 가장 큰 .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유교 문화였다 유교 문화는 당시 일본의 지배 계급이. 

자 엘리트였던 사무라이들에게 정신과 행동의 기초적 틀이 되어주었으며

공적인 공간을 남자의 것으로 사적인 공간은 여자의 것으로 (Taga, 2005), , 

공간을 분리시켜 남성에겐 지배 계급을 차지하도록 하였고 여성들로 하여, 

금 종속에 해 배우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지배적 남성성에 한 담론은 . 

이러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의무 충성심 희생 정신적 육체적 인내를 강, , , ·

조하는 사무라이들의 무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Louie, 2005). 

이에 더해 당시 에도  ( )江戸 30)는 남성의 도시로 불리며 메트로폴리스의  

건설로 인한 규모의 인구 변동을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공인과 상, 

공인 사무라이와 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변, . 

동과 사회 구조는 폭력이 곧 정의를 의미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성 간. 

의 성관계는 남성성을 강하게 남성과 여성과의 성관계는 남성을 약하게 , 

30) 도쿄의 옛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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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식으로 인해 남성의 동성애적 관계에 한 사회의 

관용적인 태도가 돋보였던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Taga, 2005).

두 번째로 근 화 시기에는 서양의 기술과 정치 체계가 유입되면서 현    

자본주의 국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를 군사적으로 (Taga, 2005). 

지배하려하는 서양 세력에 맞서 일본 정부는 자국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

로 현 화와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Louie, 2005). 

럽 국가들을 따라 남성에게만 시민권 재산소유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 , 

젠더의 구분과 계층은 더욱 강화되었고 유교의 개념이 재해석된 현모양처 , 

모델이 더해지면서 여학생들을 상 로 재봉 기술과 가정학을 가르치는 의

무적 커리큘럼이 초등 중등학교 내에 개설되는 등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 , 

다른 성역할을 부여하는 교육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Taga, 2005).31) 

정부 주도의 현 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노동자 또는 군인

의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시민과 현명한 아내로서의 여성 시민이 일부일처

제의 이성애적 결혼으로 결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젠더 섹슈얼리. -

티의 구분은 군 법 교육 중문화 매체 등을 통해 공식적이고 중적인 , , 

담론으로 자리잡아갔다(Louie, 2005). 

이 시기에는 또한 서양의 의학과 심리학적 신조 및 기독교적 개념이 유  

입되면서 성관계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적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생각과 

동성애에 한 혐오가 합리화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인식은 일본 정부가 . 

노동 시장의 활성화와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을 권고

하던 것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더욱 확 되었고 동시에 전근(Taga, 2005), 

화시기의 활발했던 난쇼쿠 슈도와 같은 남성 동성애의 담론은 봉건제도-

의 상징으로 여겨져 후퇴하게 되었다 근 화는 일본의 전통(Louie, 2005). 

적 남성성을 개조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일본의 메이지 황제는 서양의 군. 

복을 입고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른 채 칼을 차고 의자 위에 앉은 모습으로 

전형적인 근  유럽의 남성성을 재현했다(Taga, 2005).

세 번째로 차 세계 전 이후 시기에는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되면서 유  2

교적 문화가 거부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와 근 화는 군 의 지도 아래. 

에 이루어졌고 년 의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화이트 칼라 노동층인 , 1950

사라리만( 이 군인을 신하여 년 부터 일, salary man) 1950サラリ マン−

31) 이는 당시 식민 통치의 상이었던 한국에게도 영향을 주었다(Tag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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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표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태로 제시되었다(Dasgupta, 2000; 

지은숙 재인용 사라리만은 성별 분업에 Roberson Suzuki, 2003, , 2014 ). 

기초한 젠더 질서 위에서 성실한 납세자 기업 전사 가족 부양자로서 일본 , ,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이미지화 되어 왔고 전쟁 후의 전(Taga, 2005), 

형적인 시민이나 모범적인 모델의 노동자일 뿐 아니라 국회와 관료주의의 

일원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중문화를 통해 깔끔하게 정돈된 중년의 양. , , 

복을 입은 서류 가방을 든 남성 사무 근로자로서 묘사된다 땅값의 상승 , . 

때문에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져 매일 아침마다 교외의 집을 나서고 사, 

람이 많은 전철을 타고 활기 없는 오피스가로 향하며 퇴근 후 동료나 고, 

객들과 술자리를 갖고 막차를 타고 교외의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 즉 사기, 

업에 종사하며 월급을 받는 화이트 칼라의 남성 사무직 노동자는 전형적인 

일본 남성의 모습이자 일본 민족 문화의 고유한 특성인 것처럼 받아들여졌

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나 일본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 1960~1970

년 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중 담론에 자리를 잡았고 일본의 남성성 인식

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물론 일본의 모든 노동자들이 이러한 전형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다  . 

승진에 한 기회가 거의 없고 남성 근로자의 보조로 일하는 오피스 레이

디 파트타임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 일용직 종사자 등은 항상 노동 시, , , 

장에 참여해왔고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거

나 일자리에서의 혜택을 받지 못 했다 이는 사라리맨으로 (Louie, 2005). 

표되는 직장 내 남성 위주의 특권 지배 중심성 및 사회 내에서의 헤테로 , , 

섹슈얼 위주의 여성에 한 지배를 시사하는 지점이다 사라리맨은 아내에 . 

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가족적인 맥락에서도 권위주의

와 맞닿아있었다(Taga, 2005).

사라리만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년  중반 이후 후기 자본주의 사회  1980

로의 변화와 맞물리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다양. 

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는 관광 패션 방송과 같은 분야를 부상하, , , , 

게 만들었는데 해당 분야들은 사라리만처럼 단단하고 점잖은 기업가적 남, 

성성이 아닌 개성 재능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 

문이다 한 때 일본의 성공과 연결된 공통된 기업 문화는 불경기로 인해 . 

기업 파산과 연결되었고 사라리맨 모델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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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지 않는 추세가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경기 침(Louie, 2005). 

체 기업 구조의 개편 실업률의 증가 사회의 집단적 불안정성 등으로 점, , , 

철된 년부터의 년까지의 시기를 잃어버린 년 이1991 2002 10 ( 10 )失 年われた

라 칭하는데 이러한 시 적 흐름은 성평등적 정부 정책 경기 침체 인구, , , 

학적 변화 등과 맞물려 사라리맨으로 표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전례 

없이 동요하게 만들었다 지은숙( , 2014).

첫째로 성평등을 목표로 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남성 지배의 합법성과   

노동에서의 성별 분리를 약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년에 성평등. 1991

의 실현과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도입된 남성 육아 휴직 제도가 그 예이

다 남성 육아 휴직 제도는 사적인 이유로 남성의 결근을 허용하지 않는 . 

사내 분위기와 수입 보장의 불투명성을 우려하는 직원들로 인해 현실적으

로는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정부의 주도 하에 성평등적인 법 제도가 생겨,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변화였다. 

두 번째로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와 후퇴는 사라리맨 모델이 지니는 남  

성성의 본질에 의구심을 표하는 여론을 만들었다 특히 업무 과중 및 사내 . 

인원 감축으로 인한 남성 직원의 자살율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능력을 드, 

러내는 것보다 그룹에 순응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회사에 한 과 한 

헌신을 요구하는 사라리맨 문화의 문제점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남. 

편은 더 이상 가정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못 하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 

월급을 건네주는 역할이나 손님 정도의 지위 정도를 갖게 되어 아빠 없는 ‘
가정 신드롬 이 사회 문제로 두되었다(fatherless family)’ (Taga, 2005). 

세 번째는 평균 수명의 연장 노령 인구의 빠른 증가 저출산 문제 비혼  , , , 

층의 등장 및 지속적인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다 이는 나이든 부모를 . 

혼자 부양해야하는 남성층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결혼을 하고 (Taga, 2005). 

아이를 낳는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포기하는 남

성이 늘고 이것이 비혼화로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 사회 시스템 전반의 위, 

기로 간주되었다 그 중에서도 남성 비혼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 

것은 고용의 유동화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 , , , 

송업 등의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된 탓에 이전

부터 비정규 고용률이 높았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정규 고용자

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무성. 32)이 발표하는 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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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 고용률은 년부터 년까지 ( ) 1995 2005労働⼒調査

에서 로 상승했고 년에는 로 그 증가세가 이어져 전20% 32.2% , 2011 35.4%

체 피고용자의 분의 이 비정규고용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한 비3 1 . 

혼화의 비율은 거품 경제 붕괴의 영향이 본격화 된 년  초반부터 비1990

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년에는 여성의 배를 넘었고 년2000 2 2010

에는 를 나타내 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은숙20.1% 20 4 ( , 2014).

표 일본의 성별생애미혼율의 추이 지은숙< 1> ( , 2014)

표 남성의 고용형태별 유배우자 비율 지은숙< 2> ( , 2014)

지은숙 은 또한 가부장적 질서 성별분업 이성애를 특징으로 하    (2014) , , 

는 기존 일본 사회의 젠더 구조는 그것을 실현하는 결혼을 핵심적 장치로 

하기 때문에 여자가 없는 비혼 아들로서의 남성성은 국가 위기와 연결 짓‘ ’ 
는 담론에 놓이게 되었고 정상 가족과 비되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 

점에서 볼 때 낮은 위계에 위치하여 주변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면서

도 이러한 남성들의 증가가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으로 보여질 수도 있음, 

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32) 일본의 행정 기관으로 한민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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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남성성 모델의 쇠퇴가 여성 아이돌 문화의   

부흥을 낳았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사회학자이자 아이돌 . 

프로듀서인 하마노 사토시는 년 전이었으면 보통 연애를 하거나 성경험10

이 있었을 남성들도 아이돌이 좋다고 하면서 한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다

고 한다며 년 부터 지속된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취업난 비혼 저출산 , 90 , , 

등의 문제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남성들로 하여금 현실의 여자

와 연애나 결혼을 하는 신 여성 아이돌을 소비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

다( , 2017)濱野智史 33) 경제 산업 분석가 마사요시 사카이 또한 년  이. 90

후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한 사회 변화 및 남성들의 자존감 저하가 미성숙

한 여성을 내세운 아이돌 산업의 부흥을 낳았다고 주장했으며( , 正義界

모닝구무스메의 프로듀서였던 층쿠 또한 작고 위협적이지 않은 소2016), ‘ ’ 
녀들의 이미지로 년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나약해진 1990 , 

남성들을 환심을 사고자 했음을 인정했던 바 있다(Tsunku, 2000).

현재 일본은 전통적인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평등주의적이고 반성차별  

적인 이데올로기가 혼재해있고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높은 비정규 고용률 , 

등으로 인한 비혼 남성이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
한 남자 는 괜찮은 직장을 잡고 여자와 결혼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
각하는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마노 사토시(Taga, 2005). 가 여

성 아이돌 문화의 중화와 그를 소비하는  남성 오타쿠 팬덤의 30 ·40

확 를 분석하며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아이돌을 금지해야할 판이라는 사견

을 덧붙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 일본의 역사 

속에서 형성 및 변화되어온 지배적 남성성과 현 시점의 일본 사회상은 여

성 아이돌 그룹들로 변되는 아이돌 문화와 이를 소비하는 일본 남성 오

타쿠들에 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3) 다큐멘터리 에서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Tokyo Idols(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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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문제 3 

아이돌 문화의 연구를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문화 생산 구조를 

보면서도 그 구조 안 소비자들의 참여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 . 

의 보편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미디어 융합과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 , 

라 중문화 생산과 소비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경원 김호영 윤태진, 2007; Jenkins, 2006a, 2006b, · ,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양국 기획사의 운영 및 재현   

방식을 분석한 후 해당 구조 안의 소비자인 남성 팬들의 소비 방식을 살, 

펴본 뒤 그들의 남성성을 사회적 지형 안에서의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도, 

출해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 

같이 연구 문제와 비교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일본의 여성 지하 아이돌들은 어떠한 시스템과 전략으로1-1 : 

운영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는가 , ?

연구 문제 한국의 여성 중소 아이돌들은 어떠한 시스템과 전략으로 1-2 : 

운영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재현되는가 , ?

연구 문제 일본의 여성 지하 아이돌들의  남성팬들은2-1 : 30 , 40

어떠한 양상으로 팬 활동을 하는가 ?

연구 문제 한국의 여성 중소 아이돌들의  남성팬들은 2-2 : 30 , 40

어떠한 양상으로 팬 활동을 하는가 ?

연구 문제 연구 문제 을 종합해봤을 때3-1 : 1-1, 2-1 , 

여성 지하 아이돌들의  남성팬들은 30 , 40

일본의 남성성 지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연구 문제 연구 문제 를 종합해봤을 때3-2 : 1-2, 2-2 , 

여성 중소 아이돌돌의  남성팬들은 30 , 40 , 50

한국의 남성성 지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연구 문제 과 를 통해서는 일본의 지하 아이돌과 한국과 중소 아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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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이 어떠한 전략으로 운영되고 재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통해 양국 아이돌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 및 그러한 특성들이 . 

생겨난 이유를 아이돌 산업의 구조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 멤버를 선발하는 기준 아이돌의 육성 . , 

및 데뷔가 이뤄지는 시스템 온오프라인에서의 활동 방식 등이 포함된다, .

연구 문제 과 를 통해서는 일본의 오타쿠 팬덤과 한국의 삼촌팬  2-1 2-2

으로 이루어진 남성 팬덤이 여성 아이돌 그룹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팬들이 어떤 식으로 팬 활동을 하는. 

지 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아이돌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 

아이돌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는지 또는 다른 팬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 

고받는지 등이 비교 상에 포함된다.

연구 문제 과 를 통해서는 일본 오타쿠와 한국 삼촌팬들이 어떤   3-1 3-2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그들의 남성성이 함의하는 바를 양국의 , 

사회상과 남성성의 지형 안에서 파악함으로써 남성성 이론에 기반하여 의

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령 외모 경제적인 형. , , 

편과 사회적인 지위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인 관계 연애 또는 , ,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 등이 비교 상에 포함된다.

제 장 연구 방법4

한국 여성 중소 아이돌 그룹과  삼촌팬덤1. : 30 ·40

한국에서는 여성 중소 아이돌 그룹들과 그들의 팬 활동을 하는   30 , 40

 남성들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가시화되는 . 

삼촌팬들의 연령 가 주로  남성이고 선행 연구에서도 해당 연30 , 40 , 

령층을 연구 상으로 이들을 선정해왔기 때문이다 김수아 김정원( , 2010; , 

강연곤 등2011; , 2011 ). 

한편 한국에서 삼촌팬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기고 관련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된 데에는 년  중반에 데뷔한 원더걸스와 소녀시 의 영향이 컸2000

다 이 때문에 삼촌팬에 한 선행 연구 또한 세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 2

팬덤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년 간 많은 여성 아이돌 그룹들. 10

이 새롭게 데뷔했고 그네들이 선보이는 음악이나 비주얼적 스타일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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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했으며 이전에는 없던 미디어 환경의 등장은 아이돌 그룹들의 팬들이 , 

아이돌 그룹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의견을 나누는 주 플랫폼과 

방식 또한 변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한국 여성 아이돌 문. 

화와 삼촌팬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고 일본의 여성 아이돌 문화와 중년의 , 

남성 오타쿠들과 비교 선상에 놓을만한 집단을 찾아내고자 중소 아이돌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참여 관찰 상으로 삼은 세 중소 아이돌 팀< 3> 

데뷔 특이�사항 관찰�시기

팀� 1

년대�2010

중반

주요�팬층� 대 대�남성20 ~30

남녀�성비�약� 7:3

년� 월2019 5

년� 월~2020 11

팀� 2

주요�팬층� 대 대�남성30 ~50

평균�연령�높은�편
남녀�성비�약� 9:1

년� 월2019 12
년� 월~2020 11

팀� 3
주요�팬층� 대 대�남성20 ~30

남녀�성비�약� 8:2

전형적인�중소�아이돌�팬덤

년� 월2019 5

년� 월~2020 11

중소 아이돌들은 세  아이돌들의 성공 이후 후발 주자로 나선 수많은   2

중소 기획사들에 의해 기획 및 제작되었기에 년  이후 변화한 한국 2010

아이돌 산업의 지형을 잘 보여주는 집단이자 친근한 매력과 성장 서사 및 , 

가수나 퍼포머로서의 실력이나 완성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 아이돌들

의 특수성 또한 갖고 있다 또한 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에 비해  이. 30

상의 남성들이 팬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에 삼촌 팬덤의 특징을 관찰

하기에도 여러모로 적합하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본 연구는 표 과 같. < 3>

이 온오프라인에서의 참여 관찰을 진행할 세 팀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 

두 년  중반 이후 데뷔한 중소 기획사의 여성 아이돌 그룹이며  2010 30

남성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고 있었기에 중소 아이돌들의 운영과 재현 방식 

및  남성 팬들의 팬 활동 양상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30 .

빠르게는 년 월 늦게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온오  2019 5 , 2019 12 2020 11

프라인에서 이어오는 다양한 스케줄에 직접 동행하거나 추후 서술할 심층 

면접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으며 연구를 이어갔

다 연구자가 년 월부터 일본에 거주하였다는 점이 한국에서의 참여 .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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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연구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컴백 전 공백기를 갖는 한국 , 

아이돌들의 특성 상 오프라인 스케줄이 있었던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년 겨울 무렵부터는 부분의 활동COVID-19 2019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위터 브이라이브 유튜브 등의 온라인 , , 

플랫폼을 통한 참여 관찰을 위주로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표 심층면접에 참여한 중소 아이돌 산업의 관계자들< 4> 

직업 경력 특이�사항 관찰 인터뷰�시기·

A
중소�아이돌�산업�

관계자

년10

이상

대�후반 작곡가�출신30 ,� ,

중소�기획사�대표,�
일본�아이돌�문화에도�능통

년� 월2020 6

년� 월~2020 10

B
중소�아이돌�산업�

관계자

년10

이상

대 중소�기획사�대표30 ,� ,�
대형기획사�근무�경험,

중소�아이돌과�오랜�친구�사이

년� 월2019 4

년� 월~2020 10

C
중소�아이돌�산업�

관계자
년3

대�후반 중소�기획사�직원20 ,� ,�

과거�아이돌�팬으로�활동

년� 월2019 4

년� 월~2020 10

심층면접 참여자 는 중소 기획사의 표직을 맡고 있는 로 본인  A 30 , 

이 프로듀싱했던 여성 아이돌 그룹의 팬덤의 다수가 의 남성으30 ·40

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 주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에 가장 적합

한 인물이었다 잦은 일본 출장으로 일본의 아이돌 관계자들과도 교류를 . 

이어왔기에 양국의 아이돌 문화에 모두 능통하여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해줄 수 있기도 했다.

심층면접 참여자 는 중소 기획사의 표직을 맡고 있는 로 과거   B 30 . 

형 기획사와 타 중소 기획사에서 기획 및 매니지먼트 업무를 년 이상 10

해온 경력자로 한국 아이돌 산업과 전반적인 문화에 능통하였고 중소 기획

사의 전략에 한 설명 또한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었다 는 또한 중소 . B

아이돌로 활동했던 여성의 오랜 친구였기에 여성 아이돌의 남성 팬들을 , 

수년 간 가까이에서 관찰해왔고 여성 아이돌 멤버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 

야기들도 많았던 터라 본 연구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심층면접 참여자 는 중소 기획사에서 년 간 근무를 해온  후반의   C 3 20

직원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기획사의 특성 상 기획 홍보 마케팅 팬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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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셜미디어 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와서 중소 아이돌들, 

의 운영 및 재현 방식 남성 팬들의 팬 활동 및 소비 방식에 해 자세히 , 

설명해줄 수 있었다 과거 여러 중소 아이돌들의 팬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 

이력도 갖고 있었기에 중소 아이돌 판의 전반적인 지형에도 익숙했다, .

표 심층면접에 참여한 중소 아이돌의 삼촌팬들< 5> 

직업 경력 특이�사항 관찰 인터뷰�시기·

D

회사원

년5

대�중반�남성 독신40 ,� ,�

찍덕 잡덕,� 34)으로�활동

디씨�인사이드�갤�매니저�역임

년� 월2019 4

년� 월~2020 11

E 년5 대�초반�남성 독신 찍덕30 ,� ,�
년� 월2020 6

년� 월~2020 11

F

대학원생

년3
대�초반�남성 독신 찍덕30 ,� ,�

디씨�인사이드�갤� 매니저�역임

년� 월2020 9

년� 월~2020 11

G 년5 대�초반�남성 독신30 ,�
년� 월2019 4
년� 월~2020 11

한편 중소 아이돌의 삼촌팬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소 아이돌을 소비하고   

팬 활동을 이어나가는지 어떠한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초반에서  중반의 연령 로 이루어진 명의 삼촌팬30 40 4

들을 심층 면접 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 

자신이 좋아하는 중소 아이돌을 데뷔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팬들이

었다 한명을 제외하면 찍덕. 35)으로 계정을 운영한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심층 면접은 서면 인터뷰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서면 인  . 

터뷰의 경우 영상 촬영 장비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고 온라인에서의 심층 면접은 트위터 과 카카오톡을 통해 , DM

이뤄졌다 이들의 답변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통된 어휘나 의미 단위를 .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빈도수나 비율로 따져봤을 때 유의미하, 

게 일관적인 경향성이 도출되는지 파악하였다 도출이 된다면 왜 그러한지. ,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추가적인 질문과 선행 

34) 잡 과 덕후의 합성어로 여러 그룹을 좋아하는 팬을 뜻한다 ( ) , .雜
35) 사진을 찍는 덕후의 줄임말 아이돌들을 따라다니며 고화질로 사진을 찍고 보 . 
정한 다음 각종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는 팬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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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하여 결과에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의 참여 관찰 및 심층 면접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에 올라오는 컨텐츠 및 게시글들과 그를 작성하는 중소 아이돌

들  남성 팬들도 연구 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 30 ·40 . 20

여성이라는 점에서 관찰 상이자 심층 면접자였던  삼촌팬들이 30 ·40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솔직한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지 않을 것을 우

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관찰 상의 표본이 크지 않았기에 한정적인 , 

남성팬들의 모습만을 연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였

다 특히 . 국내의 삼촌팬들은 여성 중소 아이돌 그룹의 팬덤 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높지만 의 젊은 층이나 여성 팬들에 비해서는 아이돌 10 , 20

팬덤 문화의 완전한 주류로는 여겨지지 못 하고 있고 어린 여성 아이돌을 , 

소비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시선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

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방송 스. 

케줄이나 단독 행사를 많이 잡지 못 하는 중소 아이돌의 특성상 오프라인

에서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직장 생활 등으로 , 

인해 오프라인 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이를 보완해줄 방법이 필요했다.36)

이에 트위터  37)와 디씨 인사이드 를 기반으로 중소 기획사와 (DC Inside)

아이돌 및  남성팬들이 업로드하는 게시글 사진 동영상 등을 연30 ·40 , , 

구 상으로 선정하였다.38) 트위터는 한국 아이돌 팬들이 가장 흔하게 사 

용하는 소셜미디어이자 기획사 중소 아이돌 팬들이 소통을 주고받는 플랫, , 

폼이며 디씨 인사이드는 익명성이 강하고 , 남성 팬들의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 팬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화제를 알아보기 위해 

36) 반면 일본의 여성 지하 아이돌들은 잦은 빈도수의 라이브 공연 저렴한 관람 , 
료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 또한 팬덤 구성원의 부분이 중년 . 
남성 오타쿠들이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에 상 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편이다.
37) 한국의 아이돌 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실시간으로 타 . 
임라인이 흘러가는 구조상 소위 말하는 떡밥 팬 활동을 할만한 컨텐츠 이야깃거‘ ( , 
리 등 을 빠르게 소비할 수 있고 리트윗 마음 기능 등으로 정보와 컨텐츠를 확산)’ , 
시키거나 저장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민국 전반으로. 
는 이용자 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일본과 다르게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이, 
들의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강해 많은 이들이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38) 심층면접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팬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트위터와 여자 아
이돌 갤러리들을 가장 자주 모니터링한다고 밝힌 점을 참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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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 팀 의 갤러리를 각각 참고하긴 하였으나1, 2, 3 , 팬덤의 규모가 작은 

중소 아이돌들의 특성 상 개별 갤러리는 리젠이 느리고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자 아이돌 갤러리 를 중점적인 분석 ‘ ’
상으로 결정하였다. 속칭 여돌갤 이라 불리우는 여자 아이돌 갤러리 는 ‘ ’ ‘ ’

군이 아닌 국내 여성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이는 공간을 표방하1

는 곳으로 중소 기획사 소속의 여성 아이돌들에 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 

오고가고 이용자 수의 다수가 남성 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온라인 

참여 관찰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팬들이 외부의 시선이나 비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서 면 면 참여 관찰과 면담의 한계를 보완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수용, 

자들의 의견과 감상을 취합하기에도 유용하다. 

한편 한국 중소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들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  , 

이트 내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식 팬카페를 만들고 이를 허브 홈 삼아 공, 

지를 올리거나 팬들과의 소통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일본의 . 

지하 아이돌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징이다 하지만 공식 팬. 

카페들은 기획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룹의 멤버들 또한 회원으

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팬들은 기획사의 관계자나 멤버들이 볼 수도 있, 

음을 의식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공식 팬카페는 . 팬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화제를 알아보기 위

해 가입을 하고 주기적으로 접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중점적인 관찰 상, 

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일본 여성 지하 아이돌 그룹들과 2. : 30 ·  남성 오타쿠 팬덤40

선행 연구에서 논하였듯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미숙함 성실함 친근함   , , , 

등을 특성으로 하는 이들의 성장 서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왔다 여기에 . 

오타쿠들을 겨냥한 메이드 카페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만나러 갈 수 있는 ‘
아이돌 이라는 운영 전략을 취한 은 년  중후반에 데뷔하여 ’ AKB48 2000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은 오타쿠들이 돈을 들여 특전회나 악. AKB48

수회에 참여한다거나 선발 총선거에 투표를 함으로써 미숙하고 친근한 아

이돌을 지지하고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들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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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만족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미숙

한 아이돌과 팬 사이에 강력한 유 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광희( , 2018). 은 일본 아이돌 문화를 변화시킨 비즈니스 모AKB48

델을 낳았고(宗像明将 동일한 전략을 취하는 수많은 지하 아이돌, 2020), 

들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지하 아이돌 문화를 분석하면 현 (Miyake, 2017). 

시점 일본의 여성 아이돌 문화와 그를 소비하는 일본의 남성 오타쿠들의 

양상 및 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또한 알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일본의 여성 지하 아이돌 문화와 남성 오타  

쿠들의 팬덤 문화 및 남성성을 연구하기 위해 도내의 시부야 아키하( ), 渋⾕

바라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모키타자와 등지( ), ( ), ( ), ( ) 秋葉原 新宿 池袋 下北沢

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하 아이돌 그룹과 그의  남성 오타쿠 팬덤30 ·40

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고 온 오프라인에서의 참여 관찰 인터뷰 심층 , · , , 

면접을 진행하였다 아키하바라는 지하 아이돌 문화의 시초인 메이드 카페. 

