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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Hey 이젠 날 봐봐 Mister”: 2000년대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성애화(sexualization)에 관한 고찰

김정원(University of Pittsburgh 학원 과정)

1. 들어가는 말

2. 2000년대 한국 걸그룹

3. 2000년대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

  3.1. 걸그룹의 몸

  3.2. 이미지와 시각적 대상화 

4. 2000년대 한국 걸그룹의 성애화

  4.1. 시각적 대상화에서 성적 대상화로

  4.2. ‘삼촌팬’의 등장과 확대

5. 나가는 말

이 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을 둘러싼 여러 쟁   시각화와 성애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후반을 거치면서 걸그룹들은 한국 음악계에서 압도 인 

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배경에는 그들의 쁜 얼굴과 날씬한 몸을 이미

지로 내세운 강력한 략이 있었다. 이 략은 걸그룹 멤버 개인의 건강 혹은 

개성 표 의 차원에서 선택 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윤 추구를 한 기

획사의 규제에 따른 것이다.

걸그룹의 몸이 이미지로 재 될 때, 객 혹은 시청자와 걸그룹 사이에 권

력 계가 형성되면서 걸그룹은 시각  상화가 된다. 특히 이러한 권력 계

는 남성 이고 능동 인 보기와 여성 이고 수동 인 보이기의 메커니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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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 ‘삼촌팬’

해석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에는 남성의 시각쾌락증, 음증, 물신주의가 도

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시각 매체에서 걸그룹이 재 되는 

방식들에 항을 주면서, 걸그룹이 시각  상에서 성  상에 이르도록 

작용한다. 특히 여성의 신체 일부만 강조하는 방식은 형 으로 성 인 상

으로서의 여성을 나타내기 함인데, 미처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 걸그룹 멤

버가 이와 같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암유하는 방식으로 재 되는 동안 소아

성애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2000년  한국 걸그룹이 시각의 상에서 성  상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면, 그들을 성  상으로 향유하는 계층일 

것이다. 이 은 ‘삼 팬’이라 불리는 20  후반 이후의 남성 팬덤에 주목한

다. ‘삼 팬’은 걸그룹의 음악을 소비하면서 무의식 으로 자신들의 성  욕

망과 환상을 걸그룹에게 투 하고, 나아가 걸그룹을 재 하는 시각 매체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 음증과 자신의 시선을 동일시함으로써, 결국 걸그룹을 

성  상으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1. 들어가는 말

2000년  한국 음악계를 한마디로 진단하기란 쉽지 않지만, 가

장 두드러진 상은 아이돌 그룹의 활약을 들 수 있다. 1990년 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들은 음악 인 면에서 랩, 힙합과 같은 새로운 가

요 장르의 도입과 발 에 추 인 역할을 해왔으며, 음악 외 으로도 

한국 가요의 주 소비 계층의 연령 를 낮추는 데 일조했고, 일본  

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류의 조성과 확산에 앞장서는 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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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음악의 요한 신국면들을 장식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돌 

그룹은 10  소년, 혹은 20  반의 남성들로 구성된 이른바 ‘보이그

룹’들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을 거쳐 

성별로서 이들의 응격인 ‘걸그룹’이 약진하면서, 재 한국 음

악계는 ‘걸그룹 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 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에서 2000년  한국 걸그룹에 근하

고 있다(차우진, 2009; 장유정, 2010; Wei Jie, 2010; 이주리, 2011; 정윤수, 

2011). 이 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visualization)와 성애화

(sexualization)를 심 논제로, 이들의 ‘몸’이 어떠한 맥락에 놓이며 무

엇을 함의하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몸이 시각 매체에서 어떻게 이미지

로 재 되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걸그룹이 시각  

상을 넘어 성  상으로 치환되는지 살핀다. 이를 해 여성주의와 

성별 (gender perspective)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학  문화 연구, 매

체 연구, 그리고 화 연구의 이론들을 토 로 다각 인 논의를 시도

해볼 것이다. 

2. 2000년대 한국 걸그룹

한국 음악계에서 걸그룹이란 용어는 2000년  후반에 등장한 

신조어에 속하나, 그 개념의 역사는 195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10  소녀에서 20  반의 여성들의 가요 그룹 결성과 그들

의 활동은, 1950~1960년 의 ‘김시스터즈’, ‘은방울 자매’, ‘펄시스

터즈’, 1970년 의 ‘바니걸스’ 등에서 이미 보인 바 있었다.1) 그러나 

음악의 산업화  음악 매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2000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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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들은 선배 걸그룹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음악 활동을 개

하게 된다.

첫째, 2000년  걸그룹은 형 기획사의 오디션을 통과한 후 그곳

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가수로서 훈련을 받은 소녀들로 구성된다. 

음악의 산업화에 힘입어 1990년  들어 설립된 형 기획사는 가창

력과 춤 실력뿐 아니라 외모가 출 한 소녀들을 오디션을 통해 뽑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훈련시켜 걸그룹을 결성해 가요계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1997년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데뷔시킨 ‘S.E.S’

는 2000년  걸그룹의 효시로 일컬어진다.2) S.E.S의 멤버인 바다, 유

진, 슈는 데뷔 당시 모두 10  소녀 으며, ‘요정’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깜 한 외모를 자랑하며  앞에 섰다. 이들은 SM 엔터테인

먼트의 오디션을 거쳐 정식 가수가 되기 까지 합숙하면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연습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3) 

S.E.S 이후의 걸그룹들, 특히 2000년  후반에 데뷔한 이들은 훨씬 

더 긴 훈련 기간을 거친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역시 SM 엔터테인먼

트가 키워낸 ‘소녀시 ’는 2007년에 데뷔했지만 멤버에 따라 5년에서 

7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한 후 정식으로 소녀시 가 될 수 있었다.4)

1) 이동 , “[걸그룹 특집①] ‘걸그룹45년사’ 어떤 변천사를 겪었나”, 일간스포츠, 

2010년 1월 14일, http://bit.ly/kwKlOH; 김성한, “[걸그룹 75년] 1953년  ‘하의실

종’ 김시스터즈를 아시나요”, 스포츠한국, 2011년 3월 10일(http://sports.hankooki. 

