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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걸그룹 삼촌팬’들을 위한 변명: 자기민속지학 

방법을 중심으로*1)

강연곤( 앙 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며

2. ‘내 이야기’ 하기: 자기민속지학에 관한 논의

3. 나의 경험: 대중음악, 아이돌, 그리고 걸그룹

4. 지금의 이야기: 걸그룹과 삼촌팬

  4.1. 삼촌팬이 걸그룹을 만날 때

  4.2. 삼촌팬에 대한 비판과 변명

5. 나가며

이 은 재의 한국 음악 시장을 상징 으로 나타내고 있는 ‘걸그룹’

과, 이들을 열성 으로 좋아하는 30~40  ‘삼 팬’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목

을 갖고 있다. 삼 팬은 최근 걸그룹의 가장 강력한 팬 집단으로 주목받으

며 활발한 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소녀들에게 가진 성  

욕망을 숨기고, ‘삼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삼

팬 세 는 어린 시 부터 TV와 라디오, 가요와 팝음악 등 문화를 풍성

하게 경험했다. 이에 따라 삼 팬은 아이돌 그룹 주로 재편된 음악 시

장에서도 걸그룹을 왕성하게 소비하며, 극 인 팬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 팬이 소녀들의 성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부정  시선 

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은 삼 팬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 이 은 2011년 5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철 정기학술 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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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걸그룹, 삼촌팬, 아이돌, 대중문화, 팬덤, 자기민속지학

해서는 문화에 극 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팬 문화를 생산하고자 하

는 집단으로 삼 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은 연구자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토 로 연구를 진행하는 ‘자기민속지학’ 

방법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이 은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삼 팬에 한 

논의를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1. 들어가며

재 한국의 음악 시장은 ‘아이돌(idol) 그룹’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 매니지먼트 회사의 철 한 기획을 통해 

시장에 나오는 10~20 의 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정의한다면, 

지 의 음악 시장은 ‘아이돌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니

다. 이는 음반 시장뿐만이 아니다. 드라마와 능 등 TV 로그램, 

화와 고까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아이돌 그룹의 향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를 들어 2011년 설날

과 추석 연휴 MBC가 편성한 <아이돌 스타 육상(수 ) 선수권 회>에

는 140명이 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출연했는데, 이처럼 아이돌 

그룹으로만 지상  로그램 한 편을 제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재 이들의 치를 가늠하게 한다.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문화  취향으로 삼는 상, 즉 팬으로서 이

들을 좋아하는 ‘아이돌 팬덤’의 확장은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오빠부 ’로 불리는 10  소녀들이 남자 아이돌 그룹에 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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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1990년  이후 흔히 볼 수 있었던 팬덤의 단면이었다면, 지

은 10  후반이나 20  반의 여성들로 구성된 ‘걸그룹’에 남자들이 

함성을 지르는 경이 먼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소녀시 ’, 

‘원더걸스’, ‘카라’ 등이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음악 시장

에 등장하는 걸그룹 수가 폭발 으로 늘어났고, 10  소녀 심의 팬

덤 문화가 20, 30  혹은 40  남성까지 확 되기 시작했다.1) 최근에

는 30, 40  남성 팬들을 ‘삼 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음악 

시장에서 걸그룹을 ‘소비’하는 요한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매니지먼

트 회사들도 이들을 한 략을 구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은 삼 팬의 존재에서 출발했다. 걸그룹을 좋아하는 삼  연

령 의 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시장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

게 되었다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단했다. 그동안 삼 팬은 미디어를 통해 새롭고 때로는 특이한 

사회문화  상으로 소개되기는 했지만 학술  연구의 상으로는 

많이 다 지지 않았다. 삼 팬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을 어떠한 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 이들의 팬덤 상이 

올바로 해석되고 있는지에 한 궁 증을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을 쓰는 이유다. 특히 수많은 걸그룹의 등장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연구자 개인의 취향을 스스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도 이 의 

요한 목 이다.

이 에서는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상이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1)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  팬 

담론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15호, 한국여성커뮤니 이션학회, 2010, 96

쪽; 이소 , ｢‘연상남’ 팬덤에 한 연구: ‘소녀시 ’ 인터넷 커뮤니티를 심으

로｣, 서강 학교 석사학  논문, 200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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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서술하는 질  연구방법인 ‘자기민속지학’(autoethnography) 혹은 

‘자기기술지’2)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에

서 자기민속지학에서의 쓰기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낯

선 쓰기’의 시도가 연구자로서 사회 상을 새로운 으로 기술

하는 길을 열어  수 있을지 검해보고자 하는 것도 이 의 목  

 하나다.

요컨  이 은 ‘내 이야기’를 통해 삼 팬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

를 통해 사람들이 걸그룹을 좋아하게 된 이유, 걸그룹을 소비하는 방

식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목 을 해결하기 

해 먼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게 된 계기와 련한 나의 기억

과 경험을 끄집어내고, 재 삼 팬에 해 갖고 있는 생각과 삼 팬

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삼 팬이 갖는 의미를 풀어내고자 한다.

2. ‘내 이야기’ 하기: 자기민속지학에 관한 논의

연구자가 논문에서 자신의 존재를 직 으로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연구자가 논문의 직  화자(話 )이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학술 연구의 객 성과 엄 성이 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양  방법론이나 언어로 상을 기술하는 

질  방법론 모두 연구 상과 객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된다는 

2) 이동성, ｢ 등학교 기 학습부진학생지도 경험에 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

류학연구 13권 3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10, 146쪽; Muncey, T., Creating auto-

ethnographies, London: Sage, 2010. 이 에서는 ‘자기민속지학’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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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깊이 연 되어 있다.3) 연구자가 연구 상(혹은 연구 참여자)을 

직  만나고 찰하는 경우 양자의 친 한 계(rapport) 형성이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만, 이때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논문에 직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에

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시하거나, 그것이 학술 

연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에 한 해답으로 자기민속

지학4)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자기민속지학은 ‘민속지학’(ethnography)의 연구 통에서 비롯되었

다. ‘문화기술지’로도 불리는 민속지학은 원래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

에서 선진국들이 미개사회 지로 가서 연구를 수행하는 통에서 시

작되었고, 곧 다양한 사회문화  상을 찰,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에 활용되었다.5) 특히 민속지학 방법은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연구

상의 일상으로 들어가 찰과 기록이라는 형식으로 상의 맥락을 기

술하고자 하는 장 심의 연구로 발 했기 때문에 특유한 문화 소

비 취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세 의 특징 등을 해석하는 데에 유용

하게 쓰 다.6) 그동안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나 

 스타에 한 팬덤 상, 미디어 수용자가 드러내는 집단  속성 

등을 분석하기 한 연구에 민속지학 방법이 사용된 것도 이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7)

3) 주형일, ｢왜 나는 스 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모색｣, 언론

과 사회 15권 3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7, 6~8쪽.

4) Muncey, T., “Doing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vol. 4, no. 1, 2005, pp. 69~86. 

