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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고찰

장유정(단국  교양학부)

1. 머리말

2. 노래 외적인 측면의 특성

3. 노래 내적인 측면의 특성

  3.1. 전자식 사운드와 일정한 형태의 반복

  3.2. 실연에 대처하는 자세와 자아도취

4. 맺음말

2009년 한국 가요계는 ‘여성 그룹의 거 등장과 활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에서는 2009년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 라운 

아이드 걸스’의 <Abracadabra>, ‘2NE1’의 <I don’t care>, ‘포미닛’의 

<Hot issue>를 분석 상으로 삼아 2009년에 활동한 여성 그룹과 그들의 

노래를 상으로 가요의 한 경향을 고찰했다.

이 논문에서는 노래 외 인 측면과 내 인 측면으로 나 어 각각의 양상과 

특징을 고찰했다. 이 에서 상으로 삼은 세 그룹은 노래 외  측면에서 

성  이미지를 표방하고 강인하고 자유분방한 여성상을 표출했다. 음악  

측면에서 세 작품은 모두 자식 사운드와 ‘일정한 형태의 반복’이라는 특징

을 드러냈다.

세 곡의 가사는 실연에 처하는 자세와 자아도취를 다루고 있다. 특히 

<Hot issue>의 주제인 ‘자아도취’는 달라진 세태를 반 한다는 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육체’에 집 한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이 자신을 

당당하게 표 한 것은 정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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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대중가요, 여성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2NE1, 포미닛, 자아도취 

1. 머리말

서양 고 음악을 연구하는 방식  하나인 텍스트 주의 연구만으

로 가요의 의미를 온 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음악  완성도와 

미  기능만으로 특정 가요의 의미를 추출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즉, 이 은 기존과 다른 

잣 와 기 으로 가요를 연구하는 한 방편을 제시하기 해 기획

되었다. 갈래에 따라서 가요는 다른 분석 방법을 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제까지 이에 한 고려는 미비했다. 를 들어, 발라드와 

스 음악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그 갈래의 특성상 다를 수밖

에 없다. 이에 이 은 2009년에 두각을 드러낸 여성 아이돌 그룹의 

스음악을 심으로 세세한 모습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

어보고자 한다.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아이돌 그룹의 스 음악이 

주류 음악계를 장악했다는 것을 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스

에 편 된 우리나라 가요계 시장 도를 비 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치 하는 스 음악의 선 (善戰)은 이미 견된 것이었

다. TV가 등장하고 뮤직비디오 등이 발달하면서 음악은 단순히 

시각만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원으로 나아갔

다. 메리엄(A. Merriam)은 음악의 기능을 열 가지로 소개했는데,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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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의 방법을 제공하고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는 음악의 기능이 

스 음악과 련 있다. 

외부의 음악이 들어와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동조(entrainment)’라

고 하는데, 스 음악은 오락(entertainment) 인 기능과 더불어 이런 

동조 상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쾌감 본능과 연결된다. 인

간은 출생  태아 때부터 어머니의 목소리 외에 규칙 으로 들리는 

어머니의 심박과 호흡을 들었고, 출생 후에도 반복 이고 음률 인

(rhythmical) 청각 자극을 계속 찾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 으로 반

복과 리듬의 쾌감과 자극을 좋아하기 때문이다.2) 

스음악은 이러한 반복과 리듬의 쾌감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과 

연결된다. 우리가 반복 인 리듬을 들으면 흥겨워지는 것도 그런 이유

이다. 따라서 스음악이 ‘반복 인 요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 할 수 없다. 그리고 스음악에서 사용하는 반복 인 요소가 모든 

노래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 한 고

찰이 요구된다. 스음악이 사용하고 있는 시각 인 요소와 반복 인 

1) 메리엄이 소개한 ‘음악의 열 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은 말로 표 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 하도록 해 다. 

(2) 음악은 미 인 즐거움을 더해 다. 

(3)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4) 음악은 커뮤니 이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5) 음악은 상징  표 으로 제공된다. 

(6) 음악은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 

(7) 음악은 사회규범과 련된다. 

(8) 음악은 사회 기 과 종교의식을 확인한다. 

(9) 음악은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한다. 

(10) 음악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Merriam, A. P. The anthropology of music, 

Chicago, IL: Northwest University Press, 1964; 최병철, 음악치료학, 학지사, 

2010, 92～93쪽에서 재인용). 

2) 진 웰 스타인, 쾌감 본능, 김한  옮김, 은행나무, 2009, 204～205,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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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구체 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해 2009년 상반기에 유행했던 스 

음악 몇 곡을 선정하여 그 노래를 부른 그룹과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

기로 한다. 2009년 상반기 주류 음악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여성 

그룹의 거 등장과 활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원더걸스’와 ‘소녀시

’가 양  주축을 이루었던 2008년도와 달리 2009년에는 기존 여성 

그룹 외에 신인 여성 그룹이 거 등장하여 서로 경쟁하고 공존했던 

것이다.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로 국내 활동이 었던 반면에, ‘소녀

시 ’는 2009년 1월 ≪The First Mini Album≫의 <Gee>에 이어, 

2009년 6월 ≪The Second Mini Album≫의 <소원을 말해 >를 연속 

히트시키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한 ‘ 라운 아이드 걸스(Brown Eyed Girls)’가 정규앨범 3집 ≪Sound 

G.≫의 <Abracadabra>로 인기를 얻는 와 에 ‘포미닛(4minute)’과 

‘2NE1’과 같은 신인들이 돌풍을 일으켰고, ‘애 터스쿨(After School)’3)

과 정규앨범 2집 ≪Revolution≫으로 돌아온 ‘카라(KARA)’4)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2001년에 데뷔하여 꾸 하게 활동해온 ‘쥬얼

리’도 2009년 8월에 앨범 ≪Sophisticated≫를 발매하여 여성 그룹의 

3) 2008년 손담비의 연말 가요  무 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애 터스쿨(After 

School)’은 소 , 주연, 베카, 가희, 정아, 유이로 이루어진 여성 5인조 그룹이다. 

구성원 에서 유이가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그룹도 심을 받고 있으나 유이

의 인지도만큼 그룹 자체에 한 심과 인기가 높은 편은 아니다. 

4) ‘핑클’을 배출했던 DSP 엔터테이  소속의 ‘카라’는 2007년에 데뷔했으며, 박규

리, 니콜, 한승연, 구하라, 강지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달콤한 멜로디’라는 의미

의 ‘카라(KARA)’는 그리스어로는 ‘CHARA’, 즉 ‘기쁨’의 의미를 지닌다. 데뷔 

당시에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로 시선을 끌었으나 2집 앨범 Revolution에서는 

섹시하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카라’는 일 트로니카 사운드에 

기반을 둔 유로 팝 스곡인 <미스터>에서 ‘엉덩이춤’으로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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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합류했다.