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music/201103/sp2011031006015595510.htm

&ver=v002). 

2) 같은 .

3) ‘S. E. S’의 훈련 기간이 정확한 수치로 보도된 바는 없으나, 기사와 인터뷰 자료들

을 종합해 유추한 결과, 최소 1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4) 김지연, “소녀시 , 7년 만에 데뷔…감격의 ‘ 물바다’”, 스타뉴스, 2007년 8월 

2일(http://star.mt.co.kr/stview.php?no=2007080215532814654&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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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95년 이블 방송의 시작과 함께 음악 문 채 의 출범으로 

텔 비 이 음악 달의 주요 매체로 부상함에 따라, 2000년  걸그룹

은 음악의 청각 인 역뿐 아니라 시각 인 역까지 충족시키는 역

할을 한다. 앞서 잠깐 언 한 바와 같이 소녀들의 출 한 외모는 걸그룹 

결성을 한 첫 단계인 기획사 오디션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는 요

소  하나 는데, 이는 공   이블 텔 비 의 음악 로그램에

서의 공연과 뮤직 비디오를 겨냥한 기획사의 략에서 기인한다. 즉 

은 음악 로그램과 뮤직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 자신들의 을 즐

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걸그룹을 선호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의 음악을 

극 으로 향유하고 소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음악 실연에서 2000년  걸그룹 멤버들의 역할 분담은 뚜렷

하다. 바꿔 말하면 그룹 멤버 모두가 곡 체를 제창하거나 성부를 

나눠 합창하기보다는, 메인 보컬을 맡는 가창력이 좋은 멤버가 고음과 

기교, 표 력을 요하는 소 을 담하고, 나머지 멤버는 랩이나 노래

의 일부 소 을 맡거나 메인 보컬 멤버가 노래하는 동안 춤을 춘다.5) 

이러한 각각의 역할은 ‘포지션’이라 해 걸그룹 멤버 소개에 아  명시

되기도 한다.

에서 살펴본 사항들은 2000년  등장한 걸그룹과 1980년 까지 

명멸했던 선배 걸그룹을 구별 짓고 있지만, 보이그룹을 포함하는 일반

5) 그러나 이러한 역할 분담은 걸그룹의 가창력 논란과 연 될 수 있다. 2010년 

7월 20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문제 으로 

한 곡을 통틀어 각 멤버가 담당하는 노래의 부분이 단지 몇 에 지나지 않는다

는 상이 지 되었는데, 걸그룹에서는 ‘애 터스쿨’이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날 방송에서 인터뷰한 음악 평론가 임진모는, 가수의 기본은 노래인데 

단 몇 만으로는 가창력을 구 할 수 없을뿐더러 노래 실력마  퇴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 인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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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이돌 그룹을 특징짓는 항목들과 기실 크게 다르지 않다. 형 

기획사 주도로 결성되었으며, 잘생긴 얼굴과 모양새 좋은 몸을 가졌고, 

노래와 랩, 춤을 멤버들끼리 분담한다는 사실은 여느 아이돌 그룹에서

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로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걸

그룹에 한 논의를 더 발 시키기 해서는, 그들에게만 특유한 상

과 담론을 면 히 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은 앞서 소개한 것처

럼 걸그룹의 시각화와 성애화를 쟁 으로 해 논의를 개하려고 한다. 

3. 2000년대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

3.1. 걸그룹의 몸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 쟁 은 이들의 몸에서 출발시킬 

수 있다. 앞서 잠깐 지 한 것처럼, MTV로 변되는 음악 매체의 

변화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음악의 패러다임 한 

바꾸어놓았다. 이로 인해 가수의 역할은 들려주는 것뿐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까지 확 된다. 2000년  등장한 한국의 걸그룹들이 

미모는 물론이요 날씬한 몸매를 갖춤으로써 보이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다는 으로 미루어 볼 때, 걸그룹의 몸은 시각화 논의에서 

간과될 수 없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몸은 억압과 규제의 상이 되어왔다. 출산이

라는 생물학  재생산 기능에 이 맞춰진 여성의 몸은 이 때문에 

문화와 상반된 역인 자연에 속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남성 가부장의 

권 와 이익을 해 통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여성의 몸에 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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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2000년  한국 걸그룹에도 여 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걸그룹의 신체가 기획사의 이윤을 해 철 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 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형 기획사들이 걸그룹의 몸매 리에 여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

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소녀시 의 트 이 던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공개한 1,500kcal 열량에 맞춰진 소녀시 의 하루 식단과, 걸

그룹 연습생이었다가 명문 에 진학한 여학생이 펴낸 수필집에 실린 

일화  기획사 소속 연습생 시 의 체 감량 경험담은, 걸그룹에게 

몸매 리란 개인의 건강 혹은 개성 표 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기획사가 주 하는 훈련과 활동의 일환으로서 수

행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기획사가 걸그룹의 

몸매를 리하는 이유는 날씬한 몸매를 높이 평가하는  소비자 

문화에 부응함으로써6) 경제 인 효과를 거두기 해서이다. 따라서 

기획사는 이윤을 목 으로 걸그룹의 몸매를 리한다는 명목하에 그

들의 몸을 교묘하고도 조직 으로 규제하는 것이다.7)

6)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 실링(Chris Shilling)은 몸과 사회 이론에서 고

(young), 날씬하며(slim), 성 인(sexual) 몸이  소비자 문화에서 높이 평가된다

고 밝힌다. Shilling, C., The Body and Social Theory(the second edition). London: 

Sage, 2003(1993).