5) 정재철, ｢민속지학  수용자연구의 방법론  과제와 망: 문화연구에서의 연구

통을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9호, 한국방송학회, 1997, 103~105쪽.

6) 윤경원, ｢청소년 연구에서 민속지학의 활용: 문화연구에서의 경향을 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권 2호, 한국청소년학회, 2004, 263~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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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민속지학은 내 이야기(personal narrative)를 출발 으로 해서 사

회문화  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자기민속지학에서는 연구자이면

서 연구 상이 되는 나의 존재가 요하며,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체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자기민속지학은 개인과 문화 체를 

연결하는 가운데 의식의 다양한 층 를 내보이는 자  쓰기 장르

로 이해할 수 있다.8) 자기민속지학은 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털어놓

고, 개인을 사회 속에 동화시키며, 개인과 사회를 능동 으로 재설정

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9) 이는 자기민속지학의 시도가 특유한 

사회문화  맥락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술하며, 해석하는 

유용한 ‘ 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자기민속지학에서 개인

의 경험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사회

 맥락에서 평가하고, 이를 자  쓰기를 통해 반 해야 학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10)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특정 인물이나 문화의 장르, 로그램의 

팬인 경우 자기민속지학은 더욱 유용하다. 연구자이자 팬으로서 

문화에 열 하고, 그 속에서 사회문화  의미를 짚어내는 것은 비 받

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아카-팬’ 

7) 민속지학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연구설계의 원칙이나 방법론  차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 결과의 엄 성,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지 을 받기도 한다. 나미수, 

｢민속지학  수용자 연구에 한 비  성찰: 국내 연구사례에 한 분석과 

평가｣, 커뮤니 이션 이론 1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5, 68~115쪽 참고.

8) Ellis, C. & A. P. Bochner,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reflexivity: 

Researcher as subject”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2000, pp. 733~768. 

9) 주형일, ｢왜 나는 스 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모색｣, 10쪽.

10) Spry, T., “Performing autoethnography: An embodied methodological praxis”, 

Qualitative Inquiry, vol. 7, no. 6, 2001, pp. 70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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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fan), 즉 학자(academic)이면서 특정 문화의 팬(fan)인 자신을 충

분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11) 

자기민속지학은 쓰기 자체에 한 고민이 요하고, 쓰기가 우

선  과제가 된다.12) 자기민속지학에서는 보통 연구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처음부터 밝힌다. 문장의 주어를 ‘나(I)’로 해 자신이 가진 

취향과 태도를 드러낸다. 자기민속지학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일기장

이나 화 형식으로 구성하거나, 연구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

나 사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13) 연구자와 한 

련이 있거나 긴 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병렬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주형일은 지방 출신이면서 지방  

교수로 재직 인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는 구인가’라는 질문에 

자신을 ‘지방 생’이라고 답한 1명의 학생이 겪은 이야기와 교차 기

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지방 가 갖는 의미를 해석했다.14) 이처럼 

자기민속지학에서는 짧은 이야기나 소설, 시와 수필, 포토 에세이나 

논문 등 다양한 쓰기가 가능하다. 다만 자기민속지학을 시도하는 

연구자는 다양한 사회문화 상의 이론  이해와 해석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분석 으로 기술하기 해 부단히 노력해

야 한다.15) 

11) 헨리 젠킨스, 팬, 블로거, 게이머: 참여문화에 한 탐색, 정 진 옮김, 비즈앤

비즈, 2008, 11~13쪽.

12) Denzin, N. K., “Analytic autoethnography, or déjà-vu all over again”,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 35, no. 4, 2006.

13) 주형일, ｢왜 나는 스 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자기민속지학 방법의 모색｣, 

11~13쪽; Muncey, T., “Doing autoethnography”, p. 72.

14) 주형일, ｢지방 에 한 타자화 담론의 주  수용의 문제: 자기민속지학 방법

의 용｣, 미디어, 젠더 & 문화 13호, 한국여성커뮤니 이션학회, 2010, 

75~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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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민속지학 방법을 통한 연구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 

혹은 문화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고, 내 이야기를 통해 독자

들에게 흥미와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6) 반면 자신이 연구의 유

일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 심 이고 학문  성과가 미약하

다는 지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기민속지학은 ‘(질 ) 학술 

연구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 혹은 학술 연구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17) 이에 따라 자기민속지학의 한계, 즉 과학  연구

의 엄 성이나 객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한 고민은 연구자

가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앞서 지 한 것처럼 어떻게 자신의 목

소리를 외부와 공명할 수 있는지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것

도 연구자에게 요한 과제가 된다.18)

3. 나의 경험: 대중음악, 아이돌, 그리고 걸그룹

여기서는 내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는 

내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아이돌 

15) Anderson, L., “Analytic autoethnograph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

35, no. 4, 2006, pp. 373~340.

16) 박순용·장희원·조민아,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권 3호, 한국교육인류학회, 2010, 58~61쪽; 

Ellis, C. & A. P. Bochner,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reflexivity: 

Researcher as subject.”

17) Holt, N. L., “Representation, legitimation, and autoethnography: An autoethno-

graphic writing 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vol. 2, no. 1, 2003, 

pp. 19~21.

18) Wall, S., “An autoethnography on learning about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vol. 5, no. 2, 2006, pp. 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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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걸그룹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한 내 생각이 이 

의 출발 으로 하다는 단 때문이다.

1970년  반에 태어난 나는 비교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어린 시  부모님은 내가 음악을 듣는 

것에 했고, 나는 LP나 테이 를 구입하는 데에도 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 덕분에 송창식과 김민기, 산울림과 신  등 1960~1980

년  한국 음악의 주요 뮤지션들을 래 친구들보다 일  할 

수 있었다. 음악을 즐겨듣는 취향에는 TV에 푹 빠져 있었던 어린 

시  경험도 상당 부분 향을 주었을 것이다. KBS <가요톱텐>과 같

은 음악 로그램들을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봤다. 래 친구

들과 달리 나는 녁 시간 TV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혼난 기억도 

없다.

흔히 한국 음악사에서 ‘황 기’로 부르기도 하는 1980~1990

년 에 학교를 다닌 것도 지 까지 내가 음악을 즐기고 있는 바

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시 에는 이문세와 변진섭, 신

승훈 등이 내놓는 음반은 거의 다 구해 들었다. 혹시 구하지 못한 음반

은 친구들에게 녹음을 부탁해서라도 꼭 들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나 < 의 음악세계>와 같은 라디오 로그램도 거의 매일 청취했

다. 주 에 ‘스쿨 밴드’를 결성해 기타나 키보드를 연주하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의 향도 있었다. 친구들이 방과 후 머무는 합주실에서 평

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외국 음악과 마주쳤다. “한국의 청소년이라면, 

이 정도는 들어야 한다”는 친구들의 권유에 ‘비틀스’와 ‘ 드 제 린’, 

‘딥 퍼 ’, ‘건스 앤 로지스’ 등 외국 뮤지션의 음반을 구해 들었고, 

‘시나 ’와 ‘부활’도 알게 되었다. 테이 로 구입했던 부활 1집과 친

구가 “꼭 들어야 할 음반”이라며 따로 녹음해  드 제 린 2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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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학생들이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것에는 사회 

변화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  말에서 1990년  

반에 이르는 시기는 이른바 ‘3  호황’ 덕분에 경제 상황이 좋았

다. 최소한 나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도 자유로웠다. 나

는 교복 자유화 조치 이후 ·고등학교를 다녀서 교복을 한 번도 입어

본 이 없다.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학을 갈 수 

있다는 이른바 ‘학력고사 세 ’ 기에 방과 후 시간은 비교  여유가 

있었다. 

