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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나는 한국 가요가 좋아요: 

베트남 호찌민 시 대학생들의 케이팝(K-Pop) 가수에 대한 

선호 경향과 인식에 관한 연구

장윤희(서울 학교)

1. 서론

2. 베트남에서의 케이팝 정착

3. 케이팝 가수에 대한 선호 경향

  3.1. 여자 가수

  3.2. 남자 가수

  3.3. 비선호 의견

4.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의 남부에 치한 문화·경제의 수도 호 민 시에서 나타

나고 있는 이팝의 인기에 한 민족지학 인 연구이다. 베트남인들은 다양

한 방식으로 한국 가요를 즐기고 있다. 이들은 왜 한국의 이팝을 좋아

하는 것일까? ‘얼마나’가 아닌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해 호 민의 은

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 가수에 한 의견을 직  들어보고, 이들이 형성한 

한국 가수에 한 인식을 연구하 다. 정확한 수치로 일 성 있는 통계자료가 

아닌 한류에 해 사회문화 인 배경과 인간의 에 한 련성이 깊은 

실 이고 구체 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가수의 외모에 한 호감이 분명했고, 공통 으

로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 가장 큰 선호의 이유 다. 여자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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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베트남 문화, 한류, 케이팝, 한류 가수 선호도

의 경우 외모가 노래 실력보다 무조건 으로 우선시 되는 답변은 거의 없었다. 

가창력 다음으로 좋아하는 가수에 한 선호의 이유는 성격과 성품이 갖고 

있는 장  때문이었다. 여자 가수들이 보여주는 능력에 한 언 도 있어서, 

여성의 당당함과 자신감, 능력을 요시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 개인 으

로 그 가수와 음악과 교감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남자 가수와 그들의 음악을 선호한다는 응답에서는 연구자들의 부분이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 많았던 만큼 이성의 가수가 보여주는 외모와 음악에 

많은 심을 보 다. 노래를 잘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외모에 한 선호도가 

여자 가수에 한 선호 이유에 비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바른 이미지

와 성격에 한 도 요하게 언 이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와 능력, 

인품에 한 언 이 다양했다. 애국심 역시 가수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의 하나 다. 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요한 이유로 

거론되었다.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의 가요와 가수를 선호하는 것에 있어서 ‘음악이 

세련되고 리듬이 빠르고 춤이 있고 가수가 멋지다’라는 흔한 이유가 아닌, 

가수의 품성이나 이미지가 음악  요소 외에도 호감을 얻는 데에 크게 작용하

다. 다양한 재능, 즉 작곡, 랩, 뮤지컬 연기 등의 개성이 있는 능력도 한국의 

가수와 가요를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류의 성공과 그 원인, 

발 에 해 진행하는 연구는 반드시 연구 상자의 지식수 , 연령, 교육  

배경 등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여야 보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와 같이 한류에 한 선호와 인식의 연구에 있어서 구체 인 

와 심도 있고 세세한 의미 부여가 없다면 일반 인 수  통계와 별다른 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7(KST)



나는 한국 가요가 좋아요 _장윤희  61

1. 서론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한류 상에 한 기의 연구들은 개 한국 

드라마 시청에 한 열풍을 다루면서 이와 련된 다양한 사회 , 문

화  상과 그 향력에 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최근의 

한류는 한국 내 연 산업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그 심에서 계획되

고 양성된 아이돌 그룹의 활약을 통한 가요, 즉 흔히 ‘ 이팝

(K-Pop)’이라고 불리는 음악이 한류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아

이돌 가수 출신의 연 인들이 드라마에 속속 출연하여 가요의 인

기를 이용한 드라마의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물론, 가수가 되고자 하

는 청소년의 꿈이나 유명 가수 자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애 에 해

외 방송을 목표로 두고 제작되기도 하 다. 이러한 드라마와 이팝이 

여 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표 인 아시아의 국가로는 베트남을 

꼽을 수 있는데, 본 논문은 베트남의 남쪽에 치한 문화·경제의 수도 

호 민 시의 은이들이 한국의 가요를 즐기면서 갖고 있는 의견, 

한국 가수에 한 선호 경향, 타 문화에 한 인식 등에 해 지조사

를 통한 자료 수집을 근거로 논의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한류 황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표면 으로 알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들이 평균 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데에 쓰

고 있는 시간이다. 를 들어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일주일에 평

균 으로 215분 시청하는 데 비해서 베트남인들은 540분을 시청하고, 

베트남 인  국가인 태국인들인 주당 평균 291분 이팝을 듣고 있는 

데 비하여 베트남인은 일주일에 465분가량 이팝을 듣고 있다.1) 그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최근 아시아의 한류 콘텐츠 소비 행태와 황 