7) 소녀시   트 이  김지훈이 공개한 식단이나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KAIST 재학생 박하진의 다이어트 경험담 외에도, 기획사가 걸그룹의 몸매 리

를 이유로 운동 시설을 제공하거나 운동을 종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그들의 

신체를 규제하려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기사들이 있다: “[걸그룹 

연습실 습격] 인보우 지숙의 21인치 개미허리 공개”, 스포츠조선, 2010년 

1월 26일(http://sports.chosun.com/news/ntype2_o.htm?ut=1&name=/news/entertainment/ 

201001/20100127/a1777116.htm); “[걸그룹 습격 시즌2] ① ‘모델돌’ 나인뮤지스 

습…신체사이즈 재보니 ‘허걱’”, 스포츠조선, 2010년 8월 5일(http://sports. 

chosun.com/news/ntype2_o.htm?ut=1&name=/news/entertainment/201008/201008

06/a8f771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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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걸그룹의 몸에 한 규제는 이제 기획사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기획사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몸을 규

제하는 데 극 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은 어떠한 방식

으로 사회가 걸그룹 몸 규제에 참여하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다이어트를 통해 날씬하게 조 된 걸그룹의 몸매는 그 신체 치수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8) 인터뷰, 기사 등에서 직 으로 언 되

면서 에게 알려진다. 이에 따라 은 걸그룹의 음악뿐 아니라 

신체에 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더구나 은 단순히 지식 습

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걸그룹의 신체 치수  다이어트에 해 

이야기하는 기사와 로그램들이  매체에 넘쳐나는 요즈음, 

은 그러한 기사들에 댓 을 남김으로써 걸그룹의 몸에 한 자신들의 

의견을 극 으로 피력한다. 이러한 의 행 는 걸그룹의 몸에 

한 ‘담론’ 형성에 일조한다. 정리하자면, 은 이미 구축된 담론

에서부터 걸그룹 몸에 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에 한 담론을 재생

산하고 유포하며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걸그룹의 몸에 보이지 

않는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획사와는  다른 형태의 

규제를 걸그룹의 몸에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한 규제의 상으로 보기 좋게 다듬어진 걸그룹의 

몸은 그 자체가 이미지로서 시각의 상이 된다. 걸그룹의 몸이 어떠

한 방식으로 시각  상화가 되는지 살피기 에, 이 은 걸그룹의 

몸에 한  다른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한국 음

8) 이 을 쓰기 해 10개 걸그룹의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멤버들의 

신체 치수를 공개하고 있는 걸그룹은 총 7개 다. 이들  소녀시 와 ‘2NE1’은 

신장만, ‘Miss A’, ‘ 인보우’, ‘애 터스쿨’, ‘티아라’, ‘포미닛’은 신장과 체 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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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계를 선 하고 있던 보이그룹과의 에 략 으로 사용되는 걸

그룹의 몸이다. 

이러한 해석은 몸에 한 사고의 환과 확장에서 비롯된다. 몸을 

자연에서 생성된 생물학  구조물로 바라보는 은 사회가 몸을 형

성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조작한다는 사고로 환되고, 자본의 한 형

태로서 몸을 투자의 상으로 간주하거나 운동, 성형 수술 등을 통해 

몸의 조 과 개조가 가능하다는 사고로 확장된다.9) 앞서 언 한 로 

날씬한 몸은  사회에서 크게 존 받고 있는데, 이는 성공을 해

선 몸을 조 하고 계획 으로 리하는 것이 요하다는 근래의 인식

과 련이 있다.10) 이러한 인식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몸에도 

용된다. 걸그룹의 날씬한 몸매는 우선 좋은 상 효과를 낼 수 있다. 

듣기 좋은 것 한 수반되어야겠지만, 보기 좋은 걸그룹에게는 의 

선호가 따른다. 인기는 곧 가수에게 성공을 의미하므로, 걸그룹의 

몸매 리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해서라도 필수 인 것이다. 그

런데 이 의 도입부에서 언 했다시피 2000년  한국 가요계는 

이미 보이그룹들이 장악하고 있던 터 다. 이들과 경쟁해 이들이 선

한 가요계에서 성공하기 해서 걸그룹이 택한 략  하나가 ‘아름

답게 가꿔진 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2000년  후반을 거치면서 

걸그룹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 이 략은 상당히 유효한 것

으로 보인다.11)

9) Shilling, C., The Body and Social Theory(the second edition).

10) 같은 책.

11) 물론 이 략은 여성주의자들이 비 해 마지않는 성차별의 방증이 될 수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이른바 미(美) 이데올로기가 일터에서 여성 차별의 근거로 작

용함을 비 해왔기(Wolf, N., The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Used 

Against Women. New York: Morrow, 1991) 때문이다. 이들의 비 에 뜻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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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녀시  정규 1집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 http://girlsgeneration.smtown.com/

3.2. 이미지와 시각적 대상화

음악계에서 성공을 해 규제되고 략 으로 쓰이는 2000년

 한국 걸그룹의 몸은 사진과 상 속 이미지로 재 된다. 그 다면 

어떠한 이미지로 재 되는가? 그 이미지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어떠한 맥락에 놓이는가? 이 물음들은 걸그룹의 시각화 쟁 에서 핵심

인 논제가 된다. 이 에서는 소녀시 의 공식 홈페이지에 수록된 이

미지와 뮤직 비디오를 분석함으로써 이 논제들을 풀어가고자 한다.

