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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 론

케이팝의 스타일: 네 가지 문화 코드

이동연(한국 술종합학교 교수)

1. 스타일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 큐트 코드

3. 섹슈얼 코드

4. 레트로 코드

5. 포스트 팝아트 코드

6.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스타일들의 복제

1. 스타일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음악에서 스타일은 총체 인 문화양식을 구성한다. 그것은 음악 장

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음악 장르를 표 하는 독특한 연주, 

혹은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 같은 록 음악에서도 밴드들이 추구하는 

연주 스타일은 마다 다양하다. 그것은 한 특정한 시 를 표하는 

문화 유행의 형식이기도 하다. 를 들면 1960년  포크는 반문화 청

년 세 의 항의 스타일이었고, 1970년  국의 펑크는 노동자 계

의 기를 반 하는 진  무정부주의를 표 한 청년 하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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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었다. 1980년  뉴웨이 는 국과 미국의 신보수주의 문화

를 변하는 스타일이었고, 1990년  얼터 티  사운드는 상업  팝

음악에 반기를 들었던 네오펑크주의자들의 스타일이었다. 스타일은 

단지 패션의 외형 인 형식만이 아니라 시 의 청년문화를 변하고, 

당 의 경제 ․정치  상황을 반 하기도 한다.

그 다면 이팝의 스타일은 어떨까? 이팝의 스타일 역시 동시  

문화유행을 주도하는 다양한 패션 아이콘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한 

패션 아이콘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동시 에 유행하는 문화 코

드들을 일정하게 반 한다. 이팝의 스타일은 부분 아이돌 그룹들

이 선보이는 다양한 패션 코드와 퍼포먼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이 

표방하는 문화정체성, 패션 코드, 퍼포먼스는 국지 인 수 에서 만들

어진 것이 아니라 로벌 문화 유행을 참고하며, 역으로 새롭게 만들

어진 이팝의 스타일은 세계  지형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문화유행을 낳기도 한다. 이팝의 스타일은 그런 에서 한국 인 

것만을 고수하지 않고 국 이며, 세계 이다. 음악 스타일뿐 아니라 

패션, 춤, 퍼포먼스는 동시 에 유행하는 문화 코드들을 참고한다. 미

국의 주류 팝 스타들의 유행 형식을 참고하기도 하고, 유럽의 일 트

로닉 팝 문화를 참고하기도 한다. 이팝은 세계 팝 시장에서 유행하

는 것들을 국지 으로 변형시켰고, 그것을 이팝만의 스타일로 만들

어 다시 로벌 팝 시장에서 유행시켰다. 

이팝의 국 , 혹은 로벌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음악 스타일 

못지않게 요한 것이 패션 스타일이다. 이팝의 패션 스타일은 그룹

별, 활동시기별, 성별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은 자신들이 선보이는 음악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 요한 장치로 

사용되고, 동시  패션 경향을 주도한다는 이다. 아이돌 그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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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스타일은 그룹의 시각  이미지,  랜드, 추구하는 문화  코

드, 그리고 패션시장의 이해 계가 개입되어 실제 인 것과 허구 인 

것이 함께 섞여 있다. 동시  문화 유행 형식의 에 서 있는 아이돌 

그룹의 패션 스타일은 하나의 가상 인 이미지로 존재한다. 그들의 

의상, 머리 모양, 액세서리, 신발, 화장은 실의 수 을 뛰어넘는 환

상을 심어주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소녀시 의 스키니 룩이나 빅뱅

의 테크토닉 룩, 2PM의 섹시한 슈트 룩은 모두 그들의 물리 인 신체 

그 이상을 표 한다. 몸매는 극단 으로 날씬해야 하고, 과도한 원색

의 색조들과 과장된 액세서리들은 클럽 티의 쾌락 그 이상을 표 해

야 하며, 단추가 풀려진 셔츠를 감싸는 슬림한 슈트는 한국의 통

인 남성성 그 머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돌이란 주체의 정체성이 그

러하듯이 그들은 패션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 실성을 독창

으로 드러내야 한다. 패션 스타일은 음악의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 이고 가치이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들의 패션 스타일은 동시  패션 코드와 맞물리