이 에서 상으로 삼은 그룹과 노래는 ‘ 라운 아이드 걸스’의 

<Abracadabra>, ‘포미닛’의 <Hot issue>, 그리고 ‘2NE1’의 <I 

don’t care>이다.5) 사실상, 가요에서 의 선호는 그 무엇보다 

요하다. 가요는 말 그 로 이 향유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의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면 가요라고 하기가 무색하다. 물론 

의 선호를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노래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요가 ‘ 가요’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의 선

호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이 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 상당한 인기

를 얻었던 세 곡을 연구 상으로 삼아 그 구체 인 모습을 살펴보기

로 한다. 

요컨 , 이 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 유행한 여성 그룹의 노래 몇 

곡을 노래 외 인 측면과 노래 내 인 측면으로 나 어서 고찰할 것

이다. 음악 평론에서 2009년 상반기에 유행한 여성 그룹의 노래

를 언 한 은 있으나,6) 연구의 역으로 수용한 것은 이 에서 거

의 처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동시 의 문화를 연구의 

역으로 삼는 것의 한계와 평론과 연구의 경계가 어디인가에 한 

5) 매주 요일 녁 6시 4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2TV <뮤직뱅크>의 

K-차트에 의하면 6월 말에서 7월 까지 ‘포미닛’의 <Hot Issue>가 3 를 차지

한 이래로 7월에는 ‘2NE1’의 <I don’t care>, 8월에는 ‘ 라운 아이드 걸스’의 

<Abracadabra>가 각각 1 를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순 가 

가요의 인기 척도를 온 하게 보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더라도 이러한 

순  로그램은 이 에서 고찰 상으로 삼은 그룹과 그들의 노래가 2009년 

7월과 8월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음을 증명해  수 있다.

6) 차우진, ｢걸그룹 성기｣, 문화과학 59호, 문화과학사, 2009. 한편 여성 그룹

의 역사는 최지선, ｢여성 음악 뮤지션을 말한다｣, PD , 2009를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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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차치하기로 한다. 다만 가요의 노래 외 인 측면과 내 인 

측면의 고찰을 통해 2009년 여성 그룹의 경향성을 포착하고 그 가능

성과 한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2. 노래 외적인 측면의 특성

 가요의 향유 방식과 비교할 때,  음악의 수용방

식은 확실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요 수용에서 ‘듣기’가 요한 

요소 다면, 에는 ‘듣기’와 더불어 ‘보기’가 요한 치를 차지

하게 되었다. 이 게 음악 수용에서 ‘보기’가 요한 치를 하

게 된 것은 매체와 기술 발달,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음악의 갈래

가 상호 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다.

1980년  반에 등장한 컬러 TV, 1990년  반 고도 소비 사회

의 진입과 함께 만연한 스 음악의 열풍, 그리고 1995년 이블 방송

의 개국과 함께 뮤직 비디오가 등장하면서 ‘보는 음악’의 비 이 꾸

히 높아졌다. 음악과 상이 만나면서 가요에서 ‘듣기’만큼 ‘보

기’의 상도 올라갔다. 가수들의 의상7)과 헤어스타일, 소품, 그리고 

‘춤’이 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가요는 단순한 노래

가 아닌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특

히 음악 에서 스 음악은 일종의 연  내지 오락(entertainment)

인 기능을 담당한다. 노래 외 인 요소는 스 음악의 오락 인 기

능을 강화시켜, 환상(fantasy), 재미(fun), 놀이(play)와 연결되는 것이다.8) 

7) 아네트 쿤은 ‘의복’이 퍼포먼스를 구 할 수 있다고 했다(아네트 쿤, 이미지의 

힘－ 상과 섹슈얼리티, 이형식 옮김, 동문선, 2001,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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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외 인 측면으로는 가수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소품, 그리고 

‘춤’ 등을 언 할 수 있다. 노래 외 인 측면은 노래만큼이나 가수들

의 인기에 많은 향을 끼친다. 노래를 부르는 3분 동안 가수들은 퍼

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객은 이러한 퍼포먼스에 몰입하여 그들의 행

 속에 동참하고 일종의 타지를 경험하게 된다. 객의 시선을 지

속 으로 붙들어 두기 해 가수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보여주어야 하

고 객들은 그러한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노래 

외 인 측면이 요하게 된 것 자체를 정하든 부정하든지간에 노래 

외 인 측면의 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가수들은 

노래에 맞게 그때그때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춤을 선보

인다.

먼 , 제아(김효진), 나르샤(박효진), 미료(조미혜), 가인(손가인)이 구

성원인 ‘ 라운 아이드 걸스’는 <Abracadabra>를 공연할 때 몸매가 

드러나는 가죽 질감의 옷에 몇 가지 소품을 활용했다. 미료는 마법사

를 연상시키는 지팡이를 들고 ‘발  안경(Led Shutter Shades)’을 낀 채 

노래를 불러 환상 인 분 를 연출한다. 나르샤는 체 으로 검은 

의상에 붉은 입술만 강조하고, 머리카락으로 오른쪽 을 완 히 가려 

차가우면서도 도발 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리고 간혹 노래 간에 

불꽃쇼를 해 무 를 화려하게 만든다. 게다가 일명 ‘시건방춤’으로 불

리는 그들의 춤은 무표정한 얼굴과 어우러져서 색다른 재미를 안겨

다. 이처럼 <Abracadabra>는 노래 외에도 가죽 질감의 옷과 지팡이 

등의 소품, 그리고 ‘시건방춤’과 무표정한 얼굴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다.

8) Stan hawkins, Settling the Pop Score-Pop texts and identity politics, Ashgate, 200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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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여자 빅뱅’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2NE1’은 2009년 

5월 디지털 싱  <Fire>로 데뷔한 이래 <I don’t care>로 2009년 

여름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21세기의 새로운 진화(New Evolution)’

라는 의미의 ‘2NE1’은 CL(이채린), 박 , 박산다라, 공민지로 구성된 

그룹으로 노래 외 인 부분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들의 

의상은 스키니진이나 깅스처럼 몸에 딱 맞는 하의에 조끼나 짧은 

재킷 등을 활용하는데, 일명 ‘막 기 머리’로 불리는 산다라박의 헤어

스타일은 2009년 여름에 ‘상투 머리’ 유행을 낳기도 했다. ‘2NE1’은 

목걸이와 팔  같은 장신구도 활용하고 있다. CL이 자주 착용하는 비

행기 모양의 반지와 슈퍼맨 반지를 비롯한 큼직한 장신구로 ‘2NE1’

은 그들만의 특색을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I don’t care>의 후렴에 