의 유행이 시작된 곳이자 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나머지 AKB48 , 

네 곳 또한 지하 아이돌들의 활동 기반인 라이브 하우스 소극장 클럽들이 , , 

빼곡하게 분포해있어 서브 컬쳐와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오타쿠들이 모

이는 지역이다 도쿄의 지하 아이돌들은 주로 위의 다섯 구역을 돌아다니. 

며 활동하므로 지하 아이돌 문화와 그를 소비하는 오타쿠들을 연구하기 , 

적절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참여 관찰 연구의 근거지로 삼았다.

표 참여 관찰 상으로 삼은 세 지하 아이돌 팀< 6> 

데뷔 특이�사항 관찰�시기

팀� 1′ 년2019

여름

주요�팬층� 대� 후반 대�남성10 ~30

평균�연령대가�비교적�낮은�편

년� 월2019 9

년� 월~2020 11

팀� 2′ 년2019
여름

주요�팬층� 대 대�남성20 ~50
다양한�스펙트럼으로�존재

년� 월2019 9
년� 월~2020 11

팀� 3′ 년2019

가을

주요�팬층� 대 대�남성30 ~50
젊은�팬은�거의�없음

전형적인�지하�아이돌�팬덤

년� 월2019 11

년� 월~2020 11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한 현장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을 기준으  

로 팀 , 1′과 팀 2′는 지하 아이돌로서 활동을 시작한지 달이 채 안 된 신3

인이었고 팀 3′은 데뷔를 곧 앞둔 상태였다 때문에 일본의 여성 지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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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들이 어떻게 기획 및 제작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데뷔를 하고 활, 

동을 하며 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들의 남성 오타쿠들은 어떤 사, 

고방식과 실천을 토 로 온오프라인의 컨텐츠와 상품을 소비하고 응원하는

지를 성장 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관찰하기에 용이했다 지하 아이돌들은 . 

단독 행사를 열만한 팬덤이 부재하여 합동 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 팀을 관찰 상으로 삼아도 이들이 참여하는 합동 공연이나 , 

형 페스티벌에서 수십 팀의 지하 아이돌들과 수백명의 오타쿠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세 팀의 팬덤은 절  다수가 남성이었고. 39) 그  

연령 가  후반부터  초반까지 다양하여10 50 40) 팬 활동 방식과 연령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도 적합했다 연구 상의 선정 후 주 회 이. , 2

상 라이브 특전회 오프회 팬들의 술자리 및 회의 등에 참석하며 참여 관, , , 

찰을 바탕으로 한 현장 연구와 서면 인터뷰를 개월 간 이어왔다 또한 이7 . 

들 중 팀 1′ 팀 , 2′ 팀 , 3′의 기획과 운영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명의 3

관계자와 명의 남성 오타쿠를 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5 .

표 심층면접에 참여한 지하 아이돌 산업의 관계자들< 7> 

직업 경력 특이�사항 관찰 인터뷰�시기·

A′ 지하�아이돌�산업�

관계자
년4

대�중반�남성30

지하�아이돌�사무소�대표,�

라이브�하우스�운영

년� 월2019 9

년� 월~2020 6

B′ 지하�아이돌�산업�
관계자

년2
대�초반�남성30

배우자가�지하돌�사무소�대표

본인도�지하�아이돌�오타쿠

년� 월2019 10
년� 월~2020 11

C′ 지하�아이돌�산업�
관계자

년3

대�중반�남성20

지하�아이돌�오타쿠이자
사무소�업무�보조

화류계�종사�경험�있음

년� 월2019 10
년� 월~2020 11

39) 적게는 명 많게는 명이 모이는 현장에서 보이는 여성 관객은 항상 명  50 , 200 5
안팎이었고 그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자주 오는 팬들은 명 남짓이었다, 2-3 .
40)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의 남성팬들만 관찰하면 그들이 팬 활동을  30 ·40
해나가는 방식이나 그 과정에서 드러내는 사고방식 선보이는 언행 등이 연령 와 , 
상관없이 발견되는 남성 팬들 전반의 특성인지  이상의 남성이라는 특수성에30
서 비롯되는 특성인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 

 후반과 가 포함된 팀 의 팬덤도 관찰 상으로 선정하였다10 2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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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자   A′는 지하 아이돌 사무소41)의 표 프로듀서이자 지하 아

이돌들이 활동하는 라이브 하우스의 운영자다 때문에 다양한 지하 아이돌 . 

및 사무소들과의 사업적 교류가 잦고 중년 남성 오타쿠들을 주 고객층으, 

로 하고 있어 일본의 지하 아이돌 문화와 오타쿠 문화에 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관련 경험 또한 풍부했다 잦은 한국 출장과 적극적인 . K-POP 

소비 등을 통해 한국의 아이돌 문화 또한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아이돌 및 팬덤 문화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 되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는 또한 자신이 프. A

로듀싱한 팀 3′의 모든 공개 스케줄 및 미공개 스케줄에 연구자가 동행할 

수 있게 해주었고 팀 , 3′의 멤버들과 스탭들과의 인터뷰도 알선해주었다.

심층 면접자   B′는  남성으로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이자 지하 아이30 , 

돌 사무소 표의 남편이었다 따라서 지하 아이돌의 운영 및 재현 방식을 . 

알려주기에도  남성 오타쿠들의 팬 활동 방식이나 특성을 자신의 경, 30

험이나 관찰을 토 로 알려주기에도 적합한 인터뷰이였다 특히 . B′의 여성 

배우자가 사무소의 표라는 점은 B′로 하여금  이상의 남성 오타쿠들30

을 좀 더 냉철하게 관찰하고 객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장치가 

되어주었다. B′ 자신이  남성 오타쿠로서 팬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 30

기도 했기 때문에 관찰 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자칫 놓칠 수 있

는 부분을 배우자의 일을 도와주며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층 면접자   C′는  중반의 남성으로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이자 사20

무소의 업무 보조를 하고 있었다 년  후반부터 을 소비해온 . 2000 K-POP

열성팬으로 지하 아이돌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여 설명해줄 수 있는 인물이

기도 했다. C′는 또한 화류계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기에 일본의 지하 

아이돌 문화와 화류계 문화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며 젠더적으로 치우친 

역학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감정 경제 산업이라는 통찰을 제시해주기도 했

다 이는 추후 연구 결과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으로 지하 아이돌 문. , 

화가 일본의 사회적 지형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그를 소비하는 남성팬

들이 어떤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41) 지무쇼 일본에서 연예인 ( ). 事務所 의 기획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기획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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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심층면접에 참여한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들< 8> 

직업 경력 특이�사항 관찰 인터뷰�시기·

D′

회사원

년2
대�후반�남성40

년대부터�아이돌�오타쿠80

년� 월2019 11
년� 월~2020 11

E′ 년3
대�초반�남성40

년대부터�아이돌�오타쿠80

F′ 년1
대�중반�남성40

오타쿠�활동은�지하돌이�처음

G′ 년2
대�초반�남성40

년대부터�아이돌�오타쿠90

H′ 년2
대�중반�남성40

년대부터�아이돌�오타쿠80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로 연구에 참여한 심층 면접자들은  초반에서   40

 후반의 연령 로 이루어져 있다 오타쿠들은 지하 아이돌의 성장에 40 . 

동일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조금이라도 ,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분의 경우 연구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응해주었다 연구의 초반에. 

는 피상적인 답 밖에 얻어내지 못 할 때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 

같은 질문에도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을 내놓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지하 아이돌 문화에 발을 들인지는 년 밖에 되지 않았  2-3

으나 일본 아이돌 문화의 황금기로 불리우는 년 에 학창 시절을 보, 1980

냈었고 현재의 일본의 아이돌 문화의 시초이자 지하 아이돌 산업의 탄생,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지는 오냥코 클럽 모닝구무스메, , 

등의 데뷔와 활동을 지켜봐온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AKB48 . 

고백하며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로서 팬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나 심리에 

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성 오타쿠 전반, 30 ·40

에 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일본의 아이돌 문화 전반에 한 조예가 깊

었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상들이었다.

심층 면접은 서면 인터뷰와 트위터   DM42)을 통해 진행하였다 전자의 . 

경우 영상을 촬영한 뒤 내용을 글로 옮겨적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주제에 . 

관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하며 답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통된 어휘

42) 트위터의 기능 로 화를 할 수 있고 기록으로 남는다 Direct Message . 1:1 .



- 56 -

나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빈도수나 비율로 따져봤, 

을 때 유의미하게 일관적인 경향성이 도출되는지 파악하였다 도출이 된다. 

면 왜 그러한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추가적, 

인 질문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하여 결과에 반영했다.

한편 오프라인의 참여 관찰 및 심층 면접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  

라인에서의 참여 관찰 연구 또한 병행하였다 온라인 공간은 현실의 반영. 

을 넘어 현실의 연장선에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된 만큼 온라인에

서의 참여관찰은 하나의 주요한 연구 방법론으로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홍석경 팬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들과 그를 작성( , 2012), 

하는 지하 아이돌들과  오타쿠들도 연구 상에 포함하였다 이30 ·40 . 

는 연구자가  여성이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참여 관찰 상이자 심층 20

면접자였던  남성 오타쿠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솔직한 30 ·40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관찰 , 

상의 표본이 크지 않았기에 한정적인 오타쿠들의 모습만을 연구하게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트위터와 쇼룸. 43)

에서 활동하는 지하 아이돌들과  오타쿠들이 업로드하는 게시글30 ·40 , 

사진 동영상 등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트위터는 일본인들이 가장 , .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이자 사무소 지하 아이돌 오타쿠들이 소통을 하, , 

는 중심 창구이며 쇼룸은 지하 아이돌들이 데뷔 전이나 활동 도중 스스로, 

를 홍보하고 팬덤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참여 관찰은 트위터와 쇼룸을 중심으로 수행하. 

였고 필요에 따라 , 야후재팬44)의 뉴스 댓글이나  이상의 오타쿠들이 30

모이는 커뮤니티와 웹 페이지도 참고하였다.

43) 일본의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온라인 방송 채 SHOWROOM. . , 
팅 금전 후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아프리카티비 와 비슷하다, (afreecaTV) .
44) 일본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있고 중적인 검색 엔진 포털 웹사이트로 일반  
중의 여론과 팬덤의 여론을 함께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보통 아이돌에 한 기사. 
가 포털에 등재되면 팬들 또한 댓글을 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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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4.

제 절 일본 지하 아이돌과 한국 중소 아이돌의 비교1 

1. 한국 중소 아이돌의 운영 및 재현 방식

  중소 아이돌 또는 중소돌 은 말 그 로 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 기  ‘ ’ ‘ ’
획사에서 제작한 아이돌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다. 년  후반 이후 큐2000

브 엔터테인먼트의 비스트 쏘스 뮤직의 여자친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 , 

방탄소년단 등 중소 기획사 출신의 그룹들이 형기획사 소속의 아이돌 그

룹들 못지않은 성과를 내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아이돌 팬덤과 매체들 사이

에 중소돌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소 아이돌에 한 학술적 논의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고 어  , 

느 정도의 규모를 지닌 기업을 중소 기획사로 보느냐에 한 기준이 가변

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소 아이돌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

다 기획사의 실적 및 규모나 특정 아이돌의 인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 또한 중소 아이돌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디에스피 미디어 는 과거 엔터테인먼트와 어깨(DSP Media) SM 

를 나란히 하는 형 기획사로서 젝스키스 핑클 카라 등의 인기 , , SS501, 

아이돌 그룹들을 제작한 바 있으나 나 를 비롯한 후발 주자 기업들, YG JYP

에 의해 추월당한 뒤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 하고 있는 년  후반부2000

터는 중소기획사라는 인상이 강해졌다 또 다른.  예시로는 빅히트 엔터테인 

먼트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각각의 기획사에서 제작한 남성 아. 

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은 년  중반까지 여러 언론사에 의해 2010

흙수저 아이돌 유리천장을 깬 중소돌의 기적 과 같은 수식어로 소개되었‘ ,’ ‘ ’
으나 소속 가수들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데뷔시켰고 상장 기업에도 오른 , 

현 시점에서는 형 기획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시림 이수현( · ,2019).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등지에서는 통상적으로   SM, YG, 

를 아이돌  기획사JYP 3 45)이자 형 기획사로 보고 그 이외의 기획사들, 

에서 제작한 아이돌을 통칭하여 중소 아이돌이라 부르는 암묵적인 합의가 

45) 이를 삼 라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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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사들은 년  후반 세  아이돌들을 산3 2000 2

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아이돌 그룹을 , 

계속 데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기업 규모를 키웠다 이후 이 기업. 

들에서 일을 배우거나 함께 작업했던 구성원들이 해당 산업의 후발 주자로 

나서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이시림 이수현· , 2019). 

중소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식은 형 기획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 있다면 연습생 생활을 했거나 한 차례 데뷔를 . 

했던 외모 실력 경험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인력들을 선발하는 경향이 , , ,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 기획사의 구성원이었던 인력들이 중소 기획사를 .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연습생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기도 하고 회사의 입지가 불안정하여 장기간의 트레이닝이 어렵, 

기 때문이기도 하다. 

엔터의 표는 엔터OO △△ 46)에서 매니저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나. 

랑 같이 가면 빨리 데뷔시켜주겠다고 데뷔조에서 린 연습생들 중, 

에 눈여겨보던 애들을 데리고 나온 다음 오디션으로 외국인 연습생

들을 뽑았죠 저희도 타 기획사 연습생과 한번 데뷔했었던 애를 데려. 

왔어요 중소 기획사들은 형 기획사처럼 원석을 어렸을 때부터 데. 

려다가 처음부터 트레이닝 시킬 형편이 안 되거든요 걔네 인생 길게 . 

잡고 있을만큼 회사가 유지될지도 의문이라서요 심층면접 참여자 ( B).

아이돌 뽑는 서바이벌 프로에 나오는 애들을 지켜보다가 데려올 때

가 많아요 연습생 출신이거나 아이돌을 오래 준비했던 경우가 많아. 

서 월말 평가고 연습이고 뭐고 몸에 밴 애들이거든요 단기간에 무. 

에 서본 경험도 있고 방송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를 합류시키

면 진행이 수월해져요 저희도 그렇게 한명을 뽑았고 그 친구가 우리 . 

회사에 오고나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다양한 경로로 연습생들이 모이고 데뷔조가 구성되면 팀은 곡들  , A&R 

을 수집한 뒤 멤버들의 이미지나 기획된 그룹의 컨셉에 맞게 앨범을 구성

하고 타이틀 곡을 선정한다 이후 레코딩 안무 제작과 연습 프로필 사진 . , , 

46) 삼  기획사 중 한 곳 어떤 회사인지를 밝히면 상 가 특정될 것을 꺼려하여  . 
익명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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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앨범 자켓이나 컨셉 사진을 위한 촬영 등이 이어지며 음악 방송 스케, 

줄을 잡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다 스케줄이 확정되면 앨범의 발매일과 데. 

뷔 날짜가 정해지고 일정에 맞춰 데뷔가 이루어진다, .47) 이처럼 한국의 중 

소 아이돌은 중소 기획사 소속일지라도 그룹의 컨셉이 기획되는 측면에서

나 멤버들의 실력 면에서나 모든 절차와 준비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나온다 한 앨범의 활동기가 끝나면 다음 컴백 즉 신곡 발표까지 공백기를 . , 

갖는 시스템도 필수다 이 기간 동안 기획사의 인력들은 더욱 새롭거나 퀄. 

리티가 올라간 컨셉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 등을 기획 제작하기 위해 노력, , , ·

을 기울이고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더욱 더 완벽하고 수준 높은 퍼포먼, 

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래와 춤을 연습하며 실력을 정비한다.

한편 이러한 중소 기획사는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인기 있는 가수들의   

숫자도 적다 보니 신인 아이돌 그룹을 데뷔 시킬 때 방송 출연도 쉽지 않

은 경우가 많고 팬덤을 모아야 하는 특성상 홍보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 

형 기획사를 능가하거나 따라잡기도 어렵기에 일정 이상 성공하기가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나영 형 기획사들은 신인 그룹이 데뷔를 ( , 2018). 

하더라도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있는 선배 그룹을 통해 새로운 팬들이 유입

되기가 용이한 반면 중소 기획사는 그렇지 못 하고 회사 내부의 인력이 , 

적기 때문에 주류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커넥션이 부족하다는 점이 

기획과 운영의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심층 면접에 참. 

여했던 관계자들 또한 방송 스케줄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홍보 마케, 

팅 차원에서의 시행착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많. 

은 제작비를 투입한 높은 퀄리티의 곡 안무 뮤직비디오 등의 컨텐츠를 생, , 

산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뽑혔다.

형 기획사는 방송국과의 커넥션이 탄탄해서 컴백을 주에서 달 2 1

앞둔 시점에 음악 방송을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중소 기획

사들은 일 전에 출연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하3-4 , 

루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 

하다보니 홍보나 마케팅 측면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홍보 행사. 

에 외주를 줬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A).

47) 심층면접을 진행한 와 의 설명을 토 로 요약했다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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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은 꾸준히 활동해야 인지도도 올라가고 팬덤도 생기는데 투자, 

자들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원하니까 성적이 잘 안 나

오면 다음 앨범을 제작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뭐라도 하자 자체 컨. , 

텐츠라도 만들자 하면 제한된 예산 내에서 쥐어짜내느라 직원들은 , 

힘들어하고 애들도 그걸 느껴서 의욕을 잃고 열심히 안 하는 악순환. 

이 일어나요 해체를 고려했던 적도 많았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 C).

따라서 중소 아이돌은 성장 서사가 강조되거나 친근함을 내세우는 방식  , 

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지하 아이돌의 위치성이 지하와 반 되. 

는 지상 즉 이나 노기자카 와 같은 메이저 아이돌과 , AKB48 46( 46)乃⽊坂

비됨으로써 형성된다면 한국 중소 아이돌의 위치성은 트와이스나 블랙, 

핑크 같은 형 기획사의 인기 아이돌들과 비됨으로써 형성된다 스타가 . 

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으나 아직은 미숙하고 인기 아이돌들에 비해, 

서 접근성이 쉽기에 친근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소수의 팬덤과 함께 , 

커리어를 시작했고 열약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음악과 높, 

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며 노력하면 방탄소년단이나 여자친구

처럼 언젠가는 인기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이다 중소(G-FRIEND) . ‘
돌의 기적 을 향한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역경의 극복을 통한 성장은 중’
소 아이돌과 팬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자 서사가 된다.

년 댄스곡 빠빠빠 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걸그룹 크레용팝  2013 ‘ ’ 48)은 

성장 서사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충성도 높은 팬덤과 중적인 인기를 모으

며 성공한 중소 아이돌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크레용팝은 길거. 

리에서 팻말을 들고 돌아다니며 그룹을 홍보하거나 게릴라 공연을 열고, 

친근하고 소탈한 일상과 중소 아이돌로서 겪는 고충들을 리얼리티 방송과 

유튜브 자체 제작 컨텐츠를 통해 꾸준히 드러내며 인지도를 점차 넓혀나갔

다 이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리얼리티 방송의 제목도 그러한 성장 서사를 . 

강조한 크레용팝의 알록달록 성장 일기 였고 이들의 노력과 성장 과정을 ‘ ’ , 

담아낸 만화책이 출간되었던 적도 있었다.

물론 친근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중과 팬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운  

영 방식은 인기 아이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다 한국 아. 

이돌의 팬덤은 정서적 몰입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돌과 일상을 나누

48) 크롬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Crayon Pop.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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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친 감을 갖는 것을 목표로 두기 때문이다 이규탁( , 2020)49) 따라서 기. 

획사들은 아이돌과 팬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무  아래의 아이돌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

로써 팬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만들며 소통을 유도한다, .

팬 사인회는 이러한 전략을 가장 잘 표하는 오프라인 행사이자 충성도   

높은 팬덤의 비결이다 조유진 부분은 새로운 음반의 발K-POP ( , 2020). 

매를 기념하여 열리는데,50) 음반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중간 유통사 51)

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아이돌의 소속사, 

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도 있다 전자의 경우 팬 사인회에 참여하려면 . 

지정된 곳에서 음반을 구매하여 응모권을 받은 뒤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당첨 여부를 기다려야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팬 . 

사인회에 참여하고 싶은 팬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돈을 써서 음반을 구매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획사와 유통사는 이를 통해 음반의 판매고를 올림

으로써 수익을  높이고 아이돌과 팬들의 유  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림 걸그룹 의 팬 사인회 현장< 7> AOA 52)

보통의 팬 사인회는 사인회장의 테이블에 일렬로 앉아있는 아이돌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는 팬들과 로 마주한 채 싸인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된1:1

49) 조유진 (2020, 05, 09). 아무튼 주말 오빠 화면에 저 보이면 하트 그려[ , ] " , 
주세요 코로나도 못막는 영통 팬싸 조선일보" . < >. URL: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2543.html
50) 특정 브랜드나 상품의 광고 모델이 될 경우 이를 기념해서 열릴 때도 있다 .
51) 등이 표적이다 Soundwave, Hot tracks .
52) MBCentertainment. (2019, December 21). 전지적 참견 시점 동네 언니처[ ] 
럼 친근한 멤버들의 팬사인회 오늘부터 입덕 AOA ... 20191221♡ .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youtu.be/DDmzZdlo7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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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짧은 화가 오고가거나 선물이 건네지기도 하며 손깍지. , , 

하이파이브 악수 등의 가벼운 스킨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분 남짓한 시, . 1

간이지만 코앞에서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고 직접 화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팬 사인회에 한 열기는 항상 높은 편이다 김다정 또한 부분( , 2017). 

의 팬 사인회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응모를 많이 할수록 ,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여러 장의 음반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팬들이 많

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한 번에 음반을 최소 몇 장 구매해야 당첨이 될 .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팬싸컷 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어떤 ‘ (cut)’ . 

아이돌의 팬싸컷이 장이라는 것은 그 아이돌의 팬 사인회에 한 번 당첨100

되기 위해서 사야하는 음반의 개수가 최소 장이라는 의미이다 김다정100 ( , 

자연스레 팬싸컷 은 아이돌의 인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2017). ‘ ’ .

하지만 중소 아이돌 특히 소위 팬덤 장사 에 취약한 여성 중소 아이돌  , ‘ ’
의 경우 팬 사인회에 가기 위해 음반을 구매하여 응모하는 팬들의 수 자, 

체가 적기에 팬싸컷이 장에 그칠 때가 많다 신인 중소 아이돌은 응모 1-2 . 

이벤트를 열어도 미달이 날 때가 많아서53) 참가 희망자들을 당일 선착순으 

로 입장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 아이돌은 친근한 이미지로 재. 

현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도 접근성이 높고 가까운 상이 된다 중소 아이. 

돌은 팬덤의 규모가 작고 그 중에서도 꾸준히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코어, 

팬은 더욱 적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고 가까이에서 볼 확률도 

높으며 아이돌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지시키는 과정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림 걸그룹 프리스틴< 8> 54)의 미니 팬미팅55)

53) 추첨 인원이 응모 인원보다 많은 상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명을 추첨하 . 100
기로 한 팬 사인회에 응모한 팬이 명인 경우 미달이 났다고 표현한다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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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아이돌이 자주 활용하는 또 다른 이벤트는 미니 팬미팅이다 미니   . 

팬미팅이란 공개 방송의 녹화 전후 또는 기 시간에 아이돌과 팬들이 만

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뜻하는데 카페나 소규모 홀 같은 실내 장소에, 

서 열릴 때도 있지만 부분은 방송국 근방의 야외 광장이나 공원에서 진

행된다 사전 신청과 팬 인증 절차를 마친 팬들이 지정된 곳에 모이면 아. 

이돌이 등장하여 팬들을 마주한채로 등장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근황을 , 

전하거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나 간단한 춤 노래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 , , . 

러한 상호작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짧게는 분 내외 길게15 , 

는 분에서 시간가량 지속된다30 1 .

인기 아이돌의 미니 팬미팅에는 천여명의 팬이 오기도 하지만 중소 여  1 , 

성 아이돌의 경우 보통 명 안팎이 모인다 관계자들도 온라인 사전 신청50 . 

을 하는 인원은 명에서 명 정도고 당일 현장에 오는 팬은 명에서 50 100 30

명 정도라고 밝혔다 예산이 부족하고 팬덤 규모가 작은 탓에 단독 행사50 . 

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 기획사의 특성상 미니 팬미팅은 중소 아이

돌을 한번이라도 더 노출시킬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미니 팬미팅은 음방56)이 있는 날마다 꼭 했어요 팬들이랑 한번이라. 

도 더 만날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고 근처를 지나다니는 다른 팬들, 

이나 사람들한테 애들을 한번이라도 더 노출시키고 싶었거든요 다른 . 

스케줄이 잘 없고 유통사에서도 음반이 잘 안 팔리는 그룹은 팬 사인, 

회를 잘 열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요 심층면접 참여자 ( A).

중소 기획사들이 미팬57)을 선호하는 건 결국 예산 문제가 커요 정식. 

으로 팬미팅을 하려면 관료 애들 헤어 메이크업 비용 스태프들 수, , 

당이 따로 나가는데 음방이 있는 날에 미팬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

니까요 팬싸처럼 로 상 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도 덜 힘들어하고. 1:1

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54)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조 걸그룹으로 년 월 해체했다 9 2019 5 .
55) 선미경 프리스틴 미니팬미팅 역조공 아낌없는 팬사랑 (2017, 9, 3). , + .. . 
<OSEN>. UR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3/2017090300270.html
56) 음악 방송의 줄임말 .
57) 미니 팬미팅의 줄임말 .



- 64 -

중소 아이돌들이 다가서기 쉬운 친근한 이미지로서 재현되는 것은 온라  

인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아이돌은 . 라이브 방송 리얼리티 , SNS,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며 음악 외적인 부분까

지도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전범수 외 아이돌, 2017). 

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팬들을 애칭으로 부르며 사진 영상 글 등, , 

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게시글과 댓글에 직접 댓글을 달거나 채, 

팅창을 읽으며 반응을 해주기도 한다. 

그림 팬카페에서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걸그룹 의 멤버 설현< 9> AOA 58)

그림 브이라이브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걸그룹 달샤벳의 멤버들< 10> 59)

하지만 한국 중소 아이돌의 성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이나 완성도를   

이미 갖춘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후술할 일본의 지하 아이돌과 구분

된다 앞서 다룬 크레용팝의 경우도 그룹의 컨셉 노래의 주제와 가사 패. , , 

션 방송과 등을 통해 드러나는 멤버들의 모습이 독특하고 친근했던 , SNS 

것은 맞지만 멤버들의 가창력이나 칼군무를 맞추는 실력이 뒤떨어졌던 것, 

은 아니었다 해당 그룹에는 뮤지컬과 실용 음악을 전공한 가창력이 뛰어. 

난 멤버들이 있었으며 무  영상의 댓글란에도 이들이 군무의 형이나 , 

싱크로율을 잘 맞추며 라이브로 노래를 소화하는 것에 한 호평이 많았

다 이는 아이돌에게 수준 높은 실력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한국의 아이돌 . 

