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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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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Beauty Image on Korean Male Idol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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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이돌 스타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비롯해 라디오, 드라마, 뮤지컬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가 되었으며 팬 층도 10대 여성 중심의 팬 문화에서 20대는 물론 30~40대로 확대되었다.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를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 출연 아이돌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5>와 같
으며 [사진 5]을 통해 이특-강소라 커플과 이준-오서연 커플이 주는 이미지는 비슷했으며, 조권과 황광희의 경우도 까
부는 이미지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뷰티이미지는 주로 내추럴한 이미지의 메이크 업를 하였으며 헤어스타일
과 헤어염색을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이준의 경우는 스모키 화장을 음반이나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 주었다. 아
울러, 각 아이돌 그룹들은 각자의 고유 스타일 고수보다는 발표되는 음악에 맞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아이돌 스타,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결혼했어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뷰티이미지

Abstract  As Idol Star has increased, and it has become an all-round entertainer. Male Idol Star have received 
a great response from public, leading the entertainer. 
The Beauty images of Idol Star not only reflect ideals, but also are an example of image making.
In special, I tried to explain that beauty image of male idol star who was casted “We get Married” was made 
not only reflect ideals, but also leading the social trends by entertainment industry.
Most of male idol star was done natural make-up, but Lee Jun was done with smoky make-up. The hair-style 
demonstrated a glamorous feeling through an artificial looking style, dyed with various color(Tab. 3 & 5).

Key Words : Idol-Star, Entertainer, “We get Married” Make-up, Hair-style, Beau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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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류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는 한

국뿐 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의 문화계까지 

그 향을 확 하며 사회 트 드를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남성의 외모에 한 변화와 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  흐

름 속에서 남성돌 스타의 외  이미지는 의 호응을 얻

으며 남성 외모 리 산업의 발 을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앨범 자켓과 뮤직비디오  가상결

혼 능 로그램인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던 남성 

아이돌 스타들의 뷰티이미지를 살펴 으로서  남성

들에게 뷰티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도서 과 인터넷 자료 검색

을 통한 선행연구와 서   기사 등의 문헌조사와 인터

넷사이트  네이버[15]와 다음(www.daum.net)의 련 

아이돌 앰범이나 뮤직비디오 등의 이미지 자료  각각 

아이돌 스타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실증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내용은 먼  2장에서는 스타와 스타이미지  스

타마 , 아이돌 스타와 “우리 결혼했어요” 로그램  

남성이미지에 하여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2009년부

터 재까지 “우리 결혼했어요” 로그램에 출연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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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스타의 뷰티이미지와 앨범 자켓과 뮤직비디오에 나타

난 뷰티이미지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고 이를 종합 하여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등을 심으로 뷰티이미지를 분

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타와 스타이미지 및 스타마케팅 

스타는 문화의 산물이다. 과거의 스타는 생명력이 

짧고 한 문화를 양산한다고 생각했으나 엔터테인

먼트가 21세기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엔터테인

먼트의 주체인 스타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확 되었다[8].

스타에 한 정의는 다양하다. ‘추종자가 있고 미디어

의 주목을 받으며 랭킹화 된 인물로 상업 인 잠재력을 

갖는 사람,’ ‘유명인사이면서 의 주목을 받고, 사회  

심을 불러일으키며 경제  가치를 지닌 사람,’ ‘뉴스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제는 뉴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 ‘ 웅

이 자신의 성취에 따른 결과라면 사회  기여도는 거의 

없지만 유명하다는  때문에 알려진 사람,’ ‘우리시 의 

신화 창조자,’ ‘상징  엘리트 그룹,’ ‘역사보다는 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향을 미치는 실 인 엘리트 그룹’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11]. 

21세기는 정보문화의 시 로 이 시 를 주도하는 주체

인 스타의 향력은 차 확 되고 있다. 문화와 

스타에 한 정  인식을 통해 스타의 모방이 자연스러

운 상이 되었으며, 스타는 이미지 메이킹 략을 통

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이 선호하

는 이상  이미지를 가지기 해 노력하고 있다[3]. 

스타는 화배우나 탤런트를 지칭하나 최근에는 공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Celebrity)나 사회  우상(Idol)

으로 부각된 사람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5].  