면서 어떤 식으로든 거 한 패션 시장의 이해 계를 반 한다. 그들의 

비 실 인 스타일은 시장의 실성과 연결되어 있다. 를 들어 2009

년 <지(Gee)> 열풍을 일으켰던 소녀시 는 당시에 화려한 원색의 스키

니 진을 입었는데, 이 스타일이 은 세 의 구매를 자극해 스키니 진 

매출액이 이 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걸그룹들의 

스쿨 룩이나 피 룩은 그들이 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교복 시장

에 큰 향을 미친다. 아이돌 남성 그룹들의 섹시한 정장 스타일도 20~ 

30  남성 기성복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 에서는 주로 이팝의 패션

과 퍼포먼스 스타일을 심으로 언 하고자 한다. 재 이팝 시장에 

유행하고 있는 패션 스타일을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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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큐트 코드

이팝의 패션 스타일은 동시 의 유행 경향을 반 하거나, 새로운 

경향을 주도한다. 이른바 총체 인 시각문화의 시 에 스타일은 그룹

의 문화 정체성에서 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팝의 그룹들

은 신곡이 나올 때마다 마다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은 스타일을 선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수많은 패션 스타일을 선보여도 

언제나 특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다양한 패션스타

일을 경향별로 종합해보면, 체로 네 가지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큐트 코드이다. 큐트 코드는 10  아이돌 그룹들의 귀엽고 상

큼한 이미지를 변한다. 한국의 1세  여성 아이돌 그룹인 SES나 핑

클은 데뷔 때부터 큰 변화 없이 모두 귀엽고 깜 한 이미지를 고수했

다. 소녀시 의 데뷔 기 이미지도 귀여움을 강조했다. 큐트 이미지

는 귀여운 10 들의 스타일을 형 으로 보여주는 스쿨 룩, 청순하

고 발랄한 낭만  소녀 취향의 스타일 등이 있다. 소녀시 의 데뷔 

앨범에 실린 <다시 만난 세계>, <키싱 유(Kissing You)>, <소녀시

>와 같은 곡에서 소화하는 이미지들은 캐주얼한 피 룩과 슬림

한 미니스커트, 후드 퍼 등을 사용해서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했다. 

카라 역시 < 리티 걸>에서 피 스쿨 룩을 통해 발랄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허니>에서는 흰색, 상아색, 연한 분홍색의 원피스를 입

고 소녀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다. 

흥미롭게도 큐트 이미지는 2010년 이후 데뷔한 걸그룹들의 차별

인 스타일로 사용된다. 이들의 이미지는 소녀시 의 기 큐트 이미지

와는 다른 시각성을 갖는다. 오 지 캬라멜, 걸스데이, 시크릿 등과 

같은 신생 걸그룹들의 큐트 이미지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백치미 공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5(KST)



이팝의 스타일: 네 가지 문화 코드_이동연  171

주나 실성이 결여된 낭만 인 여학생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큐트 

이미지는 그룹들의 시각 인 노출을 높이기 한 략으로 사용된다. 

소녀시 가 이미 선 해버린 소녀 같은 큐트 이미지는 새롭게 데뷔하

는 이들에게는 이미 식상하고 낡은 스타일이다. 안은 좀 더 유치하

다 싶을 정도로 큐트 이미지를 아주 과장되게 표 해서 과열경쟁 상

태인 걸그룹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었다. 오 지 캬라멜은 소  

‘뽕끼’ 나는 키치(kitsch) 인 귀여움으로, 걸스데이는 좀 더 어린 아이

의 이미지로 과거와는 다른 큐트 이미지를 선사한다. 이들의 노래 

<아잉>, <반짝반짝>과 같은 곡들은 스럽고 유치할 정도로 과장

된 큐트 이미지를 발산한다. 소녀시 의 큐트 이미지가 귀족 인 코드

가 강하다면, 신생 걸그룹들의 이미지는 서민 이고 키치 인 코드가 

강하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 아이돌 그룹에서도 큐트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인 밴드가 샤이니의 패션 스타일이다. 이들은 데뷔 기