문화가 중소 아이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58) MBCentertainment. (2019, December 22). 전지적 참견 시점 질문 장 설[ ] 
현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나는 설현의 팬 사랑! 20191221♡ .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youtu.be/5W1Jxmpq2V0 
59) 김주윤 라이브 세리 우희 테마파크 축구 결 화려한 세 (2017, 11, 17). [V ] , …
리모니. <news1>. URL: https://m.news1.kr/articles/?315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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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돌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 애들이 어설퍼도 

해맑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 

그룹을 한국에서도 만들어볼까 했는데 수요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 

선 시작부터 완벽해야 하거든요 실력 없으면 아예 데뷔를 시킬 수가 . 

없는 구조고 데뷔를 하더라도 중들이 외면합니다 그런 멤버들은 , . 

데뷔 한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실력이 제자리냐 며 팬덤 안에서도 ‘ ’
욕을 먹더라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A).

일단 메인보컬 노래를 잘 하는 애는 한명 이상 꼭 있어야 해요 케, . 

이팝은 특히 칼군무가 정말 중요해서 춤 실력도 보고 뽑아요 한국은 . 

중도 팬들도 눈이 너무 높아서 실력을 안 볼 수가 없고 준비를 단

단히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형 기획사에서 년 트레이닝 받고 . 7-8

나온 애들조차 쟤네 돈 쉽게 버네 라고 욕먹는 판에 중소 기획사에‘ ’
서 충 만들어서 내놓는다 아무도 안 봐주죠 심층면접 참여자 ? ( B).

아이돌로서 완벽하고 멋진 모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은 방송이나 무 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이벤트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만날 때에도 적용된다. 

중소 기획사의 관계자들과 중소 아이돌의 팬들 또한 중소 아이돌들이 친근

하고 접근성이 높은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을 선호하고 추구하면서도 지나, 

치게 친근하고 일반인같은 모습으로 재현이 되거나 언제든지 접근하고 만, 

날 수 있는 상으로 여겨지거나 팬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양하고자 했다 아이돌과 팬 사이의 위계가 . 

없다시피 하고 돈을 많이 쓸수록 아이돌과 따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식의 

전략을 취하는 중소 아이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수에 해당했으며 

부분의 중소 기획사들은 소속 아이돌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소수의 팬들을 상 로 특전 장사를 하는 중소 아이돌들. 

은 망한 아이돌이라는 의미로 망돌 이라 불리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 . 

케이팝은 너무 친근하고 공감되면 안 팔려요 좀 위화감 있고 주위에. 

서 못 볼 법한 드라마틱한 아이가 잘 됩니다 한국 팬들도 옆집 언. 

니 여동생 여사친 같아서 정감 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일본 , , , 

지하돌의 친근함과는 결이 달라요 케이팝의 친근함은 알고 보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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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반전 매력도 있어 라는 느낌이거든요 무  위에선 완벽하고 멋진’ . 

데 숙소에선 널부러져 있다거나 예쁘고 도도한데 밥도 잘 먹고 성격, 

도 털털하다든가 하는 식이죠 한국에선 아이돌로서 본업을 못 한다. 

거나 인간 자체로 미숙하고 문제 있다는 게 셀링 포인트가 되진 않, 

아요 오디션 프로에 나온 연습생이 부족한 면을 보인다든가 전에 . , 

아이돌을 했는데 잘 안 됐었다든가 하는 얘길 할 순 있겠지만 일단 , 

데뷔를 했고 활동 중이라면 완벽해보여야 해요 심층면접 참여자 ( B).

한국 아이돌 판에선 우리 애들이 실제론 군이 아니더라도 겉으론 ‘ 1

군처럼 보여야해 라는 인식이 있는 듯해요 회사에서도 아이돌인1 !’ . ‘
데 가오 상하는 건 하지말자 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팬들 상 로 크’ . 

라우드 펀딩하는 비인기 그룹들 보면 아이돌과 식사 데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특전을 팔기도 하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상한 사람들 유입되고 급 떨어진다면서 

다들 반 했어요 팬들도 우리 애들이 일본 지하돌도 아니고 왜 이런 . 

걸 하냐며 속상해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한국 아이돌이 재현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아  

이돌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아이돌들이 . 

완벽히 세팅되지 않은 상태로 중과 팬들 앞에 나서거나 퀄리티가 낮은 , 

컨텐츠에 출연하는 것은 아이돌스럽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예산이 없어서 자컨60)을 찍으면 초보 유튜버 수준의 영상밖에 못 만

드는데 이런 건 연습생들도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이 아니라 유튜, , 

버가 된 것 같다며 의욕을 잃어요 정식 방송이나 좀 퀄리티가 높은 . 

유튜브 컨텐츠에 참여하면 눈빛부터가 달라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심층면접 참여자들 중에는 소속 아이돌들을 일본에서 현지의 지하 아이  

돌처럼 활동을 시켰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던 타 , 

기획사의 중소 아이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내 스케줄이 적거. 

나 해외 팬덤을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중소 기획사들이 일본에서 지하 아이

돌처럼 라이브 하우스에서 공연을 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 

60)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한 유튜브 컨텐츠를 가리키는 줄임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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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하 아이돌 문화의 특징을 언급하며 해당 중소 아이돌들이 그에 적응

하지 못 해 힘들어 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해외 프로모션을 돌 때 일본에서 현지의 지하 아이돌과 비슷한 방식

으로 라이브와 특전회를 했었는데 한국보다 팬들과의 거리감이 훨씬 , 

가깝고 친 함이 강조되다보니 힘들어하는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만. 

나서 화할 때 스킨십을 좀 더 한다든가 바짝 붙어서 사진을 찍는, 

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심층면접 참여자 ( A).

지하돌들 보면 무 는 몇 곡 안 하고 특전회는 시간 동안 하고 좀 1 , 

특전회가 메인인 느낌이잖아요 실력 좋은 것보다 팬들이랑 친 하게 . 

접촉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고 팬들 하는 방식도 한국보다 훨, 

씬 가깝고요 그런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 요 어떤 멤버. . 

는 몸 파는 것 같다 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 ( C).

이처럼 한국 중소 아이돌은 가창력과 춤 실력의 탑재 및 앨범의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완성형에 가깝게 데뷔를 하며 성장 서사가 강조되면서도 , 

팬들과의 친 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현이 되는 경향이 있되 그 정도, 

가 아이돌의 완벽하고 멋진 모습을 해치치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는 연습생 시기와 준비 기간을 거쳐 데뷔를 한다는 점 앨범 . , 

활동기가 끝난 후에 공백기를 갖는다는 점 회사의 사정 상 트레이닝을 오, 

래 시킬 수 없는 경우 타 기획사의 연습생이나 활동을 해봤던 사람들처럼 

실력이 보장된 인력을 영입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고 후자는 팬덤이 작고 , 

인지도가 낮다는 특성 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는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친 하고 접근성이 높은 모습으로 보여짐과 동

시에 아이돌의 완벽하고 우상화되는 이미지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회사 아, 

이돌 팬들이 모두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한국 아이돌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함 과 손상되어서는 안   ‘ ’ ‘
되는 아이돌스러움 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소 기획사의 관계자들과 아이돌’ ? 

들은 왜 일본의 지하 아이돌 문화를 비교 상으로 언급하며 이를 설명을 

하였을까 일본의 지하 아이돌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및 재현이 되는지? 

를 살펴보면 그에 한 답을 좀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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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하 아이돌의 운영 및 재현 방식2. 

  일본의 아이돌판의 지형은 크게 방송에 출연하며 홀 아레나 돔 등TV , , 

의 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메이저 아이돌( )メジャ アイドルー
과 라이브 하우스 클럽 소극장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며 활동을 이어나, , 

가는 지하 아이돌 로 나뉘어져 있다 영업 도중 음악 소리나 ( ) . 地下アイドル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는 특성 상 부분의 라이브 하우스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공연하고 활동하는 아이돌들을 , 

지하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명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1) 

메이저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 아이돌 산업의 구조  

는 방송을 비롯한 주류 미디어에서 활약하는 랩 스타들과 클럽 공연을 TV 

위주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들로 이루어져 있는 

힙합씬의 구조와도 유사하다 힙합씬에서도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시작했지. 

만 큰 인기를 얻게 되어 투어를 돌거나 방송에 출연하는 랩 스타들이 있듯

이 지하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유명해진 이들은 메이저 아이돌로 전향하기, 

도 한다 일본의 국민 걸그룹이라 불리는 또한 지하 아이돌로서 커. AKB48 

리어를 시작했고 이들로 인해 지하 아이돌이라는 산업 모델과 문화가 지, 

난 년간 일본 아이돌 산업의 시스템으로 정착해왔다15 (宗像明将, 2020).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하 아이돌들도 있지만 지하 아이돌들은 보통 사  , 

무소62)에서 기획 및 제작된다 사무소의 표격인 프로듀서. (プロデュー
는 )サー 지하 아이돌의 컨셉을 기획하고 멤버들을 모으고 작곡가 작사가, , , , 

안무가 의상 제작자, 63) 사진 작가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과의 협업을 통, 

해 곡 안무 의상 등을 결정해가며 제작 과정을 총괄한다 데뷔를 앞둔 멤, , . 

버들은 사무소의 공식 트위터 계정64)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프로필이 공개

되며 달에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노래와 안무를 숙지한 뒤 길, 1 3

거리 라이브 하우스 소극장 등지를 전전하며 활동을 개시한다, , .65) 이들의  

61) 지하 라는 용어의 어감이 부정적이고 음침하다는 문제 제기로 요즘은 라이브  ‘ ’ ‘
아이돌 이라는 용어를 병행하는 추세다( )’ .ライブアイドル
62) 지하 아이돌의 사무소는 신생이거나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 
63)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상복을 입거나 잡화점에서 구매한 코스프레용 의상을  
활용하여 무  의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64) 모바일 메신저 라인 을 제외하면 트위터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LINE)
는 소셜미디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무소들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지하 아이돌. 
의 데뷔나 활동을 홍보하고 팬들과 소통을 이어간다.



- 69 -

활동은 크게 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라이브( )ライブ 66)와 공

연이 끝난 후 다양한 특전을 판매하는 행사인 특전회( )特典会 67)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특히 특전회는 지하 아이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적인 문화 중 하나로 팬과 아이돌의 체키, 68) 촬영 화 스킨십 싸인과  , , , 

메시지 받기 등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그림 지하 아이돌의 라이브< 11> ( )ライブ 69)

 그림 지하 아이돌의 특전회 현장< 12> ( ) 特典会 70)

부분의 지하 아이돌은 팬덤이 작기 때문에 단독 행사보다는 합동 행사  

에 참여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팬들의 지명을 많이 받은 순서로 티켓 수, 

익을 가져가며 그마저도 라이브 하우스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따라서 많은 지하 아이돌들은 티켓 값으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 하기에 

특전회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 여성 아이돌 그룹 . 煌めき アンフォレン☆

ト71)의 프로듀서 헤나기 는 라이브 회 당 체키 촬영으로 버는 수( ) 1へなぎ

익이 적게는 수십만엔에서 많게는 만엔을 초과하며 이와 같은 금액이 100 , 

전체 수입원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60% .

65) 심층면접을 진행한 의 설명을 토 로 요약했다A , B , C .′ ′ ′
66) 아이돌을 비롯한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
67) 굿즈와 특전의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붓판 이라고도 한다 ( ) .物販
68) 후지필름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또는 그러한 카메라로 찍은 폴라로이 . チェキ
드 사진 앞서 다루었듯이 본래 메이드카페에서 활용하던 상술이다. .
69) 규이로그 일본의 지하아이돌 문 GyuieLog. (2019, November 4). [VLOG] 
화 직접 체험해봄 지하아이돌이란 지하돌 공연 보러 가는 법 규이로그 ( ? ) | 
Gyuielog.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youtu.be/21NaUc8oriE 
70) 규이로그 원만 내면 사진 싸인 화까 GyuieLog. (2020, March 18). XX , , 
지 초특가 혜자 덕질 일본 지하돌의 특전회 문화 규이로그 ? ! (feat.CUB LIC) | Σ
Gyuielog. [Video file]. Retrieved fromhttps://youtu.be/fGYz5TTFIkY
71) 나고야 지역의 지하 아이돌로 데뷔했다가 메이저 아이돌로 전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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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야후 재팬 뉴스에서 기재한 특집 기사 만나러 갈 수 없게   2020 4 ‘
된 아이돌의 현재( 会 ⾏ 今いに けなくなったアイドル の「 」 )’72)의 본문과 댓글란

에는 이와 같은 지하 아이돌 문화의 시스템과 년 부터 이어져온 일1980

본 아이돌 문화의 변천사에 한 중의 인식이 잘 나타나있다.

애초에 아이돌이라는 것은 만나러 갈 수 없는 상이었습니다 만나러 . 

가기는커녕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조차 들게 할 정도로 먼 , 

존재였습니다 그 불문율을 무너뜨리고 만날 수 있다 고 한 것은 큰 . ‘ ’
발명이었습니다( , 2020)中⻄正男 73).

년 나 년 의 아이돌은 아직 스타였다고 생각한다 빛이 나고 70 80 . 

있고 좋아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것 그런 것이 , 

스타였다 그랬던 아이돌을 근처에 있을 법한 낮은 수준의 인재들로 . 

만들고 머릿수를 늘리거나 접촉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잘 팔리고 있, 

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 였다AKB (아이디 hk0 *****).

년 까지만 해도 아이돌은 외모 가창력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작80 , . 

사 작곡가가 만들어낸 노래의 세계관을 노래하며 함께 무 에서 연기, 

했었죠 오냥코 클럽쯤부터 아이돌의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의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이 됐네요 아이돌로서의 특별함도 없‘ ’ . 

고 악수회라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원가를 생각하면 너무 비싼 상품, , 

을 파는 게 주요 수법이죠 팬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 상술과 다를 . 

바 없지 않나요 아이디 ?( 埼⽟ 暇⼈の )

아이돌의 정의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지하 아이돌이니 뭐니 하는데. , 

중략 시 에 따라 아이돌도 변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수도 너무 많( ) , 

아져서 누가 아이돌이고 아마추어인건지 요즘 들어 아이돌이라는 말. 

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이디 ( tak*****).

72) . (2020, 4, 19). 1宗像明将 会 ⾏ 今 いに けなくなったアイドル の ライブ「 」
100 . <回 収⼊ 万円 産業 曲 ⾓のチェキ も システムの がり―― 「 」 Yahoo! 特ニュ ス ー

集>. URL: 
https://news.yahoo.co.jp/articles/10b865922493139093a261da1e90cf4958
2d3941 
73) 해당 기사에 한 예능부 기자  中⻄正男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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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많은 댓글들이 지적하듯   지하 아이돌들은 가수나 퍼포머로서

의 실력이 미흡한 채로 데뷔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하 아이돌 . 

문화에 해 잘 모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중뿐만 아니라 오

타쿠들도 체로 동의하는 바다 앞서 다룬 오냥코 클럽이나 과 마. AKB48

찬가지로 지하 아이돌 문화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정서는 미숙함 친근, , 

함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성장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지, ‘ ’ . 

하 아이돌 개인이 퍼포머로서 무  매너 춤 실력 가창력을 향상시키는 것, , 

이나 지하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팀으로서의 합을 더 잘 맞추어 나간다

는 협의의 개념이라기보단 지하 아이돌로서의 커리어를 다져나가며 겪는 , 

모든 경험과 성취를 의미하는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 50

명 정원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활동하다가 명 정원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500

공연하게 되는 것 소극장에서만 무 를 갖던 팀이 야외 페스티벌에 초  , 

받아 공연을 하는 것 공연장에서만 들을 수 있던 음원을 정식으로 유통사, 

를 통해 배포하거나 를 처음으로 발매하는 것 트위터 팔로워 수가 늘CD , 

어나는 것 등도 모두 지하 아이돌로서의 성장이다 실제로 많은 지하 아이. 

돌들은 데뷔 초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성장의 전환점들을 언급하며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어필을 한다.

일본의 지하 아이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의 무 에 서고 싶습“ OO

니다 라든가 몇 월 며칠이 되기 전 팔로워를 명 이상 모으고 !” , “ 1,000

싶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해 이루고 싶어 하는 꿈이나 목표가 !” . 

구체적으로 있어야 오타쿠들도 응원해주거든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 

향해 성장해나가고 싶은 건지 뭘 응원해줘야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 

오타쿠들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지하 아이돌은 꿈을 이루는 과정. 

을 보여주고 파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 심층면접 참여자 ( C ).′

처음 지하 아이돌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부분은 노래나 댄스의 , 

수준이 너무 낮아서 상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어렸을 . 

때 보고 자랐던 아이돌들은 정말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는 신적

인 존재였기에 이렇게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돌을 할 생각을 하“
다니 라는 말이 절로 나왔네요 하지만 뿜어내는 에너지는 정말 !” . 

단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라면 더 유명해지고 성장할 때까. 

지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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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하 아이돌의 사무소에서도 데뷔조의 멤버들을 선발할 때 가수

나 퍼포머로서의 자질보다는 캐릭터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74) 오히 

려 노래나 춤의 경우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고 추후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소 역량이 모자라, 

더라도 의지가 강하고 성장의 여지가 있는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로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 호감을 살 수 있는 친근하고 귀여운 외모 흥미를 불러일으, , 

키는 매력적인 캐릭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잘 상 할 수 있는 성격 ,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의 지하 아이돌 문화는 프로듀서와 고객님들75)이 함께 아이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노래나 춤을 보긴 해도 한국 아, 

이돌처럼 완벽할 정도로 잘 하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못 하. 

는 게 있으면 좋은 의미로 좋다고 여겨요 모자란 점을 앞으로 어떻. 

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고객님들께 여쭤보기도 하고 반 로 아이돌이, 

나 사무소 측으로 피드백이 오기도 하죠 그렇게 함께 키워나간다는 . 

문화라 노래나 춤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 

뽑을 때 의지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는 데에 필, , 

요한 일반적인 매너를 잘 갖췄는지 등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이 . 

워낙 힘들어서 중간에 관두는 애들도 많거든요 심층면접 참여자 ( A ).′

따라서 일본의 지하 아이돌 사무소는 한국의 기획사들과는 달리 실력을   

기준으로 멤버를 선발하지도 않고 아이돌로서의 역량을 최 치로 키워놓, 

기 위한 데뷔 이전의 연습생 제도나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신

곡 발표 이전의 공백기 제도와 같은 전략을 취하지도 않는다 신 기본적. 

인 노래와 안무를 숙지시킨 채 미완성의 상태로 개월 내에 데뷔를 시1-3

키고 데뷔하는 즉시 라이브와 특전회를 위주로 매주 스케줄을 소화시키, 

며76) 활동을 하면서 점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레슨을 , 

74) 지하 아이돌 중에서도 가창력이나 작곡 작사 프로듀싱 능력을 셀링 포인트로  , , 
내세우는 계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편이다, .
75) 오캬쿠상 사무소 관계자들은 지하 아이돌들의 팬이나 오타쿠들을  ( ). 客お さん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76) 지하 아이돌 일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던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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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한다 사무소들은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지하 아이돌의 활동을 지. 

원해주며 평균 년 정도의 텀을 두고 팬덤이 얼마나 모이는지 아이돌로서 1 ,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지켜보고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는 정식으로 앨범을 , 

발매하며 계속 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한다 반면 마땅한 성과를 내지 . 

못 하는 부분의 지하 아이돌들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성장을 중요시하는 지하 아이돌 문화는 사무소가 지하 아이돌을 기획하  

고 운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하 아이돌이 재현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 재현되는 지하 아이돌의 모습이 미숙. ·

함 성실함 친근함 유약함 절박함 등의 특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 , ,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실력적으로 모자라지만 성실하게 노력하. , 

고 모자란 점이 많기에 친근하며 해체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시간 내에 성, , 

장하고 성과를 내야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오타쿠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

하기 때문에 유약하고 절박한 모습이 강조되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하 아이돌들은 라이브 하우스 근방의 번화가에서 행  

인들에게 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며 라이브에 와달라고 부탁하거나 트위터 

팔로우를 유도하고 무  위에서는 미숙한 실력임에도 열심히 노력해 나아,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공연 후의 악수회에서는 우리 아까 아이컨택 . “
했지 와 같이 유사연애를 유발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팬들이 자신과 사랑?”
에 빠지고 계속해서 머무르도록 만들기도 하고 특(Karlin·Galbraith, 2020), 

전회나 각종 기념일을 맞이하여 열리는 오프회77)에서는 실제 친구나 연인

처럼 팬들과 스스럼없이 화를 하며 손잡기 포옹 팔짱 어깨동무와 같은 , , , 

스킨십을 하며 가깝고 친근한 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한다. 

타이방  78)에만 참여하다가 원만 라이브79)를 하게 된 지하 아이돌들이 무

심층면접의 발언은 이와 같이 공백기가 없는 운영 방식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77) 오프카이 오프라인 모임 지하 아이돌과 팬들이 공연장 밖에서 만나  ( , ). 会オフ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적게는 명 이하 많아도 명 남짓한 인원이 모이며 그. 5 , 20 , 
룹의 컨셉에 따라 동반 식사 게임 노래방 나들이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진, , 
행된다 라이브나 특전회에서는 무 와 객석의 단차 무  의상의 착용 등으로 아. , 
이돌과 팬의 구분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만 오프카이에서는 모두 사복을 입고 , 
같은 공간에서 친구나 연인처럼 놀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계나 구분도 없어지는 인
상을 준다 참가비용은 라이브보다 비싼 편이다. .
78) . 対バン 타이케츠 결 의 타이 와 반도 의 반 방 을 붙( , ) ‘ ’ ( , band) ‘ ( )’対決 バンド
여 만든 합성어다 본래 락 밴드들의 합동 공연을 의미하나 지하 아이돌 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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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는 표적인 재

현이다 지하 아이돌이 원만 라이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독으로도 라. 

이브 하우스를 채울 만큼의 고정 팬덤이 형성되어 향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음을 증명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즉 원만 라이브의 개최는 지하 아이돌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 

전환점이기에 많은 지하 아이돌들은 원만 라이브를 하는 것이 꿈이라는 , 

이야기를 활동 초창기부터 공공연하게 하고 실제로 원만 라이브가 열리게 

되면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과 은 우. Galbraith Karlin

는 행위를 일본의 여성 아이돌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자 중요한 표출적 행위라고 보았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이돌들이 . 

팬들을 위해 수행하는 노동의 일부이자 같은 그룹의 멤버들이나 팬들과의 , 

결속을 다지기 퍼포먼스와도 같다는 것이다 눈물은 여성 아이돌들을 인간. 

적이고 진정성 있고 심지어는 귀여운 사람으로서 보이게 만들며 팬들로 , , , 

하여금 해당 아이돌을 더더욱 지지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욕망을 강하게 불

러일으키는 역할도 한다 운다는 것은 그만큼 유약하고 그렇기에 팬들을 . ,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팬들은 이러한 아이돌의 . 

모습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운다는 사실과 그가 커리어를 쌓아

오며 이런 순간을 마주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감정이 이입되어 마찬가지

로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Galbraith·Karlin, 2020). 

그림 특전회에서 화를 주고받는 지하 아이돌과 오타쿠 좌< 13> ( )80)

그림 특전회에서 스킨십을 하는 지하 아이돌과 오타쿠 우< 14> ( )81)

는 다수의 지하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합동 공연을 뜻한다 지하 아이돌의 다수. 
가 단독 공연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다는 특성 상 타이방
은 지하 아이돌 판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다.
79) 단독 공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One man live). .ワンマンライブ
80) https://youtu.be/fGYz5TTF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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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만라이브 도중 울음을 터뜨리는 지하 아이돌 그룹< 15> 82)

친근함이 강조되는 재현은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들의 쇼룸 방송  . 

은 회사에서 기획한 컨텐츠의 형식보다는 아이돌의 방을 배경으로 소탈하

고 친근하게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고 트위터를 통한 게시글의 업로드, 

나 팬들과의 소통도 한국 아이돌이나 일본의 인기 아이돌들보다 훨씬 가까

운 거리감으로 이루어져 실제 지인과 교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물론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거나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자주 만나  , 

는 팬들과 가깝게 지내는 건 한국의 아이돌판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

다 하지만 전자는 팬카페나 소셜미디어의 게시글과 댓글로 공개적인 곳에. 

서 이벤트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팬 사인회에서 로 마주, 1:1

하거나 적은 팬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 

이돌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개적인 곳에서 특정 팬들을 지속적으로 거론

하며 감사함을 표하거나 편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좆목‘ ’83)이라는 말

로 비판을 당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는 , 

아이돌과 팬 사이의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감을 지양하는 풍조가 존재한다.

81) . [@bokuReikun] (2020, November 15). 限界れいくん オタクのそれしてき
[Tweet]. Retrieved from 好ました きです。 。 

https://twitter.com/bokuReikun/status/1327697444247801857 
82) - -ZURANIAN. (2020, February 03). 20191215ZINQ 1st桂⼤和 ワンマン
LIVE REGENE- - [Video file]. Retrieved from リジェネ
https://youtu.be/nhm2cQj9PXc 
83) 같은 친목질 의 줄임말 아이돌과 팬 회사 관계자와 팬 팬과 팬 사이의 친 ‘X ’ . , , 
목 행위로 세력화가 생기는 것을 비판하고 비꼴 때 쓰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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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쇼룸 방송의 예시< 16> 84)

하지만 일본의 지하 아이돌들이 겐바  85)에 자주 오는 팬들의 이름을 외우

며 호명하고 해당 팬들의 개인 로 들어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스럼, SNS

없이 멘션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 씩 일어나는 흔

한 일이다 쇼룸 방송을 할 때도 아는 팬이 접속하면 이름을 부르고 반갑. 

게 맞이하며 안부를 묻기도 한다.

사례 팀 의 멤버와 팬의 트윗) 1′
성인이 됐으니까 새벽 시에 술 먹는 사진 올려야지3 !

- 어 벌써 살이 돼서 술도 마시는구나 사진 엄청 귀여워? 20 ! ~

야 오랜만이네 아직 두세번밖에 안 마셔보긴 했어ㅋㅋ 그나저나 OO ! ! 

요즘 의 트윗을 보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 괜찮아OO . ?

84) pokari. (2020, 3, 29). 
showroom . 地下 ⽣配信 ⾒⽅ ⾒アイドル ログインなしで れる！ ！ ？

< >. URL:  声優アイドルや アニメ まとめブログサイト エンタ テイメント！ ！〜 ー 〜
https://in-the-water.com/chikaidol-haishin-namahousou-login-mikata-nyuum
on/3319/
85) 지하 아이돌이 공연하는 라이브 하우스나 행사장 등의 오프라인 현장을  . 現場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한국 아이돌 문화의 오프 와 비슷한 개념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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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지하 아이돌들은 미숙함 성실함 유약함 절박함 등을 강조하  , , , 

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게시글 사진 영상 등을 업로드하며 자신의 모자란 , , 

실력이나 역량에 해 털어놓거나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에 해 이야기하, 

거나 그런 면을 부각시키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한, 

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팬들의 응원과 보살. , 

핌에 보답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 성장해 나아갈 , 

것을 다짐하며 오타쿠들로부터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사례 나를 발견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겐 감사함과 팔림) 86)으로 보

답할게 팔리지 않으면 내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정도의 기세로 노. 

