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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systematically identified the influence of the school look fashion image on public culture, which is
used for increasingly sexualized marketing appeal by domestic Girl Groups. We examined and analyzed the school look
fashion image of Girl Groups, focusing on the Lolita complex which is particularly influential in the sexual appeal of
domestic popular fashio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from the years 2007 to 2016, when
the female girl groups began to receive attention. The music videos of the female girl groups in the top 100 charts of
‘Melon’ from 2006 to 2-16, which provides the largest mobile music service in Korea, were watched and analyzed as pri-
mary dat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chool fashion look image’ of adolescence which was used as costumes for
Girl Groups, plays a role in commercializing the image of a ‘girl’, an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 look fashion
image are drawn in two ways. First, it is the image of a seductive Lolita complex. This is the case where young girls wear
school look fashion image to emphasize their sexual maturity. Second, it is the case that is using the school look fashion
image in order to perform with the ‘young girl’ concept, as an image of the enchanting Lolita complex; in addition, the
erotic body image is more explicitly exposed through choreography and nakedness. 

Key words : school look image fashion (교복 이미지 패션), Lolita complex (롤리타 콤플렉스), K-pop girl group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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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 사회의 대중 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영향력 있는

세대는 바로 10대와 20대 초반 중심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엔

터테인먼트 팀인 아이돌 그룹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신지

배층’으로 명명될 정도이며(Lee, 2011) 특히 대중문화 분야에

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전 국민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를 이용하면서, 대중화된 아이돌 그룹의 음악 시장 위치를 가

늠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음원 중심 시장은 팬

덤(fandom)을 넘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의

인기를 끄는 수익 창출 시스템으로 변화했다. 이에 2005년 이

후 음원 중심 시장의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돌 소속 기획

사들은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전략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

였으며(Kim, 2010b), 단순히 아이돌 그룹의 팬덤 취향을 겨냥

하는 것을 넘어 대중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전략으로 아이돌

그룹이 기획되고 있다. 아이돌 그룹 포화 상태의 음악 시장에

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이기 때문이다.

음악 중심 시장의 외적 전략 중의 하나는 여성 이미지를 상

품화 하는 것이다. Lee(2011)는 아이돌 그룹 중 소녀들로 구성

된 ‘걸그룹’은 기획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써 춤과 의

상을 통해 선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시화되었음을 언급하였

다. 댄스와 패션을 비롯한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는(Kim &

Kim, 2015) 우리나라의 아이돌 걸그룹의 안무와 의상은 몸의

성적 표현에 집중되고 있는데(Lee, 2014), 그 중 걸그룹 안무

의상에 사용되는 청소년기의 ‘교복 이미지 패션’은 ‘소녀’이미

지를 상품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교복 이미지

패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속감 및 일체감 등을 표현하

기 위한 제복 개념의 유니폼인 교복 스타일을 차용한 무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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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한다. 걸그룹 본연의 컨셉을 반영한 상업적 아이템으

로써의 교복 이미지는 하나의 스타일로써 대중에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중·고등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데, 이는 착용자 자신에게 명확한 신분을 인식하게 함

으로써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학교생활

및 학생다운 행동을 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복

이 상업적 아이템으로써 활용되어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 외모 및 노출 지

향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더욱이 남성들에게 성폄하주

의 같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을 자극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Lee et al., 2014)에서 여성 걸그룹

의 교복 이미지 패션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복을 입는 소녀를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어

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느끼는 “롤리타 콤플렉스

(Lolita complex)”가 반영된 것이다. “‘롤리타’ 섹션이 버젓이…

한 백화점 서점 논란(“The ‘Lolita’ section”, 2016)”, “사라지

지 않는 신드롬 ‘롤리타(Choi, 2016)’” 등과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 전반에 롤리타 콤플렉스가 반영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롤리타 콤플렉스와 연관된 패션 연