강정민(2007)은 그의 논문[1]에서 스타는 하나의 

랜드로 개인  특성보다는 추구하는 목 에 따라 가공

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므로, 스타들은 과거보다 메이

크업, 헤어 등 스타일 연출에 의한 이미지 개발에 더욱 

세심한 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스타의 스타

일은 그 시 의 이상형과 이상  스타일을 표하게 되

는데 재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의 발달과 스타

의 인식변화로 국내 스타에 몰입하고 그들의 스타일

에서 이상 인 미를 발견하고 있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로부터 스타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디지털세 의 남성들은 스타들을 보

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력 인 스타일

을 극 으로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3].

 사회에는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출 으로 인해 

스타가 노출되는 미디어의 범 가 화라는 한정된 역

을 넘어 새로운 뉴미디어로 확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스타가 각종 매스미디어에 반복 으로 등장

하고, 수많은 수용자들이 미디어 상품을 소비하면서 발

생한  심 인 문화·경제 상으로 스타를 조명하

는 연구가 활발하다[8].

이미지(Image)는 사 으로 심상(심상)과 표상(표

상)으로 표 된다. 즉, 이미지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내·외  형태의 인  모방이나 재 된 것’이라 할 수 

있다[10](지 주, 2006). 이미지  내 이미지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정신 ·심리  특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생각, 사고, 심성, 욕구, 감정 등의 정서  세계를 의미한

다. 한 외 이미지, 즉 ‘외모(Appearan -ce)’는 인간의 

외 , 용모, 스타일, 언행, 동작, 자세, 패션, 취향, 습 화

된 태도 등을 포함한다. 외모는 패션뿐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네일아트, 피부미용, 액세서리 등 시각 으

로 지각된 신체와 신체의 모든 변형에 의해 창조되어 혼

합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11]. 외  이미지에 한 선

행연구 한 남성의 외  이미지의 요소  메이크업은 

트랜스젠더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

며[1], 특히 남성 아이돌 스타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연구는 김주미(2011)의 논문[3]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데, 그는 2008년 2월 2010년 8월까지 활동 인 15개 그

룹을 상으로 외 이미지를 분석하 다. 

오늘날 이미지가 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미지가 

행동을 일으키는 잠재 인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미

지는 추상 이고, 념 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태도, 선입 , 가치  등에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스타의 이미지가 일반 에게 선망의 

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니고 있는 잠재  욕구와 

욕망이 이미지와 캐릭터로 실화시켜주며 에게 

리만족을 시켜주는 것이다[5].  

스타이미지는 스타의 자질, 매체, 매 , 스피치, 패

션, 헤어, 메이크업 등을 통해 만들어 진다[13]. 스타의 이

미지는 하나의 산업으로 거 한 권력보다 더 막강한 힘

으로 사회를 움직이며, 문화  의미와 이데올로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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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달함과 동시에 개인  취향과 친 감, 욕망과 동

일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  기호가 된다.

스타가 되는 과정은 매우 우연 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엄청난 투자와 치 한 계획, 주도면 한 

이미지 조작, 그리고 경제논리가 숨어있다[4]. 

스타는 이처럼 조직 이고 체계 인 작업, 즉 스타시

스템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발굴되고, 기획된 사람들이

다. 스타시스템이란 스타의 생산, 제조, 활용, 거래, 리, 

소비되는 체 인 순환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스타는 동시  사람들이 선호하고 선망하는 외양의 

소유자여야 한다. 외모를  이상형에 맞추기 해 

가공의 과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성형수술,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보디빌딩, 의복 착용법, 걸음걸이, 제스쳐 등 

특정한 이미지로 꾸미는 과정이 뒤따른다. 한 스타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철 히 리된다. 수많은 신문과 잡

지, 방송기자들은 스타의 사생활을 취재하기 한 경쟁

을 하고 스타들은 당히 매스컴에 뉴스거리를 제공함으

로서 인기와 심을 유지하는 것이다[8].

스타마 은 TV의 극  장면에 특정 제품을 배치하

여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간  랜드를 홍보하던 

‘PPL(Product Placement)’의 개념과 제품 랜드 이미지

에 맞는 연 인에게 자사 제품을 찬해서 구 효과를 

노리는 ‘연 인 찬’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생된 것으

로 보여 진다[14].