연구 ｢한류 콘텐츠 소비 황 조사｣(2011) 참조. https://www.kocca.kr/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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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해진 시간에만 시청하는 드라마에 비해서, 음악은 핸드폰의 

벨소리,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가요, 고음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노출시간이 실제로는 훨씬 더 길 수 있다. 그 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왜 한국의 이팝을 좋아하는 것일까? 단순히 자신들의 가

요보다 음악선율이 좋고, 베트남의 연 인들보다 한국 가수의 외모와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일까? 한국 문화상품이 한국의 제품처럼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본 논문이 을 두고자 하는 것은 ‘얼

마나’가 아닌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다. 호 민 시에 거주하며 한류

를 소비하고 있는 은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 가요와 가수에 한 의

견을 직  들어보고, 이들이 말하는 ‘왜 좋아하는가’에 한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한류를 연구하는 데에서 한국의 문화 상품을 선호하

는 특정 계층에 한 심도 있는 찰과 실제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

와의 상호 논의를 통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많지 않다. 한류

에 한 기존 논문과 서 들 부분 국과 일본의 상을 다루고 있

고, 최근 한류의 지역  확산과 더불어 추가 으로 심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멕시코, 이란, 오스트리아 등 북미와 미 지역, 혹은 

유럽과 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의 문화 인식이나 문화 시장 조사를 

해 실시한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한류가 각 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각종 경제연구소가 좀 더 체계 인 조사를 시작하 다. 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의 문화 진흥과 양국의 외교 계 증진을 한 문화 

시장 조사에 착수하 다. 그러나 베트남의 한류 상에 한 문  

publication/focus/__icsFiles/afieldfile/2013/07/16/4lpgQoeziJCp.PDF(2015년 8월～

2016년 3월 속).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7(KST)



나는 한국 가요가 좋아요 _장윤희  63

학술 출 물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학의 학생들이 작성한 학 논문과 

한국과 베트남의 학자들이 한류에 해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

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문화상품의 종류

와 각 종목에 해 선호 반응을 보인 인원 수를 비율로 분석한 경우가 

많다. 한 다양한 선호 이유와 비선호 이유를 구체 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표  몇몇 이유에 한 수  분석이 부분이다.2) 최근 연구 

참여자의 구체 인 의견을 취합하여 한류에 한 향력을 분석한 연

구(히엔, 2012)가 한국의 문화상품의 소비와 인식과 련된 베트남 사

람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반 하 다는 에서 한류 연구 동향의 

발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역에 걸친 넓은 지역의 학

생들에게 우편물로 설문지를 보내어 그들이 일 으로 읽고 작성한 

답변을 다시 취합하여 정리한 근법은 어떠한 문화 인류학 인 

의 담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족지학

인 방법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조  다르게 한정된 범 의 한류 수용

자들을 상으로 심층 인 인터뷰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한류의 인식

2)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한류 상황은 수용자 측면 담론을 반 하는 연구보다는 

한국어나 실태조사 연구, 혹은 한국의 문화산업 입장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나타난 베트남 내의 한국 문화 열풍과 련된 연구는 ‘한류’에 한 인문사회학

 고찰보다는 베트남 문화산업에서의 한류 황과 매체의 향력, 기반시

설 확충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많은 한류에 한 들이 산업연구소나 

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류의 비 과 지표를 인용하며 한류의 인기에 한 원인 

분석과 미래에 한 제언에 그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최근 나타난 한류에 

한 사회문화  연구들은 한류가 베트남사회에 끼치는 향력에 근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에 

한 수  결과에 의한 분석이다(장윤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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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살펴보는 근법을 택하 다. 호 민 시의 학생들이라는 

특정집단 에서도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30여 

명을 심으로 자신이 이팝을 왜 듣는지, 혹은 왜 좋아하는지, 드물

게는 왜 좋아하지 않는지에 한 개인 인 의견 수렴과 그룹 토론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수집하 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팝과 그 가수들에 한 문화  수용 태도와 한류 인식

에 해 분석하 다. 이는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개 어떠한 

이유로 한국의 문화를 선택하는지에 한 통계가 아니다. 베트남 문화 

심지에서 비교  한국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

국의 가요를 선택한 자신들만의 이유와 수용태도를 찰하여 이

들이 갖게 되는 한국 가요와 가수에 한 목소리를 반 하는 연구이

다.3)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기  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필자가 베트남에 5년간 거주하면서 실제로 찰하고 참여하 던 

여러 한류 련 문화행사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어 말하기 회, 한국 

가요 부르기 회에 참가하여 찰한 바에 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러나 실질 인 연구를 한 한류 련의 담론 조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 지조사를 통한 

연구 상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해서 2011년 7월부

터 30여 명의 베트남인과 한류에 한 면담을 진행하 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과 한류에 해 토론하는 그룹인터뷰도 