구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로 일본의 망

가 문화와 관련하여 남성과 소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롤리타

콤플렉스를 살펴본 연구(Darling, 2001; Hinton, 2014; Kinsella,

2006; Yano, 2009), 롤리타 콤플렉스와 성도착증과 관련하여 법

적인 문제를 살펴본 연구(Islam, 2015; McLelland, 2005), 걸그

룹 문화에서 나타난 롤리타 콤플렉스 연구(Kim, 2010a; Kim,

2011; Lee, 2011; Mungang,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의류 학계에서 연구된 것은 영화나 소설과 관련지어

의복 특성을 분석한 연구(Kim & Lee, 2009; Ko & Kim,

2009) 또는 Chung and Yoo(2013)의 연구와 같이 K-pop 걸

그룹의 패션에 나타난 이미지 연출 특성 중 하나로서 스쿨룩을

다룬 연구만이 있으며 이미지 연출 특성에 있어서 교복 이미지

패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었는가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걸그룹의 마케팅 소구로 사용되는 교복 이미지

패션이 성애화된 걸그룹의 마케팅 소구로 사용됨에 있어 대중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국내

대중스타 패션의 성적 소구 이미지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롤리타 콤플렉스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걸그룹의 대

중적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롤리타 콤플렉스가 사용되며,

이를 자극 시키는 수단으로 교복 이미지 패션이 사용된다. 따

라서 걸그룹에 가장 비중 있게 착장되고 소녀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교복 이미지 패션’에 함축된 롤리타

콤플렉스를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걸

그룹의 롤리타 콤플렉스 컨셉 사용이 가지는 의미를 사회적 맥

락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한류패션으로 상징화되는 걸그룹의 패

션에 대해 새로운 사회문화적 시각을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과 신

문기사 등의 언론 매체에서 언급된 기사 및 논평을 토대로, 연

구 범위는 음원 시장에서 여성 걸그룹이 주목받기 시작한 2007

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여성 걸그룹의 경우 일반

적으로 10대~20대 초반으로 구성되는 아이돌 그룹만이 아니라

20대 후반까지의 2인조 여성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까지 포함하

였다. 그리고 국내 최대 모바일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멜론’

의 2007-2016년 연간차트 100위 내의 여성 걸그룹의 뮤직비디

오를 1차 자료로 시청, 고찰 분석하였는데 여성 걸그룹 뮤직비

디오 총 16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특정 그룹들에

있어 복수의 뮤직비디오가 포함되어 총 22개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의 개념 및 전개

롤리타 콤플렉스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

의 소설 『롤리타(Lolita)』 (1958)의 여자 주인공 이름인 롤리

타와 정상적이 아닌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뜻인 콤플렉스

(Complex)의 합성어이다. 나보코프의 『롤리타(Lolita)』를 원

작으로 한 영화 <롤리타(Lolita, 1962)> 에서 보여지는 롤리타

는 귀엽고 발랄한 어린 소녀의 이미지와 더불어 섹시한 소녀의

이미지로 연출되었다. 영화에서 롤리타는 14세로 해당 영화는

10-14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 병자(Pedophile

Lusting)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연출하

였다(Kim & Lee, 2009). 그 후 영화와 소설의 영향으로 나타

난 용어인 롤리타 콤플렉스를 일본에서는 이를 일본식으로 축

약하여 로리콘(rolicon)이란 용어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일본식

표기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는 롤리콘(lolic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Choi, 2011). 롤리타 콤플렉스는 남성이 어린 소녀

에게 성적으로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미성숙한 소녀에 대

한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뜻하는데(Choi, 2011; Kim

& Lee, 2009), 이 용어는 초기에는 나이 많은 중년 남성에게

끌리는 어린 소녀의 심리를 일컫는 의미였지만 점차 어린 소녀

에게 끌리는 남성의 심리를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고, 일본에서

는 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

었다(Choi, 2011; Winge, 2008). 이것은 일본의 포르노그라피

(pornography), 만화(comic), 애니메이션(animation)의 장르에 얽

매이지 않고 그것 자체로서 표현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유니폼

을 입은 학생이 주인공으로 대변되었다. 그들은 짧은 주름진 스

커트를 입고 있으며 흰색의 속바지를 노출시키고, 타이트한 셔

츠, 니하이삭스(knee-high socks) 그리고 페니로퍼(penny

loafer)를 착용하고 있다(Darling, 2001). 이러한 복장을 통해

미성년 소녀에게 성인 여성이 가진 몸의 이미지를 이입하였는

데, 일본에서 이러한 캐릭터는 남성 위주로 소비되는 연재 만

화와 만화 영화상에서 급증하였으며, 소위 학생과 직장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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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돈이나 값비싼 제품을 제공받는

원조교제도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Darling, 2001).