스타마 은 스타와 랜드 그리고 고객 간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데 랜드는 스타에게 제품 찬과 

속계약을, 스타는 랜드에게 방송출연과 각종 홍보활동, 

고객화, 모델화를 시켜주고, 한 스타와 고객 간에는 추

종과 모방, 동일시에 해 유행이나 희망을, 랜드와 고

객 간에는 스타에 한 리 충족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랜드 로열티, 구매까지의 상호작용이 있음으로서 

스타마 의 효과가 나타난다[5]. 

2.2 아이돌 스타와“우리 결혼했어요”프로그램

아이돌 스타(Idol Star)는 아이돌 가수(Teen Idol)와 동

의어로 쓰이며 주로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얻는 가수를 말

한다, 아이돌은 어로 우상을 뜻하며, 가수, 화배우, 탤런

트 등 연 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한다[13]. 

아이돌 가수들은 청소년이거나 20  반의 은 나

이에 데뷔하게 되며, 기획사에서 어떤 컨셉을 갖고 그룹

을 만들어 데뷔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이돌 그룹은 아이돌 기획 시스템을 통해서 결성된 

음악 그룹을 가리킨다. 음반 제작과 에이 시(Agency)를 

겸하는 연  기획사가 주도하여 오디션을 통해 나이 어

린 연습생을 선발한 후 노래, 춤, 악기 연주, 작사 작곡, 

방송 진행, 연기 등을 장기간 강도 높게 집  훈련시킨 

뒤 인 인 그룹 결성 과정을 거쳐 음악 시장에 데

뷔시키는 방식이 곧 아이돌 기획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

획 시스템은 일본에서 건 왔으며 한국에서는 1990년  

반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다[3].

1990년  아이돌 스타가 가수에 머물 던 것과 조

으로 2000년  아이돌 스타는 각종 능 로그램을 비롯

해 라디오, 드라마, 뮤지컬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 가 되었고 이 변화가 국민 스타를 만들었다. 

재 아이돌 그룹은 연 기획사에서 짧게는 1년 길게

는 10년 미만까지 기간을 두고 연습생을 교육하는 정

한 트 이닝을 거쳐 실력이 쌓여진 멤버들이 구성된 

을 이루어 등장한다. 이러한 아이돌은 음악의 질이 향상

되어 10  여성 심의 팬 문화에서 20 는 물론 30∼40

로 팬 연령층이 확 되었다.

가요계의 상 권 인기차트에서 아이돌 스타가 아닌 

가수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돌 스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

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소  빅3 연 기획사에서 

만들어 낸 아이돌 그룹은 ‘아이돌이 아니면 안되는 가요

계’를 만들었다. 아이돌 스타는 가수 역뿐 아니라 화

와 드라마 각종 능 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 진다. 2009년 말 인기드라마 던 ‘미남이세요’는 아

이돌 스타의 총 출동을 방불  했으며 정용화(씨엔블루)

를 제외한 장근석, 이홍기(FT 아일랜드), 유이(애 터스

쿨) 등이 모두 당  최고 인기 그룹의 아이돌 멤버 다. 

이 외에 소녀시 의 윤아, SS501의 김 , 2PM의 옥택

연 등도 주요 캐스트로 드라마에 등장하 다.

[그림 1]‘미남이세요’포스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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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 1기 2기 3기 4기

출
연
자

알 스
정형돈
크라운 J
홍경민

알 스
정형돈
크라운 J
앤디
이휘재
김
최진
환희
마르코
신성록
강인
진

김용
박재정
이석훈
조권
이선호
정용화
닉쿤

김원
이장우
데이비드 오
이특

리엔 강
황 희
이

<표 1>“우리결혼했어요”남성 출연자 현황최근 아이돌 스타는 한국 문화를 장악하고 사회의 

트 드를 주도하는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이후 

데뷔하는 그룹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요

로그램은 물론 방송 로그램 반에 걸쳐 그들의 활동 

역을 넓 가고 있다. 아이돌 스타는 10  팬뿐 아니라 20

는 물론 장년층까지 팬층을 넓히면서 그 향력이 확

되고 있다. 그 에서도 남성 아이돌 스타의 외 이미지는 

짐승돌, 콜릿 복근 등 수많은 신조어와 유행어를 만들며 

남성의 트 드 이미지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의 향력이 확장되면서 그에 한 

연구도 두되고 있으나 그  아이돌 스타 특히 남성 아

이돌 스타에 한 이미지 연구는 김주미(2011), 강정민

(2007), 김 정(2008) [1][3][6]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워커 백과사 에 따르면 “우리 결혼했어요”는 연 인

들의 가상 결혼 생활을 다루는 MBC 능 로그램이다.