2007년, 그룹 이름과 같은 제목인, 이승철의 1989년 곡을 리메이크

한 <소녀시 >를 표곡으로 수록한 정규 1집을 발표했을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녀시 의 이미지12)는 마네킹을 재 한 것이었

지만, 이 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겠다.

12) 음악 평론가 차우진은 소녀시 가 미소녀,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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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녀시  정규 1집 홈페이지에 사용된 마네킹 이미지들

자료: http://girlsgeneration.smtown.com/

다. 첫 화면의 사진에는 흰 티셔츠와 은 분홍색의 짧은 치마 바지를 

입고 챙이 넓지 않은 짚모자를 쓴 아홉 명의 멤버들이 크로

(croquet) 선수의 콘셉트로 등장하는데, 이들의 얼굴 표정과 자세가 

락없는 마네킹이다(<그림 1>). 첫 화면뿐 아니라 홈페이지의 각 메뉴 

속 사진들 역시 각기 콘셉트는 다르지만 모두 마네킹으로 분장한 멤

버들의 이미지를 보여 다(<그림 2>).

이러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마

네킹 이미지는 당시의 표곡 <소녀시 >가 순수 창작곡이 아닌 리메

이크 곡이라는 과 같은 맥락에 놓인다. 앞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소녀시 는 그룹명과 이름이 같은, 1989년에 발표 던 이승철의 노래

를 리메이크하는데, 여성 보컬을 해 이조되었다는 과 곡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치 코다(coda)처럼 새로운 가사 몇 과 그에 따른 

피규어(figure)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안한다. 차우진, ｢걸그룹 성기｣, 

문화과학 통권 59호, 서울: 문화과학사, 2009, 270~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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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녀시 >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카메라 뷰 인더로 클로즈업한 

소녀시  얼굴 장면

짧은 선율이 추가되었다는 을 제외하곤, 원곡의 제목부터 선율, 가

사를 그 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비록 생명이 없고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원형으로 해 그와 같이 만들

어진 모형인 마네킹 역시 사람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악에서의 리메이크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지로써 재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네킹 이미지는 멤버들의 시각  상화를 암시한다. 마네

킹이란 시(display)를 목 으로 제작된 사람의 모형이다. 따라서 마네

킹이라는 기표에는 시와 응시의 상이라는 기의가 포함될 수 있다. 

소녀시  멤버들이 홈페이지의 사진 속에서 마네킹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마네킹 분장을 통해 멤버들이 시의 상이 되는 것, 즉 그것을 

응시하는 주체에 의해 시각  객체가 됨을 암시한다. 

한편, 소녀시 의 시각  상화는 <소녀시 >의 뮤직 비디오 속에

서 한 번 더 강조된다. 이는 마네킹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소녀시 > 뮤직 비디오는 멤버들이 모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악기 연주를 보여주는 장면 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따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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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녀시 >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사진 촬  장면 

직 비디오를 는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의 뷰 인더를 통해 

클로즈업한 멤버의 얼굴 장면이 등장한다(<그림 3>). 이러한 얼굴 클로

즈업이 뮤직 비디오 촬 과는 별개로 진행된 촬 의 결과물임을 알려

주는 장면 한 간간이 삽입되어 있다(<그림 4>). 이러한 장면들은 소녀

시  멤버들이 일차 으로 뮤직 비디오의 주인공으로서 카메라에 포

착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차 으로 그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사진 

촬 의 피사체가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으로 촬 의 상이 된다

는 것은 소녀시 의 시각  상화를 강조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걸그룹의 이미지 재 과 시각  상화는 앞서 지 한 

걸그룹의 몸 략, 즉 보이그룹 일색이었던 한국 음악계에서 세력

을 확장하기 해 걸그룹이 그들의 아름답게 가꿔진 몸을 이용한다는 

략과 맞물려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0년  한국 걸그룹은 

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이미지’로 재 시켜 팬들의 시선을 끌면

서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략은 얼핏 

앤 체트코비치(Ann Cvetkovich)가 주장한 마돈나(Madonna)의 그것과 같

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체트코비치에 따르면, 마돈나는 공연

과 뮤직 비디오, 화를 통해 시각  상화를 자처하는데, 이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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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젠 날  Mister”: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와 성애화에 한 고찰_김정원  59

의 시각  쾌락을 만족시키기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쾌락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 를 통해 결국 권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13) 즉 능동  보여주기를 통한 권력 획득이 마돈나의 략이

다. 그러나 2000년  한국 걸그룹은 이 략을 기획사가 주도하고 있

다는 에서 마돈나의 략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

았다시피 걸그룹 시각화 략의 바탕이 되는 몸 리는 기획사의 

이윤 추구에 따른 철 한 계산과 규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에 한 통제와 권력은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에게 있다는 수

잔나 월터스(Susanna Walters)의 주장14)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

각화 략을 사뭇 비 인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를 마련해 다. 걸그

룹의 몸이 이미지로 재 되고 시각의 상화가 되는 략은 음악

계에서 걸그룹이 득세함으로써 권력의 상 에 오르는 것으로 성공을 

거두는 듯하다. 그러나 이 략은 걸그룹의 몸에 한 기획사의 철

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걸그룹은 스스로의 몸에 한 통제권을 

기획사에 넘기게 된다. 나아가 이 략이 실행되는 동안 걸그룹은 자

신들의 이미지를 보고 즐기는 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결국 

권력 계의 하 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 까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 쟁 에 해 걸그룹의 

몸과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시각  상화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제들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 쟁 에 비 의 근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의 논조 역시 비 인 쪽에 무게를 둔다. 