해당하는 “I don’t care e e e e e” 부분에서 검지를 흔들면서 추는 

일명 ‘노노노춤’은 많은 인기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남지 , 허가윤, 지윤, 김 아, 권소 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미닛’은 2009년 6월에 <Hot issue>로 데뷔했다. ‘4분 안에 

모든 것을 보여 다’와 ‘순간의 완벽함을 표 한다’는 두 가지 의미의 

‘포미닛’은 주로 원색의 화려한 색상을 조합한 찢어진 깅스나 반바

지를 무 의상으로 사용했다. 외 상으로 ‘2NE1’과 변별 이 드러나

지 않는다고 일부 팬의 반감을 사기도 했으나, ‘포미닛’은 데뷔한 지 

100일이 되는 2009년 9월 26일 SBS <인기가요>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인 <뮤직(Muzik)>으로 1 에 오르며 왕성한 활동을 개

하고 있다. 지윤은 <Hot issue>를 부르는 내내 선 라스를 착용하

여 ‘ 라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의 역동 이면서

도 화려한 춤 동작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이상의 세 그룹을 통해서 과는 달라진 몇 가지 을 짚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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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990년  후반에 데뷔하여 2000년  반까지 왕성한 활동

을 했던 핑클이나 S.E.S9)는 청순하고 가련한 소녀나 요정의 이미지에 

가까웠다. 종종 섹시함을 강조하는 듯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는 했으

나 기본 으로 춤이라기보다는 율동에 가까운 안무와 귀엽고 쁜 모

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여성 그룹의 도는 바 었다. 물론 ‘소녀’와 ‘요정’

의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소녀시 ’가 여 히 막강한 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10) 2009년에 활동한 여성 그룹은 사랑스러

운 소녀의 이미지 신에 자유분방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

는 데 더 주력했다. 

‘ 라운 아이드 걸스’는 기존의 1집, 2집에서와는 완 히 다른 모습

으로 변신을 했는데,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가죽 옷은 사나 마법

사를 연상시킨다. 가죽이나 호피는 자연성과 원시성을 의미하고 규율

 체계가 갖는 문화  구조로부터 야성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한

다.11) 사나 마법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지 능함의 이미

지로 객을 압도한다. 그러면서도 몸에 짝 달라붙는 가죽옷과 간주 

부분에 가인이 혼자 추는 춤은 여성으로서의 성  매력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강인한 마법사의 이미지와 요염한 팜므 탈의 이미지가 

9) S.E.S는 1997년에, 핑클은 1998년에 데뷔하여 여성 그룹의 양  축을 이루며 

각각 왕성한 활동을 했다.

10)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소녀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나온 ‘소녀시 ’는 2010년 

1월 정규 2집 앨범 ≪Oh!≫를 발표하면서 지 까지도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

고 있다. 2010년 재, 소녀시 는 <지니>로 일본 코드 회가 인정한 골드 

디스크를 갖는 등 일본에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여성 

그룹을 언 할 때 ‘소녀시 ’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에서는 상 으

로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음을 밝  둔다.

11) 김동  외,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 인간사랑, 2000,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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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져 독특한 질감을 형성한다. 

‘2NE1’과 ‘포미닛’은 자유분방함으로 구성원 각자의 개성을 드러

낸다. 에 활동한 여성 그룹은 체로 동일한 옷을 입고 통일된 

율동을 선보 다. 그러나 ‘2NE1’과 ‘포미닛’은 구성원끼리 같은 옷

을 입지 않는다. 깅스나 스키니진을 입을 때도 색상이나 질감 등을 

달리하여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다. 다른 구성원이 주로 바지를 입을 

때 ‘2NE1’의 박 이나 ‘포미닛’의 아는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다

름’을 강조한다. 게다가 동일한 동작을 취할 때도 있으나 란하고도 

역동 인 몸짓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성 인 

이미지의 멤버가 있어서 기존 여성 그룹과 차별된다. 를 들어, 

‘2NE1’의 공민지와 ‘포미닛’의 지윤은 성 인 이미지를 내세운 

구성원이다. 이러한 성 인 이미지는 ‘여성 그룹에 남성 팬, 남성 

그룹에 여성 팬’이라는 고정 념을 깨고 여성 팬까지 아울러서 팬 층

을 넓히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요에서는 노래를 듣는 행

와 더불어 ‘보기’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

스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 으로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

고 있는데, 이러한 욕망을 잘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보는 것(to see)’이

라고 한다.12)  여성 그룹은 단순히 노래 자체가 아니라 춤, 의상,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은 그들의 퍼포

먼스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때로는 열 한다. 가요 공연에서 ‘보

기’가 요해진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  조류인 듯하다. 시 가 

바 었는데 ‘듣기’만 강조하는 것은 시 착오 이다. 가수의 목소리

12) 같은 책,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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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계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 에 와 있기 때문이

다. 가수의 목소리에 수많은 기계 인 조작과 인공 인 요소가 가미되

면서 듣는 것만으로 특정 가수의 실력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

가수가 기본 으로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노

래를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가창력이 좋다고 해서 

노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창력과 가수의 인기가 정비

례하는 것도 아니다. ‘오토튠(Autotune)’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소리

마  조작할 수 있는 시 에 가수에게 노래만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다. 그 다면 아직까지 조작할 수 없는 춤이야말

로 특정 가수의 재능과 노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에서 

노래 외 인 측면의 경향성을 언 한 것도 이러한 시  변화를 고

려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스 음악에서 ‘춤’은 가수의 재능을 보여주

는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춤’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

다. 특정 스 그룹의 노력과 성실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춤이

기도 하다.

기존의 여성 그룹과 달리 2009년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그룹은 여

성의 신체를 강조하면서도 상 으로 격렬한 몸동작을 보여 다. 이

들은 쁘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강인하고 성 인 여성과 자유분

방한 여성상을 표방한다. 그러면서도 강인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이 섹

슈얼리티와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몸매가 그 로 드러나는 가죽옷과 

깅스, 빨간 입술, 몸의 굴곡을 강조하면서 추는 춤이 그러한 요소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 에서 살펴본 여성 그룹들은 노래 외 인 측면

에서 자유분방한 여성상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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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 내적인 측면의 특성

3.1. 전자식 사운드와 일정한 형태의 반복

노래 내 인 측면은 크게 음악 인 부분과 문학 인 부분으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다. 노래는 가사와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자

에 한 고려를 통해서 노래 자체의 특징도 지 할 수 있다. 음악 인 

특성부터 언 하자면, 2009년 여성 그룹이 부른 노래의 음악 인 특

성은 자식(electro) 사운드와 일정한 형태(pattern)의 반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스 음악이 반 으로 보여주는 특징이기

도 하다. 그러나 구체 인 작품을 음악 으로 분석해보면, 그 반복의 

양상이 조 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운 아이드 걸스’의 <Abracadabra>는 이민수와, 주로 클럽 음

악을 만들었던 지 가 작곡을 담당하고, 김이나가 작사, 그리고 미료

가 랩 부분을 맡아서 완성한 곡이다. 작곡자 이민수의 말을 빌리면, 

일 트로 하우스(Electro House)13) 계열의 <Abracadabra>는 강렬한 베

이스 라인에 드럼 비트와 몽환 이면서도 사이키델릭한 신시사이

(synthesizer)가 ‘ 라운 아이드 걸스’의 환상 인 목소리와 조화를 이

룬, 이른바 ‘ 아걸표 음악’이라고 한다.