가상 부부를 설정하여 인의 결혼 법칙을 유쾌하

게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각 커 들은 회마

다 제작진으로부터 집들이, 휴가, 집안일 등 다양한 미션

을 부여 받는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촬 한 상과 출연자의 심경을 담은 스

튜디오 촬  상이 로그램의 주 내용이 된다[13]. 

2008년 2월 6일 설연휴 특별 편성으로 시작하 으며, 제 

1기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일요일 일요일 

밤’에 코   하나로 편성되었고, 2기는 2009년 8월 15일

부터 “우리결혼했어요”라는 로그램으로 분리 편성되

었으며, 제 3기는 2011년 4월 9일부터 HD 상으로 교체 

편성되었고 재 제4기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

다. 남성 출연자를 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많은 출연진 아이돌 스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의 내용  진한부분은 아이돌 스타를,  친 부분은 

가수들 나타냈다. 설특집 출연자  홍경민을 제외한 나

머지 출연자는 1기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정형돈의 경우

는 처음에는 사오리와 커 이었으나 제 44회 이후 부터

는 소녀시  태연과 커 이 되기도 하 다. 제 2기의 김

용  역시 실제 커 인 황정음과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

기도 하 다. 

2.3 남성이미지

성은 남녀를 구분하는 기 일 뿐 만 아니라 각 성의 특

징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하여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패션의 특징을 형성한다[2]. 성(性)은 태어나면서 구분된 

남녀 간의 생물학  차이인 ‘Sex’에 의한 것과 사회 으로 

만들어지고 문화 으로 정의되는 남녀 간의 사회  의미

의 차이를 나타내는 ‘Gender’ 의한 것으로 이루어진다[12].

성(性)성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  특성이 아닌 남성

다움과 여성다움의 표  특성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으

로 나타난다. 통 으로 남성성은 약육강식과 자생존

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힘 있는 남성상이며 남성성을 

나타내는 특성은 도구 , 능동 , 활동 , 공격 , 지배성 

등이 있다. 

성은 일반 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출 , 하 문화의 등장, 남성의 역할 

변화, 매체의 향 등으로 성별에 따른 이분법  구

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특성을 형성하 다. 20세기 후

반 주로 은 남성을 심으로 성의 이분법  사고의 붕

괴, 성  취향의 다양성 인정, 문직종의 다각화 등 여러 

가지 성에 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두되었다. 남성의 

이미지는 섬세하며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과 패셔 블한 

스타일이 능 인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데[9], 1994년 

마커 심슨(Mark Simpson)은 남성들의 라이 스타일과 

외모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 하 다. 심

슨은 자신의 외모를 극 으로 가꾸고 패션에 지 한 

심을 쏟는 은 남성을 지칭하여 메트로 섹슈얼

(Metrosexal)이라고 규정하 다. 표 인 메트로 섹슈

얼 스타는 국의 축구 웅 데이비드 베컴이다[그림 2]. 

[그림 2] 베컴 부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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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징 표  연 인

메트로

섹슈얼

2004∼

미에 심이 많은 

도시남성

워버

섹슈얼

2005∼

마 (남성 )+메

트로섹슈얼

트로

섹슈얼

2006∼

여성성 비쥬얼 

추구

토이남&

토이보이2

008/2009

∼

연상연하

꽃남

2009∼

‘꽃보다 남자’의 

F4

식남

2009∼

연애에 소극 인 

남자

짐승남

2009∼
남자다운

꽃짐승

2010∼

꽃미남+ 근육질 

몸매

<표 2> 2000년 이후 남성성 분류

메트로 섹슈얼 상은 남성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패션의 트 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크로스섹슈얼과 

버섹슈얼 같은 남성 이미지의 정체성을 연결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의미의 용어들이 등장하 다. 