이 시기 TV에서 흘러나오던 스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소방차’와 박남정이 인기를 끌었고,  더 많은 가수들이 스음악

을 들고 나왔다. ‘보는 음악’도 즐거웠다. 물론 당시에는 외국의 팝이

나 록 음악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외

국 음반을 사는 것 못지않게 한국 가수의 LP와 테이 를 사 모았다. 

어린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 가수들도 많았다. 김완선과 강수지

가 있었고, ‘여고생 가수’ 이지연도 있었다. 하수빈이나 이상은도 인

기가 많았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시기에는 나를 포함해 많은 친

구들이 음악을 듣는 취향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시기부터 

청소년들의 음악  취향과 팬덤 활동이 아이돌 혹은 스 그룹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당시 수많은 음반이 시장에 쏟아졌는데, 동

네 음반가게에는 거의 매주 새 음반 입고를 알리는 문구가 붙었다. 

당시 기억으로는 MBC에 <여러분의 인기가요>가 생겼고, SBS는 <SBS 

인기가요>라는 이름으로 순  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때쯤 <연 가

계>(KBS) 외에 연 계 소식을 하는 로그램들이 많아졌고,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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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로그램은 춤과 노래로 더욱 화려해졌다.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은 내 음악 취향을 단숨에 바꿔놓았고, 서태지

가 소개하기 시작한 스 혹은 힙합음악에 열 했다. 외국 힙합음악을 

잘 아는 친구를 통해 이른바 ‘백 ’으로 불렸던 외국 음반을 구해 들

을 수 있었다. 당시 들었던 힙합음악은 ‘퍼블릭 에 미’나 ‘런 디엠씨’ 

등 1980년  반~1990년  반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었다. 1990년  반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음악을 즐기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부 에

서 정훈병을 맡아 1개월에 한 번 정도 가족이 부쳐주는 ‘인기가요 테

이 ’를 복사해서 내 방송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활발히 출간되었

던 음악 잡지는 나에게 요한 정보원이 되었다. 핫 뮤직이나 

지구  상음악, 서 와 같은 잡지는 매번 구입할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

1990년 에는 방송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 방송 SBS가 생기고, 

이블 음악채 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TV로 즐기게 

되었다. TV와 같은 상 미디어의 팽창으로 인해 ‘듣는 음악에서 보

는 음악으로의 변화’가 한국 시장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 

때다.19) 특히 보고 즐기는 음악의 발 은 아이돌 그룹의 탄생과 맥을 

같이한다. 내가 처음 주목한 아이돌 그룹은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은퇴 직후 데뷔한 ‘H.O.T’ 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룬 성공을 목격

한 많은 기획사들이 보는 음악, 즉 스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아이돌 

그룹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 이는 1996년과 1997년 H.O.T와 ‘젝

스키스’, ‘S.E.S’와 ‘핑클’ 등 이른바 ‘1세  아이돌’의 출 으로 나타

19) 이혜숙·손우석, 한국 음악사, 리즈 앤 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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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6년은 재 한국 음악 시장의 모습을 측

할 수 있었던 요한 분기 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H.O.T가 등장한 

이후를 ‘아이돌 팝의 시 ’로 부르고 있으며, 이 의 한국 음악과

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이 드러난다. H.O.T 이후의 음악을 아이

돌 팝이라고 부른다면, 이 용어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 스타일, 이들을 

‘제작’하는 특유한 연  제작 시스템, 세 를 나 는 문화를 함께 상

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20) 

한편 1990년  반 이후 PC 통신의 성장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음악 

팬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동호회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음악  견해를 피력하며, 팬덤 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 내 기억으로는 하이텔의 ‘메탈동’(메탈음악 동호회), ‘블 스’(힙합

음악 동호회), ‘ 래네’(서태지 팬클럽) 등이 유명했는데, 이들 동호회에 

올라온 은 문가가 쓴 것처럼 수 이 높았고 이러한 은 다른 PC 

통신망을 타고 여기 기로 유포 다. 당시 나는 H.O.T와 핑클의 정규 

음반은 거의 모두 구입했고, 휴 용 CD 이어와 아이돌 그룹의 

CD 몇 장은 늘 가방에 넣고 다녔다. 

나는 이러한 내 기억과 경험이 지 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내가 아이돌 그룹을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게 된 요한 요

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1980년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

던 음악을 일 감치 들을 수 있었고, 1990년  서태지의 음악을 좋아

했으며, 그로부터 시작한 사회문화  논의21)에 심을 가졌던 내 경

20) 이동연, ｢아이돌 팝이란 무엇인가: 징후  독해｣, 문화과학 통권 62호, 문화

과학사, 2010, 210~227쪽 참고.

21) 서태지의 출  이후 불거졌던 ‘신세  담론’이 표 으로 내 심을 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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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지 의 취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친구들은 아직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반을 사 모으고, 아이돌 

그룹에 심을 표시하는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도 

비슷한 기억과 경험으로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아이돌 그룹의 음악은 청소년 시기에 잠시 즐기는 일종의 하 문화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다.22) 실제로 함께 서태지에 열 했던 내 

래 친구들 가운데 1996년 이후 등장한 아이돌 그룹에 심을 보이

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돌 그룹

의 음반을 구입하고, 이들의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의 취

향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 으로 지 의 30, 40 는 내가 그랬던 것처

럼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 로 음악을 찾아 듣고 있으며,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나는 아이돌 팬은 청소년, 그 에서도 오빠부 로 불리는 

10  소녀들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최근까지 아이돌 팬덤에 한 연구

에서도 걸그룹을 좋아하는 남학생, 혹은 30  이상 세 를 연구 상

으로 삼지 않았다.23) 나는 핑클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H.O.T와 젝스키

다. 서태지와 신세  련 논의는 당시 사회구조, 세  간 갈등, 교육 실, 

문화의 성장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로 재생산되었다. 이에 해서는 김

창남, ｢서태지신드롬과 신세 문화｣,  리즘 비평 17권, 한국언론학회, 

1995, 46~49쪽; 성기완, ｢스스로 내고 풀어본 서태지에 한 네 개의 문제｣, 

사회비평 26권, 나남출 사, 2000, 200~211쪽; 이동연, ｢세 문화의 구별짓

기와 주체형성: 세 담론에 한 비 과 재구성｣, 문화과학 통권 37호, 문화

과학사, 2004, 135~153쪽; 홍성태, ｢세 갈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 통권 

37호, 문화과학사, 2004, 154~172쪽 등 참고. 