<Abracadabra>는 부르기 쉬운 노래가 아니다. 게다가 오토튠이나 

보코더(Vocoder)류의 이펙터를 통과한 가수의 목소리는 자연의 소리에 

13) 하우스 음악(house music)의 하  장르인 일 트로 하우스는 2000년  말 일

트로닉 스 음악(electronic dance music)의 가장 요한 장르  하나가 되었다. 

양식 으로는 종종 하우스 음악에서 사용하는 4박자가 풍부한 베이스 라인, 

연마된 높은 음조의 주선율, 그리고 가끔 피아노와 악의 반복 악 (riff)과 

조화를 이룬다. 일 트로 하우스의 템포는 약 120～135b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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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Abracadabra>의 베이스 라인

가까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에 근 한 목소리의 질감을 드러

낸다. 일 트로닉 계열의 <Abracadabra>는 이러한 음색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14)

<Abracadabra>는 특정한 코드 진행에 집 하는 신 의 ‘신스

베이스(Synth Bass)’를 반복하고 있다. 노래 체에 이러한 베이스 라인

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 <Abracadabra>의 로듀

서 조 철은 <Abracadabra>가 강렬한 베이스와 리듬이 반복되는 사

운드의 후크송15)을 지향한다고 했다.16) 실제로 반복되는 리듬은 독

성을 유발한다. 그러면서도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후렴구에서는 반복

14) 필자는 2010년 여름에 스 음악의 음악  분석 작업을 수행했다. 스 음악의 

음악  분석을 함께하고 도움을  이수진(단국 학교 생활음악과)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한다.

15) 갈고리 는 음표(♪)를 뜻하는 ‘훅(hook)’은 기억하기 쉽거나 에 띄는 매력

인 음악의 이나 가사의 구 을 의미한다. ‘훅’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음악에서 청 의 귀를 사로잡기 해 종종 사용하던 것이다. 그런

데 2007년에 ‘원더걸스’의 <Tell me>가 유행하면서 ‘훅(hook)’과 ‘송(song)’이 

결합된 ‘후크송(hook song)’이라는 용어가 인터넷 매체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

다. 그리고 체로 ‘가사의 반복’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기까지 했다. 

기야 ‘후크송’이라는 말 신에 ‘맴돌이곡’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음악의 특성을 지칭할 수는 있으나 ‘후크송’을 음악의 

한 장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후크송’은 단순히 가사의 반복뿐만 

아니라 멜로디나 리듬의 반복도 포함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16) 네이버 뮤직, 2009, “뮤지션 스페셜” http://music.naver.com/special.nhn?m=main 

&specialid=175(검색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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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Hot issue>의 코드와 선율 진행

되는 리듬 을 제거하여 반 을 꾀한다. 이처럼 <Abracadabra>는 

체 으로 자식 사운드와 동일한 베이스 라인의 반복을 그 특징으

로 한다. 

그런가 하면, <I don’t care>는 베이스 라인이 반복되기보다는 특

정한 코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다. E장조로 이루어진 <I don’t 

care>는 ‘E-G#
m7-C#

m7-A’라는 코드가 반복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Ⅰ-Ⅲm7-Ⅵm7-Ⅳ’의 진행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음악의 코드 진

행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이아토닉(Diatonic)17) 코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결국 <I don’t care>는 특정한 코드 진행을 반복하는 노래라

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ot issue>는 <I don’t care>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코드를 반복하는 동시에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한 특정한 선율도 반복

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에 제시한 것처럼 E♭
m곡인 <Hot issue>는 

E♭m(Ⅰ)와 D♭
(Ⅶ)을 번갈아 진행시키는 동시에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선율을 ‘신스 리드(Synth Lead)’를 사용하여 반복하고 있다. 

<Hot issue>는 체 으로 Ⅰ도와 Ⅶ도를 병행시키고 있는데, 이러

17) 다이아토닉(Diatonic)은 ‘지정된 음계에 속한’이란 뜻으로, 화음, 선율, 화성 진

행 등이 지정된 음계의 구성음들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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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Hot issue>의 드럼 비트

<악보 4> <I don’t care>의 드럼 비트

<악보 3> <Abracadabra>의 드럼 비트

한 코드의 진행은 매우 친숙한 진행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앞서 제시했던 <Abracadabra>도 앞부분에 C(Ⅰ)와 B♭
(Ⅶ)을 반

복하고 있다.

이 게 보면, 세 곡이 모두 자식 사운드를 기반으로 일정한 유형

의 반복을 보여주지만 반복의 요소는 조 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bracadabra>가 베이스 라인을 반복하고 있다면, <I don’t care>

는 다이아토닉 코드의 반복, 그리고 <Hot issue>는 동일한 코드와 

특정한 선율의 반복에 집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 곡의 비

트(Beat)는 매우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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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곡의 드럼 비트를 보면, 8비트의 리 (riff)가 곡 체에 계속 이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드럼 비트의 반복을 통한 드럼 비트의 

단순화와 8비트의 리 는 세 곡 모두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다. 다만 <I don’t care>는 상 으로 ‘쿵 짝짝 쿵 짝’의 드럼 비트

가 더 도드라져서 노래 체의 박자감을 살리고 노래를 흥겹게 만들

고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서 상으로 한 세 곡은 모두 

자식 사운드를 사용했고 특정한 유형을 반복한다는 특징을 드러냈

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요소를 반복

하지는 않았다. 그 세부 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 더라도 

자식 사운드를 바탕으로 특정 유형을 반복하는 음악  경향은  

스음악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선율, 리듬, 코드 에서 특정한 유형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달라진 듣기 환경을 반 한다. 요즘에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30

 음악 듣기’나 ‘1분 미리 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30  

안에 특정 음악에 한 선호가 갈리는 것이다. 한 휴 폰 컬러링이 

보편화되면서 짧은 시간에 청 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음

악이 필요했다. 그 바람에 음악의 체  완성도보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기 해 동일한 유형을 반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은 

2010년 재에도 여 히 나타나고 있다. 