3) 이와 유사한 에서 베트남의 한국 문화 인식에 해 다루고 있는 최근 논문

( 의 논문) 역시 한국어 학습에 한 이유와 인식에 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가?’가 아닌 ‘왜 한국어 학습을 선택했는가?’에 한 조사를 통해서 베트남 

사회에서의 한국 문화 열풍에 한 베트남인들의 사실 이고 실 인 목소리

를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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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다. 부분의 상자는 베트남국립 학교인 호 민 시 인문

사회과학 학교에서 한국의 문화에 심이 있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다. 베트남 지인들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 과 

각 의견의 분석에 해 일 성을 나타내기에 매우 부족한 근이지만, 

베트남 사회에서의 한류에 해 사회문화 인 배경과 상의 일면을 

보다 실 이고 구체 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특정화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 에서 시작하 다.

한류의 형성은 동아시아 내에서 나타나는 문화 상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넘어서 재는 그 범 와 지역  분포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나아가 한 국가의 일방  문화상품에 한 확산이라고 규정되기보다

는 여러 지역  특성이 반 된 하나의 력  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가 베트남, 호 민, 학생이라는 좀 더 구체 인 사례 

연구의 하나로 앞으로 문화상품을 만들기 해 력 계를 맺는 데에 

있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더불어 베트남 사회

의 한국 문화 수용에 한 사례연구로서 아시아권의 문화 공유에 

한 담론과 의미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한류와 한국의 

문화 발 이 세계화 속에서의 어떠한 문화  움직임을 야기하는

지에 한 연구에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 베트남에서의 케이팝 정착

베트남은 한류가 비교  빠르게 소개되고 자리 잡은 ‘한류 성숙단

계’에 있는 국가이다.4) 최근 한국의 교육, 음식, 화장품, 패션, 자제

품 등 많은 문화상품, 혹은 한류 련 품목들이 베트남에서 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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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문화  흐름 내에서 베트남 한류에는 아직도 드라마와 이팝

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5) 베트남에서 한류를 뜻하는 말로 

‘Hàn lưu’ 혹은 ‘Hallyu’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베트남어의 

‘Lan Song Han’, 즉 도를 뜻하는 ‘Lan Song’과 한국을 뜻하는 ‘Han’

의 합성어가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한 한국 화와 

드라마를 ‘phim Han quoc’ 는 ‘phim truyền hình’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지만, 한국의 가요는 ‘bài ca’, ‘bài hát’ 등과 같이 가요를 

뜻하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팝이라는 단어를 직

 사용한다. 

베트남에서 한류가 정착하고 발 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 한 시기, 

하나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시장

의 흐름을 읽고자 했던 베트남 정부의 정책(도이 모이 정책)과 수출의 

성숙단계 일본, 국, 태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만, 카자흐스탄

성징단계 말 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인지단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국, 벨기에, 독일, 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나마, 칠 , 라질, 우크라이나, 폴란

드, 루마니아, 짐바 웨, 수단,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4) 한류의 국가별 진출 단계(KOTRA, 2011). 

KOTRA가 2011년 2월에서 3월 사이  세계 94개 지역에서 방송, 화,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을 수용에 다른 한류 진출을 조사한 결과이다. 한류의 도입

단계와 미도입단계에 있는 국가에 한 소개는 생략하 다.

5) 문화체육 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2년 10～11월에 국·일본·

만·태국·미국· 라질· 랑스· 국·러시아 등 9개국 36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제2차 한류  한국 이미지에 한 실태 조사’ 결과다. 한국에 한 첫 이미지는 

한식·드라마· 이팝· 자제품 순이었다. 아시아는 드라마· 이팝, 미주는 한식·

자제품, 유럽은 한국 쟁· 자제품을 꼽았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2121

7&rankingSectionId=103&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3&ai

d=00048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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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로를 모색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의 시각 변화 사이에서 맞

물린 시발 을 찾을 수 있다. 한류의 간략한 배경은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 시작되는데, 수교 이후 1990년  반 

문화 인 교류에 앞서 나타난 경제  교류는 한국의 기업명이나 상품

을 베트남에서 익숙하게 하 으며, 한국 정부는 수교 이후 기에 우

호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부 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1997

년에 한국 사 이 하노이 지역방송국에 드라마를 제공한 이후 40여 

개의 텔 비  방송국에서 매일 20여 편의 한국 드라마를 황 시간

에 편성하여 방송하 다. 당시 <느낌>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

고, 1998년에는 <아들과 딸>, <의가형제>, <모델>, <별은 내 가슴

에> 등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이후 1999년부

터 2001년까지 30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는데, <모래시계>,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등 만이나 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

가에서도 성공을 거둔 드라마가 베트남에서도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특히 2005년에 방송된 < 장 >은 베트남 앙방송을 통해 주 에 

매일 국 으로 방송되었는데, 종 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

라 다시 방송되기도 했다. 