력해 나갈 거야 항상 홍보해주고 좋아해 줘서 만나러 와줘서 정말 고. 

마워 좋은 무 에 서기 위해서는 의 숫자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 SNS

나와 우리 그룹을 많이 홍보해주면 기쁠 것 같아 팔로워 수 좋아요. , , 

멘션 모두 미래의 찬스로 연결되니까 상에서만 응원해줘도 RT, SNS

항상 전력으로 힘이 되고 있어 고마워 더 부탁해 그리고 라이브에! ! ! 

서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무 에 서있어 많은 사람. 

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게 날 선택해준 거 좋. , 

아해주는 거 응원해주는 거 후회하게 하지 않을 거고 응원하는 걸 자, 

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지하 아이돌 ( 의 揺城ひめり 트윗). 

사례 나는 노래도 잘 못 하고 댄스도 서툴고 그다지 귀엽지도 않은 ) , , 

것 같아 잘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내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 . 

있을지 고민하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야 팀 멤버의 트윗( 3 ).′ 

사례 전 노래를 해본 적도 없고 춤도 한 번도 안 춰봤고 어떻게 연) , 

습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안무 선생님한테 매번 혼나기만 하. 

고 정말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으로 , . ‘ ?’
가득했지만 간신히 무 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팀 멤버의 발언( 3 ).′ 

이러한 재현은 가수나 퍼포머로서의 실력이 미숙하고 모자람을 토로하는   

86) 지하 아이돌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팔린다 는 뜻이다 팬이 많아지 . ‘ ’ . 売れる
거나 특전회에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많거나 유명해지고 커리어가 잘 풀리는 지하 , , 
아이돌들을 잘 팔린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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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하 아이돌들은 질환 장애를 고백하거나 커리어의 . , 

어려움 생활고 개인사 등과 같은 사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인기 아, , , 

이돌이라면 얘기하지 않을 법한 치부를 우스꽝스럽게 털어놓기도 한다. 

사례 팀 멤버의 블로그 포스트와 팬의 댓글) 3′ 
혼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울게 되고 밖에서 걸어다니면 뒤에 뭐가 , 

있을까봐 두렵고 흔한 소리도 처음 들으면 눈을 꼭 감고 싶어지기도 , 

하고 이런 불안은 처음 느껴 봐요 일상에도 지장이 있지만 역시 아, . , 

이돌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섭고 싫어요 그치. 

만 저는 이 일을 좋아해서 인생을 걸었고 뼈를 묻을 각오로 다음 활

동을 열심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지지 않아요 중략. ( ) 

저는 결코 잘하는 것도 없고 미숙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제 나름의 신념을 지켜나갈 거에요.

- 신체 장애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눈 . 

쪽이지만 어디냐에 상관없이 무섭고 불안하지 중략 그래도 그래, . ( ) , 

서 네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중략 틀림없이 괜찮아질 거야. ( ) .

사례 저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열심히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 . 

다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는데 정말 무리인 건 무리인 것 같네요 와. . 

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새 그룹으로 다시 . 

데뷔하게 되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 멤버의 트윗( 1 )′ 87).

사례 팀 멤버의 트윗과 팬들의 멘션) 2′ 
저 아이돌인데 발 냄새가 나요 아이돌이 되면 발에서 꽃향기가 날줄 . 

알았는데 완전 냄새만 나요 제 남동생 발 역시 낫토 냄새뿐입니다. .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남동생이 학원에 다니는데 실내에서 신발. 

을 벗어야 하거든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

- 귀여운 여자애한테서 발냄새가 나면 사랑이 싹트지♥

- 엄청 웃었네ㅋㅋ 발냄새가 나더라도 응원할래ㅋㅋ 좋아해 좋아해! 

- 아이돌도 발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ㅋㅋㅋ 발냄새는 노력의 증거?

니까 양말에 구멍도 뚫어라 열심히 하고 있네 너 최고야! ! !

87) 그룹의 해체를 앞두고 쓴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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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서브컬쳐를 다루는 매체 Subcul Times88)에서는 지하 아이돌들이 

스스로를 유약하고 병적이고 모자란 존재로 재현시키는 것이 다분히 팬들, , 

을 겨냥한 전략적인 행동임을 지적했다 물론 쉴 틈 없는 스케줄 낮은 수. , 

익 불안정한 커리어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 질환을 앓고 , , 

있는 지하 아이돌들도 많고 어두운 면이 있는 사람들도 비교적 배척 당하, 

지 않는 지하 아이돌 판의 특성 상 콤플렉스나 정신 질환이 이미 있는 여

성들이 지하 아이돌로 활동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Needy,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활동 중인 아이). 

돌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생활고 질환 장애 등을 회사의 공지가 아닌 , , 

개인 소셜미디어로 직접 고백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일본의 지하 아이, 

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유약하

고 병적인 존재로 재현되는 것 자체는 명확한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 아이돌이 팬과의 교류의 장소인 상에서 나 같은 건 아무도 SNS ‘
필요로 해 주지 않는다 살아가는 것이 싫어졌다 라고 부정적인 발언,’ ‘ ’
을 하면 거의 틀림없이 댓글이나 으로 뭉쳐서 그렇지 않아 적어DM ‘ ! 

도 나는 계속 응원하고 있어 무슨 일 있니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 ? 

지 상담해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중략 왜 에서 일부러 걱정시!’ . ( ) SNS

키는 말을 중얼거릴까 결국엔 아픈 모습을 보이면 팬들이 더 나를 ? '

챙겨주고 라이브에도 와준다 는 일종의 영업인 것이다 중략 호스테' . ( ) 

스로부터 오는 영업 메일을 보면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물어볼 것‘
이 있는데 가게에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 것이’
다 그거랑 똑같다 아이돌이 가끔 정신적으로 앓는 모습을 보임으로. . 

써 팬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정말로 걱정되면 라이브에 와‘
서 돈을 써 라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전략이다!’ (Seiya, 2020).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멘헤라  ( )メンヘラ 89)는 지하 

아이돌 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재현 중 하나다 멘헤라는 오타쿠들. 

로부터 인기가 높기 때문에 멘헤라를 컨셉으로 한 그룹을 기획한다며 지망

생을 모집하는 사무소가 있기도 하고 멘헤라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연, 

88) 지하 아이돌 콘카페 컨셉 주점의 문화에 해 다루는 인터넷 매체이다 , , .
89) 의 약어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마음에  (mental health) , メンタルヘルス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컨셉을 가리키는 슬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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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지하 아이돌들도 있을 정도다 주로 . 괴기스럽거나 폭력적인 또는 , 

슬프고 유약한 언행이 드러나는 비주얼과 노래를 통해 드러나며 온라인을 , 

통해선 그러한 분위기가 짙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거나 정신병 자기 비하, , 

죽음 외로움 자해 약물 등에 해 글을 쓰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 , . 

사례 지하 아이돌의 트윗) 90)과 팬들의 멘션

공황 발작 불안 장애 원인불명으로 뒤죽박죽되는 경험을 겪고 있어, , . 

요즘 약을 처방 받으며 활동하고 있고ㅠㅠ 중략 아이돌 활동을 하면( ) 

서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고, 

넷상으로라도 그 애가 우울할 때 곁에 있고 싶어 병이나 약에 한 . 

말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도 다른 아이돌을 보

고 도움을 받아서 아이돌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구할 

차례야 이런 증상이 있는 것도 내가 상처를 입은 것도 구원 받을 . , ,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거라고 생각해.

- 씨 덕분에 지금 되게 용기가 생겼어요 불안은 끝이 없지만 어OO ! , 

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 날 구해줘서 고마워요 씨 덕분에 부엌칼로 제 팔 목에 찌르는 . OO , 

일은 없어졌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런 상냥함이나 강함이 의 매력이지 네 바스트보다도 너라는 OO .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깊이가 가장 큰 매력인 거야.

- 너 음침한 캐릭터91)인거구나 좋아 좋아? ~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형편 콤플렉  , 

스 질환 장애 등을 털어놓는 지하 아이돌들은 오타쿠들로 하여금 자신을 , , 

미숙하고 친근하고 유약하고 그렇기에 쉽게 다가설 수 있거나 공감과 교, , , , 

감을 할 수 있는 상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이는 지하 아이돌을 오타쿠들. 

과 비슷한 점이 많고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 같은 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만큼 모자라고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타인 즉 팬들로부터의 애정 관심, , , 

보살핌 헌신 사랑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로도 만든다, , .

이러한 재현은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이루어지며 상호보완

적 순환적으로 작동한다 오프라인에서 지하 아이돌들의 홍보 활동이나 공, . 

90) 눈과 입이 몰린 채로 몸이 굳어 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 
91) 분위기나 성격이 어두운 사람 또는 그러한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 . .陰キャ



- 81 -

연을 본 오타쿠들이 트위터나 쇼룸으로 유입되거나 트위터나 쇼룸을 통해 , 

지하 아이돌을 알게 된 오타쿠들이 오프라인 겐바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특전회에 가는 식이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든 지하 아이. , 

돌의 오타쿠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이들의 음악, 

무 를 비롯한 다양한 재현과 컨텐츠를 소비하며 팬 활동을 이어간다. 

소결론3. 

한국의 중소 아이돌과 일본의 지하 아이돌은 형 기획사의 인기 아이돌  

이나 메이저 아이돌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팬덤이 작기 때문에 성장 서사

가 강조되고 팬들에게 친 한 모습으로 재현이 되며 실제로도 접근성이 , , 

좋은 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완벽함을. ,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성장해나아가는 모습을 중요시 한다는 특수성이 있

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기획사 및 사무소에 의해 아이돌이 운영이 되는 방식이다 한국  . 

의 중소 기획사는 멤버를 뽑을 때 실력을 중요시하고 데뷔 전과 컴백 전 ,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습생 시기와 공백기를 갖게 한다. 

반면 일본의 지하 아이돌 사무소는 가창력이나 춤 실력보다는 매력이나 성

격을 기준으로 멤버를 뽑는 경향이 있고 짧은 준비 기간을 가진 뒤 미완, 

성의 상태에서 데뷔를 시킨 다음 공백기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한다.

둘째는 오프라인 이벤트나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아이돌이 재현되는   

방식이다 한국의 중소 아이돌은 완벽한 아이돌스러움이 해쳐지지 않고 팬. 

과의 구분 또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선에서 친근하게 재현이 되는 반면, 

일본의 지하 아이돌은 모자람 유약함 절박함이 강조되며 실제 지인같은 , , 

가까운 거리감의 존재로 재현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제 절 한국 삼촌팬과 일본 오타쿠의 비교2 

한국의 중소 아이돌과 일본의 지하 아이돌이 운영 및 재현되는 방식은   

양국의 팬들이 아이돌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삼촌팬들과 오타쿠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중30·40

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의 팬 활동을 하는 지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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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촌팬의 팬 활동 및 소비 방식1. 

앞서 다룬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성으로는 실력이 중요시되고 완벽함을   

강조한다는 점이 있었고 중소 아이돌의 경우 성장 서사가 강조되며 친근, , 

한 상으로 재현이 되고 실제로도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있었다 이 둘을 , . 

종합하면 한국의 중소 아이돌은 완성형에 가깝게 데뷔를 하지만 중소 기획

사 출신이라는 특성상 성장 서사가 강조되고 친근한 상으로 재현이 되, 

고 접근성이 좋지만 그 정도가 아이돌의 완벽함을 해치치 않는 선에서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중소 아이돌의 삼촌팬들이 팬 활동을 하거나 . 

중소 아이돌을 소비하는 방식 또한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특징은 중소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스스로를 동일시하거나 성  , 

장 과정을 함께 해 나아간다는 데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남성 팬들을 만

들어낸다 이들은 중소 아이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해 .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동기 부여를 얻거나 자신이 , 

좋아하는 중소 아이돌이 좀처럼 성과를 얻지 못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

며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싶어한다 중소 아. 

이돌을 처음 좋아하게 되었던 계기나 팬 활동을 해왔던 순간들을 떠올리

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이돌과 함께 해쳐 나가는듯한 각별한 애틋함, 

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체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한 충, 

성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이들 또한 공통적으로 중. 

소 아이돌이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에서 데뷔를 위해 경쟁하는 중소 아이돌 연습생의 리얼리TV

티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새벽까지 연습하는 살짜리 여자애. 18

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훨씬 어린 애도 목표를 위해 저렇게 열심, ‘
히 노력하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힘내자 이런 생각을 했던 . ’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 D).

중소돌을 덕질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안 유명한 애, 

들을 내가 한번 응원해보자 얘네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 

하고 잘 되는 것도 한 번 보고 싶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 

같은 형 기획사에서 나오면 조금은 뻔하게 성공 길을 걷잖아요3 . 

중소돌은 그런 게 아니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제 최애. 92)도 진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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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하는데 그런 애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자존감을 잃어가는 걸 보, 

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아 얘는 꼭 잘 됐음 좋겠다. ‘ , . 

내가 팬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애의 성’
공을 빌면서 같이 노력했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F).

중소 아이돌의 남성 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반응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중소 아이돌들이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 

성상 완성형에 가깝게 데뷔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형 기획사의 아이돌과 , 

비교하면 성장형 아이돌의 면모 또한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 

특성은 이들에게 팬 활동과 몰입을 각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

중소그룹 여돌 빠는 이유“ ” 
한국 돌은 보통 완벽하게 완성시킨 후에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런 

완성도 는 형이 확실히 너무 강함 중략 중소그룹 돌을 빨다보면 ? ( ) 

운영도 미숙하고 멤버들도 미숙하고 그런게 보이기도 하고 자본 력?

이 다르다 보니까 무 나 컨텐츠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짐 그러면. 

서 감정이입도가 상 적으로 좀 다른 느낌을 받음 

댓글 중소는 성장형 아이돌 보는 맛이지1) 

댓글 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빨아재낀 아이돌이 이었음2) ○○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11 26

 

중소 아이돌이 친근함이 강조되고 접근성이 높은 상으로 재현된다는   

특성은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여기는 남성팬들을 만들어낸

다 과거에는 우상화의 상이었던 아이돌들이 현재에는 팬이 직접. 선택하 

고 양육하는 내 새끼 가 됨에 따라 김수경 정민우 이나영‘ ’ ( , 2017; , 2009; 

한겨례 팬들은 아이돌의 일상을 관찰하고 댓글을 달고 채팅 기능, 2017) , , 

을 통해 아이돌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오프라인 팬 사인회 등을 통해 , 

아이돌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지현 노혜경( · , 

아이돌과 자유롭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된 팬들은 유사 연애적 감정2019). 

으로 아이돌을 하며, 실제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과 유사

한 방식으로 아이돌에게 친 감과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 전주언( , 2017).

92) 최고로 애정하는 의 줄임말로 이 맥락에서는 인터뷰이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 ‘ ’ , 
는 아이돌 그룹 안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가리키기 위해 쓴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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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팬 사인회에서 중소 아이돌과 자주 만나며 화를 주고받고 손  , 

깍지나 하이파이브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즐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사 아이컨택을 해주거나 다정하게 응 를 해주는 ,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낀다 유사 연애를 주 목적으로 중소 아이돌의 팬 . 

활동을 하는 남성 팬들은 온라인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아이, 

돌들이 친근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을 보며 이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 

성 아이돌들이 사복을 입고 수수한 분위기로 찍은 셀카를 올리거나 안부, 

를 물으며 팬들을 챙겨주는 글을 쓰거나 브이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등을 , , 

통해 숙소 식당과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한 표정, 

을 짓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성 팬들은 그를 공유하, 

며 유사 연애 조지고 싶네 이상형과 썸 타는 기분 유학 가있는 여자 ‘ ,’ ‘ ,’ ‘
친구랑 연락하는 느낌 과 같은 감상을 덧붙여가며 소비하는 양상을 보였다’ .

물론 유사 연애는 형 기획사 소속의 인기 아이돌을 상 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처럼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 

는 모습을 상 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 아이돌의 팬들은 유. 

사 연애의 몰입도가 상 적으로 높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 매체를 , 

통해 재현되는 중소 아이돌의 모습을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

로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팬싸컷이 낮기에 적은 돈. 

을 들이고도 만날 수 있고 팬덤의 크기가 작기에 아이돌에게 자신의 존재, 

를 인지시키기도 수월하며 그렇기에 좀 더 친 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이용하여 중소 아이돌의 팬 사인회만 돌아다니며 . 

가벼운 유사 연애를 즐기는 남성 팬들도 많았으며 팬싸의 컷이 낮은 중소 , 

아이돌일수록 이러한 팬들의 비율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다 중소 기획. 

사의 관계자들이나 중소 아이돌의 팬들은 이러한 남성 팬들을 깍지충‘ 93),’ 
한장충‘ 94) 가성비충,’ ‘ 95) 과 같은 말로 불렀다’ . 

그런 팬들은 아이돌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 

행사를 더 자주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쁘고 어린 여자 애들이 . 

93) 여성 아이돌과 손깍지를 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
94) 아이돌의 앨범을 한 장만 사는 사람들 또는 한 장만 사도 당첨이 되는 팬 사 
인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자의 경우 갓장충 이라고도 한다. ‘ ’ .
95) 가성비를 따지며 팬 활동을 하는 이들을 비꼬는 멸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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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만 쓰면 웃으면서 반겨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1-2

고 자꾸 만나다보면 실제 지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드니까 꿀 빠는 , 

기분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충성도가 낮아서 부분은 팬싸컷이 오. , 

르면 더 예쁘고 어린 그룹으로 금방 갈아타요 심층면접 참여자 ( A).

 팬분들은 팬싸컷이 장만 넘어도 훅 빠져요 애들이 잘 되길 3,40 2 . 

응원하며 몰입하는 팬이라면 팬싸컷이 좀 늘어도 계속 찾아오지 않

을까요 그런 분들은 예쁘고 어린 여자 애들이 다정하게 아이컨택 ? 

해주고 화해주는 게 좋아서 오는 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 돼요 찐. 

팬96)들끼리도 그걸 알아서 그런 분들껜 애들 예쁘고 응 도 좋으니‘
까 한번 찾아와 달라 며 영업을 하곤 했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 E).

중소돌 팬싸 가면 유사 연애하러 오는 분들 많아요 여돌이랑 직접 . 

소통할 때의 감정적인 부분에 몰입하는 느낌이죠 누구랑 화가 잘 . 

통하는 것 같다 날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웃어줬다 이런 얘길 계, , 

속 하는데 눈에 하트가 달려있더라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D).

유사 연애를 목적으로 중소 아이돌을 소비하는 남성 팬들이 팬싸컷이 낮  

은 그룹들을 공략하듯 돌아다닌다는 것은 역으로 팬싸컷이 낮은 중소 아, 

이돌의 팬덤일수록 유사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팬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다루었던 한 그룹의 성장 과정에 몰입하며 충실한 서포터 . , 

역할을 오랫동안 자처하는 남성 팬들은 전체 비율에서 소수를 차지했다.

팬싸에 명 쯤 온다 치면 찐팬들은 명도 안 돼요 그런 팬들은 제70 10 . 

가 얼굴이랑 이름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적고 그마저도 일부는 여, 

자 애들이에요 저희 팬덤도 그렇고 중소돌판은 부분은 유사 연애를 . 

하러 돌아다니는 남성 팬들이 많아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전 정말 찐팬이라서 사진 찍고 팬페이지 관리하고 조공이며 서폿이며 , 

혼자 다 하느라 시간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중소돌 판에는 저 같은 , .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힘들었죠 체감 상으로는 찐팬  아이돌이랑 . 

친목 쌓거나 유사 연애하러 다니는 잡덕들 비율이 정도에요 덕2:8 . 

96) 진짜 팬 진정성 있고 충실한 팬을 의미한다 주로 번 유형에 해당한다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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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하면서 만난 부분의 남성 팬들은 절 보고 한심하다면서 폄하하듯

이 얘기했었죠 중소돌은 가성비가 좋은 맛에 쫓아다니는 건데 뭐하러 . 

그렇게 돈을 쓰고 몰입하냐면서 말이에요 심층면접 참여자 ( F).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유사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남성 팬들의 심리는   

팬싸컷이 낮은 중소 아이돌만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자, 

신이 유사 연애를 하는 그룹의 팬싸컷이 오르지 못 하도록 폐쇄적으로 팬

덤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좋. 

아하는 아이돌을 외적으로 홍보하거나 다른 팬들을 팬덤 안으로 데려오

려는 영업 활동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중소 아이돌의 팬‘ ’ , 

덤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새로 유입된 팬들을 배척하는 양상을 보였다.

데뷔 때부터 꾸준히 찾아오던  남성 팬들이 있는데 자기들30 , 40

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새로 오는 팬들을 경계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 . 

온 남성 팬이 좀 어리고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면 불러 세워놓고 어

느 팬덤에 있다가 왔냐 누가 최애냐 하면서 물어보고 자기랑 겹치면 , , 

싫어하면서 배척하더라고요 놓고 오프 불링을 하는 셈인데 누가 다. 

시 오고 싶겠어요 전 그게 독점욕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해? 

석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우리만 보고 싶다는 느낌으로 소유하고 . , 

싶어서 그러는 거죠 회사에선 그런 팬들 때문에 팬덤이 커지지 않는. 

다고 봐서 그 사람들이 탈빠97)하길 바랐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남성 팬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자주 모니터링하는데 거기 고인물 팬덤‘
이라 팬질하기 어렵다 아저씨들이 텃세 부려서 관뒀다 는 글들이 많,’ ‘ ’
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희 팬덤에는  남성 팬들이 많은데. 30 , 40 , 

이 사람들은 영업도 하나도 안 하고 애들이 유명해지지 않길 바라는 , 

느낌이었어요 팬싸컷이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써야하고 경쟁자도 늘. 

어나니까 더 이상 꿀을 빨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래 팬들 여. , 

성팬들 외국인 팬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컨셉을 좀 바꿔야하나 새 , , 

멤버를 영입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 A). 

실제로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좋아하지 마라 나만   ‘OO , 

97) 팬 활동을 그만 두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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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할 거니까 라는 농담반 진담반 식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었고 중소 아이돌들을 두루 좋아하는 남성들의 트위터 타임라인을 살펴보, 

아도 적극적으로 차 창작물을 생성하거나 구체적인 감상을 적거나 팬덤 2 , , 

바깥의 사람들을 상 로 영업을 하는 이들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남성 아이돌의 여성 팬들이나 인기 아이돌의 팬들은 컨텐츠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컨을 주기적으로 올린다치면. , 

무슨 요일 몇 시는 자컨 올라오는 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 !’ 
주 자컨에 한 감상을 적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영상을 짜깁기해서 , 

입덕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캡쳐나 움짤 같은 것들로 앓이를 하고 여, 

기저기 퍼나르면서 영업을 해요 근데 중소돌의 남성팬들은 새 떡밥을 . 

회사에서 만들어줘도 별 반응이 없고 수동적으로 덕질을 한다는 느낌

이 강해요 트위터면 해당 공지를 리트윗하는 선에서 그치고 남초 사. , 

이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글로만 떠드는 정도에요 심층면접 참여자 ( C).

하지만 심층면접에 참여한 남성 팬들은 중소 아이돌 판 자체가 작기 때  

문에 팬들이 영업을 해봐야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 아. 

이돌들이 성공은 결국 기획사와 아이돌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남성 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소 기획사의 . 

상호나 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운영 방식을 비판하거나 아이돌의 컨셉, 

노래 안무 의상 외모 남성 팬을 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잦은 , , , , 

빈도로 올라온다 다수는 건전한 비판이나 사견에 머무르는 수준이었지. 

만 인신공격 성희롱 명예 훼손으로 간주될만한 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 , , . 

성향이 과열되면 중소 기획사나 중소 아이돌을 상 로 갑질을 하는 남성 

팬들이 생기기도 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한국 아이돌의 특성 상 결함이 .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지적의 상이 되기 쉽고 온오프라인에서 친근하고 , 

접근성이 높은 상으로 재현되는 중소 아이돌의 특성 상 온오프라인에서 

무례하게 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 기획사 아이돌과 팬 . , 

사이에 생기는 권력의 차이 및 연상의 남성 팬과 연하의 여성 아이돌 사이

에서 생기는 연령 성별의 위계 차이가 더해진다 팬덤이 작을수록 팬에 , . 

한 의존도가 높아져 단호히 쳐내기가 어렵다는 점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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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약한 여돌 팬싸가면 진짜 미친놈들 많음“ ”
팬싸 장으로 걸리는 여돌은 진짜 극한직업인게 걍 심심풀이용으로 1~2

오는 어그로들도 다 붙음 자기가 팬싸 갈때마다 했던말 기억해라고 하

면서 다음 팬싸가서 저번에 무슨말했는지 기억못하면 쿠사리 주는 개

넘도 있음 ㅋㅋㅋㅋ 팬덤이 약하면 저런애들 쫒아내지도 못함 후략( )

- 엠넷 마이너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18 11 3

이처럼 중소 기획사의 관계자들은 얼마 없는 남성 팬들을 잘 우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무례한 언행 부당한 요구 성희롱 등에 강경히 응해야 한, , 

다는 생각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남성 팬들이 위계를 이. 

용한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기

획사와 아이돌로 하여금 적절한 처를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최애한테 비싼 선물을 주고는 얘와 더 만나게 해달라며 항의하는 팬들

이 있어요 사실 선물은 아이돌 개인의 소유물이 될 뿐인데 작은 회사. 

에 큰 투자를 한마냥 사적인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또 팬싸에서는 점. 

잖게 구는 팬들도 인터넷에선 성희롱을 그렇게들 해요 팬덤이 작아서 . 

아이디 말투만 봐도 누가 누군지 뻔히 보이고 애들이 서치하다가 그런 , 

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 팬들을 다음에 만나면 모르는 척 하고 친절. 

하게 해줘야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죠 심층면접 참여자 ( A).

중소돌의 팬들은 중소돌을 아이돌 우상이라기보단 아는 연예인 친구쯤, 

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번은 해외 스케줄을 갔다왔는데 남성 팬이 . 

다가와선 툭툭 때리며 야야 내 선물 사왔냐 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 , ?” . 

사람들도 멤버들도 그 팬을 싫어했지만 싫은 티를 내거나 제재를 가하

진 못 했어요 그나마 열심히 쫓아다니며 응원하던 팬이었고 다른 덕. , 

메들을 데려와서 자리를 채워주기도 했거든요 심층면접 참여자 ( B).

사진 찍겠다고 무리하게 들이 거나 유사 연애에 과몰입 하면서 애들

을 힘들게 하는 남성 팬들이 있는데 아이돌이 팬한테 싫은 티를 낼 순 , 

없으니까 저희에게 슬쩍 눈치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제지하면 빠혐. 98)

이 심한 회사라 팬질 못 하겠다며 또 난리가 나죠 심층면접 참여자 ( C).