한국 대중가수 분야에서의 롤리타 콤플렉스 현상은 2006년

이후 걸그룹 컨셉의 다양화 전략 중 하나로써 등장하였다.

2006년 이후의 걸그룹인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소위 대중적

아이돌의 등장은 10대 소녀 문화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던 팬덤

문화를 확장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 이후로 아이돌

팝 문화의 소비층이 10대만이 아닌 20대, 30대 혹은 그 이상

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팬덤 문화는 소위 삼촌팬으로 불리

우는 성인 남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 삼촌팬이라는 소비집단

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이들은 성

인 남성 층이 소녀 아이돌 그룹의 팬덤의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일차적인 의의를 갖는다(Kim, 2010a).

2006년 이전의 대표 걸그룹 중 하나인 S.E.S는 순백색을 활

용하는 의상 및 무대구성, 요정 날개를 단 모습의 타이틀 앨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꿈, 약속, 첫사랑의 순수함과

설레임을 담은 노래 가사등 상당히 조직적인 방식으로 성애적

인 요소와는 구분되어 있었고 요정, 성스러운 존재 등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상상적 이미지로서 존재하였다(Lee, 2011).

그러나 2006년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등장 이후로 대중가

수로 데뷔하는 어린 여성 연예인의 성적 소비현상은 점점 심화

되고 있다(Hwang, 2016). 이와 더불어 삼촌팬과 같은 중년 남

성들로의 팬덤 확장으로 인해 성애적인, 즉 어린 여성 연예인

에 대한 무조건적 열광으로 포장된 섹슈얼리티 또는 섹슈얼리

티와 연결된 욕망, 성적 환상, 성적 이미지 등이 드러나게 된

다(Lee, 2011). 소녀시대는 소녀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은근한

섹시미를 드러냈는데, 이를 삼촌 팬들은 그들의 섹시미를 보는

것은 본인들의 성적 유혹을 자극하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 소녀시대는 성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소녀’ 코스프레를 하였으며 삼촌팬들은 그것을 ‘조카-삼촌’으

로 표현하며 소녀시대를 향한 애정이 결코 이성애적이지 않다

는 부인을 하였던 것이다(Kim, 2010a). 

반면 이러한 걸그룹이 표방하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결과

로써 중년 남성 즉, 성인 남성으로의 팬덤 확장으로 말미암아

대중가요계에서의 계속되는 어린 여성 가수들의 성적 자극 컨

셉의 영역이 탈성애의 영역에서 성애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촌팬 현상은 소녀에 대한 성적 욕망

을 소위 건전하게 투사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사회내 남성적 위

치를 상상적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피터팬적 퇴행으로 해석

되고 있다(Mungang, 2010). 롤리타 콤플렉스 컨셉의 차용 일

면에는 여성을 어린 소녀로 대치함으로써 자신과 대등하거나

우위를 선점하는 성인 여성이 아닌, 자신보다 어리고 귀엽고 쉽

게 다룰 만하며 언제나 애교를 부리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현실

에서의 성차의 위계를 연령의 위계로 보완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다(Kim, 2010a). 즉, 여성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보여

지는 젠더(gender)는 선정적이고 나아가 외설적으로 남성을 유

혹 하지만 여전히 수동적인 여성성이다(Lee, 2014). 즉, 성인

남성에게 롤리타 콤플렉스 컨셉은 외적으로는 어린 소녀 컨셉

을 모방하지만 여기에 은밀하게 성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탈성애적인 영역에서 성애적인 영역으로까지 걸그룹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있