13) Cvetkovich, A., “The Power of Seeing and Being Seen: Truth or Dare and Paris 

is Burning”, in J. Collins & H. Radner & A. Precher (eds), Film Theory Goes to 

the Movies, New York: Routledge, 1993, pp. 155~169.

14) Walters, S.,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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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은 무조건 비 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걸그룹의 시각화

를 성애화 쟁 과 연결시켜 고찰함으로써, 시각화 쟁 에 수반되는 

비 의 논 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4. 2000년대 한국 걸그룹의 성애화

4.1. 시각적 대상화에서 성적 대상화로

일 이 학자들은 시각과 성별의 계를 규명하며 여성의 시각  

상화에 해 많은 문제의식을 제기해왔다. 가부장  사회의 남성은 

여성을 음증 (voyeuristic) 시선의 상으로 만들었으며, 여성은 가부

장  권력의 하 에 놓이면서 이러한 시선의 수동  상이 되고 결

국 그것을 내면화하기에 이른다는 존 버거(John Berger)의 주장15)에 이어, 

로라 멀비(Laura Mulvey)는 남성 이고(male) 능동 인(active) 보기(looking)와 

여성 이고(female) 수동 인(passive) 보이기(being-looked-at)의 메커니즘

에서 남성의 시각쾌락증(scopophilia), 음증(voyeurism), 그리고 물신주의

(fetishism)와 같은 기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설명한다.16) 한 멀비는 

남성  시선(male gaze)이 시선의 상이 되는 여성에게 남성의 환상을 

투 하기 때문에, 여성은 강한 시각  효과뿐 아니라 성  코드를 내

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17) 그 게 해서 재니스 십

15) Berger, J., Ways of Seeing. London: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1972.

16) Mulvey, L.,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Screen 16, no. 3, 1975, pp.

6~18.

17)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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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e Winship)은 시각 매체에서 여성의 머리와 , 입술 혹은 손과 

다리 같은 신체의 일부를 클로즈업하는 것은 ‘성 인(sexual) 여성’을 

나타내기 한 것이라고 제안한다.18) 이러한 연구들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이 시각  상에서 성  상으로 옮겨 가는 과정을 인식하는 

데 요한 이론  발 을 마련해 다. 그 다면 걸그룹은 어떠한 과정

을 거쳐 성 인 상으로 치환되는가? 이 은 2000년  한국 걸그룹 

 Miss A와 카라, 소녀시 의 이미지와 공연 상, 뮤직 비디오를 

사례로 걸그룹이 성  상화가 되는 방식을 분석해보겠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10년에 데뷔한 걸그룹 Miss A의 

그룹 이름에서 ‘A’는 단순한 어 알 벳의 첫 모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의 데뷔곡 <Bad Girl, Good Girl>의 도입부엔 

아시아 출신(made in Asia) Miss A를 소개한다는 짧은 어 내 이션이 

흐르는데, 이는 멤버의 국 이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에 걸쳐 

있음을 의미한다.19) 한 데뷔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춤, 

노래, 언어 등에서 “A 클래스  실력”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걸그룹

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20) 이 듯 그룹 이름의 A는 그들의 정체

성과 자부심을 함의한다. 이들의 공식 홈페이지의 첫 화면과 앨범 커

버에서도 A가 특별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A자로 벌린 여성의 

다리 이미지로 표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5>). 앞서 소개한 이론들

18) Winship, J., “Sexuality for Sale”, in S. Hall (ed),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1979, London: Hutchinson in association with the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1980, pp.

217~223.

19) Miss A의 총 네 명의 멤버  민(Min)과 수지(Suzi)는 한국 국 , 페이(Fei)와 

지아(Jia)는 국 국 을 가지고 있다.

20) 허민녕, “[연  뉴스 스테이션] ‘원걸 2’ 미스 에이, 드디어 실체 드러내”, 스포

츠동아, 2010년 6월 23일(http://sports.donga.com/3/all/20100623/2932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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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iss A 홈페이지 첫 화면과 앨범 커버에 실린 여성의 다리 이미지

 

자료: http://aq-ent.com/

에 비추어 볼 때, Miss A 홈페이지에 실린 몸은 없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맨다리가 A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여성의 섹슈얼리

티(sexuality)를 암유한다. 따라서 이 이미지는 Miss A의 정체성인 아시

아를 기반으로 하는 A 클래스 걸그룹에 성 인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Miss A를 한층 더 복잡한 맥락에 놓이게 한다.

그런데 여성의 다리 강조를 통한 성의 암유는 홈페이지와 앨범의 

이미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Miss A가 2010년 10월에 발표한 곡 

<Breathe>의 뮤직 비디오와 방송 공연에서는 멤버들이 직  자신들의 

다리로 A자를 형상화하는 자세로 춤을 추면서 자신들이 Miss A임을 

강조한다(<그림 6>). 게다가 이들은 곡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물구나

무서기를 선보이는데, 이때 역시 다리의 동작을 강조하고 카메라는 

이를 놓치지 않는다(<그림 7>). 홈페이지 이미지에 더해, 뮤직 비디오와 

방송 공연에서 강조되는 Miss A의 다리는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성

인 것과 연 되면서, 그들이 섹슈얼리티를 가진 여성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들을 보는 사람, 특히 남성에게는 그들을 성  상으로 여

기게끔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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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iss A의 <Breathe> 뮤직 비디오와 방송 공연  A자를 형상화한 다리

<그림 7> Miss A의 <Breathe> 뮤직 비디오와 방송 공연  물구나무 서기 동작

특정한 신체 부 를 강조해 걸그룹의 섹슈얼리티를 환기시키고 그

들을 성  상화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로 카라21)의 ‘엉덩이

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카라가 2009년에 발표한 곡인 <미스

터>의 방송 공연에서 선보인 춤으로, 골반을 좌우로 회 시키는 동작

으로 멤버들의 둔부를 극 화시켜 강조했다. 카라가 방송에서 엉덩이

춤을 선보 을 때 언론에서는 일제히 ‘섹시하다’는 표 을 사용했을 

정도로,22) 이 춤이 가진 성 인 의미는 뚜렷했다. 일차 으로는 화면 

21) ‘DSP 미디어’ 소속의 ‘카라’는 2007년 데뷔했으나 2008년 말부터 조 씩 인기

를 얻기 시작해 2009년이 되어서야 이른바 ‘메이 ’ 걸그룹의 열에 합류했다.