부터 20~30  여성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기획했다. 데뷔

곡 <리 이(Replay)>에서 선보인 패션은 힙합 스타일이지만, 통상 

힙합 크루들의 정통 스타일보다는 힙합 인 콘셉트를 동원해서 역동

인 10 들의 캐주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원색의 스키니 진과 다

양한 그림과 서체가 들어가 있는 라운드 티셔츠, 그리고 멤버들의 개

성을 살린 캐주얼한 퍼들과 모자, 목걸이, 밴드로 꾸민 액세서리는 

이들의 날씬한 체형과 어울리면서 호감 가는, 귀엽지만 어느덧 성숙한 

이웃집 남동생을 상상하게 만든다. 아이돌 그룹들에게서 큐트 이미지

는 이 인 의미를 갖는다. 큐트 이미지는 아이돌 그룹들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미소년, 미소녀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 하는 방식이면서

도, 아이돌이란 이름에 걸맞게 환상을 심어주는 어떤 감성 인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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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그런 에서 큐트 이미지는 때로는 실제 이면서도 때로

는 비 실 이다. 그것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스러운 제스처, 과장된 미

소, 비 실 인 애교 행 로 정형화되면서 하나의 물신화된 성  상

이 되기도 한다. 

3. 섹슈얼 코드

그래서 우리는 큐트 코드와 연계해서 이팝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섹슈얼 코드를 언 할 필요가 생긴다. 섹슈얼 코드는 여성 아이

돌 그룹의 표 인 이미지이지만,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스타일에서

도 드러난다. 먼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섹슈얼 코드는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는데, 소녀시 처럼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면서 인공 이지

만 완벽한 조형미를 강조하는 것과 라운 아이드 걸스처럼 강한 퍼

포먼스를 통해서 여성성이 강한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포미닛, 애 터 스쿨처럼 노골 인 쇼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  소녀시 의 섹슈얼 코드는 몸 그 자체에서 나온다. 소

녀시 의 멤버들은 모두 갸름한 얼굴, 잘록한 허리, 날씬한 다리를 가

지고 있다. 멤버별로 신장 차이가 나지만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통해

서 물리 인 한계를 보완한다. <지>처럼 귀여운 이미지를 보여  때

도, <훗>처럼 요염한 자태를 뽐낼 때도, <런 데빌 런>, <더 보이

스>처럼 차가운 인상을 품을 때도 이들의 뮤직 비디오나 무  퍼포먼

스에서 집 되는 부분은 날씬한 허리와 미끈한 다리이다. 소녀세 의 

섹슈얼 코드는 능 이라기보다는 건조하며, 자연스럽다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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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이다. 그래서 이들의 섹슈얼 코드는 언제나 개인 이지 않고 

집단 이다. 그들은 소녀시 라는 집단 안에서 각자의 섹슈얼리티를 

구 한다. 가장 몸매가 빼어난 수 이나 가장 체형이 작은 태연도 모

두 소녀시 라는 집단  상상 속에서 성 인 코드를 발산한다.

반면에 라운 아이드 걸스는 과감한 퍼포먼스로 능 인 강한 여

성성을 보여 다. 그녀들은 능의 카리스마를 몸에 지닌 아마존 여 

사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도발 인 의상, 에로틱한 몸짓, 강한 빛 

등은 여성이 주도하는 주체 인 섹슈얼리티를 발산한다. 걸그룹의 뮤

직 비디오 에서 가장 선정 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 라다카

라>는 소녀시 의 조  섹슈얼리티보다는 행 인 섹슈얼리티에 

가깝다. 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들이 소녀시 보다 몸매가 날씬하

고 허리가 잘록하지는 않지만, 공격 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강한 섹슈

얼리티의 이미지를 고수한다. 그녀들의 도발 인 에로틱한 퍼포먼스

는 남성의 음증 인 시선을 유도하는 수동성이 아닌, 여성 스스로의 

에로틱한 감정을 주도 으로 발산하는 능동성을 발산한다. 