3.2. 실연에 대처하는 자세와 자아도취

이 에서 상으로 한 세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Abracadabra>

와 <I don’t care>가 각각 실연에 처하는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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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Hot issue>는 ‘자아도취’를 주제로 하고 있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Abracadabra>에서 여성 화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속인 채 주

문이나 주술을 사용해 변심한 남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고, <I 

don’t care>에서 여성 화자는 남자의 잘못을 구체 으로 지 하면서 

이제는 남자와의 계를 끊겠다며 이별을 통보하고 있다. 

(Verse1)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해 내가  닮은 인형에다 주문을  걸어 내가 그녀

와 찢어져 달라고

(Verse2) every night l’ll be with you do you love her do you love her 

매일 의 꿈속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Chorus) bring bring 를 내게 가져다 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난 하겠어 빙빙 도는 나의 타지에 모든 걸 걸겠어  내가 내가 갖겠어

(Verse1) 못 참아 더는 내가 이러다가 정신을 놓쳐 내가 도 체 왜 

란 애가 내 마음에 박  네가 찢겨진 사진에다 주문을  걸어 내가 

그녀가 떨어져 달라고 

(Verse2) every night l’ll be with you do you love her do you love her 

매일 의 꿈속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Chorus) bring bring 를 내게 가져다 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난 하겠어 빙빙 도는 나의 타지에 모든 걸 걸겠어  내가 내가 갖겠어

(Rap1) I’m in the voodoo lsland  되찾기 한 plan 매일같이 이 게 

날 울린  향한 마지막 step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입을 맞추고 그런 

를 상상 자 하기 싫어 이 주문에 염원을 실어

(Bridge)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

랄랄라 아 라카다 라 다 이 져라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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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2) 내게 주문을 걸어  I’m like a supervisor  통제하는 kaiser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네게

(Chorus) bring bring 를 내게 가져다 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난 하겠어 빙빙 도는 나의 타지에 모든 걸 걸겠어  내가 내가 갖겠어

(Verse1)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해 내가 쿨 한 척 하는 내가 놀라워라 이런 내가 아닌 

척  만나러 가  

―<Abracadabra>

(작곡: 지 ·이민수, 작사: 김이나, 랩: 미료, 노래: 라운 아이드 걸스)

<Abracadabra>에서 ‘Abracadabra’는 ‘바라는 로 이루어지라’는 

일종의 주문이다. 화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척하면 자신에게 다가올지 모를 

이별이 두렵고 싫다. 단지 집착이라고 할지라도 노래 속 화자는 여

히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 화자는 남자친구

를 놓아  수도, 떠날 수도 없다. 화자의 마음속은 지  지옥이나 마찬

가지이다. 매일 밤 꿈에서 남자친구에게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남자친구와 그녀가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

면서 괴로워한다. 

이런 화자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해 선택한 방법은 ‘주술’

이다. 남자 친구를 닮은 인형과 찢어진 사진에 ‘아 라카다 라’라며 

주문을 거는 것이다. 화자의 모습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거나 

병 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 맘 로 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괴로

워한 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Abracadabra>는 사랑의 독성, 험함, 그리고 사랑 때문에 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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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해가는 여성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18) 

(Rap)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 i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you boys learn

(Verse) 네 옷깃에 묻은 립스틱들 나는 로 용서 못 해 매일 하루에 

수십 번 꺼져 있는 핸드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그  친구라는 수많은 여자친구 날 같이 생각

하지 마 I won’t let it ride 이제 니 맘 로 해 난 미련은 버릴래 한땐 

정말 사랑했는데 가끔씩 술에 취해 활 걸어 지 은 새벽 다섯 시 반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러 no no

(Chorus) I don’t care 그만 할래 니가 어디에서 뭘 하든 이제 정말 

상  안 할게 비켜 래 이제 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cause I don’t 

care 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e cause I don’t care 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e Boy I don’t care

(Verse) 다른 여자들의 다리를 훔쳐보는 니가 무 무 한심해 매일 

빼놓는 커 링 나 몰래 한 소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아니라는 수많은 나의 친구 난  땜에 친구들까지 다 잃었지만 차라리 

홀가분해 에게 난 과분해 내 사랑이라 믿었는데 오늘도 바쁘다고 말

하는  혹시나 화해봤지만 역시 뒤에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 oh no

(Chorus) I don’t care 그만 할래 니가 어디에서 뭘 하든 이제 정말 

18) 선정성의 논란이 있었던 <Abracadabra>의 뮤직비디오도 주목할 만하다. 황수

아 감독의 <Abracadabra>의 뮤직비디오는 노래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한 열린 

결말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지면 계상, 이에 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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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안 할게 비켜 래 이제 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cause I don’t 

care 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e cause I don’t care 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e Boy I don’t care

(Verse) 난  땜에 울며 지새던 밤을 기억해 boy 더 후회할 날 생각하

면 맘이 시원해 boy 날 놓치긴 아깝고 갖기엔 시시하잖니 있을 때 잘하

지  왜 이제 와 매달리니

(Rap) 속아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난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젠 물 한 방울 없이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쳐 아님 앞에서 당장 꺼져

(Chorus) I don’t care 그만 할래 니가 어디에서 뭘 하든 이제 정말 

상  안 할게 비켜 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you know I don’t 

care 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e you know I don’t care e e 

e e e e I don’t care e e e e e e Boy I don’t care

―<I don’t care>

(작사: Teddy+Kush, 작곡: Teddy+Kush, 노래: 2NE1)

<I don’t care> 속의 여성 화자는 <Abracadabra>의 여성 화자보

다 시원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 다. <I don’t care>의 여성 화자는 

이미 남자친구에게 질릴 로 질려 있다. 형 인 바람둥이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남자친구는 커 링을 빼놓고 소개 에 나가고 옷깃에

는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 묻어 있기 일쑤다. 게다가 핸드폰은 꺼져 

있고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뒤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난다. 여자는 

여러 번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주고 남자친구를 용서하고 그와 다

시 사귀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 는 언제나 처참하게 

무 졌다. 여러 밤을 울며 지새우면서도 여성 화자는 사랑이라고 믿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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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참고  참았다. 그러나 이제 여성 화자는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여성 화자는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빌든지, 아니면 당장 

꺼지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바람둥이를 향한 시원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I don’t care>는 실연 앞에서 멋지고도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 다. 