도희(2002)는 그의 논문[7]에서 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를 크게 통 인 남성이미지와 인 남성이

미지로 나 었다. 즉 첫째인 통  남성이미지는 한 사

회의 문화가 남성 심 , 남성 우월성과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그 특성으로 하는 남성의 지배문화와 

련된 이미지들이다. 둘째인 인 남성이미지는 통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포스트

모던 문화 속의 권력이 탈 심화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

난 느 하고 모나지 않은, 나약하고 부드러운, 귀엽고 사

랑스러운, 여성스럽고 섹시한, 온화하고 감성 인 이미지

의 남성이미지이다. 

선행연구 [1][3]를 종합하여2000년 이후 남성성 분류

를 종합하여 2000년 이후 남성성을 분류해 보면 <표2>

와 같다.

   

  [사진 3] 지진희[15]       [사진 4] 장혁[15]

[사진 1과 2]는 <표 2>에서 보여 진 지진희와 장 의  

화보 사진으로 드라마 배역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진희는 ‘결혼도 못하는 남자(2009)’에서 식남 

역을 담당하 으나 화보에서는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

고, 장 은 ‘추노(2010)’에서 짐승남 인 역할을 담당하

으나 화보에서는 섬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3. 남성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 분석

앞 장에서 살펴 본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했던 남성 

아이돌을 심으로 뷰티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진 아이돌 스타

의 뷰티이미지

[사진 5]를 통해 볼 때 3기의 이특-강소라 커 과 4기 

이 -오서연 커 이 주는 이미지는 유사하다. 먼  아이

돌 스타와 여배우와의 커  구성은 같으며 이특의 경우

는 강소라 보다 7살 많았고 이 의 경우는 오연서보다 한 

살 연하이다. 두 커 이 주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패션을 통한 뷰티이미지는 유사하다.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2012.12)

656

촬  촬  
웨딩 련 

사진

김  

(SS501 

리더: 

1986. 6. 

6생)

조권

(2AM 

리더: 

1989.  8. 

28.생)

정용화 

(씨엔블

루 리더: 

1989. 6. 

22.)

닉쿤(2P

M: 

닛차꾼 

호라웻

차꾼  

1988. 6. 

24생)

이특(슈

퍼주니

어 리더: 

본명 

박정수, 

1983. 7. 

1.생)

황 희 

(제국의 

아이들 

리더: 

1988.  8. 

25

이 (엠

블랙: 

본명 

이창선, 

1988. 2. 

7.생)

<표 3>“우리결혼했어요”에 나타난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

[그림 5] 이특과 이준 커플[15]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과 련된 보도 자료와 출연 

장면을 통해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 볼 때 부분의 아이돌 스타는 내추럴

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으며 헤어스타일과 헤

어 염색으로 이미지의 변화를 주었다. 이 의 경우는 

티장면에서 스모키 화장을 하 으며 황 희의 경우도 

로그램을 통해 성형수술 공공연히 언 하고 있다. 

 앞의 그림 설명에서 밝혔듯이 이특- 이  커 의 유

사성과 함께 조권과 황 희의 캐릭터도 까부는 이미지가 

유사하다. 그 다면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로그램에 

참신함을 부여하기 해서는 보다 이채로운 소재 개발과 

이색 인 출연진의 캐스 이 필요하다고 본다. 

 

3.2 아이돌 스타의 앨범 커버와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뷰티이미지 특징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했던 아이돌 그룹을 심으

로 그들의 그룹 황(<표 4> 참조)과 앨범 자켓과 뮤직

비디오를 통해 살펴본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를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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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슈퍼주

니어

4집 미인아 Mr. Simple ‘SPY’

2AM

죽어도 

못보내

Saint 

O’clock
최고의 사랑

활 받지 

않는 

2PM

Don’t Stop 

Can’t Stop

Still 

2:00PM
Hands Up

Republic of 

2PM

씨엔

블루

1집 

외톨이야
2집 Love

First 

Step+1

Ear Fun  

Hey You 

제국의 

아이들

Nativity
Leap For 

Detonatiom
Lovability Spectacular

엠블랙

Y Cry Blaq Style 100% Ver

<표 5> 앨범 자켓과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아이돌 스타 뷰티
이미지

소속기

획사
데뷔일 앨범 비고

신화

SM 엔

터테인

먼트

1998.3.24

10-정규앨범, 

1 -여름앨범, 

4 -겨울앨범, 

1-베스트 앨범

진과 앤디

외 4인

SS501

DSP미

디어

각각 소

속사

2005.6.8.