이에 비해 포미닛의 섹슈얼리티는 쇼걸의 이미지를 연상  한다.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라운 아이드 걸스처럼 강한 여성성과 같은 공

격 인 능미보다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요염한 클럽 쇼걸의 이미지

가 어울린다. 포미닛이 <Hot Issue>에서 선보인 구멍이 뚫린 원색의 

깅스, <거울아, 거울아>에서 선보인 극단의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스타일은 소녀시 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훨씬 더 성  상상력을 자극

한다. 왜냐하면 소녀시 의 미니스커트, 핫팬츠 스타일은 근하기 어

려운 냉정함이 있는 반면, 포미닛의 그것은 그보다 친근하고 세속 이

다. 소녀시 의 인공 인 각선미가 돋보이는 ‘바비인형’을 연상시킨

다면, 포미닛의 그것은 다운타운 클럽에서 볼 수 있는 쇼걸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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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녀시 가 비 실 인 아이콘이라면 포미닛은 실제 인 형상

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성 아이돌의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해보자. 남성 아이돌 그룹

들의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짐승돌’

이란 용어이다. 짐승돌이란 용어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다.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  아이돌 그룹

들의 일반 인 이미지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반항 인 10 나 귀엽고 

서 서 한 미소년을 표상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들은 오히려 자신들

을 좋아하는 10  팬들과 신체 ․정서  공감 를 형성하기 해 20

 이상의 성인 가수들의 이미지와 거리를 두길 원했다. HOT의 <캔

디>나, 젝스키스의 <커 > 이미지들은 모두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미소년 정체성을 드러내기 해 기획된 것들이다. 

그러나 2000년  후반에 들어와 남성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가 바

기 시작했다. 아이돌 그룹들은 여 히 어린 10  후반, 20  반의 

나이에 데뷔하지만, 이들의 이미지는 아이돌의 통념 인 이미지를 

괴하는 것이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돌에서 육감 이고 능

인 아이돌로 바  것이다. 얼굴은 미소년이지만, 이들의 빛과 표정

은 흡사 그들보다 연상인 여성을 유혹하려고 든다. 이른바 메트로섹슈

얼 이미지를 표방하는 짐승돌이 탄생한 것이다. 짐승돌의 표 인 

그룹이 바로 2PM이다. JYP에서 제작한 남성 아이돌 그룹답게 이들은 

마치 비를 여러 명 복제해놓은 듯한 인상을 다. 이들 역시 어린 나이

에 데뷔했지만, 강한 카리스마와 잘 단련된 복근, 무 에서 펼치는 섹

슈얼한 퍼포먼스로 기존의 아이돌 그룹의 형을 교란했다. 

이들의 등장으로 남성 아이돌 그룹들에게 새로운 미션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20~30  여성 팬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른바 이모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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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모 팬덤은 소녀시 와 같은 상큼한 걸그룹을 좋아하는 삼  

팬덤의 심리처럼 2PM과 같은 육감 인 보이 그룹을 좋아하는 20~30

 여성 팬들을 말한다. 이모 팬덤은 보이 그룹들의 섹슈얼한 코드를 

외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반긴다. 그녀들은 자신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 근육질의 아이돌 스타들의 사진을 올리고, 그들을 한 이모 

팬덤 사이트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응원하기도 한다. 과거 오빠부 와

는 달리 이모 팬덤은 연하의 아이돌을 친근하게 소비하고 자신들의 

일상의 즐거운 소일거리로 삼는 데 주 하지 않는다. 남성 아이돌 그

룹들의 메트로섹슈얼 이미지는 마 인 남성성과는 다르게 쿨하고 

감각 인 인상을 해 으로써,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한 여성 팬 

층을 겨냥한다.