(Rap) Stop Yo Let me show you something Girls yo ready? haha let’s 

go 4 M I N U T E 4 M I N U T E Girl

(Chorus) 머리부터 발끝까지 Hot Issue ho 내 모든 것 하나하나 Hot 

Issue 모두 다 Take it control(모두 다 Take it control) 난 항상 Hot it 

Hot it Hot it Hot it I I I I I I Issue

(Verse) One 생각 없이는 내가 내가 신은 슈즈 Two 내 맘 로  자꾸

자꾸 하는 포즈 Three 아무 게나 살짝살짝 바른 루즈 4 4 4 4 4minute 

Hot Hot Hot Issue

내 스타일 하나하나 모두 다 부럽니 그 게 어설 게 따라할 순 없지 

원하면 따라와  내 스타일 따라해  Shawty Star 난 항상 Shawty Star

내가 Issue Issue Issue 내가 보는 것들까지 내가 Issue Issue Issue 내가 

듣는 것들까지 내가 Issue Issue Issue 내가 말하는 것까지 Babe(Let’s 

Jump Jump Jump)

(Chorus) 머리부터 발끝까지 Hot Issue ho 내 모든 것 하나하나 Hot 

Issue 모두 다 Take it control(모두 다 Take it control) 난 항상 Hot it 

Hot it Hot it Hot it I I I I I I Issue

One Two Three Four For 4Minute Girl One Two Three Four For 

4Minute Girl

One Two Three Four For 4Minute Girl 난 항상 Hot it Hot it H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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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t I I I I I I Issue

(Verse)  쳐다보지 내게 모여들지 날 보고 소리치지 멈추지 않는 

Flash 나처럼 하고 싶니 나처럼 되고 싶니 날 따라 움직여  Boom 

Boom Shake a Boom 내가 Issue Issue Issue 나의 빛 하나까지 내가 

Issue Issue Issue 나의 손짓 하나까지 내가 Issue Issue Issue 내가 춤추는 

것까지 Babe (Let’s Jump Jump Jump)

(Chorus) 머리부터 발끝까지 Hot Issue ho 내 모든 것 하나하나 Hot 

Issue 모두 다 Take it control(모두 다 Take it control) 난 항상 Hot it 

Hot it Hot it Hot it I I I I I I Issue

(Rap) 보다 잘록한 허리 쫙 빠진 매끈한 다리 구보다 더 퍼스트 

이디 나 나 난 항상 핫 이슈 

(Chorus) 머리부터 발끝까지 Hot Issue ho 내 모든 것 하나하나 Hot 

Issue 모두 다 Take it control(모두 다 Take it control) 난 항상 Hot it 

Hot it Hot it Hot it I I I I I I Issue

One Two Three Four For 4Minute Girl One Two Three Four For 

4Minute Girl

One Two Three Four For 4Minute Girl 난 항상 Hot it Hot it Hot it 

Hot it I I I I I I Issue Hot Issue

―<Hot issue>

(작곡: 신사동호랭이·이채규, 작사: 신사동호랭이· 혜원, 노래: 포미닛)

그런가 하면, <Hot issue>는 ‘자아도취’에 빠진 여성 화자의 말로 

이루어져 있다. ‘포미닛’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 한 데뷔곡 <Hot 

issue>는 ‘원더걸스’의 <So Hot>이나 ‘카라’의 <Pretty Girl>은 물

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자옥의 <공주는 외로워>의 계보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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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1995년에 <공주병 시리즈>라는 코미디 TV 로그램

이 유행하면서 공주병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이어서 

1996년에 김자옥이 왕 에 드 스를 입고 나와 <공주는 외로워>를 

부르면서 공주병이 문화  기호로 자리 잡았었다. 

김자옥이 부른 <공주는 외로워>가 ‘공주병’을 다소 코믹하게 묘

사한 것이라면 최근에 다시 등장한 ‘자아도취’는 웃음을 유발하는 기

제가 아니다. 이는 ‘자아도취’가 이미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한 가족에 한 자녀가 보편화되면서 

외동딸과 외아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와 지나친 애정

을 받고 자란 세 들이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나 주목받으려는 욕

구가 강해졌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인 성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자아도취’는 ‘자기애’ 내지는 ‘나르시시즘(narcissism)’19)의 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시

하고 자기 가치를 존 하는 성향20)이라고 정 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자아도취가 육체 인 것에 머물

19) 나르시스(Narcissus)의 신화에서 유래한 ‘나르시시즘’은 ‘병 인 자기 사랑, 혹은 

자기 감탄’을 의미한다(제 미 홈즈, 나르시시즘, 유원기 옮김, 이제이북스, 

2004, 7쪽; 김주 ,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시즘 

미학｣, 미학 제55집, 한국미학회, 2008, 87쪽에서 재인용). 나르시스 신화가 

심리학  문헌에 처음 인용된 것은 1898년 심리학자 엘리스(Havelock Ellis)에 

의해서 다. 그 후 낵크(Nacke)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환경에 해 보이는 

반응 스타일을 기술하면서 ‘나르시스 (narcissis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임

상 인 설명을 했다. 그 후 로이트뿐 아니라 코헛(Kohut), 컨버그(Kernberg), 

러(Miller) 등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자기애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그 성격

발달을 설명해왔다(권석만·한수정, 자기애성 성격장애, 학지사, 2000, 17쪽). 

20) 황연순, ｢소비자의 자기애 성향과 화장품 쇼핑 성향과의 계｣,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09,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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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카라’의 <Pretty Girl>에서는 

“마음은 쁘게 표정은 산뜻하게”라고 해서 ‘ 쁜 마음’을 강조하기

는 했다. 그러나 ‘원더걸스’의 <So Hot>에서는 “섹시한 내 은 고

소  아름다운 내 다린 좀 하지원”이라며 특정 연 인의 이름을 거론

하면서 자신이 쁘다고 하고, <Hot issue>에서도 “ 보다 잘록한 

허리 쫙 빠진 매끈한 다리”를 내세워 자신이 ‘Hot issue’를 몰고 다닌

다고 한 것이다.

 사회를 ‘소비의 사회’라고 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우리

가 소비를 통해서 행복과 사회  지 , 권력의 형태를 표 한다고 했

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의 상 에서 육체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

고 귀 한 멋진 사물이 된다는 것이다.21) 통 으로 억압  산물이

었던 육체가 육체와 성의 해방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소비의 상으로 

등장했다.22) 육체의 발견은 오랫동안 더 큰 자유와 진리, 그리고 해방

을 한 성스러운 것에 한 비 , 즉 신에 항하여 인간성을 얻기 

한 투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시 육체가 신성화된 상태에 이른 것

이다. 에 혼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육체가 소비의 윤리를 

이끄는 신화가 되었다.23) 

이러한 배경에서 육체가 사회의 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교양을 

몸에 지니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인의 의무

이며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24)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을 

해서가 아니라 더 뻐지고 어지기 해서 외과 인 수술마  서

21)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 출 사, 1991, 189～228쪽.

22) 김동  외,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 101쪽.

23)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203～204쪽.