1- 정규, 5-싱

, 3-디지털

싱  등등

김 외 

3인

슈퍼주

니어

SM 엔

터테인

먼트

2005.11.6 6-정규 이특외 12인

2AM

JYP엔

터테인

먼트

2008.7.11
1- 정규, 2- 싱

, 2- 미니
조권외 3인

씨엔블

루

FNC엔

터테인

먼트

2010.1.15

1- 정규, 3- 미

니, 1- 리패키

지

정용화외 

3인

2PM

JYP엔

터테인

먼트

2008.9.4
3- 정규, 9- 싱

, 1- 미니
닉쿤외 5인

제국의 

아이들

스타

제국
2010.1.15

2- 정규, 2- 싱

, 2- 디지털 

싱 , 1-  미니

황 희외 

8인

엠블랙
제이튠

캠
2009.10.15

1- 정규, 1- 리

패키지, 1- 스

페셜, 4-  미니

이 외 4인

<표 4> 아이돌 그룹의 현황

같은 시기의 뷰티이미지를 비교하기 해 제일 마지

막으로 데뷔한 씨앤블루와 제국의 아이들이 데뷔일인 

2010.1.15.일 이후부터 재까지의 앨범 자켓과 뮤직비디

오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신화의 진와 앤디 

 슈퍼주니어의 강인 등은 군복무 이었고 SS501의 김

은 2010년 1개만의 앨범이 발표하 으므로 조사에서

는 제외시켰다.

<표 5>를 통해 2010년에는 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메트로 섹슈얼이나 꽃짐승 이미지 으며, 2011년에는 

조 은 캐주얼 이미지되었고, 2012년에는 각 그룹별로 

특징 인 뷰티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부분 내추얼한 

메이크업에 헤어스타일이나 염색을 통해 이미지의 변화

를 주었으며 이 의 경우 ‘Cry’ 뮤직비디오를 통해 짙은 

스모키 화장을 하고 있었다. 한 반 으로 각 그룹들

은 각자의 고유 스타일을 고수하기 보다는 발표되는 음

악에 맞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JYP 사단인 2AM과 2PM의 경우는 

음악 장르가 다루듯이 자켓 커버 디자인과 색상까지 다

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이돌 그룹은 철

한 엔터테인먼트 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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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를 “우리결혼했어요” 로그

램 출연 아이돌을 심으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표 2>을 통해 2000년 남성성에 한 황을 

악하 으며, <표 2>와 [그림 3과 4]를 통해 배우인 지진

희와 장 은 드라마 배역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진희는 2009년의 ‘결혼도 못하는 남자’에서는 

식남 역을 보여주었지만 화보에서는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다. 장 은 2010년 ‘추노’에서는 짐승남 인 역할을 

담당하 으나 화보에서는 섬세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표 3>을 통해 “우리결혼했어요” 출연진의 뷰티이미

지를 악해 보았는데 주로 내추럴 메이크업에 헤어스타

일과 염색으로 이미지 변화를 주었다. [그림 5]을 통해 이

특-강소라 커 과 이 -오서연 커 이 주는 이미지는 유

사하 고, 조권과 황 희의 까부는 이미지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를 통해 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헤어스타

일이나 염색으로 이미지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메트로 섹슈얼과 꽃짐승 이미지에서 차 각 

그룹들이 발표하는 음악에 맞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JYP 사단인 

2AM과 2PM의 경우는 음악 장르가 다루듯이 앨범 자켓 

디자인과 색상까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

해 아이돌 그룹의 철 한 엔터테인먼트 략을 확인 할 

수도 있었다. 

이상을 통해 아이돌 스타들의 뷰티이미지를 살펴 본 

결과 각자의 스타일 고수보다는 음반의 색채에 따라 뷰

티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가 조 이나마 아이돌 스타의 뷰티이미지 연구에 도

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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