22) 카라의 엉덩이춤과 련된 기사가 방 해, 이 의 참고문헌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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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녀시 의 <소원을 말해 >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소녀들의 침실과 베개 싸움 장면 

속 엉덩이의 클로즈업에서 성 인 의미가 발생한다 치더라도, 이 춤을 

둘러싼 성 담론의 핵심은 엉덩이를 흔드는 동작에 있다. 이 동작은 

극단 으로 표 하자면 성 행  시 여성의 골반 움직임을 연상시키면

서, 카라를 바라보는 남성들에게 성 으로 유혹하는 암시를 주는 한

편, 춤을 추는 당사자인 걸그룹 카라를 완 하게 성 인 상으로 만

들어버린다. 특히 이들의 성  상화는 물신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는데, 유튜 (YouTube)와 같은 동 상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이들의 엉덩이춤만 모아 편집한 수 편의 동 상들은 여성의 엉덩이에 

한 물신주의를 방증한다. 

소녀시 가 2009년 미니 2집으로 발표한 곡 <소원을 말해 >의 

뮤직 비디오는 걸그룹이 시각  상에서 성  상으로 치환되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Miss A나 카라와 마찬가

지로 소녀시  역시 그들의 특정 신체 부 , 즉 맨다리를 드러낸 춤 

동작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환유 으로 암시하는데, 추가 으

로 이들을 좇는 남성의 시선으로 인해 이들의 성  상화는 확연해

진다. 정규 1집의 <소녀시 > 뮤직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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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녀시 의 <소원을 말해

>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성인 남성

의 팔과 넥타이

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

원을 말해 > 뮤직 비디오에는 

남성의 시선과 음증, 이른바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

이라 불리는 일종의 소아성애

(Pedophilia)와 같은 성 련 문

제들을 제기할 만한 장면들이 

삽입되어 있다. 

이 뮤직 비디오는 곡 제목을 

연상시키는 램 , 즉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등장해 소원을 

들어 다는 마법의 램 와 함께 짧은 바지의 해군 복장을 한 소녀시

 멤버들이 등장해 “소원을 말해 ”라고 짧게 외치면서 시작된다. 

곧이어 군가 방문을 열면 침실인데 그 안에서 소녀시  멤버들이 

해맑게 웃으며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그림 8>). 이 장

면은 손만 잠깐 등장한 문을 연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후 

시선의 주체가 이동하면서 소녀들의 생일 티 등 그의 시선에서 바

라보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시선의 주체는 성인 남성이다. 언

뜻 보이는 셔츠에 짙은 색 재킷을 입은 팔과 소녀시  멤버가 잡아당

기는 넥타이는 그가 성인 남성임을 간 으로 알려 다(<그림 9>). 이

와 같이 완 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주체의 시선을 통해 소녀시

를 엿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면들은 명백히 음증과 연결된다.23) 

23) <소원을 말해 >에서 사용된 시선 처리는 1980년  MTV 뮤직 비디오에서부터 

흔하게 발견되는 기법  하나이다. 이에 앤 카 란(E. Ann Kaplan)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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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녀시 의 <소원을 말해 > 뮤직 비디오의 장면 환

따라서 이 뮤직 비디오에는 ‘성인 남성의 시선에 의한 음증’이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잠시 언 했다시피, <소원을 말해 > 뮤직 비디오에서는 ‘소

아성애’의 문제 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침실에서 잠옷 

바람에 베개 싸움을 하던 소녀가 순식간에 군복으로 갈아입고 맨다리

를 드러낸 채 춤을 추는 것으로 바 는 장면들에서 발견된다(<그림 

10>). 뮤직 비디오 체에 걸쳐 번갈아 등장하는 침실에서의 베개 싸

움과 생일 티 장면들은 보이는 객체가 소녀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이들이 의상을 통일해 입고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카메라 앵 이 특별히 이들의 다리를 잡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암시하는데, 바로 에서 논의한 성인 남성의 음증  

시선이 이와 같은 소녀의 섹슈얼리티를 암시하는 장면들과 결합하면

서 소아성애의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음증  물신주의가 사용되고, 남성이 주체, 여성이 객체로 등장하는 MTV 

뮤직 비디오의 유형을 고  형식이라 분류했다(Kaplan, E. A., Rocking around 

the Clock: Music Televisi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Cultur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87). 그러나 소녀시 의 <소원을 말해 >는 그 안에 뚜렷한 이야기

(narrative)가 없다는 에서, 엄 히 고  뮤직 비디오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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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2000년  한국 걸그룹이 시각의 상에서 성  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이미지와 공연 상, 뮤직 비디오를 분석해 살펴보았

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걸그룹이 성  상이 되어가는가?’에 못지

않게 요한 논제가 바로, ‘ 가 그들을 성  상으로 향유하는가?’

일 것이다. 이 은 이른바 ‘삼 팬’이라 불리는 남성들을 주시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 구’에 해 잠깐 생각해보고자 한다.