98) 빠순이 빠돌이 혐오의 줄임말 팬들에게 제약을 많이 걸고 팬들을 엄하게  , . , 
하는 회사들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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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또한 작은 팬덤 안에서 가까운 거리감으로 중소 아이돌을 만나는   

것이 보상 심리에 한 욕구 무례한 언행 등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

얘네가 탑급 가수인 것도 아니고 팬덤도 작은데다가 저는 오래 쫓아, , 

다닌 코어팬이니까 멤버들이 항상 절 알아보면서 먼저 인사해줬고 고

맙다고 얘기해줬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예의상으로 고맙다고 하는 말로는 만족이 안 돼서 힘들었던 시기

도 있었어요 내가 얘네한테 이렇게 빠져서 사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 ‘ ,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자만했던 거죠 심층면접 참여자 ?’ ( E).

코어팬이 워낙 없어서 공방99)에 명도 안 올 때도 있다보니 나중엔 10

엄청 친해져서 애들이 먼저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 

얘네를 사적으로 잘 안다는 기분이 드니까 선을 넘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은 미팬을 기다리다가 어떤 멤버 뒷담화를 좀 심하게 했는데 뒤에 

창문이 열린 채로 차가 와있었더라고요 아마 안에서 다 들었을 거에. 

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죠 다 어린 애들인데 심층면접 참여자 . . ( G).

마지막으로는 여성 중소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화하는 남성 팬들이 있  

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여성 아이돌의 전체적인 몸선이나 특정 신체 부. 

위에 집중하여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남팬들은 오프에서도 티가 나요 직찍이나 직캠도 여팬들이나 . 

점잖은 남팬들은 아이돌의 얼굴 위주로 가로 프레임으로 찍는데 걔, , 

넨 전신이 담기게 세로 프레임을 쓰거나 앞줄에 바짝 붙어 서서 아

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이는 구도로 찍거든요 심층면접 참여자 ( B).

본인을 성적 상화하는 사진 직캠이나 남팬들을 꺼려하는 티를 내는 , 

멤버가 있었는데 좀 변태 같은 남팬들은 그런 게 있어야 인기도 생긴, 

다 싫은 티를 내면 안 된다 더 뜰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망하겠다, , , 

라고 하더라고요 탈덕한 팬들도 꽤 있었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 E).

본격적인 차 자료의 생성과 공유 및 그를 상으로 한 성적 상화는   2

99) 공개 방송의 줄임말 해당 맥락에서는 음악 방송을 가리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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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다 중소 여성 아이돌의 남성 팬들이 . 

모인 커뮤니티의 경우 성적 상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시글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다.100) 이들은 여성 아이돌들이 몸선이 드러나거나 노출 

이 많은 옷을 입었을 때 춤을 추거나 움직이느라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 , 

또는 강조될 때 포즈나 움직임으로부터 성적인 은유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를 포착한 사진 움짤, 101) 영상들을 공유하고 소비하며 게시글 댓글 파일 , , , 

이름 등을 통해 성희롱을 이어갔다 여성 아이돌의 몸에 해 노골적으로 . 

묘사하거나 그를 향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를 성칭찬 이라고 ‘ ’
부르며 성희롱을 합리화하고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일도 흔했다 성희롱을 . 

자제할 것을 부탁하거나 성적 상화를 비판하는 글이 간혹 올라왔지만, 

그와 같은 게시글들은 오히려 성적 상화가 짙게 이뤄지는 사진이나 움짤

과 함께 게재되며 유저들로부터 더 많은 성희롱성 댓글이나 웃음을 유발시

키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실상 자정 작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최애 마음껏 성희롱 하고 싶다“ ”
사랑해주는 하나의 방법인데 왜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네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6 1

여돌 성희롱은 죄가 아니다“ ” 
여돌들이 우릴 리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X

렸으면 렸다고 말해줘야지X X

그걸 보고 아 시 존 내 미동도 안 함X X XX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실례가 되지 않겠냐 중략?( )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10 8

성희롱 또 이상한 단어 지어내네“ ? ”
성칭찬이면 성칭찬이지 성희롱은 또 뭔데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12 2

요컨  한국 중소 아이돌의 삼촌 팬덤은 성장 서사에 이입하는 팬 아이  , 

100) 인기 여성 아이돌의 경우 유사 연애나 성적 상화가 담긴 게시글들을 비롯 
하여 음원 및 앨범 성적 춤과 노래 실력 사생활 등에 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 . 
101) 파일 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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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친한 지인이나 유사연애 상으로 여기는 팬 성적 상화를 하는 팬, 

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 부류가 명확히 분리되기도 하고 혼재되어 나타나. 

기도 하지만 첫 번째 부류는 찐팬 순덕, , 102)이라 불리며 한 그룹을 충성도 

높게 좋아하는 서포터의 기질이 강한 경우가 많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 , 

류는 잡덕이라 불리며 여러 그룹을 얕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 

자보다 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만 유사연애나 성적 , 

상화를 즐긴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는 이들을 오프라인이나 공개적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찾아보기란 어려웠다 이러한 남성 팬들은 비슷한 연령 나 성. 

향의 남성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에 결집하며 다른 성향의 팬들을 배척함

과 동시에 다른 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삼촌팬들의 활동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가 있다 첫 번째는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백기 제도. 

다 특히 중소 기획사들은 형 기획사들에 비해 회사 사정이 불안정해 공. 

백기가 길고 다음 활동에 한 공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멤버 변동이 예고 없이 생기기도 하며 공백기를 버티게 해줄만한 자체 컨, 

텐츠도 부실한 편이다 이러한 환경은 충실한 팬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 

거나 다른 그룹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여러 그룹을 가볍게 소, 

비하며 유사 연애와 성적 상화를 즐기는 팬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공백기가 길어지면 마음이 허해져서 한 눈 팔기가 쉬워져요 그럴 때 . 

타 그룹 팬싸에 갔는데 그쪽에서 응 를 더 잘 해주면 갈아타게 되는 

거죠 중소돌판은 찐팬들이 생기기도 어렵고 생기더라도 지쳐나가 떨. , 

어지게 되는 구조에요 찐팬은 돈 감정 소모가 너무 큰데 한장충이 . , 

되거나 온라인에서 가볍게 소비하면 편하거든요 심층면접 참여자 ( F).

두 번째로는 중소 아이돌의 중의적인 재현 방식에서 비롯된다 중소 아  . 

이돌이 친근하고 접근성이 좋은 상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이돌스러움이 

해쳐지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한 표적인 전략이 팬이 아, 

이돌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직접적인 스킨십을 금지시킴으, 

로써 둘 사이의 적정 거리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팬들은 . 

아이돌을 직접 만날 순 있지만 돈을 더 쓴다고 하여 아이돌과 더 긴 시간, 

102) 순 과 덕후의 합성어로 하나의 그룹을 충실하게 좋아하는 팬을 뜻한다 ( ) , .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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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낼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또한 팬 사인회는 테이블 너머에 있는 아. 

이돌과의 손깍지나 하이터치는 허용하지만103) 포옹이나 어깨 동무같은 , 

착된 스킨십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개적인 곳에서 아이돌에게 바짝 붙어 . 

스킨십을 하는 팬들을 붙수니 라 부르며 배척할 만큼 한국의 아이돌 팬덤‘ ’
에선 아이돌과 팬의 착된 스킨십을 지양하는 풍조가 있다 따라서 팬이 . 

원하는 로 아이돌과의 시간이나 신체 접촉을 살 수 있게 되면 아이돌의 

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기획사와 아이돌들이 팬과의 데이트와 같‘ ’ . 

은 특전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지양하는 것도 팬들이 그러한 운영 방식을 , 

일본 지하돌 같다 며 달갑지 않게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돈을 많이 쓸수‘ ’ . 

록 아이돌과 가까워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삼촌팬들은 한 팀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굳이 없고 스킨십에 제한이 있으니 오프라인에서 아이돌을 상, 

로 유사 연애나 성적 상화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와 아이돌 팬덤 내에서 삼촌팬들이 지니는 위치  

성이다 한국 아이돌 문화의 주 소비층이 와 여성이라는 인식이 크기 . 10

때문에 삼촌팬들은 아이돌 문화 전반에서나 여성 중소 아이돌의 팬덤 안에

서 주류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에서 자신이 삼촌팬임을 숨기는 경. 

향이 있고 팬덤 내에서도 여성 아이돌을 향한 유사 연애적 성적 욕망을 , ,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연령 가 낮은 . 

남성팬이나 여성팬의 비율이 높은 팬덤일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진다.

덕밍아웃은 되도록 안하는게 좋음“ ”
같은팀에 있는 형 중략 어린여자애 따라다니는 변태라고 뒷다마 오( ) 

지게 털림 중략 개웃긴게 그걸 까는 주동자중 하나가  아줌마 ( ) 40

ㅇㅅ104)팬인데 월차쓰고 오프가고 일콘105)까지 갔다올정도로 덕질하

는 사람임ㅋㅋㅋ 여자에게 돌질106)은 그냥 평범한 취미지만 남자가하

면 그냥 변태됨 타 취미커뮤에서 아재들 유부남들 몰래 숨어서 아이

돌 빤다는게 무슨 의민지 그거보고 깨달음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4 27

103) 이 마저도 최근에는 허용하지 않는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다 .
104)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 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O) .
105) 일본 콘서트의 줄임말 .
106) 아이돌 덕질 의 줄임말로 아이돌의 팬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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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남성 집단 내부의 문제도 큰듯해 사실 걸그룹을 좋아하는 건. , 

그니까 그냥 누구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팬질을 하는 건 젊은 ! 

남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무시 받고 놀림감이 되는 행동이거든 트와. 

이스 아이즈원급이어도 그런데 중소는 오죽하겠어 그래서 소신을 드, . 

러내도 무시 받지 않을 정도로 남성 집단 내부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부분의 남팬들은 결국 주변화 될 수밖에 없는듯해 아이, . 

돌 관련 일을 하는 남자들끼리도 덕밍아웃을 잘 안 하는 판에 나 중, ‘
소여돌을 좋아해요 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나이 많!’
은 남성이 얼마나 될까 방송 아이돌 팬인  후반의 남성?( PD, 20 ).

아재 팬들은 유사 연애 성희롱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취급이 영 안 , 

좋아요 오프에 가면 어린 팬들 여자 팬들로부터 저 사람도 혹시 같. , ‘ ?’
이 의심하는 시선을 받는 게 느껴져요 아이돌들도 아재팬들보다 여자 . 

팬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D).

현장에 가면 특정 구도로 사진이나 직캠을 찍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한데 멤버들이 그런 걸 싫어할 거라는 걸 아니까 여자 팬들이나 그런 , 

성향이 덜한 남자 팬들이 저런 거 왜 찍냐 저딴 걸 누가 보냐 하면, , 

서 놓고 눈치를 주고 뭐라고 해요 심층면접 참여자 ( E).

이처럼 삼촌팬들의 활동 방식은 한국 아이돌 문화의 특수성 중소 아이  , 

돌의 운영과 재현 방식 및 한국 사회와 아이돌 팬덤 안에서의 위치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일본 남성 오타쿠의 팬 활동 및 소비 방식은 어떠한 .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일본 오타쿠들의 팬 활동 및 소비 방식2. 

노래와 춤이 미숙함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지하 아이돌과 그를 응원  

하는 오타쿠 사이의 생생한 현장감과 유 감은 지하 아이돌 문화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다. 메이저 아이돌보다 더 친근한 상으로 재현이 되고 실제

로도 접근성이 좋으며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 

오타쿠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자람 유약함 절, , 

박함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특징 또한 있었다 일본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 

들이 팬 활동을 하는 방식 또한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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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성장이 강조되는 지하 아이돌의 재현에서 비롯되는 방식으로  , 

지하 아이돌의 성장에 스스로를 동일시하거나 그 과정을 함께 해 나아간, 

다는 데에 이입하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지하 아이돌들이 목표를 이루기 .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일상에서 동기 부여를 얻기

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지하 아이돌이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충실, 

한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싶어한다 지하 아이돌들이 성장을 이뤄낼 때면 . 

처음 좋아하게 되었던 계기나 팬 활동을 해왔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각별한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지하 아이돌의 성장이 아이돌 개인 또는 

팀으로서의 전반적인 성장만이 아닌 사무소 아이돌 오타쿠들 사이의 지, , , 

속적이고 친 한 상호작용을 통한 동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례 팀 ) 3′ 멤버의 트윗과 팬들의 멘션 

메이저 데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들어주는 아이돌이 되고 , 

싶어서 전력질주 하고 있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엔 지금부터 응. 

원해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

- 함께 달리고 싶어~!

- 메이저 데뷔는 기필코 가능해 믿으면서 함께 갈게! !

지하돌과 오타쿠는 포지션이 다른 밴드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은 . 

오시가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고 지하돌은 좀 더 유명해지고 , 

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죠 제 오시는 데리고 갈. “
게 란 말을 자주 했어요 유명해지면 음향 시설 좋고 규모도 큰 곳에” . 

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럼 데뷔 초부터 응원해준 팬들을 더 좋은 ,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게 되니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반면 지하돌이 단순히 자신만의 출세나 인정 욕구 충족을 위해 유명

해지고 싶다느니 성장하고 싶다느니 하는 게 티가 난다면 오타쿠들로, 

부터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D ).′

사무소는 아이돌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어주는 게 눈에 보여

야 하고 아이돌도 진심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노력하는 게 느껴져야 , 

하고 팬들은 사무소와 아이돌을 위해 제자리에서 최 한 서포트를 , 

해줘야 해요 셋이 속도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 . 

긋나면 팬 활동을 잘 하기가 힘들어져요 심층면접 참여자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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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년이 후딱 지났네 그 동안 팀도 오시) 1 . , 107)도 고맙게도 나 자, 

신도 성장해왔어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매우 중요. 

해 날 성장시켜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  중반 오타쿠의 트윗. (40 ). 

이처럼 지하돌 문화에는 아이돌과 오타쿠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강조  

하며 몰입도를 높이는 분위기가 있다 팬싸컷이 올라가면 이탈하는 경향이 . 

있는 한국의 삼촌팬들과 달리 일본의 오타쿠들은 체로 충성도가 강해서 

좀처럼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데뷔 후 공백기 없이 . 

활동을 하다가 마땅한 성과가 없으면 해산되는 지하 아이돌의 운영 방식과

도 관계가 있다 언제 해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타쿠들로 하여금 최. 

한 많은 애정과 돈을 쏟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타쿠들의 헌신은 실제로. 

도 그룹의 활동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무소 지하 아이, 

돌 오타쿠는 감정적 연 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공생 관계에 놓이게 된다, .

오시가 유명해져서 잘 못 보게 되면 아쉽긴 하겠지만 전 얘를 오래 , 

보고 싶어요 아이돌 활동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것보단 저랑 좀 멀어. 

지더라도 잘 팔리는 아이가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볼 수 있을 . 

때 최 한 많이 보고 화하려고 하는 거에요 심층면접 참여자 ( E ). ′  

두 번째로는 친근함이 강조되고 접근성이 높은 상으로 재현된다는 특  

성에서 비롯되는 방식으로 지하 아이돌을 실제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 

로 하는 부류가 있다 비슷한 남성 팬들은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의 지하 . , 

아이돌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존재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몰, 

입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지하 아이돌의 활동 여부나 수명은 절 적으로 . 

오타쿠들에게 달려있고 다수의 지하 아이돌들은 팬덤이 작기 때문에 오, 

타쿠 한명 한명에 한 의존성이 크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지하 아이돌을 . 

애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상화시키고 오타쿠들로 하여금 지하 아이돌, 

을 상 로 우정 사랑같은 관계를 경험하게 한다, (Karlin·Galbrith, 2020).

오프라인의 경우 오타쿠들은 라이브와 특전회를 통해 지하 아이돌과 만  , 

나는데 부분의 지하 아이돌들은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언제, 

107) 어주는 멤버 를 뜻하는 오시멘 을 줄여쓴 오 ( ) ( ) ( ) (推 推 推す メンバ しメン し
시 한국 아이돌 문화의 최애 와 비슷한 개념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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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만나러 갈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또한 라이브 하우스 내에서는 . 

무 와 객석의 단차가 작고 관객도 적기 때문에108) 지하 아이돌과 오타쿠 

는 공연 내내 근거리에서 얼굴을 보며 아이컨택 하이파이브 손 인사를 하, , 

거나 손가락으로 서로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교감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타쿠들은 제자리에서 뛰어오르는 마사이(Karlin·Galbrith, 2020). (マサ

)イ 109) 기마 자세로 올라서서 무  위 아이돌과 마주하는 리프트, ( ), リフト

춤을 따라 추는 후리코피( )振りコピ 110) 응원 구호를 외치는 코루, ( ), コ ルー
믹스( )ミックス 111)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오시에게 어필하 

며 응원을 이어가기도 한다 이처럼 라이브 하우스 안의 지하 아이돌과 오. 

타쿠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는 공적이면서

도 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공유되고 있고 짜여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면, , 

면 의사소통이 이뤄진다(Sakakura, 2014). 

라이브에선 확실히 쌍방향으로 직접적인 반응이 오가는 것 같아 평소. 

엔 무  앞쪽에서 후리코피도 하고 믹스도 외치는데 어느 날은 뒤쪽, 

에 서서 가만히 보기만 했거든 그래도 오시는 날 아니까 날 보면서 . , 

뒤쪽으로 손 키스를 날리는 모션을 취해줬어 심층면접 참여자 ( F ). ′

특히 일본의 특전회는 한국의 팬 사인회와 달리 돈을 쓰는 만큼 아이돌  

과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되어있다 티켓을 장 구입하면 분 간 화. 10 10

할 수 있고 금액을 추가하면 함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식이다 오타, . 

쿠들은 이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하 아이돌과 시간을 보내며 실

제 친구나 연애 상과 그러하듯 얼굴을 익히고 나름의 추억을 쌓는다 어. 

떤 방식으로 체키나 동영상을 찍을지에 한 권한이 보통 오타쿠에게 있기 

때문에 많은 오타쿠들은 지하 아이돌에게 친구나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 

포즈나 스킨십을 요구하며 유사연애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108) 보통 적게는 명 내외 많으면 여명 정도가 모인다 20 , 200 .
109) 마사이족처럼 제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뛰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보통 자신 . 
의 존재를 인지시키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가 노래를 부를 때 시행한다.
110) 아이돌의 안무 를 따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 ( , copy) .振 付り け コピ
111) 전주 간주 구간 등에서 박자에 맞춰 다 함께 외치는 응원 구호를 가리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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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라이브 도중 리프트 를 하며 아이돌과 교감하는 오타쿠들< 17> ( )リフト 112)

그림 특전회에서의 체키 촬영을 통한 유사연애적 스킨십의 예시< 18> 113)

이는 트위터나 쇼룸 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많은 오타쿠들은 미숙함 유약함을 드러내거나 정신적으로 병. , 

리적인 지하 아이돌들을 보며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소셜 미디어를 , 

통해 친 하게 소통을 하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오가며 계속해서 만나

다보면 지하 아이돌이 실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쇼룸을 보면 정신 장애가 있다거나 서툰 점을 털어놓는 지하돌들이 

많아요 가족 관계가 나쁘다거나 소통 장애가 있다는 얘길 들으면 저. 

도 가족과 사이가 나빠서 그런 공감이 됐죠 운동 신경이 없어서 댄스. 

가 서툴다는 하소연을 들으면 저도 운동을 못 해서 노력해본 적이 있

어서 교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 함께 노력하자 라는 식으로 서로를 . “ ! !” , 

응원하는 동료같이 느껴졌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D ).′

제가 학생일 때 좋아했던 아이돌은 일평생 멀찍이서 두 번밖에 못 봤

었는데 지하에 와보니 각종 팬 서비스와 이벤트가 훨씬 가까운 거리, 

감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체키 찍고 화하는 것도 충격이. 

었지만 아이돌이 팬의 를 지켜보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발언을 , SNS

112) 연구자가 이케부쿠로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직접 찍은 사진 .
113) 오타쿠와 서로 안은 채 체키를 찍고 좋아해 라는 문구를 써준 사례 ‘ ... ’ . ♥

. [@hamaruzata] (2020, March 26). は [Tweet]. 邪魔なんぴとたりとも はさせん… 
Retrieved from 
https://twitter.com/hamaruzatta/status/1243066701970681858?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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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도 전에는 없었던 문화니까요 확실히 그런 것들. 

이 팬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E ).′

컨디션이 나빠서 라이브에 못 갔던 날 다른 팬 분이 오시에게 가 , “F′
오늘 아파서 못 왔어 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 날 저녁 트위터에서 ” . 

오시에게 응원 멘션을 보냈는데 고마워 근데 아픈 건 괜찮아 가 “ . ? F′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라는 답장이 왔어요 심층면접 참여자 ” ( F ).′

특히 일본에는 가치코이 라는 문화가 존재한다 가치코이는 진지  ( ) . 恋ガチ

함 진심을 뜻하는 속어인 가치 와 사랑 연애를 뜻하는 코이 의 합, ( ) , ( )恋ガチ

성어로 아이돌을 진지하게 연애 상으로 여기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팬 , 

활동을 뜻한다 일부 오타쿠들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며 씁쓸. 

해했지만 체로는 가치코이를 하고 있음을 당당히 밝히며 팬 활동을 즐, 

겼다 겐바에 모인  오타쿠들에게 지하 아이돌을 왜 좋아하냐고 묻. 2, 30

자 모두가 지체 없이 절 적으로 가치코이 때문입니다 라고 외칠 정도였“ !”
다  오타쿠들은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여러 차례의 화를 통해 가. 40 , 

치코이를 하고 있거나 해봤던 적이 있었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돈을 내서 그런지 서로 비즈니스 관계라 그런지 가치코이에는 연애 관

계에서 발생하는 귀찮음 이 별로 없어요 연애의 맛있는 부분만 많이 ' ' . 

체험할 수 있달까 뒤탈도 없으니 편하고요 겐바에서 만난  남성? !( 20 )

일본 아이돌 문화의 뿌리는 역시 가치코이 같아요 제가 학생이었던 . 

년 는 아이돌 문화의 전성기였고 많은 남성들이 가치코이를 했어요80 . 

저도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만큼 키쿠치 모모코114)를 좋아

했지요 그 때 오타쿠였다가 돈 벌고 여유가 생기니 다시 아이돌을 소. 

비하고 싶어서 지하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E ). ′

이처럼 가치코이는 지하 아이돌 문화의 일부로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수  

용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오타쿠들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지하 . 

아이돌들에게 연인에게 할법한 말과 행동을 건네고 지하 아이돌들도 오타, 

쿠들의 가치코이를 자극하는 화를 이어가거나 게시글을 올리곤 한다.

114) 년  중반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여성 아이돌 가수 . 1980 .菊池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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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음엔 언제 만날까 세어보며 만날 수 없는 날에도 생각하고) , 

만나는 날엔 한껏 멋을 부리고 아침부터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

중략 난 정말로 팬들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팀 멤버의 트윗( ) ( 3 ).′ 

사례 남성 오타쿠와 팀 멤버의 트위터 화) 2′ 
바에 술 마시러 왔는데 네 생각뿐이야 어떡하지 정말 좋아해. ? .

- 정말 좋아해.

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여자친구 얘기하는데 난 할 얘기가 없네. .

- 내가 네 여자친구잖아.

난 아내가 있어서 라이브 특전회처럼 오시랑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만 , 

가치코이를 하려고 해 근데 오시에게 널 가치코이로 좋아한다고 얘기. 

한 뒤로 좀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시신 트, 

윗115)을 보면 가치코이를 또 하게 돼 한번은 오시가 책 읽어야 하는. ‘
데 시간 없어서 요즘 단편집을 읽고 있어 라고 썼더라고 단편집을 사’ . 

준 팬은 나뿐인데 나 보라고 쓴 거잖아 겐바에서 만난  오타쿠, !( 40 ).

이들은 적극적으로 지하 아이돌과의 친목과 유사 연애를 즐기면서도  , 30

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서포터의 측면에 맞

춘 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팬덤 밖에서 자신이 오타쿠임을 드러내지 않는 , 

경우도 있었다 고령의 오타쿠들은 지하 아이돌에게 과몰입을 하지 않게끔 . 

자제를 하거나 서로를 감시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역시 저도 라 밖에서 오타쿠라고 하기엔 좀 거부감이 있어요 사40 . 

회적인 체면도 있고 일반적으론 애 낳고 가정을 꾸릴 시기라 부끄러운 

마음에 가족이나 오타쿠가 아닌 지인에게 숨기기도 하죠 우리끼리도 . 

서로 닉네임으로 불러서 구체적인 신상은 몰라요 심층면접 참여자 ( G ).′

가 넘어가면 아이돌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세간의 시선을 의30

식하게 돼요 가치코이를 하던 사람들도 겉으로는 딸을 응원하는 부모. 

처럼 팬 활동 방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E ).′

115) 이라고만 쓰기도 한다 아이돌이 특정 팬만 알아들을 수  . . 私信 私信ツイ トー
있게 메시지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연애를 자극하는 수법 중 하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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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코이를 할 순 있어도 오시를 힘들게 하진 말자고 서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스토킹같은 건 범죄니까 당연히 안 되고 멘션을 너무 자주 . , 

보내면 부담일 수 있으니 자제하려고 노력하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H ). ′

한편 앞서 다룬 온라인상에서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심층면접 참여자들   , 

또한  이상의 남성들이 지하 아이돌의 팬 활동을 하는 방식이나 이들30

을 겨냥한 사무소들의 운영 방식이 일본의 유흥 문화나 화류계 산업으로부

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 또래는 젊은 오타쿠들보다 과거의 일본 유흥 문화나 세간의 시선에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게이샤 놀이. ‘ ( )’芸者遊び 116)라는 

일본의 전통 풍류 문화에선 연애로 발전할법한 관계도 놀이의 범위 안

에 머무르도록 억제하는 걸 멋‘ ( ) ’粋 117)이라고 보거든요 젊은이에게 . ‘
현혹된다’118)라는 표현도 있어요 너무 어린 여성에게 진지하게 연애 . 

감정을 갖는 남성은 나쁘게 일컬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죠 그래. 

서 고령의 남성 오타쿠일수록 멋있는 놀이꾼 의 이미지를 지키려 하거‘ ’
나 스폰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D ).′

난 지하 아이돌 문화가 화류계와 비슷하다고 봐 호스트 호스테스들도 . , 

넘버에 진입119)하고 싶다거나 천만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120)는 말을 

많이 해 둘 다 꿈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 ,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요구하고 돈을 쓰게 만들지 심층면접 참여자 ( C ).′

지하 아이돌은 체키백121)으로 수익을 올려 자기를 찾아오는 오타쿠가 . 