드라마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 상품을 소개하며 가요로

의 심을 야기하 다.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한 연기자가 가수로 

겸업하면서 안재욱, 정지훈처럼 드라마 주제곡이나 삽입곡을 부르는 

경우 이 곡들이 베트남어로 먼  번안되고 가요가 유행하게 되었다. 

2005년 실시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조사 

상  한국 가요나 가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의 비율은 

71%로 높게 나타났고, 그 매체도 공  텔 비 , CD, VCD 등 다양

했다.6) 2015년 재에는 더욱 높아진 인터넷 보 률로 인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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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의 실시간 유입이 가능해졌고, 한국 가수들의 직  방문 공연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율은 더욱 상승하 을 것이다. 

한 백화 이나 쇼핑몰, 텔 비  고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 등이 

부분 한국 가요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체 베트남 인구의 성인 

부분이 한국 가요를 해 보았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7)

이팝의 인기가 베트남에서 단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베트남인의 소득 증 로 이들의 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문화에 

한 수요가 속히 늘어났으나 베트남의 문화 로그램은 공

이 부족하기 때문(서동훈, 2009)이라는 의견이 근거가 있다. 일반 으

로 한국 가수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 혹은 가수의 좋은 목소

리가 은이들에게 심을 끌었다는 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더불

어 MP3나 휴 폰과 같은 음향기기의 보 도 한국 가요의 확산과 인

기에 한몫을 했을 것이다. 과거 텔 비  시청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

악을 하던 견세 와는 달리 10～20 의 은이들, 특히 학생들

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 다운로드 등으로 한국의 문화를 실시간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목과 기 치를 베트남의 가요와 

매체들이 따라가기는 재 더욱 쉽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한류에 한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류가 성공한 

요인은 양국의 역사와 사회·문화·정서  유사성 자체가 아닌 “양국의 

재 교류 상태와 련한 환경  요인”이 더욱 향력이 있다는 주장

6) 조성룡, ｢한류 실태 악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아시아문화산업교류

재단, 2005.

7) 공식 이나 학술  근거를 들지 않더라고, 베트남 쟁에 참 한 한국군을 통한 

한국 가요의 유입, 즉 군인들이 직  부르고 듣던 가요와 한국군을 한 문공

연을 통해 한국의 가요가 한류와 이팝의 정착 이 부터 베트남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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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8) 이러한 양국의 교류를 통한 이팝의 성장은 본 연구를 

한 조사가 실시되던 2011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구체 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 련성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팝만을 

문 으로 다루고 있는 온라인 방송 매체에서 조사한 재 “베트남

에서의 이팝이 힘이 있는 8가지의 이유”에서는 한국의 기업과 베트

남 방송국과의 업, 베트남의 음악 산업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교류, 베트남 내의 한국 사회 확장과 극  문화 교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팝 커뮤니티의 활동과 베트남 청소년들의 극

 이팝 련 활약, 즉 환경  요인 등을 꼽은 바 있다.9) 

가장 표 인 는 2011년 결성된 ST.319라는 베트남인들로 결성

된 스그룹인데, 이들은 베트남의 V-Pop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의 아이돌그룹의 음악과 춤으로 공연을 펼치는 이팝 스 그룹이

다. 이들은 베트남 국내에서의 인기는 물론이고, SM엔터테인먼트나 

JYP, YG와 같은 회사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한국 가수들에 한 

베트남 내의 홍보에 도움을  공로로 상패를 받은 바 있다. 한 롯데

에서 찬하고 베트남 방송국이 제작하는 리얼리티 이팝 로그램 

<VK-POP SUPER STAR>가 2014년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V-Pop 성

장을 한 지의 연 산업 기반을 한국의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는 

8) “These indicate that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environmental factors might influence more to the entry of 

foreign cultural products, compared with cultural proximity.” (Chung-Sok Suh, 

Young-Dal Cho and Seung-Ho Kwon, “The Korean Wave in Southeast Asia: An 

Analysis of Cultural Proximity and the globalisation of the Korean Cultural Products”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476377.pdf).

9) 2010년 6월에 창설된 hellokpop.com은 매달 25만 명의 리꾼이 방문하는 한국 

가요 문 웹사이트이다. http://www.hellokpop.com/about-us/, http://www.hellokpop. 

com/list/8-reasons-why-kpop-is-big-in-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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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국의 력 계를 보여 다. 한, 이 로그램의 심사 원으

로 백지 과 같은 한국의 유명한 스타들이 참여하 는데, 베트남 가수

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에 한국 연 인의 이 개입된다는  한 

사회문화, 혹은 정서  유사성에 앞서 양국의 재 교류와 련한 환

경 인 요인이 더욱 깊이 여할 수 있다는 을 보여 다.