22) 고길섶, ｢청년문화, 혹은 소수문화론  연구에 하여｣, 문화과학 통권 20호, 

문화과학사, 1999, 145~148쪽.

23)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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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좋아했고, g.o.d와 신화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 H.O.T(2001년 해

체)와 젝스키스(2000년 해체), 핑클(2005년 해체)과 S.E.S(2002년 해체)로 

표되는 1세  아이돌의 퇴장 이후 음악 시장에는 이 다 할 형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지 않았다. ‘동방신기’(2004년 데뷔)와 ‘슈퍼주니

어’(2005년), ‘빅뱅’(2006년) 등 남성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활발했던 2000

년  반에는 내가 주목할 만한 걸그룹이 많지 않았다. 그때도 나는 

아이돌 그룹의 음반을 열심히 구입했고, 이들이 TV에 나오면 좋았다.

나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록이나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의 음악

이 나의 요한 취향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나와 

래 친구들이 즐기던 장르의 음악들이 퇴조하는 가운데 1세  아이돌

이 등장했고, 새롭게 래의 길을 끌 만한 밴드나 뮤지션이 나오지 

않을 때쯤 나에게 주어진 음악이 아이돌 그룹의 것이었기에 자연스럽

게 이들의 음악에 익숙해졌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물론 나의 경험이 나와 비슷한 연령 의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쓰 기’라고 표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다만 노래방 같은 곳을 가면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흥겹게 부

르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돌의 이야기를 했

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들을 새로운 음악 취향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의 음악에 한 이야기를 나 는 것은 

날 방 된 TV 드라마나 코미디 로그램에 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낯선 일은 아니었다.

담론 구성｣, 8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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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의 이야기: 걸그룹과 삼촌팬

4.1. 삼촌팬이 걸그룹을 만날 때

내가 새삼 걸그룹에 주목하게 된 것은 1998년  핑클이 1집 수록

곡 <블루 인>과 <루비>, <내 남자친구에게> 등으로 한창 방송활동

을 할 때부터 다. 지 은 ‘원조 걸그룹’ 정도로 불리지만 당시에는 

S.E.S와 라이벌 구도에다 젝스키스, H.O.T 등 소속사끼리의 신경  등

으로 해서 많은 심을 받기도 했다. 핑클은 데뷔 부터 귀여운 이미

지를 강조하며 략 으로 남성 팬들을 겨냥한 ‘기획형’ 걸그룹의 효

시로 볼 수 있다.

내가 걸그룹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원더걸스, 소녀

시 , 카라 등이 차례로 데뷔할 때 다. 이때 삼 팬의 존재가 심을 

끌기 시작했다. 사실 언제부터 삼 팬24)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2007년 무렵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빠부 만 

있나. 삼 부 도 있다”고 하던 것이 삼 팬이라는 용어로 굳어졌다

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걸그룹 멤버들의 연령이 10  후반에서 20  

24) 걸그룹을 좋아하는 30, 40  남성을 삼 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남성 아이돌

을 좋아하는 30, 40  여성 팬들을 ‘이모팬’ 혹은 ‘고모팬’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왕성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에서 이모팬과 삼 팬의 속

성은 비슷한 듯 보이나, 이에 한 시각은 다르다. 이후 논의하겠지만 이모팬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엄마처럼, 삼 팬은 소녀들의 몸매에 몰래 웃음 짓는 

아 씨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다.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

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  팬 담론 구성｣; 이소 , ｢‘연상남’ 팬덤에 한 연구: 

‘소녀시 ’ 인터넷 커뮤니티를 심으로｣; 정민우·이나 , ｢스타를 리하는 

팬덤, 팬덤을 리하는 산업: ‘2세 ’ 아이돌 팬덤의 문화실천의 특징  함의｣, 

미디어, 젠더 & 문화 12호, 한국여성커뮤니 이션학회, 2009, 191~240쪽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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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다 보니 어도 열 살 이상 차이 나는 30, 40  남성팬들이 스

스로를 삼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언론이 그 로 옮겨 쓰면서 

이 용어가 리 퍼진 것으로 본다. 당시 걸그룹 활동과 련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챙겨 보던 나는 삼 팬이라는 용어를 알게 고, 나

도 연령 가 삼 팬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90년  반 이후 음악 시장이 아이돌 

그룹 주로 재편되면서 나와 같은 래의 음악 팬들은 두 부류로 나

눠졌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어느 정도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알고 있

지만 여 히 록이나 스, 힙합, 발라드 등 기존에 형성된 자신의 취향

을 더 강하게 고수하는 경우 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음

악과 아울러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극 으로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취향으로 삼는 경우가 두 번째다. 나의 경험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조  더 정 으로 생각하는 경우 다. 특히 록이나 힙합 등 내가 

즐겨 듣던 음악의 경우 밴드와 가수, 장르에 한 정보와 지식을 스스

로 축 해가면서 새 음반이 나올 때마다 일종의 ‘의무’처럼 찾아 듣는 

경험이 우세했는데, 서태지와 같이 내가 좋아하던 가수와 밴드가 차츰 

음반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흔히 만날 수 있는 아이돌 

그룹, 특히 걸그룹의 음악을 즐겨 듣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핑클 이후에 등장하는 걸그룹이 한층 차이를 드러냈던 부분은 TV와 

같은 미디어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한껏 드러내는 

략  방식이었다. 그 기에 나와 같은 팬들이 더욱 쉽게 소비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2007년 이후 삼 팬들의 심을 끌 만한 걸그룹

의 잇따른 등장은 기존 아이돌 그룹 주의 시장에 해 회의  반응을 

보이던 30, 40  남성들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 생각한다. 문화산업의 논리에 휘둘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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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에 맞는 음악을  듣기 힘든 시기에 청장년층 남성들이 이 처

럼 음악을 찾아 듣게 만든 걸그룹의 등장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나는 삼 팬의 등장은 음악 상품의 소비에 극 인 세 의 남성들

이 시장 변화에 맞춰 나타난, 혹은 제작된 걸그룹의 음악을 만나게 

되었다는 에서 의미가 발생한다고 본다. 요컨  나는 음악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지 에 걸그룹이 ‘ 안’처

럼 제시되었고, 이러한 안이 삼 팬들에게 성공했다고 본다.

1990년  말부터 음악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가 일반화되고, 음반을 소장하기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음악을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앞서 지 한 것처럼 

1990년  반 이후 신승훈, 김건모, 서태지, 이승환 등 100만 장 이

상 ‘ 리언 셀러’를 기록하던 뮤지션들의 퇴조가 이어졌다. 외환 기 

이후 음반 시장의 침체는 깊어졌다. 그 탈출구는 바로 아이돌 그룹의 

기획이었다. 기획사가 이러한 략을 구사하게 된 것에는 음악 상품의 

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나와 같은 세 가 어느 정도 수요를 형성

하고 있었다는 이 요하게 작용했다고 야 한다.