116) 다다미방에서 마이코 나 게이샤 들의 공연을 본 뒤 함께 이야기를  ( ) ( )舞妓 芸者

나누며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일본의 전통 유흥 문화로 다다미, (座敷遊お び
방 놀이 마이코 놀이 라고도 한다 근거리에서 여성 예인의 음악 춤을 ), ( ) . , 舞妓遊び
감상하고 친 한 교류를 할 수 있기에 지하 아이돌 문화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117) 이키 운치와 매력이 있는 세련됨을 뜻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특히  ( , ).     .  粋 いき
화류계 방면에서의 풍류에 통달했거나 연애에 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  .
118) 를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기혼 아저씨 . ‘40若 ⼦ 現 抜 現 抜い に を かす を かす
가 의 여성에게 정신이 빠져있다 남편이 살 어린 여자에게 정신이 빠져20 ,’ ‘ 13
있다 는 식의 칼럼이나 상담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119) 지명을 많이 받는 호스트 호스테스로서 가게 내의 상위 순위권에 드는 것 , .
120) 월수익으로 천만엔 약 억원 을 버는 호스트 호스테스를 뜻하는 말이다 ( 1 ) , .
121) 체키 티켓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하 아이돌에게 돌려주는 것 ( , back) .バ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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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거나 한 오타쿠가 체키를 여러 번 찍을수록 돈을 더 벌게 되지 근, . 

데 캬바쿠라나 걸즈바에서도 여종업원을 지명해서 술을 시키면 걔가 

판매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제도가 있어 심층면접 참여자 ( F ).′

마지막으로는 지하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화하는 부류가 있다 중소 아  . 

이돌을 성적으로 상화될 수 있는 순간을 온오프라인에서 포착하며 은

하게 소비하는 한국의 삼촌팬들과 달리 일본의 오타쿠들은 사무소와 지하 , 

아이돌들이 성적 상화를 일삼는 남성 오타쿠들을 겨냥하여 내놓은 상품, 

서비스 컨텐츠 등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비한다, .

일부 지하 아이돌들은 페티쉬 성인물 로리타 콤플렉스 등을 활동 컨셉  , , 

으로 삼고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은 채 공연을 하거나 특전회에서 선정적, 

인 컨셉의 체키를 팔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허용하는 촬영 이벤트를 진행

한다 오타쿠들은 이를 이용하여 지하 아이돌을 상 로 성행위를 연상시키. 

는 포즈를 취하거나 그와 같은 자세를 함께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체키를 , 

찍는다 온라인에서도 지하 아이돌들은 코스프레 복장 수영복 속옷 등을 . , , 

입고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노골적인 방식으로 오타쿠들의 성적 욕구

와 판타지를 자극한다. 

그림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전회 체키의 예시 좌< 19> ( )122)

그림 속옷 차림의 영상으로 만나고 싶어 라고 트윗한 지하 아이돌 우< 20> ‘ ’ ( )123)

122) . [@imurano] (2017, Feb 1). いむら のー
⼿ 責 ⽅ 楽 気持ブラチェキより ビ チク められチェキの がずっと しいし ちいいって、 ー

[Tweet]. Retrieved 姉 教 真実 現場ベッド イン さんは えてくれた は にある、 。 。・
from https://twitter.com/imurano/status/826806871663091714 
123) 3/1 . [@0M5E3I0] (2019, November 21). [Tweet]. 神代冥 卒業 会いたい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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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선정적인 컨셉과는 거리가 멀거나 미성년자인 지하 아이돌들도 팔  

로워와 연차가 쌓이면 통과의례처럼 그라비아124)를 촬영하거나 성인물을 

연상시키는 구도의 사진 영상을 직접 찍어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경향이 , 

있다 이러한 컨텐츠들을 구매 소비하는 남성 팬들 중 일부는 소셜미디어. , 

를 통해 성희롱에 가까운 감상을 당사자에게 전하기도 한다.

사례 팀 멤버의 트윗과 팬들의 멘션) 1′ 
첫 수영복 널리 퍼뜨려 주세요. .

- 팔뚝 내리고 가슴 흔들어봐.

- 완전 하고 싶게 만드는 천재적인 몸XX .

- 살이라 그런지 피부도 곱네 낼름낼름19 . ~

사례 팀 멤버의 트윗과 팬들의 멘션) 2′ 
비키니 그라비아를 처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팀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 

될 것 같아 멤버들과 운영측과 상의를 한 끝에 내리게 된 결정입니다.

- 아 앗 씨! ! OO ...!125)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네 .

후호호 닳는 것도 아니니 보여줄 생각이라면 환영이지- ! !

엄청 하고 싶어 이 얼마나 야한 몸인가 이상한 상상하게 돼- XX . . .

이처럼 모자라고 유약한 모습으로 접근성이 높게 재현되고 화나 스킨  , 

십과 같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유사 연애와 성적 상화가 만, 

연한 분위기는 지하 아이돌을 상 로 갑질 성추행 스토킹 등을 저지르는 , , 

남성 오타쿠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피해자가 비교적 유명한 아이돌이거. 

나 범죄의 정도가 폭행 상해 등으로 심각할 땐 기사화가 되기도 하지만, , 

부분의 지하 아이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사무소가 영세해 경호 등

을 받지 못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는 쉬우나 이를 공론

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하 아이돌 오타쿠의 절  다수가  이상의 남. 30

성이라는 점은 자정 작용을 어렵게 하며 오타쿠에 한 의존성이 높은 수, 

Retrieved from https://twitter.com/0m5e3i0/status/1197318504510132224?s=21 
124) 젊은 여성을 적당히 선정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 보통 수영복 차림이  . 
마지노선인데 가슴 크기 등의 몸매가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의 전문적. 
인 아이돌을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리오카( , 2017).
125) 성관계 상황을 연상시키게 하는 일종의 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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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창출 구조와 문제 일으키기를 꺼려하는 일본 특유의 사회 분위기도 공

론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례 지하 아이돌 성추행 팬 체포 무너진 아이돌과 팬의 거리감) “ . ”
중략 용의자는 일 오후 시경 지하 아이돌을 하고 있는  여성( ) 1 11 20

의 자택 맨션의 부지 내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가 도착하자 현관 앞에

서 넘어뜨린 뒤 외설행위를 했다 중략 지하 아이돌의 레벨에서 악의. ( ) 

를 가진 팬의 폭거를 막기란 사실상 어렵다.126)

- 야후 재팬 뉴스 년 월 일 작성 기사, 2019 9 17

한번은 나이가 좀 있는 남성 팬이 티켓을 여러 장 사와서는 어린 지하

돌한테 넌 노래랑 춤도 별로고 팬 응도 나쁘다며 몇 분 간 혼내듯이 

하니까 애가 결국 울더라고요 아이돌의 입에 자기 손가락을 넣고 체키. 

를 찍는 팬도 있었는데 제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다, 

들 자기도 저렇게 찍고 싶다며 환호했죠 그 손에 뭐가 묻었을지 뭘 했. 

을지 어찌 알아요 그런 광경을 몇 번 보고 나니 질려버려서 팬 활동? 

을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겐바에서 만난  여성팬( 30 ).

같은 그룹을 좋아하던 오타쿠 중에 오시한테 네 진정한 팬은 나뿐이‘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널 욕한다 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던 사람이 있었, ’
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아이돌의 친구들에게 자기 말을 전해달라. 

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공연장에 못 들어오게끔 접근 금. 

지 당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그 멤버가 트라우마가 컸는지 , 

소셜미디어도 닫아두고 팬들도 잘 안 보더라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H ). ′

요컨  일본 지하 아이돌의 팬 활동을 하는  남성 오타쿠들은   30 , 40

성장 서사에 이입하는 부류 지하 아이돌과의 친분이나 유사 연애를 즐기, 

는 부류 지하 아이돌을 상으로 성적 상화를 일삼는 부류가 있다 이들, . 

은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지하 아이돌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온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팬 활동을 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 

기인한다.

126) . (2019, 9, 17). 志和浩司 地下 ⾏為 逮捕アイドルにわいせつ でファン 　
. <THE PAGE>. URL:  崩 距離感れるアイドルとファンの

https://news.yahoo.co.jp/articles/cfbf3d21657bf6fca0ca6b17f5d62c576a133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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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지하 아이돌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다 지하 아이돌들은 오타  . 

쿠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미완성의 상태에서 데뷔를 하고 공백기 없이 활, 

동을 이어가다가 성과가 없으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오타쿠들로 하여금 최

한 많은 애정을 쏟고 돈을 쓰게 만들며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친근하고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유약하거나 병리적인 모습으  

로 드러나는 지하 아이돌의 재현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들의 높은 접근성. 

은 오프라인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감이 없다시피 한 라이브와 지하 아이돌

과의 시간과 신체 접촉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특전회를 통해 더욱 두드

러진다 온라인에서도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소통을 하고 성적 욕구를 자. 

극하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공유하며 거리감을 좁히고 몰입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사회와 지하 아이돌 문화의 지형 안에서    30 , 40

오타쿠들이 지니는 위치성이다 이들은 기성세 가 되어가는 연령 로서 . 

사회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고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 , 

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의 모습으로서 기 되는 계층이지만 전반적인 , 

오타쿠 문화나 여성 아이돌 팬덤 문화의 지형 안에서는 주 소비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에서는 자신이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임을 드러내. 

지 않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지하 아이돌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주류 , 

계층으로서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간다 특히 지하 아이돌 문화가 . 

마니악한 음지 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남성을 주 고30 , 40

객으로 하는 유흥 문화나 화류계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들로 하

여금 성장을 돕는 서포터이자 스폰서로서의 팬 활동이나 유사연애 성적 , 

상화 기반으로 한 팬 활동을 더욱 부추긴다.

확실히 년 전에 비하면 아이돌 문화도 많이 중화 되었고 이젠 하10 , 

나의 장르처럼 인정받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지하 아이돌 문화는 마니, 

악하고 음침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오타쿠임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와 애초에 이해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 뭐든 하겠다는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층면접자 ( B ). ′

이와 같이 일본 오타쿠들의 팬 활동 방식은 일본 아이돌 문화의 특수성  , 

지하 아이돌의 운영과 재현 방식 및 일본 사회와 아이돌 팬덤 내에서 30

 남성들이 지니는 위치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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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삼촌팬과 일본의 오타쿠들이 지니는 남성성이 양국의 지형 안에서 

어떠한 위치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결론3.

한국 중소 아이돌의 삼촌팬들과 일본 지하 아이돌의 오타쿠들은 성장 서  

사에 이입하며 서포터나 스폰서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여성 아이돌을 친, 

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여기거나 여성 아이돌을 상 로 성적 상화를 , 

일삼는 방식으로 팬 활동을 한다 이는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이 형 . 

기획사의 인기 아이돌이나 메이저 아이돌과는 달리 친근한 모습으로 재현

이 되고 팬들 한명한명에 한 의존도가 높으며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성, 

이 좋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부 팬들이 이를 악용하여 갑질 성희롱 같은 . , 

위계적 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점과  이상의 남성들은 사회적인 시30

선을 의식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 기획사와 일본의 사무소가 아이돌을 운영하는 방식  

과 한국의 중소 아이돌과 일본의 지하 아이돌이 재현되는 방식의 차이는 

팬 활동 방식의 차원에서 차이를 낳았다 첫째로 한국의 삼촌팬들은 성장 . 

서사에 한 몰입도가 비교적 낮고 팬덤에서의 이탈도 쉽게 이루어지는 , 

반면 일본의 경우 성장 서사에 한 몰입도와 아이돌에 한 충성도가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탈이 주로 일어나는 공백기의 유무와 . 

아이돌의 활동 여부에 팬이 끼치는 영향의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둘째로 한국 삼촌팬들은 유사 연애나 성적 상화를 온라인의 익명 플랫  

폼을 중심으로 은 하게 하는 반면 일본 오타쿠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비교, 

적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돈을 주고 아이돌과의 시. 

간이나 스킨십을 구매할 수 있느냐의 여부 양국의 아이돌이 유사 연애나 , 

성적 상화를 공개적으로 상품화 시키느냐의 여부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자 두 집단이 양국의 사회나 아이돌 팬덤 내에서 지니는 위치성과도 관련, 

이 있다 한국은 삼촌팬들이 사회적으로나 아이돌 팬덤 안에서나 주변화 . 

되는 집단이라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낼 수 없는 반면 일본은 오타쿠들, 

이 지하 아이돌 문화의 주 소비층이며 유사 연애나 성적 상화를 기반으

로 이루어지는 유흥 문화에도 익숙한 집단이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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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한국 삼촌팬과 일본 오타쿠의 남성성 비교3 

한국의 중소 기획사와 일본 사무소들의 운영 방식과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이 재현되는 방식은 양국 남성 팬덤의 팬 활동 방식에 영향을 끼친

다 한편 앞선 두 차원의 논의는 . 한국 삼촌팬들과 일본 오타쿠들의 남성성

이 양국의 사회적인 지형 안에서 어떤 위치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와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

한국 삼촌팬들의 남성성1. 

한국 중소 기획사의 중소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남성들은 앞  30 , 40

서 다루었듯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하며 서포터 역할을 하거나 아이, 

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하거나 여성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 

화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팬 활동을 이어간다 이들의 입덕. ‘ 127) 계기 는  ’
각자의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고 온오프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 아

이돌들의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만큼이나 다양하기에 삼촌팬들이 어떤 이, 

유로 중소 아이돌을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심. 

층면접과 온라인 참여관찰을 통해 이들이 체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지 본격적으로 팬 활동을 시작했거나 관두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한 경향성은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도 아이돌을 좋아해본 적이 있었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일을 하며 년 넘게 정말 많은 팬분들을 만나며 관찰도 해왔어요10 . 

결국 내리게 된 결론은 아이돌에 과몰입하는 남성들은 어딘가 결핍이 ,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에요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비주류들 아싸. , 

들이랄까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별로 없었다든가 연애를 안 하거나 . , 

못 한다든가 하려던 일이 잘 안 풀렸다든가 심층면접 참여자 , ...( A). 

실제로 중소 아이돌의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삼촌팬들은 외모 경  , 

제력 사회적 지위 연령 인간관계 등의 측면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충, , , 

족시키지 못 하여 사회 전반이나 남성성의 지형 안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127) 덕후 오타쿠 의 세계로 들어간다 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상 분야 등 ( ) ( ) , , ⼊
을 좋아하게 되는 처음의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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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층면접 상자들 또한 모두 입덕. 

을 했던 시기에 모종의 이유로 불안함이나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는 공통점

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성이 중소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 

이입을 하며 동기부여를 얻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주었다고 고백하

거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평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팬 ,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바탕이 되어주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도 라이트하게는 걸그룹을 좋아했지만 본격적인 팬 활동을 시, 

작했던 건 박사 논문을 못 통과해서 단히 큰 상실감을 느끼던 시기

였어요 최애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당시의 제겐 희망의 빛같았거. 

든요 아이돌로 성공하겠다는 힘들고 아득한 꿈에 비하면 박사 학위 . 

취득이라는 제 목표는 차라리 현실적이었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아이의 꿈도 응원했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D).

최애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무렵 회사와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 퇴사를 했어요 기분도 풀 겸 모아뒀던 돈으로 팬싸를 다녔고. , 

멤버들이 방송에서 촬영했던 장소들도 가보면서 여행하듯 저만의 시

간을 가졌죠 누가 보면 덕질하려고 회사를 관둔 게 아니냐고 하겠지. 

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회사를 관둔 게 덕질을 훨씬 더 몰입해서 . 

열심히 하게 된 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심층면접 참여자 ( E).

입덕은 그냥 최애가 제 취향으로 예뻐서 했던 건데 돌이켜보면 팬질, 

을 제일 열심히 했던 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긴 했어요 학부를 . 

오래 다녀서 졸업을 늦게 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그랬거든요 덕질로 .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도 있었고 솔직히 시간이 많으니까 덕질에 , 

올인할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전에도 아이돌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 

지만 이 정도로 과몰입을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심층면접 참여자 ( G).

이들 중 첫째로 중소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을 하며 서포터 역할을   

하는 남성 팬들은 아이돌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 노동력 돈 , , 

등을 투자하며 사진 상품과 같은 컨텐츠를 창출하거나 팬덤의 구심점 역, 

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팬덤이 작다는 중소 아이돌의 . 

특성상 직찍 사진 지하철 광고 등의 창작물을 만들거나 공론장의 중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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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수의 팬들은 아이돌과 타 팬들을 비롯한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

며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참여자들 또한 모두 찍덕이나 갤 . 

매니저로 활동하거나 트위터에서 여론을 주도하거나 서폿이나 이벤트를 , , 

주최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역할 수행이 힘들었다고 이야기 . 

하면서도 팬 활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밝혔다, . 

카메라에 쓴 비용만 만원이 넘고 매일 밤새서 사진 보정하는 것1,200

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팬싸에 가면 멤버들이 사진 잘 보고 있다. 

고 얘기해주고 갤이나 트위터에서 팬분들이 힘내라며 응원해주시니까 ,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행사 갔다가 애들 부모님을 만났던 적. 

도 있었는데 애들이 제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좋은 팬이라고 했다고 ,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탈덕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저를 잡았죠. . 

덕질을 계속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심층면접자 ( E).

군 아이돌들은 덕후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돈을 목적으로 찍덕1

을 할 때도 있지만 중소돌의 찐팬들은 순전히 최애나 팬덤을 위해서 , 

혼자 떠안는 거에요 저도 힘들어서 관두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못 놓. 

고 있어요 최애한테 선물로 주고 싶고 아이돌이니까 기를 살려주고 . , 

싶고 이 팬덤에선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거든요 심층면접자 , ( F).

찍덕 활동 생일 조공 도시락 서폿 광고 디자인 각종 굿즈나 시즌 , , , , 

그리팅128) 제작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순전히 제 최애를 위해서 했 . 

던 일이고 돈을 줘도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진 않았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걸 하면 회사랑도 컨택하게 되고 팬덤도 표하게 되고 

제 최애도 알게 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심층면접자 ( G).

이처럼 중소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하며 서포터 역할을 하는 삼촌팬  

들은 사회적 경제적 심적으로 불안정함이나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 , 

팬 활동을 시작하게 되거나 좀 더 몰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창, 

작물을 만들어내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아이돌과 팬덤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성취와 영향력의 행사. 

128) 연말에 출시되는 아이돌의 굿즈를 뜻한다 사진집 영상물 기타 굿즈 등으로  . , , 
구성된 세트의 형태가 많다 기획사에서 출시하기도 하고 팬들이 만들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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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촌팬들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만족감을 높여주었고 팬 활동, 

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로 중소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여기는 이들은 현  

실의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의 팬들은 친. 

구가 별로 없거나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중소 아이돌 판을 전전

하며 아이돌 멤버들과 친목하는 것을 즐기거나 팬 활동에 몰입을 하느라 ,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후자도 현실에서 일반 , . 

여성과 연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아이돌의 팬 활동에 빠지거나, 

팬 활동에 빠져있느라 현실에서의 연애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들은 친구 연인 결혼 상  등을 만나지 않거나 못 하는 주요 원인이 팬 , , 

활동으로 인한 시간과 돈의 부족 현실 연애의 만족감보다 큰 팬 활동의 , 

만족감이라고 밝혔다 아이돌을 팬덤 밖의 사람들은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 

져서 부담스럽다거나 아이돌의 외모에 익숙해진 탓에 현실의 이성에게 흥, 

미를 잃게 되었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초중반엔 연애를 몇 번 했었는데 덕질이 우선시 된 뒤로부터는 20

현실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멀어졌고 전혀 여자를 만나지 않아요 덕. 

질을 관두면 어떻게 사람을 사귈까 싶어요 아이돌만 봐서 눈이 높아. 

진 탓도 있지만 덕질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경제적인 게 좀 심해요. 

젊었을 때야 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나이도 찼는데 모아둔 돈

은 없으니 쥐뿔도 없는 이런 나를 누가 만나줄까 싶고 몇 살까지 이, 

러고 살까 싶네요 요즘의 제일 큰 고민이에요 심층면접 참여자 . ( E).

저는 진짜 유사 연애 때문에 덕질하는 타입이라 아이돌 때문에 년 10

째 연애를 못 하고 있어요 예전엔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부터 연애가 내 마음 로 안 될 때의 피로감에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이돌은 어차피 가까워지는 데에 한계가 있고 애초에 기 감이 낮

아서 좀만 계를 타도 만족도가 높거든요 열애설만 안 터지면 돼요. . 

돈만 내면 내 스타일인 애가 웃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노래도 불러주

는데 뭐하러 피곤하게 현실 연애하나 싶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G).

전 이제  중반이라 연애하고 싶은데 어쩌지 같은 고민도 없어40 ‘ ?’
요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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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덕질이 연애관 결혼관에 부정적인 영향. , 

을 끼친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가 년 전이었는데 아이돌 때문에 . 10

헤어졌거든요 장기간 연애를 하면서 다툼이 늘고 지쳐갈 무렵 우연. 

히 소녀시 와 카라의 무 를 에서 보게 됐고 여자친구가 주는 TV , ‘
즐거움이 가상의 존재만도 못 하다니 정말 연애란 의미가 없구나 라’
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정리하게 됐죠 심층면접 참여자 . ( D).

유사 연애를 목적으로 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나 중소 아이  

돌의 남성 팬덤 문화가 유사 연애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글들은 온

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연애를 못 하기 때문에 유사연. 

애를 한다는 직접적인 토로를 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아이돌을 , 

싫어한다거나 본인이 연애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아이돌에 한 흥미를 잃

었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사 연애를 인정하기도 했다.

살 모솔 엳갤러인데 나 되도 덕후겠지“28 40 ”
진짜 덕질 평생 할듯하다 올해로 덕질 년째 하고잇음.. 12 .. 

년넘게 하던짓 년 년 왜 못하겠누10 20 30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8 16

엳돌“ 129)장사가 애초에 도태한남들 유사연애로 장사하는건데”
씹덕들 판타지는 지켜줘야지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0 4

신기한게 여자친구 생기면 걸그룹 관심 뚝 떨어짐“ ”
나도 유사연애 찐하게 했나보다

댓글 헤어졌니) 

- 네

댓글 차였구만 ㅋㅋㅋ)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1 26

이들은 또한 자기고백이나 전반적인 남성팬들의 동향을 지적하는 방식을   

통해 연애 결혼을 하지 못 하거나 기피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 

129) 중소 기획사 출신의 여성 아이돌을 뜻하는 줄임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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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중소 아이돌을 상으로 한 유사 연애를 부추긴다고 분석하기도 했

다 이들에게 일반 여성과의 연애나 결혼은 불가능하거나 피곤하고 귀찮은 . , 

일이며 자신의 권력을 마음 로 행사할 수 없기에 손해를 보는 관계다, . 

요즘엔 혼자사는 사람이 많고 여자안만나는 사람도 많아“ ”
아이돌 유사연애하는게 최고인 듯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0 27

애 안낳으니까 틀딱들만 많아져서 이지경된거잖아“ ”
엳갤  도태한남들 잘못이다40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0 3

요즘 들 결혼못한다더라“ 20-30 ”
댓글 안 하는거 페미니즘 득세하는데 결혼해서 ㅈ될일있음) ‘ ’ . K ?

댓글 아이돌이나 빨면서 사는게 현명) 

댓글 덕질할돈도 부족해) 

댓글 여자가 매달려야지) 

여자 아이돌 마이너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2 5

이처럼 유사 연애를 하는 남성팬들은 연애나 결혼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 아이돌의 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거나 연애나 결혼을 할 ,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소 아이돌과의 유사 연애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더 

선호하고 그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는 점 다수의 여성들을 동시에 좋아하며 망상을 할 수 있다는 점 적은 돈, , 

으로 만남과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소 아이돌을 상 로 한 유사 

연애의 장점으로 뽑았고 이를 통해 여성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 

상냥한 응 를 받으며 만족감을 채워나갔다 요컨  중소 아이돌과의 유사 . 

연애를 향한 욕망이나 유사 연애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남성 팬들의 연애

나 결혼에 한 욕망을 약화시키거나 없애거나 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 .

세 번째로 성적 상화를 일삼는 부류 또한 여성을 만나거나 소유하는   

것이 어려운 남성들로 자신이 결함 있는 남성임을 인지하고 내세우며 스, 

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테면 잘 나가는 남성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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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온라인상에서라도 성적 상화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사이버 마초적 속성은 여성 아이돌의 몸을 포. 

르노적인 이미지로 소비하며 굴욕적인 은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화되고

엄기호 다른 남성에 한 분노나 여성 아이돌을 상 로 한 여성혐( , 2011), 

오로 표출된다 이들에게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닌 남성들과 여성을 성적. 

으로 상화 하지 않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남성들은 남성들 간의 평등을 

해치고 자신들을 더욱 사회적으로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며 젊고 예쁜 여성 , 

아이돌은 숭배 받아야 마땅하지만 외모 자본으로 남성보다 돈을 쉽게 버는 

괘씸한 집단이기도 하기에 성희롱이나 폭력적인 발언들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팬들은 헤게모니적이거나 온건한 남성. 

들을 끌어내리고 여성 아이돌을 숭배하거나 멸시하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남성으로 재주체화하고 콤플렉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사회생활할때 느낀게 인싸들보다 맨날 사이버성희롱하는 엳붕이들130)

이 더 깨끗함 인싸들은 마려우면 업소 진짜 잘다니더라 실전으로 함 

근데 우리 엳붕이들은 차산업혁명식 문자성폭행밖에 안함4

댓글 ㄹㅇ 멀쩡한놈들이 더함)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4 16

오히려 좌pdf 131)들이 더 나쁜 새끼들임

보고 려서 친 건 성희롱좌들이랑 다를 게 없는데X X

마치 지들은 순수하게 좋아하는 척하는 그 가식이 너무 같아X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10 8

체 연예인 따위를 왜 지켜줘야해 어차피 데이터 보고 밖에 ? X

안 치는데 실물은 건들지도 못 하는데 성희롱 당하는 댓가로

돈 버는 게 연예인 사명이지 죄의식 그런거 가질 필요 없음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20 10 29

130) 여성 아이돌 갤러리의 유저들을 가리키는 말 .
131) 파일로 성희롱성 게시글을 캡쳐한 뒤 소속사에 보내는 팬들을 뜻한다 pdf . 
기획사들이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 
해주는 행동이라 보통 아이돌의 성적 상화에 반 를 하는 진영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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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돌들 자기연민 빠진게 진짜 같다니깐“ X ”
극한직업 여자아이돌이라니깐 진짜 자기들이 원양어선 선원이나

광부쯤 되는걸로 착각하는것같음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감정노동 ㅆㅅㅌㅊ로 시달리는 피해자라고 자기연민 빠져있다는게

이게 눈에 보인다니깐 중략 한민국에서 감정노동안하고 갑질 안 ( ) 

시달리고 스트레스 안받는 사람이 어딨는데 다들 참고 사는거지XX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dc inside , 2018 7 1

한편 이들의 남성성은 중소 아이돌의 남성 팬덤이라는 집단 안에서 다시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위계를 만들어낸다 중소 아이돌의 남성 팬들이 .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가 많고 외모에 결함이 있는 남성 팬들

이 조롱의 상으로 타자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화와 계층화를 유, 

발시키는 주요 요인은 연령과 외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132) 전자의 경우 , 

삼촌팬 문화가 생긴지도 어느 덧 년이 됐기 때문에 삼촌 팬덤 내에도 근10

래에 팬이 된  초반부터 세  아이돌 시절부터 활동을 해온  이20 2 40

상까지의 다양한 연령 가 존재한다는 점이 원인이 된다 중소 아이돌의 . 