이와 같이 복합 이고 다층 인 배경에서 정착된 베트남의 이팝 

성공 사례를 근거로, 다음 장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비교  교육 수

이 높고 이미 한국 문화를 학습한 바 있는 호 민 시의 학생들이 

밝히는 ‘내가 이팝을 좋아하는 이유’와 ‘내가 좋아하는 이팝 가

수’에 한 실질  의미를 좀 더 심층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케이팝 가수에 대한 선호 경향 

‘왜 한국의 가요와 가수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축으로 하는 

본 연구에 참여한 31명의 학생  30명의 학생이 여성이었다. 제한

된 수의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과 화를 나 면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해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고, 이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가

수에 해 이야기하면서도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라는 성  구분에 

특별한 기 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가수를 구분 없이 

두루 좋아한다는 의견보다는 자신이 특별한 심을 보이며 선호하는 

가수가 ‘○○언니’, ‘○○오빠’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을 여자 가수와 남자 가수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에 참

여한 부분의 학생들은 빅뱅과 소녀시 같이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

수들에 해 언 하면서 이들 그룹 자체를 좋아한다고 표 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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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비율

한국 가요와 가수를 

좋아한다

한국 가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남학생 1명

 여학생 30명

 총 31명  27명 

 남자 가수 선호 15명

 여자 가수 선호 12명

 총 31명  4명

<표 1> 참여자의 성비와 선호 가수의 성비

는 그 그룹의 구성원  한 명을 자신이 이러한 이유에서 좋아한다고 

구체 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한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몇

몇 학생들은 자신들은 한국의 가요와 한국 가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 는데, 이들이 한국 가요와 가수에 해 갖고 있는 비선호 의견

에 해서도 그 의미를 악해 보았다.

3.1. 여자 가수

참여자 31명  12명의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가수로 

여성을 꼽았다. 언 된 여자 가수에는 이효리, 소녀시 의 태연, 서진

, 백지 , 아이유, 이수 , 티아라의 효민 등이 있었다. 외모에 한 

호감이 분명해서 좋아하는 가수에게는 ‘ 쁘다’라는 평이 수반된 경

우도 많았고, 구체 으로 이효리와 백지 은 ‘섹시하기 때문에’, 아이

유와 태연은 ‘귀여운 외모가 맘에 들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 다. 그

러나 가장 표면 으로 나타난 선호의 이유는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라는 가창력에 한 선호가 가장 컸고, 가수의 외모가 

노래 실력보다 무조건 으로 우선시 되는 답변은 없었다. 를 들어 

“태연은 완벽한 미인은 아니지만 목소리가 부드럽다”, “외모를 보고 

노래를 들을 거면 미스코리아를 좋아하지… 고음으로 부르는 창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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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서 (서진 이) 좋다”라는 의견 등은 한국 가요와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에서 외모가 우선이 아니라는 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가창력 다음으로 특정한 가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그들이 갖고 있

는 성격과 성품이 좋기 때문이었다. ‘리더십이 있고 멤버들을 챙긴다’, 

‘당당한 모습이 좋다’, ‘자신감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한다’, ‘능동 이

고 열 ’이라는 표 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소개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흔히 태연이나 아이유와 같이 인기가 있는 한국 여자 가수

들에 한 이미지는 쁘고 귀여운 외모, 여성스러움 혹은 ‘여동생’ 

같은 가수로 많이 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미지와 더불어 그

룹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계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태연의 

‘배려심’, 이효리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거짓이 없어 

보이는 ‘당당함’, ‘자신감’과 같은 여성의 독립  이미지가 호 민의 

여자 학생들이 한국 가수들에 한 정  이미지를 갖게 된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여자 가수들이 보여주는 능력에 한 언 도 있었는데, 여자 가수

들이 노래와 춤 실력 외에도 어떠한 문제에 ‘ 하게 처하는 자세’

라든가, 연기 활동이나 디제이 활동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베트남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 되고 활발해졌는데, 실제로 성 이 우수한 학생

이 지망하는 국립 학교인 호 민 학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 선발 기 에서 높은 수를 요하는 한국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성비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10) 한국학과에서 수업을 진행하

10) 2011년 필자가 참석하고 참여하여 진행한 ‘한국학과 발  계획과 방향’ 로젝

트에서 한국학과장과 교수진이 “한국학과의 입학 요건이 비교  높은 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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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사진 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한국으로 유

학을 떠난 많은 수의 한국학과 학생들 역시 여학생이었다. 우수한 성

을 가진 베트남 여 생들이 한국 여자 가수들의 당당함과 자신감, 

능력을 요시한다는 의견은 이팝의 선호 이유에서 음악  특징, 

외모나 춤을 좋아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팝 가수와 그들의 음악에 개인 으로 교감하고 동감하기 때문