특히 TV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는 삼 팬들의 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삼 팬들이 팬 활동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이 되었다. 우선 TV는 걸그룹의 이미지를 극 으로 생산했다. 2000

년  반 이후 지상 와 이블 로그램에서 걸그룹은 언제 어디서

나 등장했으며,  더 친숙한 이미지로 포장되었다. 삼 팬들도 자

연스럽게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게 되는 구조가 TV를 통해 구축 다. 

실제로 많은 아이돌 그룹이 음반에 앞서 능과 드라마 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먼  알리고 있는데, 이러한 로그램은 어른들도 요한 

‘타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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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의 일상을 담거나 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TV 로그램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TV 속에서 걸그룹 멤버들은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우거나(<소녀시 의 헬로 베이비>), 스튜어디스나 국회 보좌 을 체험

한다(<티아라의 드림걸즈>). 여행을 다니며 한국을 소개하는 로그램

(<f(x)의 코알라>)도 걸그룹에게 주어진다. 연습생 시 부터 데뷔 직

까지를 담은 리얼리티 쇼도 많다. 이른바 ‘아이돌 리얼리티’는 큰 인

기를 끌고 있으며25) 삼 팬 혹은 이모팬의 형성과도 연 이 깊다. 이

러한 로그램들은 데뷔 부터 아이돌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을 삼

이나 이모처럼 바라보고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며, 데뷔 이후 이들을 

극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26) 나 역시 이들이 등장하는 리얼리

티 로그램을 즐겨 보았다. 그 기에 삼 팬들의 팬덤 형성에 TV의 

역할이 컸다는 지 에는 으로 공감한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아이돌 그룹만으로 여러 형태의 TV 로그램 

제작이 가능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상이다. 실제로 2009년27) 추

석 연휴 30명이 넘는 걸그룹 멤버들을 모아 만든 <여성아이돌그룹 

서바이벌—달콤한걸>(MBC)을 시작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들, 특히 걸

그룹을 등장시킨 로그램들이 지상 에서 속속 편성되었다. <청춘불

25) 박우진, ｢아이돌 그룹 어떻게 ‘킬러 콘텐츠’ 나｣, 주간한국 2009년 9월 16일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0909/wk20090916111221105450 

.htm).

26) 차우진, ｢걸그룹 성기｣, 문화과학 통권 59호, 문화과학사, 2009, 270~283

쪽.

27) 2009년은 한국 음악 시장에서 걸그룹이라는 화두가 돌출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애 터스쿨, 2NE1, 포미닛, 티아라, f(x), HAM, 시크릿, JQT, 인보우 

등이 2009년 등장했다. 2010년에도 씨스타, 걸스데이, 나인뮤지스, Miss A 등이 

데뷔했고, 2011년에는 달샤벳과 에이핑크가 두각을 나타냈다. 2009년 당시 삼

성경제연구소는 ‘10  히트상품’  하나로 걸그룹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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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KBS)나 < 웅호걸>(SBS), <꽃다발>(MBC) 등이 표 이다. 이 게 

TV에서 만들어진 걸그룹의 이미지는 30, 40  남성을 자극하고, 삼

팬들은 걸그룹을 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 30, 40 는 여 히 음반을 

직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도 1990

년  음악의 황 기를 체험한 삼 팬들은 자신의 음악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주 하지 않으며, 특히 걸그룹 음반을 사서 모으는 경

험도 낯설게 느끼지는 않는다.

결국 나는 삼 팬의 등장은 거  기획사의 시스템과 미디어, 그리

고 풍성한 문화의 수혜를 받고 자란 30, 40 가 만나는 지 에서 

탄생한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삼 팬덤’의 성장은 기획사의 

략이 정확했음을 말해 다. 지 의 기획사는 자생 인 팬덤을 극

으로 리하고, 이를 극 으로 이용하고 있다.28) 한 미디어는 

걸그룹과 같은 아이돌을 ‘한류의 심’, ‘산업역군’으로 부르고, 삼

팬들 역시 소녀들을 견하다고 여기거나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도 

한다.29) 

음악은 태생 으로 TV와 같은 미디어와 한 계를 맺는

다.30) 뉴스에서 걸그룹을 다루는 방식도 그 다. 특히 인터넷 뉴스 

미디어들은 걸그룹의 일상과 연 활동을 시시콜콜히 소개하며 걸그

28) 정민우·이나 , ｢스타를 리하는 팬덤, 팬덤을 리하는 산업: ‘2세 ’ 아이돌 

팬덤의 문화실천의 특징  함의｣, 211~213쪽.

29) 박지하, ｢산업역군 아이돌의 시 ｣, 동아닷컴 O2 매거진 2009년 10월 15일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10150367).

30) 이는 신문에 비해 오락 기능이 강조되어온 TV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방송의 황 기가 시작된 1950년  TV의 성장과 맞물려 인기를 끈 로큰롤 장르

나, MTV의 등장과 무 하지 않은 스, 랩 음악의 흥행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차우진, ｢ 음악과 TV: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의 음악｣, 

시민과세계 18호, 참여사회연구소, 2010, 177~18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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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 형 걸그룹 OOO 얼굴 공개’라는 식으

로 걸그룹 멤버들을 친 하게 소개하면 단숨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

어 순 가 상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는 삼 팬들을 해 이들의 신상명세를 알려주는 특집 

기사를 마련하거나, 낯 뜨거운 제목과 사진을 담은 ‘걸그룹 OOO, 

숙소 격 공개’와 같은 기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31) 

TV 못지않게 인터넷은 삼 팬의 확산에 큰 향을 미쳤다. 내가 

핑클과 S.E.S 이후에도 꾸 히 걸그룹의 활동에 심을 가질 수 있었

던 것도 인터넷 덕분이라고 본다. 더구나 나와 비슷한 연령 의 삼

팬이라면 PC 통신을 통해 이미 온라인 팬 활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역시 PC 통신 때부터 아이돌 그룹이나 화배우, 힙합 동호

회에 가입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삼 팬들이 1990년  

H.O.T의 소녀 팬들처럼 외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팬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이른바 ‘팬질’(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

다.32) 삼 팬들은 직장에서 돌아와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걸그룹 

련 소식, 동 상이나 음악 일을 듣고 보면서 팬으로서 즐거움을 

얻는다. 자신의 일상에 방해를 주지 않고도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팬덤의 일상화가 실 되고 있다는 것이다.33)

나는 인터넷이 삼 팬들에게 주는  다른 향은 “그 나이에 무슨 

31) 김성의·양지원, ｢3040을 한 걸그룹 핵심 가이드｣, 일간스포츠 2009년 10월 

4일(http://isplus.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805986&cloc=); 

이정 , ｢걸그룹 숙소 탐방: 포미닛 — 멤버들의 팬티 구분법은?｣, 스포츠조선 

2009년 9월 21일(http://new.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entertainment/ 

200909/20090922/99v75106.htm) 등 참고.