팬이자 주변화된 남성이라는 공통점은 이들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기도 했

지만 상 적으로 젊은 팬들은 개저씨 틀딱 등의 멸칭으로 고령의 팬들과 , , 

스스로를 분리하면서 그네들을 창피해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한다  남성 팬들은 의 남성 팬들보다 훨씬 더 연애와 . 30 , 40 20

결혼 시장에서 도태되어있고 딸이나 조카뻘의 어린 여성들을 좋아하는 한, 

심하고 기분 나쁜 존재로 여겨지며 배제와 타자화를 겪게 된다. 

들은 걸그룹 뭔생각으로 빠는거냐“30 40 ??”
유사연애냐 아니면 아떻게든 젊은애들 깍지 껴보려고?? 

발악하는거냐 너무 역겹다 진짜??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8 6

132) 반면 경제력은 팬덤 내부의 서열화에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한국의 경우 돈을 많이 쓰는 팬들이 회사나 아이돌을 상 로 직. 
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나온 심층면접자 의 말처럼 돈을 많이 쓰는 남성 팬들은 . F ,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겨져 팬덤 안에서 한심하다는 시선을 받
기도 한다 중소 아이돌의 팬 사인회는 한 두장의 앨범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력을 갖췄다면 누구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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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연애 다 좋은데  저씨들은 좀 소름“ 30-40 X ”
멤버들 평균 연령  생각하면 진심 저 저씨들 토나옴 ㄷㄷX

는 중딩 아님 씹ㅋㅋㅋ 아직 어린애들 치마 입은거 보고OOO ? 

좋다고 헤벌레 하는 아재들 생각하니까 진짜 토쏠림 ㄷ

기타 프로그램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9 24

외모의 경우 나이가 많은 것이 겉으로도 티가 나거나 뚱뚱하거나 머  , 

리거나 땀을 흘리는 남성 팬들이 씹덕 파오후 육수 와 같은 멸칭으로 , , XX

불리며 조롱을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남성 팬. 

들이 여자 아이돌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극한직업 ‘
여자 아이돌 이라는 밈으로 통용되는 현상이 있는데 해당 밈은 남성팬들이 ’ , 

모인 공간에서조차 적극적으로 소비되며 외모적 결함이 있는 남성들을 타

자화하고 멸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빻은 씹덕들은 제발 오프 좀 나오지마라“ ”
살이라도 좀 빼고 나오든가 옆에서 육수 줄줄 흘리면서 

소리 꽥꽥 질러 는거 보면 진짜 혐오감 장난아님

같이 있음 개쪽팔림 특히 줄슬 때

이런 들 맨날 보는 여돌들은 진짜 극한직업 맞음XX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9 3

 엳붕이인데 와인타령 어처구니 없어서 글 적어봄“40 ”
 초중반쯤 되면 중략 인생 가장 힘겨워질 시기40 ( ) 

신체적으로도 똥배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이며

이미 고딩동창들 만나면 참석인원 절반정도는 탈모에 걸려있음

와인 어디 정우성 안성기 이런 들이 와인이지? XX

너넨 걍 불쌍하고 삶이 힘겨운 썩은 물이여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1 11

한편  중반이나  초반의 남성 팬들은 자신의 결함 있는 남성성  20 30

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의 위치성을 제 로 실감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

다 팬덤 안팎에 본인과 비슷한 남성들이 많고 연애나 결혼을 못 한다는 . , 

점이 해당 연령 의 남성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결함이나 위기로 작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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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중반 이상의 남성 팬들을 마주하는 순. 30

간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남성이 연령과 외모의 결함으로 인해 팬덤 내부, 

에서까지 최하위 계층에 놓이며 멸시의 상이 된다는 건 큰 위기와 공포

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상 적으로 젊거나 외모 결함이 적은 남성 팬들은 . 

연령 가 높은 남성 팬들을 보며 자신이 좀 더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에 가

까워지지 못 하거나 중소 아이돌의 팬 활동을 관두지 못 하면 추후에 그와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각성과 우려를 하게 되기도 한다. 

 아이돌 씹덕들 볼때는 별 느낌 안들거든“20,30 ”
사회적으로 도태 씹덕 육수들 징그러운 존재긴한데 막상 내가XX 

그 모집단이고 당사자니깐  씹덕들 봐도 그냥 아무런 생각2030

안드는데  넘어간 중년틀딱 남자가 인스타로 여돌 여캠 계정 막 40 ,

천개씩 팔로우하고 그런거 보면 진짜 혐오스럽더라 혐오감을 넘어서 

어떤 공포감까지 느껴짐 연애 결혼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못이룬,

독신남성이 결국엔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미래에 한 공포 후략( )

여자 아이돌 갤러리 년 월 일 게시글- dc inside , 2020 12 17

슬프지만 덕후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에 한 사회적인 시선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사실 . 

그런 모습은 유흥업소 같은 데에서 보이는 그림이니 좋게 보이는 게 

이상한 사회죠 미래를 생각하면 관두는 게 맞고 제가 마흔이 넘어. , 

서도 이러고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심층면접 참여자 ( E).

요컨  중소 아이돌의 남성 팬덤에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장기  , 

간의 경기 침체 비혼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달하, 

지 못 하여 주변화 된 남성들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서포터가 되거나 여성 아이돌을 . , 

상 로 한 유사 연애나 성적 상화를 통해 결함 있는 남성으로서의 콤플

렉스를 완화시킨다 중소 아이돌이 성장 서사를 내세운다는 점은 사회적으. 

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주고 친근한 상, 

으로 재현되고 접근성이 높다는 점은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겪고 있거나 연

애 및 결혼 시장으로부터 려나있는 이들에게 친구나 연인의 안적인 존

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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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성 팬들의 팬 활동은 결함 있는 남성으로서의 개인적인 인정   

욕구 연애 욕구 성욕 등을 충족시키며 만족감을 누리는 선에서 그치는 것, , 

으로 보였다 한국 아이돌 문화는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자란 점을 지. 

적하게 되기 쉽고 중소 기획사와 아이돌은 팬에 한 의존도가 높아 무례, 

한 언행에도 처를 잘 못 하기 때문에 회사나 아이돌을 상 로 갑질을 ,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뒤틀린 

정복욕을 해소하는 남성 팬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부 남성 팬들. 

의 활동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타인 및 공동

체와의 사회적 상생에 한 관심으로는 좀처럼 발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

다 기부 숲 조성 단체 봉사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 , , 

형 기획사 아이돌의 남성 팬덤 남성 아이돌의 여성 팬덤이나 유색 인종, , 

성소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 와 정치 활동의 장이 되어주는 

해외의 케이팝 팬덤 문화와는 비되는 양상이다.

또한 이들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 준수한 외모 높은 경제력 젊은 연  , , , 

령 등으로 변되는 지배적인 남성성에 반기를 들지 않고 결함 있는 남성

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며 체념하거나 함께 자조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모

습을 보였다 이들은 사이에서는 주변화된 남성들끼리의 연 를 통한 안. 

적 남성성을 모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연령과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 팬들 

간의 또 다른 위계가 만들어졌고 해당 지형에서 최하위에 놓인 남성들은 ,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멸시와 공포의 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양상들은 중소 아이돌의 남성 팬덤 문화가 모종의 이유로 주변화   

되어있는 남성들의 이성애적 가부장적 결핍과 욕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 

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해당 남성들이 성구. 

매자 범죄자 페인과 같이 극도로 주변화된 남성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 , 

순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소 아이돌의 남성 . 

팬덤 문화가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젠더적 위, 

계나 남성성의 지형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 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해당되지는 못 하지만 가부장제에 공모. 

하는 관계로서 젠더적 특권은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 아이돌의 남, 

성 팬들이 지닌 남성성은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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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타쿠들의 남성성2. 

일본의 지하 아이돌을 좋아하는  남성 오타쿠들은 앞서 다루  30 , 40

었듯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하며 서포터 역할을 하거나 아이돌을 상, 

로 유사 연애를 하거나 성적 상화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삼촌, 

팬들과 유사하면서도 한국과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삼촌팬들과 , 

다른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 

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성 오타쿠들이 지하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과 온라인 참여. 

관찰을 통해 이들이 체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 

는지에 한 경향성은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지하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하며 서포터로 활동하는 오타쿠  

들은 한국과 반 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경제력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분은 회사 다니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중견. 

급 샐러리맨이었고 사무소나 라이브 하우스들도 이들을 겨냥하고 우 하, 

는 의미로 오프라인 행사를 평일의 퇴근 시간 와 주말의 낮 시간 로 잡

거나 돈을 많이 쓸수록 지하 아이돌과 가까워질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애초에 오타쿠 문화의 주 향유층이 해당 연령 의 남성이고 지하 아이돌 , 

팬 활동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타쿠. 

들의 결핍은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모자라다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목

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거나 성취감을 느낄만한 일이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다.133) 이들의 일상은 정체되어 있고 무료하며 동기부여를 필요로 한다 , , .

133) 이는 한국 중소 아이돌의 남성팬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거나 돈 
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나온 심층면접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찍덕 서포터 . , 
활동을 하는 삼촌팬들은 지출이 상당히 큰 편이다 다만 일본의 지하 아이돌판은 . 
돈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팬 활동을 하는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 반면 한국의 중소, 
돌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적극적인 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팬들 사이에
서도 그러한 방식이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은 지. 
출에 비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특정 아이돌의 찐팬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는 탓
도 있다 이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남성팬들이 한국의 중소돌판에는 적거나 가시. 
화가 되지 않는 반면 일본의 지하돌 판에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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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반 남성 오타쿠의 트윗) 40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다.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다 자리를 잡은 상태라 전력으로 도전하며 해낼, 

만한 일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오타쿠 활동. 

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궁

금하고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심층면접 참여자 , ( E ).′

이러한 결핍은 오타쿠들로 하여금 지하 아이돌의 성장을 응원하며 투자  

를 하는 서포터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들은 자신과는 달리 , . 

아직 어리고 이뤄낸 것이 없는 아이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을 지켜보

며 리만족을 느끼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며 동기, 

부여를 얻고 치유를 받으면서 아이돌 및 다른 오타쿠들과 함께 즐거움을 , 

느끼고자 한다 어리고 서툰 아이돌일수록 인기가 많은 경향이 있다는 점. 

과 특전회에서 어린 아이돌과 유치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수록 좋아하는 오

타쿠들이 많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Motohiro, 2017)134). 

겐바에 찾아오는 고객들 중  남성들은 소수이고 지하 아이10 , 20 , 

돌의 오타쿠 활동을 하기 위해 잠도 제 로 못 자고 밥도 제 로 못 

먹어가면서 알바를 여러 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문. 

화의 주요 고객층이 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30 , 40

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쓰며 영향력을 행사. 

할 데가 필요해서 이리로 오는 거죠 심층면접 상자 ( A ).′

단순히 돈을 쓰는 취미 활동이라기보단 어린 아이돌의 미래에 한 , 

투자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오시가 잘 되게끔 응원하는 방법은 다양하. 

겠지만 돈이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이고 쉽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 . 

결국 잘 되는 걸 볼 때의 리만족이 큰 것 같습니다 총선거도 . AKB 

그런 걸 원하는 아저씨들을 노린 상술이고요 심층면접 상자 ( G ).′

음악이 좋다거나 아이돌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장인 , 

오타쿠들을 보면 소란을 피우고 싶어서 오는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합

134) 사회학자 다큐멘터리 에서 발췌한 인터뷰의 일부다 . <Tokyo Idols(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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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중후해 보이는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 

와서는 라이브가 시작되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죠 정체. 

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고 억제된 욕망이랄까 그런 걸 분, , 

출할만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심층면접 상자 ( B ).′

다시 말해 이들은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나이 많은 오타쿠이지만 사회적  

인 지위와 경제력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위치성을 지니고 있으

며 목표에 도전하고 성취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나 의미에 한 결핍을 , 

겪고 있는 남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주류이자 위계 관. 

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하 아이돌 판에서 돈을 쓰며 영향력을 행사

하는 방식으로 결함과 콤플렉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지하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의 상으로 여기는 오타쿠들은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외모와 연령의 측면에서 결함이 있어 

연애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남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 

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명의 남성 오타쿠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음에도 . 5 1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혼에 교제 중인 여성도 없었다 가족 관계의 측면. 

에서도 고령의 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살거나 가족들과 연을 끊은 채 독신 , 

생활을 하고 있거나 부모님과 형제가 없어 혼자 살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 . 

들은 여성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처지나 환경에 놓여있었고 돈, 

을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지하 아이돌의 팬 활동에 부분을 써서 현실 연

애나 결혼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결핍이나 상실감을 자신과 반 되는 헤게모니  

적 남성이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여성을 향해 표출하는 오타쿠들은 좀처

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연애나 결혼을 하기를 기 하고 있지도 않고. , 

본인들은 이미 나이가 많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

다고 생각하며 순응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 여성과의 연애나 .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력 외에도 젊음 준수한 외모 화술 등과 같은 조건들, , 

을 갖춰야 하는데 오타쿠들은 체로 그렇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 

다 이는 일본의 오타쿠들이 기존 가부장제가 제시하는 성역할을 충실히 .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기도 했다 실제로 겐바에서 만난 남성 . 

오타쿠들은 이런 건 남자가 해야하는 거니까 나는 남자니까 라는 표현“ ,” “ ”
을 자주 사용하며 몇 안 되는 여성 오타쿠들을 상 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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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길을 비켜주거나 좋은 자리와 특전회 줄을 양보해주거나 굿즈를 사, , , 

주는 등의 배려를 베풀곤 했다.

사례  남성 오타쿠의 트윗) 30

여성들이 잘생기고 능력 좋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니까 자연적으로 따지면 일부다처제가 맞는 거 아닐까 일부다처제가 . 

된다면 능력 있는 남성이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될테니 

바람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도 없을텐데.

연애 감정을 가지게 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닌 이

상 여자와 사귀는 건 힘든 일이죠 세간적으로 특히 여성들이나 여, . , 

성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들은 도루오타135)들을 경멸할 거에요 오타쿠. 

들은 솔직히 외모도 떨어지고 속내도 기분 나쁘다는136) 인상이 있으 

니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 하고요 심층면접 참여자 ... ( D ).′

따라서 오타쿠들은 유약하고 병리적인 모습으로 재현되는 지하 아이돌들  

을 보며 동질감을 느끼고 위안을 얻거나 친근한 상으로 여겨지며 접근, 

성이 높은 지하 아이돌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화하고 만나며 같은 고민

을 나누는 동료이자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결함이

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결핍과 불안을 해소한다. 

유사 연애의 측면에서도 여성에게 잘 보일 수 없거나 잘 보이기 위해 노  

력하지 않는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 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수 , 

있는 상을 필요로 하기에 지하 아이돌을 찾아가고 팬 활동을 이어간다. 

지하 아이돌들과의 관계는 현실의 여성과는 다르게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고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 , 201北原みのり

7)137) 이들에게 여성 지하 아이돌들은 현실에서 별 볼일 없는 남성으로 . 

취급받는 자신을 응원해주고 자신과 함께 싸워주면서 힘과 유 감을 주는 , 

상이다(Hyadain, 2017)138).

135) 또는 아이돌 오타쿠 의 줄임말이다 . ( ) ( ) .ドルヲタ ドルオタ アイドル オタク
136) 기분 나쁜 인상의 오타쿠 를 뜻하는 키모오타 라는 표현도 있다 ‘ ’ ( ) .きもオタ
137) 다큐멘터리 에서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Tokyo Idols(2017)> .
138)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남성 다큐멘터리 에서  . <Tokyo Idols(2017)>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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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오타쿠의 트윗) 40

솔직히 우리 회사 여직원들 내 얼굴도 똑바로 안쳐다보고 피해 다닌

다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린 아이돌들이 웃으며 나를 반겨주는 천국을 .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왜 지하돌에 빠졌는지 이제야 알 것 . 

같아 재밌기도 하지만 이런 나의 현실에서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 , 

서로의 인생을 격려해주는 관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일본 아이돌 문화는 예전부터 친근하고 귀여운 여성을 상으로 한 

응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적 유성애적 욕망을 . , 

지닌 연상의 남성 팬들이 팬덤의 다수인 게 워낙 일반적인 광경이

에요 개인적으로는 여자들이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한국의 아이돌 . 

문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심층면접 참여자 ( A ).′

세 번 째로 지하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화 하는 남성 오타쿠들 또한 마  

찬가지로 현실에서 여성을 만나거나 소유하지 못 하는 이들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이러한 남성의 무너진 자존감과 나약한 남, 

성성을 충족시켜줄만한 문화 산업이 구조적으로 만연해있다는 점이다(北原

, 2017)みのり 139) 이러한 환경은 결함 있는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결핍. 

을 여성을 성적으로 상화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돈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한 실천을 어렵지 않게 만

든다 따라서 이들은 예쁘고 젊은 여성이나 아이돌을 향해 열등감이나 분. 

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기보단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여성의 몸, 

을 포르노적인 이미지로 소비하거나 돈을 내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거, 

나 컨텐츠를 즐기며 욕망을 해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하 아이돌들의 활. 

동 구역이 캬바쿠라140) 걸즈바 스트립 클럽 남성 에스테틱, , , 141) 등의 유사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소 그라비아 등의 각종 성인물로 뒤덮여있, AV, 

다는 점도 이와 같이 젊은 여성의 성이나 아름다움을 물화 상품화하는 사, 

회적 인식과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 모티브가 된 메. AKB48

139) 다큐멘터리 에서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Tokyo Idols(2017)> .
140) 카바레 클럽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유흥업소다 . .
141) 남성용 에스테틱이라는 의미로 젊은 여성 종업원이 노출이  . , メンズエステ
많은 의상을 입고 안마나 유사 성행위에 가까운 스킨십을 해주는 곳이다 여성 종. 
업원의 무릎이나 엉덩이를 베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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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카페가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 주인님 인 남성 고객을 서‘ ’
빙하며 말동무를 해주는 곳이었다는 점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권리 보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본 사  

회의 특성상 아이돌 산업은 표면적으로나마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힘을 ,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 여성들에게 주체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여. 

성만의 매력과 특징으로 남성의 관심을 받는 것이 여성의 최고의 행복이라

는 사회적 인식이 더해져 사무소와 지하 아이돌들은 어린 소녀의 처녀성, 

을 숭배하거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섹슈얼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 소비층인 남성 오타쿠들은 이 모든 것. 

이 여성 아이돌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 2017)北原みのり 142)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지만 , 

오래 전부터 접해왔던 문화라 무뎌지기 쉬운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여성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수영복이나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판

매되는 건 년 부터 흔한 일이었고 그라비아 아이돌이 성행했던 80 , 

시절도 있었죠 최근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선정적인 컨셉과 거리. , 

가 먼 어린 연령 의 연예인이나 왕도 아이돌들143)조차 팬 서비스의 

차원에서 꼭 비키니나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

요 그렇다보니 제 또래나 요즘 오타쿠들도 여성 아이돌의 성적 상. 

화에 크게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층면접 참여자 ( D ).′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이상의 남초로 치우쳐진 오타쿠 팬덤의 인구   30

통계는 여성 아이돌과 팬들로 하여금 지하 아이돌 문화 내부에서 이루어지

는 사무소에 의한 원치 않는 성 상품화 악성 팬들에 의한 성희롱 스토킹, , , 

상해 등을 비롯한 각종 여권 침해 사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시각의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김성민( , 2019)144) 이러한 점에서 보. 

았을 때 성적 상화를 일삼는 남성 오타쿠들은 결함이 있는 남성이지만 , 

142) 다큐멘터리 에서 발췌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Tokyo Idols(2017)> .
143) 왕족같은 이미지의 아이돌 보통 단정하고 청초한 외모 고급. . , ⺩道アイドル
스러운 분위기 깨끗한 사생활 롤모델이 될법한 성격 뛰어난 프로의식 등과 같은 , , , 
특성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표적으로 의 와타나베 마유가 있다. AKB48 .
144) 년 케이팝의 작은 역사 김성민 김봉현 북토크 중 2019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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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 로 한 젠더적 특권을 누리고 둘 사이의 위계 관계를 공고히 한

다는 점에서 공모적 남성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타쿠들은 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이자 마니악한 서브 컬쳐를 향

유하는 집단으로서의 동질감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와 문. ( )和

화가 겉으로는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겐, 

바의 오타쿠들은 체로 관계가 원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 

불구하고 팬덤의 절  다수를 차지하는  이상의 오타쿠들이 지닌 특수30

한 위치성은 남성 오타쿠 집단 내에 독특한 위계와 다양한 공모적 남성성

을 낳는다. 이들은 체로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나이가 많고 외모 결함이 

있는 남성들이기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나이가 어린 남성 오타쿠나 나, 

이가 어리고 외모가 뛰어난 남성 오타쿠는 여러 이유로 오타쿠 팬덤 내에

서 주변부로 려나거나 타자화 당하는 경우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 하고 어린 남성 오타쿠는  후반에서   10

 초반에 분포한다 이들은 지하 아이돌의 팬 활동을 하기 위해 학업을 20 . 

중단하거나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데 높은 연령 의 남성 , 

팬들처럼 큰 지출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무센라이브(無銭ラ

イブ)145)나 티켓값이 저렴한 이벤트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 과거 . AKB48

도 학생증을 가져오는 오타쿠들을 상으로 일반 입장료보다 엔이 저1,000

렴한 핑크색의 티켓을 팔았는데 공연에 갈 기회가 드물다는 특성상 어린 , 

팬들은 쉽게 흥분하며 아이돌을 상 로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거나 좋지 

않은 관람 매너로  오타쿠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후 30 , 40 . 

연령 가 낮은 오타쿠들은 가난하고 질이 나쁘며 민폐를 끼친다는 뉘앙스

를 함의한 핀치케( )ピンチケ 146)라는 멸칭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 

로 연령 가 낮은 남성 오타쿠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나 공연장은 핀치케 

겐바 라고 불리며 오타쿠들 사이에서 방문 기피 상이 되기( )現場ピンチケ

도 하고 연령 가 높은 일부 오타쿠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연, 

령 가 낮은 오타쿠들을 괜시리 탐탁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젊고 외모가 뛰어난 남성 오타쿠들은   20

 중반에서  초반에 분포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오타쿠들처럼 단체 30 . 

145) 입장료가 무료인 신 공연장의 드링크 바에서 음료수를 사야한다 .
146) 핑크색 티켓 의 줄임말 ( ) .ピンクチケ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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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을 입지도 않고 무 의 앞쪽에서 큰 소리로 응원을 하거나 춤을 추지 , 

않는다 신 정장이나 말끔한 옷차림으로 공연장의 맨 뒤쪽에 팔짱을 끼. 

고 서있고 조용히 무 를 관람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 

한다 특전회에서도 굿즈를 사거나 스킨십을 하며 체키를 함께 찍지 않고. , 

화를 할 때도 애정 표현이나 칭찬보다는 관계자처럼 무 에 한 감상을 

조용히 전할 뿐이다 요컨  이들은 일반적인 오타쿠로부터 기 되는 모습. 

이나 행동과는 정반 되는 양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그러한 외관이, 

나 언행이 마치 지하 아이돌의 남자친구로서 공연장을 방문한 것처럼 보인

다고 하여 코호카레시즈라( )後⽅彼⽒⾯ 147) 오타쿠라고 불린다 .

그림 코호카레시즈라 오타쿠를 묘사한 만화< 20> ( ) 後⽅彼⽒⾯ 148) 

147) 후방 남자친구 얼굴 이라는 뜻이다 공연장의 뒤쪽에서 지하 아이돌인 여자 ‘ ’ . 
친구를 몰래 보러 온 남자처럼 행동한다는 뜻에서 붙은 기믹이자 멸칭이다.
148) 지하 아이돌을 응원하는 보잘 것 없는 오타쿠가 검은옷을 입은 관객을 보며  
어째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공연장에 온 거지 라고 놀라며 난감해한다는 내용‘ ?’

이다. . [@gd5guy] (2020, June 20). ちゃこ ( )顔有レオラギ モブおじさん り いる※ ※
( )捏造 当 前 ⼥装 許 ⼈向 推しかないアイドルパロ たり のように なんでも せる けラ し※ ※

( ) (4/7). [Tweet]. Retrieved from 後⽅腕組 彼⽒⾯ 攻防モブおじさんと み オタ の？
https://twitter.com/gd5uy7/status/1285205343253872643?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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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카레시즈라 오타쿠는 일반적으로 오타쿠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이미  

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멸칭에 가깝다 오타쿠들과 떨어진 곳에서 조. 

용하게 무 를 관람하는 잘생기고 젊은 남성 관객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서 

스스로를 소란을 피우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나이 많은 오타쿠들과 분리시

키고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 . 

에서 더 나아가 코호카레시즈라 오타쿠들은 일반 오타쿠들을 깔보고 있고, 

잘난 척을 하고 지하 아이돌을 순수하게 응원하기보단 성애적인 상으로 , 

여기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시선을 받곤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선. 

입견을 바탕으로 해당 용어는 실제로 본인이 지하 아이돌의 남자친구인양 

망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일 때도 있다.

사례 특전회에서 남성 오타쿠와 연구자가 주고 받았던 화) 

저 사람은 왜 주말인데 양복을 입고 온 거야 머리나 악세사리를 보? 

면 일부러 꾸미고 온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저러고 오는 거야, ? 

또 다들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있는데 혼자 계속 팔짱 끼고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듯 하고 있어 자기는 다른 오타쿠들이랑 다르다고 . 

티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

- 뭐 남자여도 깔끔하게 잘 꾸미면 좋잖아 일하다 온 걸 수도 있고~ .

아냐 방금도 눈 마주쳤는데 나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깔보듯했어. .

- 에이 그런 거 아닐 거야 나 저 사람이랑 전에 몇 번 얘기해봤었는, . 

데 그냥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말자. .

잠시 침묵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해서 이러는 걸까 그래 보이니( ) ? ?

-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야 미안해. . 

우리같은 오타쿠들은 음침하다느니 아이돌을 성적으로 본다느니 하면

서 욕을 먹는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시를 보면 긴장돼서 말. 

도 제 로 못 하는데 진짜로 음침한 애들은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이. 

지 그런 애들은 자기가 잘생겼고 단정하기 때문에 잘하면 지하 아이. 

돌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겐바에 아이돌을 응원하려고 오는 . 

게 아니고 여자를 꼬시려고 와 겐바에서 만났던  후반의 오타쿠( 30 ).

온라인상에서는 지하 아이돌을 여자친구로 만드는 법 과 같은 팁들이 공  ‘ ’
유되기도 하고 그러한 게시글들은 실제로 지하 아이돌과 연애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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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면 오타쿠처럼 차려입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는 점에서 코

호카레시즈라 오타쿠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뒤편에서 조. 

용히 공연을 보고 지하 아이돌에게 말을 아끼는 행위가 다른 오타쿠들을 

깔보거나 여성 아이돌을 상 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앞서 다룬 핀치케들이 극장 안에. 