4.2. ‘삼촌팬’의 등장과 확대

‘삼 팬’은 2000년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로, 이 말을 이

루는 단어들인 ‘삼 ’과 ‘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개념은 10  

아이돌 그룹에게는 삼 뻘의 연령 인 20  반 이후의 남성들로 구

성된 아이돌 그룹의 팬덤(fandom)을 함의한다. 특히 2000년  후반

에 걸그룹이 크게 도약함에 따라 이들을 지지하는 삼 팬 역시 빠른 

증가세와 함께 그 존재를 차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은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진 삼 팬을 앞서 살펴본 이론

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24) 삼 팬은 걸그룹의 음악을 소

비하는 동안, 무의식 으로 자신의 성  욕망과 환상을 걸그룹에게 

투 하고, 걸그룹이 재 되는 시각 매체에 내재된 남성의 음증  

시선을 좇는 과정에서 그 시선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은 하게 

걸그룹을 성  상으로까지 간주하기에 이른다. 그 게 해서 삼 팬

24) 이 의 ‘삼 팬’에 한 논의는 매우 피상 인 수 에 머물고 있다. 본격 인 

논의를 해서는 련 문헌을 읽고 분석하는 1차 작업과 더불어 장 조사와 

참여 찰과 같은 심도 깊은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은 이 작업을 차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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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걸그룹의 성  상화 메커니즘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차우진은 2009년의 걸그룹을 진단하는 에서 이 이 정리

한 바와 같은 “ 음증 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삼 팬들”의 개념은 

무 편 하다고 지 한다.25) 그 신 그는 삼 팬들은 걸그룹에서 자

신들이 지나온, 재로선 돌아갈 수 없는 소년기에 한 향수를 발견

하고, 걸그룹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정서  지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팬덤을 형성한다고 제안한다.26)

한 정윤수는 삼 팬의 걸그룹 소비를, 1990년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안과 기의식을 극복하기 해 년 남성들이 

몰입하고 있는 ‘ ’ 활동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27)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성애화와 삼 팬이 연 되는 지 의 복잡

하고 미묘한 계는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삼 팬에 

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에 이 은 

걸그룹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일군의 집단에서 삼 팬의 개념이 확

될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을 쳐본다. 

인기 걸그룹 ‘소녀시 ’가 일본 시장에 신(新)한류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 경제계에는 ‘소녀시  경 론’까지 등장했다. 오랜 연습을 

통해 기량을 축 한 뒤, 당차고 극 인 로벌 경 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소녀시 의 성공 비결을 국내 기업들도 본받자

는 주장이다.28)

25) 차우진, ｢걸그룹 성기｣, 273쪽.

26) 같은 .

27) 정윤수, ｢ 험사회에서 살아남기: 걸그룹을 둘러싼 모험｣, 2011년 제 9회 한국

음악학회 정기 학술 회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 음악학회, 2011, 

1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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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은 한 경제 일간지에 실린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계는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성공을 

본받기 하여,  그들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의 수혜를 받기 하

여 걸그룹에게 심을 기울임은 물론, 연구 상으로서 걸그룹을 바라

보고 있다.29) 이와 같은 경제계의 걸그룹에 한 반응은 기존의 삼

팬과는 다른 양상의 팬덤 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걸그룹

이 가져다주는 시각 , 청각  즐거움을 리기보다는 그들이 발생시

키는 경제  효과에 경도되어 팬을 자처하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은 삼 팬의 개념을 다각 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30)

5. 나가는 말

2010년 10월 4일에 있었던 문화체육 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걸그룹과 련한 문제 들이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 되었다. 

첫째, 10  반의 멤버들로만 구성된 걸그룹이 등장할 정도로 그들의 

연령 가  더 낮아지고 있다. 

둘째,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걸그룹은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선정 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8) 이재설, “[모닝커피] ‘소녀시 에게 한 수 배우자’”, 조선비즈, 2010년 10월 

18일(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7/2010101700930.html).

29) 같은 .

30) 그러나 경제계의 주 심 상은 엄 히 걸그룹 자체가 아닌, 걸그룹을 육성하

고 리하는 기획사의 경  방식이라는 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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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걸그룹은 주당 40시간 이상의 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31) 

이에 정부가 ‘청소년 연 인 권익 보호 책’을 발표하면서, 미성년

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야간에 방송하는 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지되었고, 걸그룹의 의상은 각 방송사의 공연 로그램에서 규제를 

받게 되었다.32) 그럼에도 걸그룹들은 규제의 상이 되는 ‘미니스커

트’ 신 ‘핫팬츠’를 착용하고, 핫팬츠가 규제 상에 추가되자 선정

인 춤으로 요리조리 규제를 피해 가며, 그들의 이른바 ‘섹시’ 콘셉

트를 유지해갔다.33)  한쪽에서는 시 에 따라 변하는 선정성의 상

인 기 을 들이 면서, 선정성에 한 모호하고 무조건 인 규제

가 표 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최근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사회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성  

상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해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고민은 무 피상 인 

수 에 그쳐 있다. 사회는 걸그룹 멤버들이 공연에서 미니스커트나 

31) 한 정, “국감, 걸그룹 연 기계화+연소화+선정성=인권침해”, 뉴스엔 2010년 

10월 4일(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10041627101001); 고경

민, “미성년자 걸그룹 선정  무 상에 국감 의원들 ‘당황 역력’”, 뉴스엔, 2010

년 10월 8일(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10080615581001). 

32) 민병선, “청소년연 인 밤늦게 활동 못한다”, 동아일보, 2010년 10월 20일

(http://bit.ly/lkHM2q); 박희창, “걸그룹 녹화 ‘복장검사’ 장”, 동아일보, 

2010년 10월 26일(http://news.donga.com/3/all/20101026/32121261/1).