어 걸그룹의 여성성을 본인의 유희적 만족을 위해 피대상자의

사회적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와 같은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롤리타 콤플렉

스를 성인 남성이 미성년 소녀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호기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 국내 걸그룹이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걸그룹(girl group)은 2000년대 후반에 매스 미디어 및 인터

넷 등을 통해 생성된 신조어이다. 노래와 댄스 위주의 대중음

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 가수의 모임을 일컫는 용어로(Kim,

2010b), 아이돌(idol) 혹은 아이돌 스타에서 여성들로만 이루어

진 집합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걸그룹의 구성원은 대부분 보

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그리고 좀 더 높은 연령층으로는

30대 초반으로 구성되며, 10대의 이미지화된 형상을 청순함, 섹

시함 등의 비쥬얼 이미지로 재현한다(Chung & Yoo, 2013).

현재의 걸그룹은 1990년대 중후반 등장하였던 걸그룹의 원형

을 계승한 형태이다. 1990년대 당시 한국 가요계는 양적 질적

팽창을 이루던 시기로(Cha, 2009) 걸그룹들의 앨범재킷(album

jacket)을 보면 당시의 활동 컨셉을 알 수 있는데, 다음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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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다양한 컨셉으로 활동하였으며(Fig. 1, 2, 3, 4), 강인한

여성상, 활발한 소녀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의 컨셉들이 다

양하게 등장하였다. 

걸그룹은 기획사의 컨셉에 맞게 상품화 단계를 거치며 이때

선보이는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또한 Kim and Oh(201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걸그룹

즉 아이돌 팬덤의 확장과 함께 대중적 인지도가 증가함으로써,

아이돌은 음반 산업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닌 각종 TV프로그램,

대기업의 광고모델 그리고 뮤지컬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

들의 전방위적 활동은 한국 대중문화 지형의 현단계를 진단함

에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아이돌을 보고 향유하려고 하는 계층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그 큰 주축은 10대 청소년들이다. 그들은 현실에서 만

족하지 못하는 자아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화려한 노래

와 춤을 보여주는 아이돌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따라

하는데, 이를 통해 자아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돌

들의 성공에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한다(Kim & Oh, 2011). 그

러나 아이돌 산업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전략에 의해 이러한 동

일시 과정에서의 괴리감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이돌

산업은 남성성/여성성의 이미지를 보다 강조하는 방식의 전략

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대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남

성성과 여성성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판타지의 모습

인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Kim, 2010b). 즉, 걸그룹 컨셉에

서 보여지는 판타지의 모습을 현실에서의 10대 청소년들이 자

신과 동일시 하려고 하는 현상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걸

그룹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지는 판타지로 가공된 이미

지가 미디어에 반복 노출되어지는데 10대 청소년들은 성적 판

타지에 대한 검열없이 걸그룹의 이미지를 모방하려고 한다. 또

한 걸그룹이 향유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가 있다. 소위 삼촌 팬들이라 불리는 집단의 경우 그들의 걸그

룹에 대한 소비에 있어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한 남성의 위치

를 걸그룹을 통해 상상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Mungang,

2010)와 이성애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투사하는(Mungang, 2010)

경우로 분석되며 이는 아이돌과 관련한 여성주의 문제에서 계

속해서 언급되어지는 비판적 시선이기도 하다. 이렇듯 걸그룹

의 외적인 이미지에서부터 걸그룹을 향유하는 내적인 의도까지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3. 결과 및 논의

3.1. 교복의 개념 및 국내 걸그룹의 교복 이미지 패션

국어사전에서는 소녀를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여자아이로 표현하고 있으며(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exhibition, 1999), 대개 19세 미만의 어린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소녀’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녀들은 중·고등학교라는 특정 집단에 속하며 소속감 및 일체

감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제복 개념의 유니폼, 즉 교복을 착장한

다. 특정한 조직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준

다(Kim, 2003)는 유니폼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교복을 입음으

로써 학생이라는 지위를 비언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복은 통학 및 학교 생활 시 학생이 착용하도록 학교에서