에 이팝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백지 의) 목소리가 내 가슴 

깊은 속을 만질 것 같아서 백지 의 노래를 들을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군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 “아이유 노래의 가사가 내 이야기

이다”, “이수 의 멜로디가 부드럽고 감이 있다”는 등의 감성  소

통과 가사를 통한 공감 의 형성이 한국 가요를 선호하는 이유로 거

론되었다. 참여자들의 부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국어 가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공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지만, 언어의 이해라는 보다는 백지 , 아이유, 이수 과 같은 발라

드 가수의 음악이 격렬한 스음악보다는 모범  태도와 우수한 학습

을 요시해 온 학생들과 감정 인 공감을 하기에 더욱 합하 다

고 하겠다. 한류가 단순히 성형을 통해 만들어진 완벽한 외모와 선정

 동작이나 노출 등의 외향  매력 때문에, 는 신나고 흥겨운 스

음악이기 때문에 세계의 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선

입견과 다른 견해를 보여 다.

요구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 자체에서 제시하는 구체 인 

성  자료나 한국학과 지망 비율 자료는 구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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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자 가수

남자 가수와 그들의 음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총 31명의 참여자 

 15명이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인 만큼 이성의 가수가 보

여주는 외모와 음악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었다. 남자 가수의 외모

에 한 선호도가 여자 가수에 한 선호 이유에 비해서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나서, 호남형 외모를 갖고 있는 이승기, 김 , 빅뱅, 조성모

는 물론, 빅뱅, 슈퍼주니어, 투피엠과 같은 남성 아이돌 그룹에 한 

선호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잘생기고 노래를 잘한다’, ‘미소도 귀

엽다’, ‘남자 멤버들이 좋다’, ‘잘생겼다’, ‘어려 보인다’, ‘잘생겼을 뿐 

아니라 재능이 있다’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외모 못지않게 요하게 나타난 의견은 남자 가수들의 바른 

이미지와 성격에 한 것이다. 노래를 부르는 시간 외의 상황에서 보

이는 남자 가수들의 행동과 이미지가 노래 자체에 한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언 되었다. 즉, 자신이 어떠한 남자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

로 이 가수가 ‘친 하다’,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 다’, ‘다른 멤버들에게 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친 하다’, 

‘양보하고 단결한다’, ‘팬에게 공손하고 온화하다’라는 을 들었다. 

이승기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여주었던 ‘건 한 생활 습 ’이 무 

좋아 보여 인기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와 능력, 

인품에 한 언 이 다양했다. 를 들어서 김 이 잘생기기도 했지

만, 외모보다는 사회에 사하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

아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11) 닉쿤 역시 한국인이 아니지만 외국인으

11) 김 과 련된 여러 스캔들이 일어나기 에 본 연구와 면담 조사가 진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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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한국의 그룹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자세와 자신의 국가

인 태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고 있다는 이 이 가수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의 하나 다. 

가수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이 한

국 가요와 가수를 높게 평가하며 선호하는 요한 이유로 거론되기도 

하 다. 빅뱅에 해서는 모든 멤버들이 외모 인 것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들 각각 작곡, 춤, 랩 등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좋다고 표 되었다. 정용화나 슈퍼주니어의 성민과 같은 미남 

가수들도 사실 외모와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서 좋아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랩, 춤, 연기, 뮤지컬과 같은 다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

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의견이었다. 한 10cm라는 그

룹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키도 작고 미남형도 아니

지만, 이들이 노래하면서 악기 연주도 훌륭히 해내는 모습을 보고 좋

아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의 연구에서도 가수들의 성격이나 인품에 한 이미지가 베트

남 청년들에게 한류에 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 다는 은 

언 된 바 있다. 그러나 이팝이 베트남에서 선호되는 이유로 늘 가

장 먼  꼽 왔던 이유는 최근까지도 ‘리듬이 빠르고 다이내믹하고 

어 은이들에게 어울린다’, ‘춤이 단히 훌륭하고 로페셔 해

서 매력이 있다’, ‘빠르고 다이내믹하다’,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등이

었다. 즉, 한류에 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해 구체 으로 언 하고 

있는 히엔(2012)의 연구 역시 와 같은 들이 이팝이 베트남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서는 와 같은 이유로 이팝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거론되지 

않았다. 한 베트남의 기성세 들이 최근 한류를 거론하면서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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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수
외모 가창력 성격 감성/공감 능력 선호도