32) 강혜경, ｢아이돌 탐구반: ‘팬질’하기 참 쉽죠잉｣, 한겨  21 2010년 5월 14일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7308.html).

33) 이동연, ｢아이돌 팝이란 무엇인가: 징후  독해｣, 215~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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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이냐”는 주  시선을 덜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30, 40  남성이 퇴근 후에 걸그룹의 팬 

커뮤니티에 정성스럽게 응원 을 남기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련 

정보를 모아 올리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는 이러한 삼 팬

을 기사와 TV 로그램에 다시 반 한다.34) 이들 미디어에 담긴 삼

팬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란 30, 40  남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찾아

가는 상이 목격된다’, 혹은 ‘ 극  음악 소비가 가능한 세 로서 

삼 팬들이 걸그룹의 음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식의 분

석이 그것이다. 

삼 팬들은 남들이 자신을 ‘나잇값 못 하는 아 씨’로 볼까 걱정하

면서 ‘우리가 좋아해도 될까?’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 한다. ‘멀리서 

바라보는’ 치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삼 팬들은 걸그룹 멤버들에게 

건강식품을 챙겨주거나, 생일을 축하하려고 신문 고를 내고, 걸그룹

의 이름을 걸고 사활동을 하는 등 걸그룹의 ‘서포터스’를 자처하며 

공개 인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나는 삼 팬이 재 음악 산업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매력 인’ 상품을 소비하는 요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걸그룹도, 기획사도 이러한 삼 팬들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녀시 가 KBS <박 훈쇼>에 나와 “삼 팬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든

34)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2009년을 기 으로 걸그룹 련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폭발 으로 증가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을 

쓰면서 내가 참고한 TV 로그램도 역시 2009년에 집 으로 방 되었다. 

참고로 이들 로그램은 <30분 다큐: 삼 팬>(KBS, 2009년 9월 17일 방 ), 

<수요기획: 걸그룹 열풍 — 소녀시 와 삼 부 >(KBS, 2009년 12월 16일), 

<2009 한민국 新아이콘 — 걸그룹을 말한다>(OBS, 2009년 12월 28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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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한 버 목”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5) 

언젠가 카라의 라한 숙소가 TV에 공개되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삼 팬들이 일제히 “어떻게 런 숙소에서 아이들을 재울 수 있

나”는 식의 반응을 올린 것을 본 이 있다. 최근에는 삼 팬들이 

형 기획사 시스템에 한 비 에 나서기도 한다. 얼마  카라의 계약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삼 팬들은 카라의 소속사를 맹렬히 비 하는 

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했다.

삼 팬들은 왜 핑클이나 S.E.S가 아니라 <다시 만난 세계>와 <소녀

시 >, <지>, <소원을 말해 >를 들고 나온 소녀시 와 <텔미>와 

<노바디>를 부르는 원더걸스, < 리티 걸>과 <미스터>의 카라에 새

삼 길을 돌렸을까. 이는 앞서 지 한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취향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 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친근하고 귀

여운 이미지로 포장한 걸그룹의 등장에 삼 팬들이 아이돌 주의 음

악시장에 한 반감을 그러뜨리며 소비에 나섰다는 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험도 그 다. 일상생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 에서 팬덤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기에 나와 같은 삼

팬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본다.

4.2. 삼촌팬에 대한 비판과 변명

나는 극 인 삼 팬은 아니다. 흔히 미디어에서 그리고 있는 삼

팬들처럼 걸그룹의 세세한 활동을 챙겨 보고, 콘서트나 사인회에 

35) 김용운, ｢소녀시  “삼 팬들 버 목 같아”｣, 이데일리 2009년 3월 9일(http:// 

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31&newsid=01079126589621

680&DirCode=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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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며 걸그룹 멤버들에게 선물을 사기 

해 돈을 내지는 않는다. 한두 걸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여느 삼 팬

들과는 달리 특정 걸그룹보다는 ‘2NE1’과 원더걸스, 소녀시 , f(x)와 

같은 걸그룹의 음반을 두루 듣고, 련 방송 활동을 보는 정도다. 인터

넷에서 떠도는 용어로 말하면 ‘라이트 팬’이다. 다른 음악 장르나 가

수들의 경우처럼 걸그룹의 음악을 취미로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

도 내가 걸그룹과 삼 팬에 한 을 쓰려고 했던 것에는 삼 팬들

을 부정 으로 보는 시각을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다. 

우선 삼 팬의 존재를 통해 어린 소녀들을 상품화하고, 이들의 성  

이미지를 소비하게 하는 음악의 구조  문제 을 지 하는 사람

들이 많다. 이러한 시각에서 삼 팬들의 행태는 성인 남성들의 ‘롤리

타 콤 스’, 혹은 심리  미성숙과 퇴행으로 해석된다.36) 이러한 시

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러한 이 

삼 팬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삼 팬에 한 비  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걸그룹은 

‘음악이 빠지고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품’이며, 이들을 소비하는 삼

팬 집단은 ‘피터팬 ’ 퇴행과 이 성을 드러낸다는 지 이 있다.37) 사

회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남성의 지 를 보상받으려는 퇴행이 소녀에 

한 성  욕망이 투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사

에서 세공해서 내놓은 걸그룹은 삼 들의 ‘바비인형’이고, ‘아바타’라

36)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  팬 

담론 구성｣; 문강형 , ｢우상의 황혼: 한국사회에서 아이돌은 어떻게 소비되는

가?｣, 시민과세계 17호, 참여사회연구소, 2010, 294쪽.

37) 문강형 , ｢우상의 황혼: 한국사회에서 아이돌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294~ 

295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6(KST)



32   음악 통권 8호(2011년 하반기)

는 지 도 나온다. 삼 팬의 존재는 30, 40  남성들의 ‘미성숙’을 증

명하는 사례라는 것이다.38) 

이러한 맥락에서 삼 팬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이 성이 지 되

고 있다. 삼 팬이라는 용어의 출발은 걸그룹 멤버들의 삼  나이에 

해당하는 남성 팬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근본

으로 소녀들에게 갖는 이성애  욕망을 감추는 자기방어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39) 삼 팬은 배려와 심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장하지만, 이는 남성사회가 여 히 건재함을 가리키는 것이며, ‘친

족  친 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순수한 시 을 향수하는 이율배반

 단어라는 것이다.40) 삼 팬은 소녀들에게 자신들이 인 존재

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 게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아 역시 삼 팬이라는 단어가 외부의 비 을 차단하며, 폭력

인 사회 구조와 남성들의 욕망을 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1) 반면 

이러한 논의는 걸그룹 멤버 에서 미성년자가 많다는 과 맞물려 

삼 팬들의 죄의식을 지 하고 있다. 년 남성들을 홀리기 해 선정

인 춤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이는 걸그룹 기획사의 략을 지 하는 

38) 문강형 , ｢소녀들의 진화? 상품의 순환!｣, 월간 참여사회 2010년 3월호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21506).