제정한 제복 유니폼이다. 교복은 학생들에게 공동의식 및 집단

성을 경험하게 하며, 다른 집단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특

수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유니폼의 목적(Kim, 2009)과 더불

어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착용자는 스스로 자기 행동을 규제하

고 책임을 지는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즉, 교복은 원활

한 단체생활 및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

어진 것으로, 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 역할을 한다(Kim, 2003; Lee

& Cho, 2012). 이렇듯 교복은 하나의 공식적 의상으로써, 이

복장의 착용은 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

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교복 자율화방안 조치 발표 이후 1990

문교부의 적극적인 교복 착용 권장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의 수는 점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Chung et al., 2007) 1996

년 이후는 교복시장의 팽창과 함께 시작된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로 인한 교복의 브랜드화 시대로써 이전의 천편일률적인

모습과는 달리 디자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멋과 다양성을 가미하여 예전보다 다양한 스타일이 제공되었다

는 평가를 받는다(Kim, 2009). 교복을 착장하는 것이 단순한

유니폼 착장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패션 코드로써 자리 매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복 이미지 패션은 활동적인 패션으로서 섹시

이미지와 귀여운 소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교복

이미지 연출요소로 화이트 남방, 베스트, 플리츠 스커트, 니삭

스 등 교복을 연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착장한다(Chung &

Yoo, 2013). 국내 초기 걸그룹 패션에서 소녀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가장 효율적인 의상으로써 교복 이미지를 차용하였는데

이는 점차 십대들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 교복 본연이 가진

순수한 의미에 심미적 기능이 요구되던 경계를 퇴색시켜 단순

히 섹스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써 교복을 전락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걸그룹이 대중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2007년 이후 2016년까

지 멜론 연간 차트 내 걸그룹 중 교복 이미지를 차용한 걸그

룹은 총 16그룹이며 총 20곡에 사용되었는데(Table 1), 기존

특정 아이템으로 교복 이미지를 드러났던 것이 점차적으로 교

복 본연의 형태와 유사하게 차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 Table 1의 분석 내용을 기준으로 연도별 교복 이미지 패션을

총 3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1). 각각의 경우는 소녀스러움을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착용한 경우(A)가 총 16곡,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한 성적인 모습 없이 학창시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착용한 경우(B)가 총 3곡, 연인들간의 성적 판타지를

표현한 경우(C)가 총 1곡이며, 각 경우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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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이 중 성적인 호기심 즉 섹스어필이 반영되어 시

각적으로 향유되는 경우는 A와 C의 경우이다. Table 1의 분석

결과 걸그룹에서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함에 있어서 소녀스

러움을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착용한 경우(A)가 전반적으로

주된 양상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C의 경우는 소녀를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보다는 연인들간의 성적 판타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경우로 해석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3.2. 성적소구로서의 교복 이미지 패션

1996년 교복의 브랜드화 이전의 교복은 형태가 비슷하여 제

복, 군복, 교복, 유니폼을 뜻하는 유니폼 이미지(uniform image)

로 통칭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교복은 각 학교의 특징과 상징

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패션을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교복 이미지 패션을 교복을 연상하게 하는 재킷과 미니스

커트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은 옷차림을 뜻하는 스쿨

룩 이미지(school look image)로 정의하였다. 교복은 중고등학

교 소녀 시절에 착장하는 의복이며, 착용자의 연령대를 직관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걸그룹이 표현하는 성적

판타지의 종류 중 어린 소녀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롤리

타 콤플렉스 판타지는 이러한 교복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복 이

미지 패션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소녀에 대한 성적 환

상 즉, 롤리타 콤플렉스를 유도하는 감정 자극 방법으로 교복

이미지가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교복 이미지는 ‘소녀 고유의 것

’이라는 인식과, 본인이 경험했던 과거의 ‘그 시절’을 향수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Table 1