아이유

· 쁘다

·옷 스타일

이 좋다 

·고음이다

·노래를 잘

한다 

가사 내용이 

공감된다

·기타 연주 

·연기
4명

소녀시  

태연

·작은 체구

이다 

·귀엽다

·완벽한 미

인은 아니다

목소리가 부

드럽다

·리더십 있다

·당당하다

·친근감 있다

·성 모사

·디제이

· 함

3명

백지
목소리가 아

름답다

가슴 깊게 느

껴진다
1명

이효리
 외모

이다

·자신감 있다

·웃는다

·어려움을 극

복한다

피곤할 때 들

으면 느낌이 

좋다

춤 1명

이수
높고 맑은 목

소리이다
감이 있다 1명

티아라

효민
쁘다

·명쾌하다

·능동 이다

·열 이다 

1명

서진
미모와 끼가 

부족하다

고음 창법이

다

다양한 음악 

활동
1명

<표 2> 여자 가수 선호 경향 분석

제기하고 있는 반한류 인 감정이나 우려, 즉 ‘한국의 문화침략’이라

든가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베트남 은이들의 정체성 혼란12) 등

에 해 우려할 만한 맹목  선호 경향이나 극단  내용도 본 연구의 

답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굉장히 개인 인 이유에서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어떠한 을 존 한다는 의견이 호 민

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이 이팝 가수에 해 밝히는 선호의 이유 다.

12) 후잉반떠이, 2012년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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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수
외모 가창력 성격(바른 이미지) 능력 선호도

이승기

·잘생겼다

·귀여운 미소

를 갖고 있다

노래 잘한다 친 하다 배우 1명

H.O.T.
남자 멤버라 좋

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음악은 

아니다 

1명

김  
얼굴이 잘생겼

다 
목소리 좋다

·열정이 있고 유머감각도 

있다

· 사활동 많이 참여했다 

춤 3명

안재욱
잘생긴 것은 아

니다
목소리가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 다
1명

조성모
목소리가 꾀꼬

리 같다

·평소에 건 한 생활 습

이다

·수수하고 은근하다

·천연덕스럽다

1명

빅뱅
외모는 비교  

떨어진다

·양보하고 단결한다

·각각 실력과 개성이 있

다

작곡

랩, 춤

연기

1명

동 방 신

기
잘생겼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잔잔히 

좋아지고 슬픔

이 사라진다 

·팬에게 공송하고 온화하

다

·열심히 일했다

재 능 이 

있다
2명

정용화
노래를 잘 부른

다

·성격이 개구쟁이고 장난

기가 많고 솔직해서 좋다

·활발하고 친 하다 

기타 연

주, 배우

작곡 

2명

닉쿤 외모가 좋다 

·열심히 노력한다

·애국심이 있다

· 사활동을 한다

어 와 

한국어
1명

10cm 낯선 가수이다
소개로 노래를 

듣고 좋아졌다
악기 1명

슈 퍼 주

니어 성

민

·잘생겼다

·귀여운 미소

와 동안이다 

부드럽고 정감 

있는 목소리이

다 

다른 멤버들에게 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친 하

다

재능 

춤

뮤지컬

연극

1명

<표 3> 남자 가수 선호 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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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선호 의견

연구에 참여한 학생  4명이 자신들은 한국의 가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한류에 한 비  시각을 보 다. 이들  한 

명은 한국의 가요가 “멜로디가 빠르기만 하고 가수가 부르면서 춤만 

춘다”는 이유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 다. 즉, 이팝

이 음악 으로 우수하거나 음악  완성도가 있기보다는 그  스음

악일 뿐이라는 이 비선호의 이유 다. 한 참여자는 “머리가 짧은 

여자 가수와 머리가 긴 남자 가수 무 이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는

데, 이는 이팝 가수들이 베트남인인 자신이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

에 한 어떠한 문화  정체성과 형 인 모습과 일치하지 않기 때

문이다. “ 무 섹시하기만 하고 사실 이지 않다”는 의견은 이팝 

가수들의 에 띄고자 하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차림새가 오히려 비

호감을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보여 다. 더욱 구체 인 표 과 이유

는 다음과 같다. 

· 나는 한국 가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 음악을 더 많이 듣는다. 

· 지 까지 특별히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없었다. 한국 가요보다 합

주 음악을 좋아하고 느린 음악이나 통음악이 더 좋다. 한국 가요는 

멜로디가 빠르고 가수가 부르면서 춤만 춘다. 

· 한국 가수들은 [외모가] 아주 이상하다. 머리가 무 짧은 여자 가

수가 있고, 머리 긴 남자 가수도 있다. 무 섹시하고 사실 이지 않다

[진실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요의 성공과 한국 가수들에게는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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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의견이 비호감의 의견과 분명히 함께 나타난다. 한 참여자

는 “한국 가수 에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좋은 노래이

고 잘 부르면 다 듣는다. 하지만 한국 가수들은 모두 어려운 과정을 

지내야 하고. 음악시장에서 좋은 치를 얻기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심각하게 연습해야 한다. 제일 요한 것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기를 받을 만하다”라고 표 하 다. 외모가 

뛰어난 가수의 음악에만 편 되지 않고 한국의 음악을 받아들이고 평

가하는 데 가수의 성품을 요시하고, 배울 에 해 고민하는 모습

은 이팝 선호에 한 기존의 연구들이 분석한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이다.