39)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  팬 

담론 구성｣, 108~109쪽; 김종목, ｢‘삼 팬’ 장한 이성애  욕망｣, 경향신문 
2010년 7월 13일(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007131750595 &code=960801).

40) 김성윤, ｢아이돌 탐구반: 걸그룹 ‘스폰서’ 삼 들은 순수하시다?｣, 한겨  21 
2010년 4월 9일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7078.html); 이

동연, ｢아이돌 탐구반: 이모는 즐거워? 삼 은 괴로워?｣, 한겨  21 2010년 

8월 6일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7865.html) 참고.

41)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  팬 

담론 구성｣, 112~113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6(KST)



‘걸그룹 삼 팬’들을 한 변명: 자기민속지학 방법을 심으로_강연곤  33

경우42)나, 국정감사장에서 미성년 걸그룹 멤버들의 연 활동이 도마

에 오르는 사례도 있었다.

걸그룹을 바라보는 삼 팬들의 시각에는 ‘첫사랑 소녀’와 같은 

타지를 찾는 욕망이 어느 정도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KBS에서 방 된 <수요기획: 걸그룹 열풍 — 소녀시 와 삼 부 >

라는 로그램에서 삼 팬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소녀시

를 통해 자신이 얻는 심리  이득으로 ‘ 음에 한 추구’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30, 40  남성들은 걸그룹 소녀들이 자신이 성가

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첫사랑 소녀, 짝사랑했던 친구의 나, 

입시학원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동 생, 뻤던 친구의 여동생 등 이

상향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2007년 인터넷에서 화제가 던 강명석의 은 이러한 과 연

이 있다. 그는 소녀시 와 원더걸스가 연애나 성  상이 아니라 여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몸짓에 성 인 섹시함을 느 다면, 그것

이 오히려 ‘변태’ 아니냐고 반문했다.43) 확실히 삼 팬이라는 용어에

는 어린 소녀 혹은 여동생의 이미지가 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걸그룹이 귀여운 소녀 이미지를 강조하며 데뷔한 이후 ‘성

숙한 여성’의 이미지로 변신할 때쯤이면 삼 팬들의 반  의견이 나

오는 상도 이러한 논의를 증명한다. 걸그룹이 노골 인 성  상이 

되면 로 자신들이 그들의 삼 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 44)

42) 최승 , ｢소녀 벗기는 사회: “ 년 남성을 홀려라” 걸그룹 성 상품화 경쟁｣, 

조선일보 2010년 1월 28일(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 

28/2010012800063.html).

43) 강명석, ｢다시 만난 소녀들의 Wonder Years: 원더걸스 & 소녀시 ｣, 인터넷 

커뮤니티 , 2007년 10월 31일(http://bbs.freechal.com/ComService/Activity/BBS/ 

CsBBSContent.asp?GrpId=908398&ObjSeq=2&PageNo=1&DocId=15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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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연 이 있다. 

다만 나는 삼 팬의 걸그룹에 한 심을 뒤틀린 이성애  욕망이

나 덜 자란 어른들의 타지로 보는 시각은 삼 팬을 설명하는 데에

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45) 나아가 삼 팬들이 어느 정도는 주  사

람들로부터, 문가들로부터 다소 과한 비 의 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나 역시 걸그룹 음반을 사 모을 때, ‘주책없다’는 소리를 간혹 

듣기도 한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

으로 보일까 걱정될 때도 있다. 어도 내 생각에는 미디어에서 그려

지는 삼 팬들의 모습은 일부분이라고 본다. 극 으로 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소녀시 나 원더걸스의 음반을 

구입하면서 ‘나잇값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 팬을 담는 미디어의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서 논의한 남성의 퇴행이나 이성애  욕망이라는 이 삼

팬들의 재 치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완벽하지 않다

는 것이다. 그 기에 삼 팬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일상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  내에서 삼 팬들은 팬 활동

을 히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획사들의 ‘고객’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삼 팬들이 

자신의 음악  취향으로서 걸그룹의 음악과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44) 이택 , ｢소녀시 는 무엇인가?｣, 인터넷 블로그 , 2010년 11월 17일(http:// 

wallflower.egloos.com/3499286).

45) 앞서 언 한 로 이모팬에 련한 논의는 다소 정 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는 도덕  규범을 ‘모성’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여

성들이 이모팬으로 활동하며 힘든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주체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며, 문화공간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오자

, ｢30  기혼 여성의 팬덤과 나이의 문화정치학: ‘동방신기’ 팬덤을 심으로｣, 

이화여 학교 석사학  논문, 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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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내부 ․외부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때문이다.

나는 어떠한 으로 삼 팬을 해석하는가는 온 히 연구자의 몫

이라고 생각하지만, 삼 팬들의 팬덤에 개입된 욕망으로만 삼 팬을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회의 이다. 나는 앞서 내 이야기를 통해 삼 팬

의 등장을 문화의 극  소비, 생산  삼 팬덤의 형성이 가능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컨  걸그룹의 소비에서 

삼 팬들의 문화 향유 경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음

악의 황 기를 경험했고, 1세  아이돌의 기억을 갖고 있으며, 미디어

의 향력을 크게 받아들인 세 가 삼 팬들이라고 생각한다. 삼 팬

들은 문화를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도 극 으로 소비할  안다

고 본다. 에 따라서는 삼 팬을 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삼

팬들의 극  참여와 발언으로 아이돌 팬덤은 변화하고 있다. 나는 

걸그룹 열풍과 삼 팬 등장을 남성들이 자신의 문화 취향을 숨김

없이 드러내는, 청장년 세 문화의 변화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

긴다. 

다만 걸그룹이 어떠한 음악을 하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음악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의 문제에는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걸그

룹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삼 팬들의 욕망에 한 논의와 별개로 걸

그룹의 음악에 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개인 으로는 힙합 음악

을 표방하고 나온 2NE1의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 부터 즐겨 

듣던 힙합이나 스 등 음악  요소를 걸그룹이 많이 차용하고 있어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음악은 편하고, 

쉽다. 음악을 듣는 데에 수고가 덜하다는 것이다. 이 에 학교에 다니

던 시 과 비교하면 가사를 외우거나 노래의 연주자가 구인지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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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음악 인 퇴보라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역설 인 의미에서 음악을 그리 많이 듣지 않던 사람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들의 음악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걸그

룹의 음악은 분명히 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 씩 발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삼 팬에 한 논의에서 그리 부각되지 않은 것  하나는 삼 팬들

이 걸그룹의 음악을 무비 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이다. 삼

팬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들을 살펴보면, 걸그룹의 음악을 즐

겨 들으면서 이 의 양식을 복제하거나 반복하는 음악을 들고 나올 

경우 비평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걸그룹의 음악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개 스 장르의 손쉬운 변주이거나, 이른바 ‘후크송’(hook 

song)46)이라는 에서다. 내가 좋아하는 몇몇 남성 아이돌 그룹도 그

지만, 걸그룹이 선보이는 음악에 모든 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걸그룹의 음악  성과에 한 비 은 지속 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삼 팬들이 이러한 부분에도 생산  활동을 하기를 기 한다. 