4. 레트로 코드

세 번째 코드는 트로, 즉 복고 인 이미지이다. 아이돌 그룹에게 

복고 인 이미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해야 하는 이들에게 복고는 필수 이다. 물론 아이돌 그룹들이 

추구하는 트로 이미지는 과거에 유행했던 패션 스타일을 있는 그

로 복제하지는 않는다. 복고 인 형식들이 차용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유행 형식으로 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 같은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화비평가는 복고주의를 포스트

모던 문화의 표 인 형식으로 언 하기도 한다. 과거의 역사를 향수

하는 복고주의가 계속해서 새로운 소비를 원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욕망을 변하는 것이다. 특히 1970년 에 유행했던 디스코 문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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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유행했던 뉴웨이  문화는 화려한 춤과 힙합․일 트로닉 

사운드를 표방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에서 언제나 요한 복제의 

상이다. 

이팝의 트로 코드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그룹의 음악  콘셉트 자체가 복고 인 스타일을 지향하는 것

으로, 표 인 경우가 원더걸스이다. 원더걸스의 스타일은 1960~ 

1970년  흑인 음악의 산실이었던 모타운 코드(MOTOWN Record)

의 블루스-소울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든다.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 3인

조 그룹 슈 림스(The Supremes)는 원더걸스가 <Nobody>에서 보여

주려 했던 복고 인 흑인 자매 그룹 음악의 원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흑인 팝의 여왕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가 리더 던 슈 림스

는 1961년 싱 을 발표한 이래 1977년 해체할 때까지 흑인 여성 팝 

그룹을 주도했다. 슈 림스는 당시 남성 5인조 블루스 팝 밴드 던 템테

이션스(Temptations)와 함께 흑인 팝그룹 시 의 성기를 이끌었고, 

<Stop in the Name of Love>, <Keep Me Hanging On> 등과 같은 

많은 히트곡을 낳았다. 비욘세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화 <드림 걸

스>는 슈 림스의 흥망성쇠를 다룬 화이다. 원더걸스의 제작자 박

진 은 일 이 자신이 음악 활동을 할 때부터 1950년  말에 설립해

서 흑인 팝음악의 성시 를 열었던 모타운 코드를 자신의 음악  

뿌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JYP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걸그룹 원더걸스

가 당시 마빈 게이(Mavin Gaye)와 함께 모타운의 상업  성공을 이끌었

던 슈 림스의 화신으로 비춰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원더걸스

의 스타일은 단순히 슈 림스의 그것을 복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원더

걸스의 스타일은 흑인 여성의 시스터후드를 상상  하는 슈 림스에 

비해 훨씬 탈인종 이며, 과거의 복고 인 문화취향을 상품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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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구성된 것이다. 원더걸스는 슈 림스라는 오래  흑인 걸그룹과 

함께 음악  스타일을 공유하고 싶은 가상  공동체를 구 하고 싶은 

박진 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원더걸스의 복고 인 노래들은 

슈 림스가 한창 인기를 끌 1960년  반의 흑인 소울 음악보다는 

1970년  디스코 팝음악과 맥락을 같이한다. <Tell Me>는 박진 의 

<그녀는 무 뻤다>처럼 1970년 의 디스코 사운드를 참고한 것이

고, <Nobody>는 역시 펑키한 디스코 사운드를 표방한다. 그럼에도 

원더걸스가 슈 림스를 참고했다고 보는 이유는 노래보다는 그룹의 

외형 인 스타일 때문이다. <Nobody>를 부를 때, 원더걸스의 복고

풍 헤어스타일과 빛으로 반짝이는 드 스는 슈 림스가 즐겨 했던 

패션 스타일로서, 당시 미국 팝 음악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흑인 소

울과 블루스 음악의 상업  코드를 연상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차용해서 그것을 일시 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표 인 경우가 티아라의 <롤리 폴리>와 시크

릿의 <샤이 보이>이다. 티아라의 <롤리 폴리>는 1970~1980년  

디스코 열풍이 불었던 뉴웨이  청년 문화를 재 하고 있다. 티아라가 

선보인 땡땡이 원피스, 나팔바지, 원색의 헤어밴드, 스카 , 비비드한 

느낌의 컬러풀한 벨트, 그리고 굽 높은 빨간 구두는 존 트라볼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뮤지컬 화 <토요일 밤의 열기>와 1980년  

설의 7공주 이야기를 담은 <써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복고풍 

아이템들이다. 티아라와 함께 시크릿의 <샤이 보이>도 1980년  복

고풍 소녀들의 발랄한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들이 선보이는 

1980년  하이웨이스트 룩은 짧은 치마와  팬츠를 배꼽 까지 올

려 입는 스타일로 낭만 인 에이 라인 스커트, 이형 땡땡이 블라우

스, 색상이 화려한 스카 와 조화를 이루면서 발랄한 느낌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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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그룹 모두 패션 스타일뿐 아니라 음악 인 소스나 안무 역시 

당시에 유행했던 디스코 펑키 사운드와 허슬 스를 선보이고 있다. 