히엔(2012)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한국 가요에 한 ‘mawkish’와 같

은 ‘ 무 억지로 감상 ’이거나 ‘역겹다’와 같은 극단 인 표 과 ‘단

순하고 유치해서 싫다’와 같은 개인  감정  비 은 본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은 본 연구가 일방 인 서술로 자료를 수집하

지 않고 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좀 더 완곡한 

표 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문화·경제의 심지에 있는 명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범  생활 태도로 볼 때 이들이 개

인 으로 음악을 선호하는 데에서 극단 이거나 외향 으로 편향된 

경향이 다고도 볼 수 있다. 한 빠른 스음악이나 선정성에 한 

호감이 비교  었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교육수 과 

학습능력, 한 문화에 한 이해력을 이팝에 한 요한 수용태도

의 일부로 본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비하고 선호하는 

문화에 한 비  사고와 자각 인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팝

에 한 솔직하고 이성 인 응답이 가능하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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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류의 일환으로 이팝이 베트남 사회에서 하나의 술로 자

리 잡고 베트남인들의 주요 문화소비 종목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그간 

양국 사이의 복합 이고 다층 인 교류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에 해 

호 민 시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팝과 그 가수를 이야

기하는 데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 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은 이들이 한국의 음악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흔히 갖

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다. 즉, 쁜 외모와 섹시함 때문에, 

혹은 세련되고 우수한 음악  스타일과 춤 실력이 호 민의 학생들

로 하여  이팝을 좋아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

이 존 하고 높이 평가하는 은 한국 가수의 실력과 노력, 능력과 

자세에 치 되어 있었다. 

여학생과 남학생, 한 여자 가수와 남자 가수라는 성  구분은 한

류의 연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여학생이 선호하는 여자 

가수와 그들의 음악은 우수한 가창력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감성을 노

래하는 ‘공감’에 비 이 있었다. 물론 잘생긴 외모에 춤 실력을 겸비

한 남자 아이돌 가수에 한 선호 경향이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자 

가수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역시 외향  호감과 더불어 ‘가슴을 울리

는 감정  공감과 가사의 정서  소통’이라는 은 남자 가수의 호감 

경향에서도 수반되었다. 한 가수 자체의 훌륭한 품성이나 이미지가 

음악  요소 외에도 호감을 얻는 데 크게 작용하 다. 다양한 음악  

재능, 즉 작곡, 랩, 뮤지컬 연기 등의 개성이 있는 능력도 한국의 가수

와 가요를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학생들은 높은 교육 수 과 모범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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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본인들이 소비하는 외래의 문화에 해 자각하고 있으며 비

 사고를 통해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 한류의 성공과 그 원인, 발 에 해 진행하는 연구는 

반드시 연구 상자의 지식수 , 연령, 교육  배경 등을 세분화하여 

진행해야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연구 

상자가 참여하 다 하더라도, 혹은 베트남 역의 사람들을 상으

로 조사하 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의 한류에 한 선호와 인식

의 연구에서 구체 인 사례와 심도 있고 세세한 의미 부여가 없다면 

일반 인 수  통계와 별다른 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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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Like K-Pop: A Research on Consumer 

Preferences about K-pop Musicians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 Ho Chi Minh city 

Chang, Yoonhee(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based on an ethnographic research on Korean wave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research focuses on Korean popu-

lar music, so called K-Pop that is widespread in Vietnamese society, and 

examines why this music and its musicians are beloved by the young 

Vietnamese people. The research aims to scrutinize significance of Korean 

wave in different places among different people. Also, it is a more devel-

oped multi-disciplined study that explores hum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Many young Vietnamese show their love to Korean pop singers. The 

interviewees, most of them were young female college students, said that 

Korean female singers are in good looking. However, the outward ap-

pearance was never the first and only reason. They like Korean pop stars 

because they not only sing well but also have good personality. Moreover, 

the abilities of female singers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field 

were highly recognized. Many interviewees also showed their great inter-

ests on male singers, and explicitly said that they like handsome male 

musicians. However, polite behavior, and even the good life style the 

male singers shown on the media wer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in-

terviewees to choose their favorite mu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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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people assumes that outward styles in K-Pop musicians, 

such as sexy feminity, dynamic dance, and emotional and sensitive voices, 

attract Vietnamese people. However, they put weights on the singers 

good manner and ability in doing their work, even caring the patriotic 

mind as well as the pioneering spirit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on 

hallyu in Vietnam must be approached in people-centered way, and the 

research group must be specified and classified in various age groups, 

regional and educational background.

Keywords: Vietnamese culture, hallyu, K-pop, preference of K-pop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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