에서 나타났듯이, 대중가수로서의 소녀들 다수는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함으로써 어린 시절 모습과 함께 의도적인 신체노

출을 통하여 섹슈얼리티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성숙한

여성미 속의 소녀의 이미지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향

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초기 걸그룹 컨셉으로서 교복 이미지 패션은 교복 의상의 특

정한 부분이 디테일적 요소로 반영되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는 교복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걸그

룹 패션이 교복 이미지 패션으로 완성되어 변모하는 것이 두드

러지는 특징이다. 이러한 교복 이미지 패션 표현은 어린 소녀

가 본인의 연령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농염한 이미지를 표출

하고자 하면서 미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

녀의 이미지에 여성의 뇌쇄적인 육감적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육체적 여성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3.2.1. 소녀의 미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한 교복 이미지 패션

초기 걸그룹 S.E.S의 2집 ‘I’m your girl’에서는 통큰 바지

와 넉넉한 품의 상의에 명찰을 연상시키는 뱃지를 착용하고 그

안에는 민소매 크롭탑을 착장함으로써 자유분방한 모습의 소녀

를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걸그룹의 교복 이미지 패션은

일반 학생들이 착장하는 교복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닌, 특정 아

이템들을 통하여 교복 이미지를 인지하게끔 하는 정도로 사용

되었다. 초기의 걸그룹은 국어사전에서 정의되어지는 한껏 무

르익어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exhibition, 1999) 농염한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보다는 순수한 학창시절을 표현하고 당시 가장 큰 팬덤이었던

10대 소녀들의 우상화 대상으로써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교복 이미지 패션이 성공적인 수익사업의 전략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소녀이미지에 무르익은 관능미를 더

욱 강조한 농염한 이미지를 덧붙였다. 즉,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하고 신체를 강조하거나,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하여 소

녀의 정체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성숙한 여성미를 부각시키면서

한껏 무르익은 농염한 신체적 이미지를 덧입힌 것이다. 하지만

걸그룹은 성인여성에게서 느끼는 완연한 성숙미로서의 농염한

이미지가 아닌 소녀와 여성의 경계에 놓여져 순수한 이미지와

더불어 농염한 분위기를 동시에 표현하면서 미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한 교복 이미지 패

션을 사용하여 크게 인기를 얻은 국내 걸그룹의 경우는 원더걸

스의 아이러니, 원더걸스의 Tell me(Fig. 5)이다. 원더걸스의 제

Table 1. Yearly girl group ‘School look image fashion’ analysis

Year Girls group Title of a song
School look 

image

2007
Wonder Girls Irony A

Wonder Girls Tell me A

2008 Girls’ Generation Baby Baby A

2009
Dacichi My Man C

After School Ah A

2010 T-ARA
Neo ttaemune michyeo 

[너 때문에 미쳐]
A

2011

T-ARA Roly-Poly B

Girl’s Day Banjjagbanjjag[반짝반짝] A

F-VE DOLLS
Ileokungjeoleokung 

[이러쿵저러쿵]
A

2014

Apink Mr.chu A

HI SUHYUN I Am Different B

15& Tiga nanabwa [티가 나나봐] B

2015

SISTAR Shake it A

AOA Heart Attack A

GFRIEND Me gustas tu A

2016

TWICE CHEER UP A

GFRIEND
Siganeul dallyeoseo 

[시간을 달려서]
A

TWICE
OOH-AHHhage 

[OOH-AHH하게]
A

PRODUCE 101 PICK ME A

Lovelyz Ah-Cho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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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는 성인 여성의 매력을 어필하던 기존의 대중 가요계와는

다른 전략으로써 어린 소녀를 성적 환상의 대상으로 대중들에

게 직접 내세웠으며 이는 크게 성공하였다(Yoon, 2008). 같은

연도에 데뷔한 걸그룹 소녀시대 또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

습을 통해 즉 젊은 여성 또는 미성숙한 여성을 성애화된 이미

지로 소구함을 알 수 있다. ‘요정돌’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데뷔한 에이핑크(“Pink Fairy dol”, 2011)는 2014년 사랑하는