티아라와 시크릿의 트로 코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낯설고 스럽지

만, 서로 다른 이미지로 경쟁하는 걸그룹의 세계에서는 시각 으로 

충분히 각인될 수 있는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략 으로 요

한 선택이다. 

5. 포스트 팝아트 코드

마지막으로 언 할 것은 포스트 팝아트 코드이다. 포스트 팝아트 

코드는 YG엔터테인먼트의 트 이드마크로서 빅뱅과 2NE1의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통하는 핵심 콘셉트이다. 빅뱅과 2NE1의 음악 스타

일은 힙합과 일 트로닉 팝이 하게 조화된 일종의 ‘힙합트로닉’

한 사운드를 들려 다. 두 밴드 모두 데뷔 기에는 힙합이 주된 사운

드 지만, 지 은 일 트로닉한 비트와 리듬이 주를 이룬다. 힙합과 

일 트로닉한 사운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밴드들답게 빅뱅과 2NE1은 

길거리 상표 옷을 즐겨 입고, 테크토닉 티에 어울리는 시각 으로 

화려한 슈트와 악세세리를 즐겨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패션 스타일이 힙합과 일 트로닉 음악 장르

를 염두에 둔 것이면서도 체 으로는 독특한 장식과 과장됨, 강렬한 

색채를 선호하는 팝아트 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된 것이라는 이다. 

체로 이팝 그룹들의 패션은 과장되고 난해하기보다는 그룹 멤버

들의 균형감과 곡의 콘셉트에 맞게 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색상

과 의상을 선호한다. 부분의 그룹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의상 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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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과 검정이라는 은 패션 스타일의 기본 코드가 생각보다는 보수

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2NE1과 빅뱅은 밝고 강렬한 빨강, 

록, 랑 계열의 의상을 선호한다. 빅뱅과 2NE1이 함께 참여한 

<롤리 팝>은 일 트로닉 패션 코드에 팝아트가 결합한 YG만의 독

특한 패션 스타일을 보여 다. 이는 1960년  이후 팝아트 계열의 작

가들이 선호하는 시각성이다. 특히 앤디 워홀(Andy Warhol), 로이 리히

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을 잇는 포스트 팝아트 계열의 작가들, 컨

 톰 베슬만(Tom Wesselmann),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마이

클 크 이그 마틴(Michael Craig Martin)에서 발견되는 강렬한 컬러와 오

제에 한 반어  사용과 같은 기법들을 자신들의 패션 스타일에 

극 으로 활용한다. 

그 다면 부르는 곡마다 단히 이색 이고 혼종 인 코드를 즐겨 

쓰는 빅뱅과 2NE1의 패션 스타일을 포스트 팝아트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가장 결정 인 이유는 이들의 패션 스타일이 

문화의 에 서려는 욕망을 반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 형식

에는 키치 인 것과 팝 일 트로닉한 것이 혼용되고 있다. 

키치의 형식은 팝아트의 가장 요한 구성 요소  하나이다. ‘키

치’는 조악한 모조품, 속한 표 기법, 통속 인 일상행 들을 가리

키는 말이다. 키치 인 술작품들은 체로 미 인 고결함이나 진정

성이 결여되어 있고 술인 척 가장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술  행

에 해 원색 으로 부정하는 반 술 , 반미학  행 로 읽을 만하

다. 당  키치  행 는 값비싼 원본을 소유할 수 없는 일반 을 

해 감상용 모조품을 만드는 복제문화와 연 되어 있었지만 모더니

즘 시기에는 소  엘리트 부르주아 술 자본을 비 하는 팝아방가르

드  성향을 갖고 표 역을 개척해나가면서 독자 인 술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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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 세계 팝 음악 시장에서 키치 패션은 요한 스타일  하나가 