한 나는 삼 팬들의 심과 열정이 재의 불합리한 산업 구조, 이

를테면 ‘노 계약’ 문제나 일상  노동조건과 같은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생산 으로 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팬 커뮤니티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생산  과

정이 삼  팬덤에서 목격되기를 바란다. 실제로 앞서 지 한 것처럼 

삼 팬들은 아이돌 그룹의 노동조건이나 근무환경은 비교  비

46) ‘후크’는 갈고리 혹은 음표를 뜻한다. 2007년 원더걸스의 <텔미> 이후 ‘후크송’

은 단순하고 강렬한 후렴구를 내세운 노래를 뜻하는 용어로 정착했다. 시원, 

｢내가 미쳤어, ‘후크송’에 빠졌어｣, 한겨  2009년 2월 25일(http://www. 

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340938.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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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인 으로는 건강한 담론의 생산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팬덤의 생산성과 실천의 문제는 내게 여 히 숙제로 남아 있다. 

컨  ‘2PM’ 멤버 박재범의 탈퇴와 련한 사태에서 무조건 ‘우리 아

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일부 이모팬들의 팬덤과, ‘설 연휴 

스 이 열한 개나 된다’는 ‘티아라’ 효민의 트 터 을 보고 ‘우리 

아이 그만 굴려라’는 을 인터넷에 올리며 기획사 사장을 비난하는 

삼 팬들의 팬덤과, 능 로그램에서 자신의 ‘오빠’에게 반말을 했

다며 걸그룹 멤버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녀팬들의 팬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삼 팬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을 감추고 있기에 

나쁜 것이라고 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을 답할 수 있다

면 연구자로서도 삼 팬으로서도 삼 팬과 련한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나가며

이 에서 나는 걸그룹과 삼 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을 내 기억과 경험을 끄집어내는 과정으로부터 해석하고자 했다. ‘삼

팬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는 삼 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

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 에서 나는 삼 팬과 련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했다. 다만 내 이야기를 통해 삼 팬을 규정하거나 이들의 팬덤 

활동 반을 해석하기는 힘든 측면도 있었다. 나는 극 인 외부 활

동을 하는 팬은 아니어서, 내 경험이 다른 삼 팬들의 경험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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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 의 요한 출발 은 왜 삼 팬들이 

음악 시장에 요한 존재로 두되었는가에 한 궁 증이었다. 삼

팬들을 음악 시장에서 돌출 으로 튀어나온 ‘별난’ 존재로 보거

나, 어린 소녀들의 몸짓에 성  욕망을 품는 아 씨들로 보는 일각의 

견해들을 어떻게 바라 야 하는지도 해결해 보고 싶었다. 이를 해 

음악, 특히 걸그룹의 음악을 내가 왜 좋아하게 는지를 내 이야

기로부터 풀어보고자 했다. 

결국 나 자신을 삼 팬으로 볼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세 인 삼 팬

들은 음악 소비에 극 이고, 그동안 축 한 이들의 음악  취향

이 걸그룹의 극  수용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

이 작용할 수 있다. 반 인 음악 시장의 변화에서 안처럼 채택

된 것이 걸그룹을 비롯한 아이돌 그룹이었다는 요인이 있다. TV를 통

해 귀엽고 친근한 ‘조카’들의 이미지를 만들며 삼 들과의 을 늘렸

던 상업  략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  음악에 익숙하면

서도 이 에 비해 쉽게 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상황에

서의 삼 들은 더 극 으로 팬이 되었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걸그룹과 삼 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에는 걸그룹이

라는 내 음악  취향을 해석하고, 이와 련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들어 있었다. 앞서 지 한 것처럼 삼 팬들이 퇴행  취

향을 내보이고 있다거나 이성애  욕망을 숨긴 채 삼 이라는 이름 

속으로 숨는다는 비 이 거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어느 정도 유

효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삼 팬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 여러 갈래의 논의를 검하면서 걸그룹

의 활동을 극 으로 지지하면서도 걸그룹을 둘러싼 노동 조건이나 

이들의 음악  성과에 한 비  시각을 표시하는 삼  팬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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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기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은 삼 팬이라는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하고 해석

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쓰기의 시도라는 목 을 갖고 있었다. 나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삼 팬을 해석해보고자 했으나, 연구

자 개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나 이해를 얻어낼 수 있는

지에 한 고민도 함께 계속되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기민속지학

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과거 자신의 기억

과 경험을 재구성해 기술하는 것에서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이 에서 삼 팬들을 이해하기 한 첫 출발은 내 기억과 경험이

었다. 구체  해석 작업을 해서는 다른 사람과 공유 가능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연구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에서 서술한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험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다른 연구 상을 앞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처럼 

‘당신은 어떻게 음악을 했나요?’, ‘걸그룹을 왜 좋아하나요?’, 

‘그 다면 당신은 삼 팬이라고 생각하나요?’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 을 출발 으로 해서 나를 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삼 팬들을 직  만나며 더욱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삼 팬들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새로운 팬덤의 생산성이나 

정  문화 실천이라는 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에서

는 삼 팬을 ‘소녀들에게 그릇된 욕망을 숨기고 있는 피터팬’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미 알려진 삼 팬들의 두드러진 단면을 포착하는 시도

일 수 있지만, 지 의 삼 팬을 온 히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

려를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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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cuse for ‘Teenage Girls Group Singers’ 

Uncle Fans’
: A Case Study by Autoethnographic Method

Kang, Youn-Gon (Chung A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This study purposes on analysing ‘Teenage Girl group singers,’ who 

symbolistically represent Korean Pop market, and ‘Uncle fans,’ in age 

of 30 through 40 years who craze for those girl group singers. These 

Uncle fans are recently showing energetic fan activities attracting public 

attention as strong fan groups. But these fans are also described as beings 

who hides their sexual desire for young teenage girls in the name of 

‘Uncles.’ Uncle fans generations experienced various mass cultures from 

young age such as Korean pop music or Pop music, through TVs and 

Radios. Uncle fans seems to act as enthusiastic fans by drawing their 

experiences to mass cultures, also massively consuming in Korean pop 

market which has been restructured as mostly in teenage girl groups. 

There are some concerns about these Uncle fans, proposing that they 

are consuming sexual images of young teenage girls. But this study pro-

poses that in order to precisely define these ‘Uncle fans,’ they should 

be seen as groups who try to create new fan cultur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dapted ‘autoethnographic method,’ which brings research 

mainly by individual memories and experiences. At this point, this study 

was composed by introducing researcher’s own experiences and dis-

cussions for Uncle 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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