24) 같은 책,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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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지 않는다. 턱을 깎고 코를 높이고 꺼풀을 만들고 가슴을 부풀린

다. 그야말로 한국은 ‘표정’을 도려내고 ‘미모’를 이식하는 성형공화국

이 되었다.25) 인 아름다움은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몸이 지니는 

아름다움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는데,26) 최근의 가요는 이

러한 상을 반 한다. <Hot issue>에서도 “잘록한 허리와 쫙 빠진 

매끈한 다리”의 여성이 나와서 자신이 ‘Hot issue’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성주의 인 입장에서 나르시시즘에 한 평가는 상반된다. 한편

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와 성  매력이 남성  욕망의 

상이 된다면, 그 시선을 끌 수 있는 아름다운 외모는 곧 권력이 된다

고 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해 남성들은 그녀에게 복

종할 것이며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통해 남성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

이다.27)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아름다워져야만 한다’는 

‘미 인 압력(aesthetic oppression)’28)을 일상 인 것으로 만들고 나르시

시즘이 표출하는 여성 이미지 자체가 남성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

하므로 여성을 슬 이  걸(Slave girl)로 되돌린다고 비 한다.29) 

그 다면 최근 가요에 나타난 ‘자아도취’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일단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감을 표 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육체 내지는 외모에 한정되

25) 유인경, ｢표정을 도려내고 ‘미모’를 이식하는 성형공화국｣, 경향신문 2009년 

10월 5일자.

26)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211～212쪽.

27) 김주 ,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시즘 미학｣, 82, 86쪽.

28) 같은 , 87쪽.

29) 슬 이  걸의 행 란 여성의 종속  지 의 강화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통칭하며 남성 욕구를 만족시키는 특정한 자세, 외모와 동작이 포함된다(김주

, ｢여성의 몸과 외모 꾸미기－ 욕주의와 나르시시즘을 넘어서｣, 미학 제
47집, 한국미학회, 2006,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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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Hot 

issue>의 가사를 보면 ‘자아도취’가 타인의 배제를 제로 한 우월감

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게 어설 게 따라할 순 없지”라

든가, ‘ 보다’나 ‘ 구보다’라는 표 을 사용하여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배제한 특권의식이나 외모 가꾸기에서 비롯한 나르시시즘

이 여성들의 궁극 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과학 인 힘을 

빌려서 조  지연시킬지라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기 때문이다. 늙

음을 추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노년기의 사람이 청년기의 외모를 유지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

지이다.30) 그러므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요성에 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으로 좌 에 이른다”31)는 말은 일면 타당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 고 아름다운 육체’에 한 

집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안은 없는가? 여성주의

인 입장에서는 ‘그로테스크 미학’을 그 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양

성성과 동물성을 표출하는 그로테스크한 몸과, 인공두뇌학의 가상 환

경 속에서 반(半)인간, 반(半)기계로 태어난 ‘성별 없는’ 사이보그가 그 

한 이다.32) 그러나 그로테스크 미학이 하나의 충격요법은 될지언정 

30) 한때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동안 열풍’이 늙기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차로 고령

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 인 추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

로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가 매우 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31) 김주 ,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시즘 미학｣, 91쪽.

32) 1990년  서구의 바디 아트(body art)에서 여성주의 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

로 항 인 그로테스크의 충격을 달하고자 했다. 젠더 문제와 복수  정체

성을 반 하는 그로테스크 바디는 동성애와 에이즈, 성 환수술, 변장, 성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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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즘의 진정한 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람들이 아름

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

움의 기 이 ‘인공 인 것으로 조작된 어느 하나’에 맞추어져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아름다움의 기 이 자연스러움과 정신 ·육체  건

강함에 맞추어져 있을 때 이 사회가 좀 더 다양함이 공존하는 건강하

고 재미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보인다. 기존의 

여성 그룹이 보여주었던 쁘고 착한 소녀나 요정의 이미지에서 탈피

했다는 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2009년에 활동하고 있

는 여성 그룹은 귀엽고 아름다운 표정 신에 무표정을 택하거나, 

쁘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량을 최 한 드러내기 해 애쓴

다. 아름다운 율동 신에 때로는 격렬하고 과격한 춤 동작을 보여주

기도 한다. 2009년에 활동한 여성 그룹에서 여성학자 로지 라이도

티가 말한 ‘유목  주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로지 라이도티

는 ‘유목  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목민은 이주민이나 망명객과 달리 집 없음이나 강제 인 장소 이

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목민은 고착성에 대한 모든 관념, 욕망 

혹은 향수를 폐기해 버리는 종류의 주체를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본질 인 통일성 없이, 그리고 그러한 통일성에 반 하면서 이행, 연

속 인 이동, 상호 력 인 변화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에 한 욕망을 

동물성, 양성성에 주목하며 신체의 비천함과 편화된 부 들이 강조한다. 그

로테스크 미학은 미용술, 식이요법, 성형수술, 성 환 수술 등 생명 공학에 

의한 신체 변형을 창작 모티 로 등장시키거나 인간 내면의 양성성과 동물성을 

표출시키고 단된 신체와 해부학  부 들을 강조한다(김주 , ｢여성의 몸과 

외모 꾸미기－ 욕주의와 나르시시즘을 넘어서｣,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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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다. 그 다고 해서 유목민에게 통일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녀의 양식은 다소 고정된 행로들을 통과해가는 한정 이고 계 인 

패턴을 지닌 움직임의 양식이다. 그것은 반복, 주기  이동, 리듬을 

타는 자리바꿈에 의해서 발생되는 착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유목민

을 ‘발상이 풍부한 남성 혹은 여성’의 원형으로 삼고자 한다.33)(고딕은 

인용자)

‘2NE1’은 이 에서 살펴본 세 그룹 에서 유목  주체로서의 가

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9월 ≪To 

Anyone≫으로 활동을 재개한 ‘2NE1’은 음반에 수록된 곡  <Can’t 

Nobody>, <Go Away>, <박수쳐> 세 곡이 모두 상 권에 진입하

면서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

스, 노래 가사, 뮤직 비디오는 기존 여성 그룹의 그것을 추종하지 않는

다. 그들의 노래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여성

(<Can’t Nobody>)과 ‘마음이 변해 떠나는 남자에게 역겹다며 떠나’라

고 말하는 여성(<Go Away>) 화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박수쳐>에

서는 “걱정 근심 따  버리고 다 손  쳐”라며 희망을 노래한다. 

비록 형 기획사의 의도와 기획 로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2NE1’

은 기존 여성 그룹이 보여주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개성 넘치

고 자유분방한 여성상을 표출한다. 마치 ‘유목  주체’처럼 하나의 고

착된 념에서 벗어나 수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음악이 여성 그룹의 명이 될지, 아니면 단지 유행의 추종에 그칠지

는 좀 더 지켜 야겠지만, 그들이 보여  다양한 모습들은 분명 여성 

33) 로지 라이도티, 유목  주체, 박미선 옮김, 여이연, 2004,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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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새로운 상으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 

2009년에 활동한 여성 그룹과 그들의 노래는 당당하게 자신들을 

표 하는 데 주력했다. <Hot issue>의 가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비록 

‘외모’나 ‘육체’에 한정될 것일지라도 여성 그룹의 노래를 통해 상

으로 당당해진 여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2009년 여성 그룹은 

외모에 해 기존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거나 다양한 인식을 갖도록 

도와 다. ‘2NE1’의 CL이나 ‘ 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은 꺼풀은 

없지만 매우 매력 인 을 가지고 있다. ‘2NE1’의 공민지도 일반

인 미의 기 에서 보면 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민지

를 보며 귀엽다거나 멋있다고 느낀다. 그건 공민지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춤과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때문이다. 