서 소란을 피우고 지하 아이돌들에게 과격하게 굴었기 때문에 멸시의 상

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호카레시즈라 오타쿠들은 다른 관객이나 지하 , 

아이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표본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오타쿠들이 코호카레시즈라 . 

오타쿠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각종 낙인을 찍는 것은 젊고 잘생긴 남성 에 ‘ ’
한 견제나 자격지심의 발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젊고 잘. , 

생겼기 때문에 나이 많고 못생긴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우리를 경멸할 것, 

이며 팬의 위치에서 지하 아이돌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르게 매, 

력적인 여성과 실제로 연애를 할 수 있는 남성에 한 경계인 것이다.

반 로 젊은 오타쿠들은 지하 아이돌 판에서 연령과 경제력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이 많은 남성 오타쿠들을 로오가이( )⽼害 149)라고 부

르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로오가이란 고령화되어 문제점이 많은 조직이. 

나 개인을 일컫는 말로 한국의 꼰 와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 사회 전반이 , .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로오가이는 어느 분야에나 있는 존재이고, 

연령과 상관없이 독단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일 때도 있지만, 

지하 아이돌의 팬덤 내에서는 주로  이상의 오타쿠들을 가리키는 말이40

다 앞서 다루었듯 이들은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타쿠들 중 가장 돈. 

을 많이 쓰는 주 소비층이기 때문에 사무소나 지하 아이돌 및 다른 남성 , 

오타쿠들을 상 로 갑질을 할 때가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요컨  지하 아이돌의 남성 오타쿠들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장  , 

기간의 경기 침체 비혼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달, 

하지 못 하고 주변화 된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지하 아이돌의 . 

서포터이자 스폰서로서 활동하거나 지하 아이돌을 상 로 친분을 쌓고 유, 

사 연애를 하거나 성적 상화를 일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결함 있는 남성

149) 해를 끼치는 늙은이라는 뜻이다 실제로는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늙은이처럼  . 
사고방식이 독단적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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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완화시킨다 미숙함에도 성실히 노력하여 성장한다는 . 

지하 아이돌 문화는 일상에서 목표나 의욕을 잃은 고령의 남성들에게 리

만족을 통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친근하고 접근성이 높다는 점은 , 

인간관계에서 결핍을 겪고 있거나 연애 및 결혼 시장으로부터 려나있는 

이들에게 친구나 연인같은 안적인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 

거나 유약하고 병리적이거나 삶에 목표나 희망이 없어도 지하 아이돌의 , , 

꿈을 응원하고 경제적인 스폰서가 되어줌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메

시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스스로에 한 가능성을 발

견하게 해주고 다른 오타쿠들과의 연 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재활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남성 오타쿠들의 팬 활동은 결함 있는 남성으로  , 

서의 개인적인 인정 욕구 연애 욕구 성욕 등을 충족시키며 만족감을 누리, , 

는 선에서 그쳤다 또한 지하 아이돌 문화는 미숙함과 성장을 강조하고 돈. , 

을 내는 만큼 지하 아이돌과의 시간과 스킨십을 구매할 수 있는 운영 방식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오타쿠들은 지하 아이돌을 상 로 성장을 위, 

한 피드백을 가장한 폭언이나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을 하며 타인과의 관계

에서 우위를 점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뒤틀린 정복욕과 성욕을 해소

하기도 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을 함께 하며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한다 는 . ‘ ’
모토 하에 이뤄지는 문화적 실천도 결국 돈을 내고 체험하는 젊은 여성과

의 화와 스킨십이라는 점에서 유사 성매매나 유흥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하 아이돌의 팬덤 문화가 주변화된 남성들의 결핍이나 , 

욕구를 건전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소해줄 유의미한 안책이 될 수 있

는지에 한 문제 제기 또한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던 . 

한 오타쿠는 꿈을 함께 이루는 게 좋다는 말도 사실 좀 틀린 말 같아 그 “ . 

꿈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의 꿈이니까 응원해주고 싶은 것

뿐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팬 활동이 팬이 아닌 타인 및 ” . 

공동체와의 사회적 상생에 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

았다 많은 지하 아이돌 오타쿠들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어있고 멸. 

시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류 사회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 

없다면 개인의 행복만이라도 추구하자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하 아이돌이나 오타쿠 문화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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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에 해 체로 무심한 모습을 보였고 극단적으로 엇나간 일부 오, 

타쿠들은 사회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만족감을 추구하느라 지하 아이돌 사, 

무소 타 오타쿠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

또한 이들은 체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 준수한 외모 높은 경제력  , , , 

원만한 인간관계 젊은 연령 등으로 변되는 지배적인 남성성에 반기를 , 

들지 않고 결함 있는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며 체념하고 안주하는 모

습을 보였다 남성 팬덤의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남성들끼리의 . 

연 를 통한 안적 남성성의 모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의 여느 집단

들이 그러하듯 친분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이어가거나 경제력 연령 외모, , 

를 기준으로 또 다른 위계가 만들어져 서로의 반목을 낳기도 했다. 

요컨  지하 아이돌의 남성 팬덤 문화는 주변화된 남성들의 이성애적  , 

가부장적 결핍과 욕망을 해소시켜주고 만족감을 줌으로써 그네들이 주변부

로 더 려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으나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 , 

에 존재하는 기존의 젠더적 위계나 남성성의 지형은 유지 강화시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해당되지 . 

못 하지만 직접적인 권력 전시와 거리를 둘 뿐 가부장제에 공모하는 관계, 

로서 젠더적 특권은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한다.

소결론3. 

한국의 삼촌팬들과 일본의 오타쿠들은 외모 연령 인간관계 경제력 등  , , , 

의 측면에서 모종의 결함이 있는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로부터 비롯되는 결핍 콤플렉스를 아이돌의 팬 활동을 하며 완화시키고자 ,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팬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남성. 

성을 갖고 있었는데 첫째로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이입하여 동기부여를 , 

얻으며 서포터 활동을 하는 부류의 경우 삼촌팬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 

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안정적이어도 가시화가 잘 되지 않는 반면 오타쿠, 

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자리가 잡힌 경향이 있었다 전자는 불안정. 

하기 때문에 아이돌을 위해 창작물을 만들거나 팬덤을 표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며 인정 욕구를 충족시켰고 후자는 자리가 잡힌 지 오래되어 정체, 

되어있다는 사실로부터 의욕을 잃고 있기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어린 아이돌을 경제적 심적으로 지원하며 리만족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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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하는 부류의 경우 한국  , 

의 삼촌팬들과 일본의 오타쿠들은 인간관계 특히 연애와 결혼에서의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없어서 친근하게 재현이 . 

되며 접근성이 높은 아이돌과의 유사 연애에 몰입하거나 연애와 결혼을 ,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사 연애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몰입하느라 현실의 연애나 결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화하는 부류는 삶의 영역에서 여성을 소  

유하지 못 하거나 어려워하는 남성들이다 한국의 경우 그로 인한 결핍이 . 

헤게모니적 남성에 한 분노나 젊고 예쁜 여성에 한 숭배와 멸시를 통

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목격되었고 여성 아이돌을 , 

향한 성적 상화는 익명의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은 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일본의 오타쿠들은 자신이 결함 있는 남성이라는 사. 

실에 크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고 지하 아이돌 문화를 포함하여 젊고 예, 

쁜 여성의 몸이나 상냥함이 결함 있는 남성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줘야한

다는 인식에서 나온 각종 성산업물과 서비스를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방식

으로 소비하고 즐기는 경향이 목격되었다. 

한편 삼촌팬들과 오타쿠들이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이자   

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이라는 점은 유 감이나 내부 결속의 요인이 되

면서도 다양한 층위와 형태의 남성성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남성 팬들 간, . 

의 계층화를 낳는 변수로는 한국의 경우 연령 와 외모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 경제력이 더해졌다, .

이들의 팬 활동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남성들의 이성애적 가부장적 콤  , 

플렉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해주고 그네들이 더욱 사회의 주변부로 려나 ,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팬 활동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 

족시키는 데에 그칠 뿐 타인과의 상생과 연 나 사회 공헌이나 가치 창출

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안으로서의 가능성은 아

직 미비한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이들의 남성성은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 

하는데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젠더적 위계나 , , 

남성성의 지형을 공고히 함으로써 가부장제에 공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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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제 절 연구의 요약과 의의1 

연구의 요약1.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지속적인 상호영향 속에서 형성되어왔다. 

년  전후의 한국 아이돌 문화가 당시 일본 아이돌 문화로부터 큰 영1990

향을 받아 태동하였다는 점과 년  이후의 일본 아이돌 문화가 한국 2010

아이돌 문화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럼에. 

도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각자의 특수한 아이돌 문

화를 만들어냈는데 한국의 경우 친근한 모습으로 재현되면서도 가수나 퍼, 

포머로서의 실력을 완벽에 가깝게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일본의 경우 미, 

숙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강조된다 이러한 아이돌 문. 

화를 바탕으로 년  후반 이후 한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큰 활약을 2000 , 

한 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에 한 후발주자들로서의 중소 아이돌들이 일, 

본에서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과 유사한 사업 모델을 따르AKB48

는 많은 지하 아이돌들이 생겨났다 양국 아이돌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 

라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장기간의 경기 침체 증가하는 비혼율 등, , 

의 영향으로 주변부로 려난  이상의 남성들이 팬층으로 유입된 것도 30

공통점이다 하지만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은 기획사에 의해 운영 및 . 

재현되는 방식과 남성 팬들의 활동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는 양국의 , 

남성팬들이 사회적 지형과 팬덤 내에서 지니는 의미의 차이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의 중소 아이돌 문화와 일본의 지하 아이돌 

문화 및 각각의  남성 팬들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중소 아이30 , 40 . 

돌과 지하 아이돌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및 재현되는지 이들의 남성 팬, 

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팬 활동을 하며 아이돌을 소비하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남성 팬들의 남성성이 양국의 사회 전반이나 남성성의 지

형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의 중소 아이돌은 한국 아이돌 문화의 영향으로 뛰어난 실력

과 우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형 기획사의 인기 아이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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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는 친근하고 접근성이 높은 모습 및 성장해 나아가는 서사가 강조된

다 따라서 중소 기획사들은 데뷔 전의 연습생 제도와 컴백 전의 공백기 . 

제도를 통해 멤버들의 실력을 갖추게 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이벤트와 , 

창구를 통해 팬들과의 가까운 소통을 장려하면서도 팬으로 하여금 아이돌, 

의 시간이나 스킨십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우상으로서의 적당한 거

리감을 유지시킨다 반면 일본의 지하 아이돌은 일본 아이돌 문화의 영향. 

으로 실력적으로 미숙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여 성장하는 모습이 강조되

고 메이저 아이돌과 비되는 실제 지인처럼 친근하고 접근성이 높은 모, 

습으로 재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약하거나 병리적인 면모가 부각되기도 , 

한다 따라서 사무소들은 연습생 기간 없이 지하 아이돌들을 미완성의 상. 

태로 데뷔시킨 뒤 공백기 제도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성장을 못 , 

하면 해체를 시키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이벤트와 창구를 통해 팬들과의 , 

가까운 소통을 장려하며 한국과는 다르게 완벽한 아이돌팬으로 하여금 아, 

이돌의 시간과 스킨십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중소 아이돌과 일본의 지하 아이돌이 모두 성장 서사가 강조된

다는 점과 친근하고 접근성이 높은 상으로 재현된다는 점은 삼촌팬들과 

오타쿠들로 하여금 아이돌의 성장 서사에 스스로를 이입하며 서포터 역할

을 하게 만들거나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연애 상으로 하거나 아이돌을 , , 

성적으로 상화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의 운. 

영 및 재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세부적인 차이들을 불러일으킨다. 

첫째로 성장 서사에 이입을 하며 서포터 역할을 하는 삼촌팬들은 충성

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소수의 팬을 제외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특

징이 있었다 이는 공백기 때문에 다른 팬덤으로의 이탈이 쉬워지고 돈을 . , 

많이 쓴다고 하여 아이돌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 스킨십을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 

오타쿠들은 충성도가 체로 높고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공백, 

기 제도가 없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며 성과가 없을시 해체한다는 운영 

방식이 활동기를 각별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해체가 벌어지지 않게끔 최, 

한 많은 돈과 사랑을 쏟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쓸수록 아이돌. 

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도 몰입도

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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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연애 상처럼 하는 삼촌팬들은 오프라

인의 다양한 이벤트나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이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친

분이나 유사연애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스스로가 이러한 방식으로 팬 활, 

동을 한다는 것을 공개적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 하고 익명의 온라인 공, 

간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중소 아이돌의 . 

친근한 재현이 아이돌의 완벽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고 아이돌과

의 시간이나 스킨십을 원하는만큼 살 수 없는 구조라서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되며 삼촌팬들이 아이돌 문화의 주 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 

추정된다 전자는 감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거나 유사연애에 한 몰입을 . 

높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유사연애적인 행동을 직접하는 데에도 한계를 

만들며 후자는 삼촌팬들이 팬덤 내에 있는 낮은 연령 의 남성팬들이나 , 

여성팬들을 의식하여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 

오타쿠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이들과 만나고 소통

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친목을 나누고 유사연애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지하 아이돌들의 친근한 재현이 유약하고 병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동료 의식이나 감정적 몰입을 느끼기가 더 쉬워지고 아, 

이돌과의 시간과 스킨십을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 거리감이 

훨씬 가까워서 실제로도 연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고령의 남성 오, 

타쿠들이 아이돌 문화 안에서는 주 소비층이라서 가치코이라 불리는 특유

의 유사 연애적 문화를 눈치 보지 않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아이돌을 상 로 성적 상화를 일삼는 삼촌팬들은 직접 아이돌  

을 촬영하거나 이미 있는 자료들로 성적인 은유를 읽어낼 수 있는 컨텐츠

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익명의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은 하고 폭력적으, 

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적 상화를 일삼았다 반면 일본의 오타쿠들은 . 

오프라인에서의 스킨십이나 온라인에서의 사무소와 지하 아이돌에 의해 업

로드 되는 이미지를 소비하며 공개적 노골적으로 성적 상화를 즐기는 , 

경향이 있었다 이 또한 앞서 다루었듯 한국의 아이돌들은 아이돌로서의 . 

완벽한 모습을 해치지 않게끔 재현이 되고 팬과의 거리감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반면 일본의 지하 아이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며 남성 팬들이 아, 

이돌 팬덤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지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팬 활동 방식은 삼촌팬들과 오타쿠들이 사회 전반과 남성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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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안에서 지니는 의미를 읽어내게 한다 이들은 모두 각국의 사회적 지. 

형 안에서 주변부로 려나있거나 외모 인간관계 경제력 연령 등을 이유, , , 

로 결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세 가지의 팬 활동 방식을 통해 그로부터 비롯

된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첫째로 성장 서사에 이입하며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부류의 경우 한국  , 

의 삼촌팬들은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모종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아

이돌을 위한 창작이나 이벤트 개최 등과 같은 일을 담당하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고 일본의 오타쿠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일, 

정 수준 이상 갖춰진 채로 정체되어 있기에 아이돌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경제적 스폰서 역할을 해주며 리만족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로 아이돌을 친구나 유사 연애 상으로 여기는 부류의 경우 양  , 

국 모두 인간관계에서 모종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특히 후자는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팬 활. , 

동을 하느라 연애와 결혼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한 결핍

을 친근하게 재현되는 아이돌과의 소통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셋째로 아이돌을 성적으로 상화하는 부류 중에는 삶의 영역에서 여성  

을 소유하지 못 하거나 어려워하는 남성들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들이 느끼는 남성으로서의 결함은 한국의 경우 헤게모니적 남성 . 

한 분노나 젊고 예쁜 여성에 한 숭배와 멸시를 통해 폭력적으로 표출로 

해소되는 경우들이 목격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스스로의 처지에 해 체, 

념하는 한편 젊고 예쁜 여성으로 즐거움과 위안을 얻도록 부추기는 자국, 

의 성산업을 즐김으로써 결핍과 욕망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삼촌팬들과 오타쿠들이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이자   

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이라는 점은 집단을 결속시키기도 했지만 남성 , 

팬덤 내에서도 결함이 있는 남성들은 더더욱 주변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기

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연령 와 외모가 위계를 나누는 요인이 되며 일본. , 

의 경우 여기에 경제력이 더해진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보았을 때 이들의 . , 

남성성은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젠더적 위계, 

나 남성성의 지형을 공고히 하는 공모적 남성성이다.

중소 아이돌과 지하 아이돌의 남성 팬덤 문화는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남  

성들의 이성애적 가부장적 콤플렉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해줌으로써 그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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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사회의 주변부로 려나지 않게 해주지만 비교적 결집이 잘 이루, 

어지는 인기 아이돌의 남성 팬덤이나 남성 아이돌의 여성 팬덤 또는 해외, 

의 케이팝 팬덤들이 그러하듯 상호 연 를 통한 사회 공헌 등의 이타적인 

가치 창출이나 새로운 안적 남성성의 모색이 일어나는 모습은 좀처럼 관

찰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연구의 의의2.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아이돌 문화와   . , 

일본의 아이돌 문화가 지난 여년 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30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양국 아이돌 문화의 독자적인 특수성을 밝혀내면서

도 어떠한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 

간 등한시 되어있던 일본 아이돌 문화에 한 통시적으로 시행하였고 양, 

국의 아이돌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에 한 초석을 제공하였다, .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 아이돌 문화의 최신   , 

동향인 중소 아이돌 문화와 지하 아이돌 문화 및 그를 소비하는 남성 팬덤

의 문화를 기획사 아이돌 팬덤의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 , , 

양국이 아이돌이 기획되고 운영되는 방식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현되는 방, 

식 팬들에 의해 소비되는 방식에 한 상세한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온오, . 

프라인에서의 참여 관찰과 장기간의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한 현장 연구를 

통해 생생한 시각 자료를 확보하였고 관계자와 팬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현장감과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삼촌팬들과 일본의 오타쿠들이 어떠한 특성을   , 

지니고 있고 사회 전반과 남성성의 지형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남성 팬덤에 한 사회 문화적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년  중반 이후 새롭게 . 2010

등장한 남성 팬덤에 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세  형 기획사 , 2

아이돌의 남성 팬덤에 한 학술적 논의의 계보를 잇는 새 지평을 열었다

는 의의가 있다 또한 삼촌팬과 오타쿠들이 공모적 남성성을 지니고 있음. 

을 드러내었고 같은 남성 팬덤이라는 집단 안에서도 여러 요인들에 의해 , 

남성성들이 계층화를 이뤄내고 있음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제시했다는 점에

서 각국의 남성성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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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2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로 연구자가  여  . 20

성이라는 점이 오프라인 참여 관찰의 결과나 심층면접자들의 답변에 영향

을 미쳤을 수 있다 일례로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같은 남성이 보아도 . ‘ 30

 이상의 남성 팬들이 일삼는 갑질 유사 연애 성적 상화에는 잘못된 , , 

부분이 있다 고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성 아이돌들이 남성 팬’ , 

들의 기 치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하

는 다소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곤 했다 이러한 모습은 팬덤의 외부에 있. 

는 여성에게 자기 자신이나 남초 집단에 한 이야기를 터놓고자 하는 과

정에서 딜레마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연구자가 . 

외국인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솔직한 답변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가 특정 팬덤들을 상으로 한 참여 관찰 연구이자   

소수의 관계자 및 팬들과 진행된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비롯되는 한계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논문은 한국 중소 아이돌의 . 

남성 팬덤이나 일본 지하 아이돌의 남성 팬덤 전반의 팬 활동 방식이나 

심리 및 의견을 아우르는 분석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온라인 참여 관찰의 주요 상이 되었던 디씨 인사  , 

이드의 특수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디씨 인사이드의 여돌갤은 앞서 . 

다루었듯 중소 여성 아이돌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몇 안 되는 곳이고 그렇기에 팬들과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거나 , 

참조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관찰 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온오프라인. 

에서 목격한 많은 남성 팬들은 연령 가 높거나 폐쇄적인 타 남초 커뮤니

티에 비하면 공개 게시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여돌갤은 성희롱이나 노

골적인 품평이 그나마 제일 덜 한 편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씨 인사이드의 게시글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남성 팬덤 전, 

반을 표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실제로 이러한 성. 

향에 거부감을 느껴 여돌갤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중소 아이돌의 남성팬

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팬들에 한 관찰과 .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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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관찰 결과나 인터뷰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뒷받침   

하는 부분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찰 상이 보이는 행동. 

이나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귀납적으로 추합했을 때 보이는 경향성을 토

로 연구자가 추측성 서술을 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일부 선행 연구자들의 , 

해석에 의존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이는 일본의 지하 . 

아이돌 문화와 한국의 중소 아이돌 문화 및 한국의 삼촌 팬덤 문화가 비

교적 최근에 생겨난 현상이라 선행 연구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특히 . 

일본의 아이돌 문화와 아이돌 오타쿠에 한 국내의 선행 연구가 부족하

다는 점은 해당 비교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팬들의 솔직한 답을 이끌어내고 좀 더   , 

다양한 팬덤에 속해있는 많은 수의 남성 팬들의 활동 방식 및 남성성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보완되면 한국과 일본 아이돌 문화 남성 팬덤 문화 , 

및 양국의 주변화 된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 내부의 서열화 등에 한 

논의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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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Male 

Fans in their 30s and 40s of 

Korean "Jung-so Idol"

and Japanese "Chika Idoru"

Yunkyu Le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male fans 

in their 30s and40s of Korean “Jung-so Idols” vis- -vis fans of à
Japanese “Chika Idorus” in order to derive their socio-cultural 

implications.

  There are two major phenomena in the current idol industries and 

existing fandom cultures of Korea and Japan. The first phenomenon is 

those who utilize the business model and marketing strategies of the 

popular idols from the 2000s. In Korea, they are “Jung-so idols,” 
referring to idols produced by small to medium-sized entertainment 

agencies. "Jung-soIdols'' tend to follow strategies laid ou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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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led “BIG THREE”entertai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proliferation of the “Hallyu Wave”. The second phenomenon pertains 

to the Japanese “Chika Idorus” or underground idols, utilizing the 

business model of “idols you can meet,” pioneered by Japanese girl 

group AKB48. Secondly, both Jung-so idols and Chika idorus have 

loyal grass-root fandoms consisting of males in their 30s and 40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how Korean Jung-so idols 

and Japanese Chika idorus are (1) produced and represented by 

entertainment agencies and media; (2) how male fans in their 30s and 

40s consume them; and (3) what kind of socio-cultural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their fandom culture and masculinity. To obtain 

relevant data, an ethnographic field research was conducted in Korea 

and Japan for a period of a year and a half. The field research 

included participant observation in online and offline fan communities; 

in-depth interviews with (a) producers and staff of Jung-so idols and 

Chika idoru agencies (b) male fans in their 30s and 40s. 

  Firstly, Jung-so idols and Chika Idorus emphasize the process of 

improving after debut, packaged as friendly and more approachable 

than their counterparts from bigger entertainment agencies. However, 

due to Korea's stringent public expectations of idols, Jung-so idols 

undergo rigid training programs and short breaks before releasing a 

new album in order to perfect their skills as performers. Jung-so idols 

are also expected to keep a certain distance with fans by limiting 

physical contacts and interaction time. In contrast, Chika idorus often 

debut with amateurish performance skills since Japanese idol culture 

tends to emphasi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experienced yet 

sincere youngsters. Via online and offline media, Chika Idorus are also 

represented as friendly and relatable people, often revealing their 

weakness and even illness to fans. Depending on how much money 

they are willing to pay, fans are also allowed time to share intimate 

physical contacts with Chika Id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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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Jung-so idols and Chika Idorus 

gave rise to three types of fans who engage in fan activities in different 

ways: The first category consists of dedicated supporters identifying 

themselves with hard-working idols. In the case of Korea, due to the 

breaks between album releases, withdrawal to other fandoms was 

relatively frequent, and the amount of expenditure for fan activities 

was not large. Different from Jung-so idols, Chika Idorus’ fans tend to 

be very loyal, willing to spend much money for their idols and their 

own benefits.

  The second category and third categories are closely related. The 

former regards idols as friends or pseudo-girlfriends while the latter 

sexually objectify the idols. These fan activities were made in much 

more blatant and public ways in Japan than in Korea, as the distance 

between Jung-so idols and fans are kept at a certain level, while in 

Japan, fans are allowed to spend time or share physical contacts with 

Chika idorus like real friends or couples. Unlike Jung-so Idols, which 

enjoys a crowd of mixed gender fans, Chika idoru idol fans are 

predominantly male. This niched fan base causes fans to interact with 

female idols with a lack of common societal checks.

   Thirdly, the three kinds of fan activities of these male fans exhibit 

the traits and implications of their masculinity within each countries’ 
social geography. Majority of these male fans were socially 

peripheralized with defects due to reasons such as look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nancial ability, age, etc. Fan activities help relieve them 

of these deficiencies. As for the first category, the dedicated supporters, 

Korean male fans seemed to be socially, financially unstable and 

therefore tried to satisfy their desire for recognition by making fan 

artworks or hosting events. Japanese male fans, in contrast, were rather 

socially, financially established yet feeling stagnant because of it. This 

trait led them to set themselves as economic sponsors for 

hard-working Chika idorus and experience vicarious pleas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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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ing dreams. 

  For the second category of fans, who regard idols as friends or 

pseudo-girlfriends, it was found that in many cases, both Korean and 

Japanese male fans tend to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pecifically, most were far from dating and 

marriage, or were losing interest in dating and marriage due to their 

immersion in fan activities. Interacting with friendly idols resolves many 

deficits caused by the lack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The third category of fans are those who sexually objectify idols. 

They tend to be men who have had difficulties with women in their 

own liv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se men tend to resolve their 

defects by holding contempt toward hegemonic men and pretty young 

women. Some may choose to worship these pretty young women 

instead. Differing from Korea, Japanese men tends to resolve their 

deficits through the sex industry. Such tendency encourages men to 

perceive young and pretty women as  someone to offer pleasure and 

comfort for men.

   While these socially peripheralized male fans tend to unite as a 

group of members enjoying the same sub-culture, there was also a 

hierarchy in between them. In Korea, age group and appearance are 

factors that divide the hierarchy. Japan follows similarly with the 

addition of economic power. So for these reasons, these male fans’ 
masculinity can be explained as “complicit masculinity,” as it is far 

from hegemonic masculinity yet solidifies the existing gender hierarchy 

between men and women, and among men. 

 In conclusion, the male fandom culture temporarily resolves the 

heterosexual and patriarchal desires of socially peripheralized men so 

that they are not pushed to the periphery of society. However, it 

seldom reached out to pursuing altruistic values such as creating social 

contribution through mutual solidarity or seeking alternative 

mascu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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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has three significance. First, it analyzed how Korea and 

Japan formed idol cultures that were similar to each other yet specified 

in their own ways. Second, it presen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test trends of idol culture and fandom culture based on vivid, 

abundant data derived from field research. Third, it presents an 

analysis of fan activities and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male 

fandoms in their 30s and 40s, which have been academically neglected 

so far.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masculinity studies in both 

countries. However, since there is a limit that representativeness may 

be insufficient due to the limited observation, it is believed that this 

part should be supplemented in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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