33) 나지연, “‘핫팬츠 안되면 핫안무?’…걸그룹, 치마단속 필살기 ‘3’”, 스포츠조선, 

2010년 12월 12일(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904058.htm); “걸그

룹 핫팬츠 경쟁, 도 체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미디어스, 2010년 12월 14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 

34) 배국남, “女가수들 치마 길이 자로 잴건가요?” 마이데일리, 2010년 10월 28일

(http://edit.mydaily.co.kr/column/read.html?newsid=201010281423131112&issue_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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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팬츠를 입은 채 드러낸 ‘다리’를 두고 여기 기서 ‘섹시하다’고 이

야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 하고 있을 뿐, 그 다리가 어떠

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정 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한 구체

인 해답을 구하지는 않는다. 즉 걸그룹의 음악 활동에서 무엇이 선

정 인지, 어떻게 선정 인지, 어디서 선정 인지, 언제부터 선정 이

었는지, 왜 선정 인지에 한 물음과 재고 없이, 무조건 선정 이라

는 말만 갖다 붙이면 나쁘다는 담론이 형성되어버린 것이다. 걸그룹을 

기획하는 진 에서는 이러한 담론을 십분 이용해, 담론이 용인하는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걸그룹의 시각화와 성애화를 실천한다. 

이러한 시각화와 성애화 략은 공연과 뮤직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음악 활동과 그 밖에 음악 외  활동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구사되면

서, 한층 더 강화된다. 본문에서 걸그룹의 성애화 사례로 지목했던 소

녀시  멤버들은 2010년 토크 쇼에 출연해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연애’이며 사귀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밝혔다.35) <소원을 말

해 > 뮤직 비디오 안에서 자신들의 침실과 티 장을 남성 시선에 

노출시키며 성  상이 되었던 그들이, 정작 실에서는 남성과의 

교류가 없음을 비치는 것이다. 한편 소녀시  멤버  가장 어린 서

은 TV 능 로그램에 출연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가상 결혼 생활

을 선보이기도 했다.36) 이와 같은 발언과 역할극은 더 많은 남성들이 

소녀시 를 성  상으로 여기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소녀도 성인 

여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뮤직 비디오에서 발

35) 박진 , “옥주 , “소녀시 , 남자친구에 해 많이 묻는다” 깜짝 고백”, 아츠뉴

스, 2010년 4월 20일(http://artsnews.mk.co.kr/news/73201).

36) 서 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MBC 능 로그램 <우리 결혼했어

요>에 씨엔블루의 정용화와 가상 부부로 출연했다, 서 이 1991년 6월생이므로 

가상 부부의 역할을 했던 시기에는 만 20세 성년이 되기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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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소아성애의 문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 의 한계와 차후 연구에 한 제언으로써 이 을 마무리 짓도

록 하겠다. 이 은 2000년  한국 걸그룹의 시각화와 성애화 쟁 에 

하여 고  이론들을 토 로 분석했다. 즉 최근 연구 작들의 주장

들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  배경에서 동시 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 한계이다. 따라서 걸그룹에 한 앞으로의 

논의는 이 이 용한 이론  배경을 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음

악 연구에서 여성과 성애를 주제로 발표된 최근의 성과물은 물론, 개

인 블로그  팬 사이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을 아우르는 이론

화 작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 이 제기한 시각화  성애

화 략으로 2000년  모든 한국 걸그룹을 획일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각 걸그룹들에 한 개별 인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동질화된 걸그룹 담론에서 조  더 다양한 걸그

룹 담론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이그룹과의 비교, 조 연구 

한 시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각 성별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성별이 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재 의 

차이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이미지 구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불어 걸그룹의 수용 계층, 즉 팬덤에 한 연구도 강력히 병행되어야 

한다. 재 삼 팬이 가장 부각되고 있지만, 걸그룹의 팬은 매우 폭넓

게 존재한다. 연령과 성별, 나아가 국 을 넘나들며 분포되어 있는 걸

그룹 팬덤은 다양한 내용의 수용자 연구로 개될 수 있다. 이를 해 

학제 인(interdisciplinary) 이론화 작업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생생

한 장 연구  참여 찰 한 연구를 한 필수 인 방법론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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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y, Look at Me Now, Mister”
: An Examination of Visualization and Sexualization of 

K-Pop Girl Groups in the 2000s

Kim, Jungwon (University of Pittsburgh, MA Candidate)

This paper examines the visualization and sexualization of K-pop girl 

groups in the 2000s. 

K-pop girl groups have occupied an overwhelming position in the 

K-pop scene. In this scene, entertainment management agencies have 

been using the popular images of K-pop girl groups’ cute faces and slim 

bodies as a powerful strategy to increase profit whether the girls them-

selves want this or not.

Promoting the body image of the girls objectifies them, creating an 

unequ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girls and viewers (audiences). In 

particular, this power relationship involves males, who are actively look-

ing and female, who are passively being looked at. This relationship stim-

ulates the development of men’s scopophilia, voyeurism, and fetishism. 

Therefore, not only are the girls visually objectified but they are also 

sexually objectified. Particularly, the way in which visual media empha-

sizes the parts of the female body interprets women as sexual objects. 

When young girls under 20 years old are represented in a way that fe-

male sexuality is metaphorically implied, pedophilia becomes an issue. 

This paper looks at ‘Uncle Fan,’ a middle-age male fan, as a construct 

embedded in visual media who projects his sexual desire and fanta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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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girl group as the audience watcher. This view ultimately results 

in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the girl group.

Keywords: K-pop, idol group, girl group, visualization, visual objectifica-

tion, sexualization, sexual objectification, ‘uncle fan’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1일에 투고되어 11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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