되었다. 힙합 뮤지션 카니  웨스트(Kanye West)가 사용해서 유행을 

일으켰던 셔터 셰이드(Shutter Shade)와 이디 가가의 머리 리본과 온 

몸에 두르고 나왔던 패션 포장용 박스 테이 는 스럽고 과장되면서 

익살스러운 느낌을 해주는 키치 패션의 표 인 형태이다. 2NE1

의 데뷔곡인 < 이어(Fire)>에서 선보 던 스타일은 힙합이지만, 패

션의 세 한 코디네이션을 여겨보면, 팝아트에서 즐겨 사용했던 키

치 인 형식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렬하고 부조

화스러운 색채의 비와 스러운 듯한 기형학  도형들, 때로는 과장

된 코디네이션으로 유머를 선사하는 2NE1의 데뷔 패션 스타일은 21

세기의 키치 팝의 새로운 유형을 선사한다. 

키치 인 것과 함께 동시  이  문화의 를 보여주는 일 트

로닉 팝 스타일이 YG 패 리만의 독특한 패션 감각이다. 빅뱅 역시 

데뷔 시 부터 지 까지 발표 곡과 활동 시기에 따라 단히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을 실험해왔지만, 집약 으로 말하자면 팝아트 인 감

각이 강한 일 트로닉 팝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다. 빅뱅 역시 데뷔 

기에는 힙합 패션 스타일을 선호했고, 검정색을 심으로 어두운 

계열의 스타일을 선호했다. 그러나 <롤리 팝> 이후 빅뱅은 색이 화

려한 스키니 진과 정장 슈트를 즐겨 입었다. 의 리더 격인 지드래곤

과 맏형인 탑의 스타일은 미래지향 이고 팝아트 인 요소가 강하다. 

특히 로젝트 밴드인 지드래곤과 탑의 <하이하이(High High)>와 

<뻑이 가요>에서 선보인 다양한 이  티 복장들은 강렬한 색상

의 슈트와 다양한 액세서리 등이 곁들여져 일 트로닉한 분 기를 연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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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스타일들의 복제

이팝 아이돌 가수들의 스타일은 이 듯 서로 다른 스타일들을 선

보이고 있다. 스타일의 다양함은 특정한 아이돌 그룹들의 스타일의 

차이만이 아니라 특정한 아이돌 그룹들이 복귀 무 를 가질 때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의 란하고 차별 인 스타일을 과연 다양하다

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음악의 패션 아이콘들인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은 얼마나 독창 이며, 스타일 반복 속에서 얼마나 깊은 차이를 

드러낼까?

얼마  MBC 스페셜 로그램을 통해 태국에서 개최된 이팝 스

타들의 공연 녹화 방송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동방신기, 2PM, 샤이

니, 카라, 비스트, 아이유까지 이팝 스타 수십 이 총출동한 공연을 

보면서 느낀 은 수십 의 아이돌 그룹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과 다

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음에도 어딘지 모르게 같은 스타일들로 복

제된 원본 없는 ‘시뮬라크르’ 같았다는 이다. 자꾸 보면 볼수록 그 

차이는 동일함으로 보이고, 어느덧 가 군지, 어떤 이 어떤 인

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연간 50 이 넘게 활동하는 이팝 아이돌 그룹들의 멤버들과 스타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팬덤이 아닌 이상 쉬운 일이 아

니게 되었다. 이들의 스타일은 흔히 개성이 강하다곤 하지만, 아이돌 

그룹이란 팝 시장의 장 안에서는 신 인 스타일을 발견하기란 불가

능하게 되었다. 오로지 동일성에 근거한 스타일의 부분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 에서 앞서 설명한 이팝 스타일의 네 가지 

문화 코드는 문화의 유행 형식으로서 자기복제의 메커니즘에 갇힌 상

품미학일 뿐이다. 그것이 소녀시 이건 빅뱅이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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