한 기존의 여성 그룹과 달리 2009년에 활동하는 여성 그룹은 고

정된 성 념을 깨는 데 일조하고 있다. ‘2NE1’의 공민지나 ‘포미닛’

의 지윤, 그리고 2009년 9월에 격 데뷔한 여성 그룹 ‘f(x)’의 엠버

는 모두 성 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한 의 

여성 그룹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상이다. 2009년의 여성 그룹

은 상 으로 더 개성 이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

히 인형처럼 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여성 그룹이 있으나 단지 그

것만으로 객들의 지속 인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실력이나 여타 

다른 매력이 없다면 생명력을 지니고 오래 활동할 수 없는 시 가 온 

것이다. 결국 2009년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그룹들은 한계보다는 다

양한 가능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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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에 활동한 여성 그룹의 활동과 그들이 부른 

노래를 통해 2009년 가요의 한 경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러

한 작업을 통해서 2009년 가요의 한계와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노래 외 인 측면에서 여성 그룹의 특징을 고찰했다.  

가요에서 ‘보기’는 ‘듣기’만큼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 이

에 가수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의상이나 장신구는 물론 ‘춤’

이 요하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 활동한 여성 그룹은 노래 외

인 측면에서 성  이미지를 표방하고 강인하고 자유분방한 여성상

을 표출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노래 내 인 측면을 음악과 가사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 이 에서 상으로 한 <Abracadabra>를 시하여 <I 

don’t care>와 <Hot issue>는 모두 자식 사운드와 일정한 형태

를 반복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세부 인 모습은 달라서 

<Abracadabra>가 특정한 베이스 라인을 반복하고 있다면, <I don’t 

care>는 특정한 코드의 진행을, <Hot issue>는 코드와 선율을 반복

했다. 세 곡의 가사를 보면, 실연에 처하는 자세와 자아도취를 다루

고 있다. 특히 <Hot issue>의 주제인 ‘자아도취’는 달라진 세태를 반

한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육체’에 집 한 것은 한계라

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이 자신감을 지니고 자신을 당당하게 표 하게 

되었다는 에서는 정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여성 그룹의 활동은 몇 가지 한계는 있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혹자는 ‘ 의 가요가 획일화되어 있다’며 몇 십 년 

에 하던 비 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가요가 유행을 따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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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연스러운 상인지라 어떤 면에서의 획일화는 필연 이다. 그

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수많은 양상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슷한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다름과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2009년 

상반기에 활동한 여성 그룹은 다름과 차이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했다.

그 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그룹

의 구성원들은 나이가 매우 어리다. ‘포미닛’의 권소 과 ‘2NE1’의 

공민지는 1994년생이고 ‘포미닛’의 아는 1992년생, ‘2NE1’의 CL은 

1991년생, ‘포미닛’의 지윤은 1990년생으로 모두 10 이다. 에

도 10 에 가수로 데뷔한 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요한 것은 

어린 나이에 가수로 활동했을 경우 이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는 것이다. 게다가 ‘포미닛’의 아는 과도한 노출 의상으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보아나 ‘원더걸스’의 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린 나이에 

재능을 알아보고 그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은 요하다. 그러나 

일  알아버린 성인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할 정체성의 혼란

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요의 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가요순  로그램의 1 는 순식간에 바 다. 들의 기호와 요구

사항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수들이 

변하는 들의 기호에 재빠르게 처하지 않는다면 가수들 사이의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여러 면에서 실력을 쌓아야 하고 

의 뇌리에서 잊히기 에 후속곡도 내놓아야 한다. 노래만 잘한다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다. 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층 의 능력이 필

요하다. 가수로 활동하면서 노래만 온 하게 부르며 생활하기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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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여성 그룹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다. 2009년 10월

에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 효성, 한선화, 송지은, 징거)이 <I want 

you back>로 데뷔하여 2010년 재도 <Madonna>로 인기를 끌고 

있고, ‘JQT(제이큐티)’(민정, 가진, 지은, 민선), ‘ 인보우’(김재경, 고우리, 

김지숙, 노을, 오승아, 정윤혜, 조 ), ‘미스에이(miss A)’(지아, 민, 수지, 

페이), ‘씨스타(SISTAR)’(소유, 보라, 다솜, 효린), ‘나인뮤지스(Nine Muses)’

(라나, 세라, 민하, 은지, 이샘, 이유애린, 비니, 혜미, 아) 등이 데뷔하여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카라’와 ‘소녀시 ’, ‘포미닛’ 등이 일본 진출

에 성공하여 일본에서 ‘신(新)한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여성 그룹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개될지 궁 하다. 단지 

비슷한 여성 그룹의 양산으로는 들의 기호를 사로잡을 수 없다. 

실력과 개성으로 무장한 여성 그룹이어야 생명력을 지닌 채 지속 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기존 음악의 장을 답습

할지, 아니면 기존 문화에 한 비 과 항, 그리고 해방으로까지 나

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문화의 흥행은 여성의 몸을 시각

으로 상품화하는 략에 많이 의존하고,34) 여성 그룹의 활동에서 

이러한 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 음악을 

즐기는 한편, 다양한 가능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비  시각도 지녀야 할 것이다.

34)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 시각, 쟁 , 역사, 창비, 2005,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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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irl Group’s Activity and Song Texts

Zhang Eu-Jeong(Dankook University)

Korean popular songs in 2009 can be summed up by the emergence 

of girl groups. This paper considers this recent trend and specifically 

Brown Eyed Girls’s ‘Abracadabra’, 2NE1’s ‘I don’t care’, and 4minute’s 

‘Hot issue’. These songs gained large popularity during the first half of 

2009.

This paper studied the characteristic of girl groups and their song 

texts. They showed epicene and strong images of women through their 

dance and costumes. Their music used an electronic sound and a regular 

pattern. The lyrics of these three songs deal with broken hearts and 

self-acceptance. Especially, ‘Hot issue’ reflects current social conditions. 

Even though these songs are limited by the physical themes, the con-

fident female expression is a positive aspect of this trend.

Keywords: Popular Song, Girl group, Brown eyed girls, 2NE1, 4minute, 

narcissism

* 이 논문은 2010년 9월 19일에 투고되어 10월 18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0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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