연인과 나누는 첫 입맞춤의 두근거림을 표현한 ‘Mr.chu’를 발

표한다.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학교의 개인 사물함을 연상시

키는 듯한 사물함에 몸을 기대고 하얀 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주름치마와 니삭스 등을 착용한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하여

학생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Fig. 6). 이처럼 학교라

는 공간의 특징을 살려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뮤직비디오

속의 소녀들은 틀에 박힌 학생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교실로

연상되는 공간에서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하고 소녀의 모습

을 표현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교복 이미지 패션은 더욱 교복 본연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Fig. 7은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뮤직비디오 속의 교복 이미지 패션이다(Fig. 7). 단색

계열의 하복 교복 이미지로 상의는 타이트하게 핏되어 몸의 굴

곡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하의실종’이란 용어가 공식적인

표준어로 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교복이 가지는 순수한 소녀

의 이미지에 더해 신체의 굴곡을 드러내고 신체를 노출시킴으

로써 성숙한 여성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소녀들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

한 경우도 있다. 트와이스의 ‘Cheer up’에서는 파스텔 톤의 세

라복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하여 소녀들의 상큼함을 표현하

면서 농염한 매력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시각적으로는 단정

한 교복 본연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성적으로 농

염한 이미지를 발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상을 착장하고 과격

한 춤 동작을 하며 성적인 효과를 더욱 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즉 순진한 소녀의 연령대를 강조하며 동시에 농염한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미성숙한 여성미를 성적으로 어필하고자 교복 이

미지 패션을 사용하며 이는 교복 이미지를 연상시켜 롤리타 콤

플렉스를 자극시키려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3.2.2. 소녀의 육체적 여성미를 강조한 교복 이미지 패션

몸매를 비롯하여 얼굴 등 외피로 드러나는 몸 이미지는 대

중문화에서 자본주의적 기획 의도에 따라 가장 정교하고 자극

적인 방식으로 코드화되어 소비된다(Lee, 2014). 이는 소녀의

이미지에 뇌쇄적인 몸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이다. ‘뇌쇄적인’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남자를 매혹시켜 애가 타게

함(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exhibition, 1999)이

다. 소녀를 수식하는 말로써 ‘뇌쇄적인’ 용어를 사용하게끔 소

녀의 성애적 몸 이미지는 자극적인 안무를 통해 집중적으로 표

현되는데, 여기에 의상, 눈빛, 표정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요

소들이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이미지를 상품화하는데 있어 육감적인 여성의 몸 이미지에

섹슈얼리티를 결합하는 것은 가장 큰 소구력의 효과를 보이며

그렇기에 가장 빈번하게 상품화된다. Fig. 8, Fig. 9와 같이 교

복 이미지를 차용한 의상의 상의 길이는 학교 생활에서 실제로

착용되는 교복에 비해 과감하게 변형되어 상반신에 꼭 맞게 디

자인되어 상부의 형태를 그대로 그러내며, 속옷이 드러날 정도

로 길이가 짧은 스커트와 팬츠를 사용함으로써 다리를 부각시

킨다. 또한 상의와 하의 사이의 공간이 격동적인 안무로 인하

여 벌어짐에 있어 배꼽, 허리와 같은 특정 신체를 스치듯 보이

게 노출함으로써 선정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8, 9). 

교복 이미지의 상품화는 육체적 여성미를 강조하는 뇌쇄적

Fig. 5. Wonder Girls - Tell me. 

www.youtube.com

Fig. 6. Apink - MR.chu. www.youtube.com Fig. 7. GFRIEND - Me gustas tu.

www.youtube.com 

   

Fig. 8. School look image fashion of Girl’s day. www.youtube.com

Fig. 9. A turbulent choreography of GFRIEND.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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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복 이미지 패션에서 더욱 더 잘 드러난다. 2009년 애프터

스쿨의 ‘Ah’와 2011년 파이브돌스의 ‘이러쿵 저러쿵’ 발표 당

시 교복의 흰 남방이 상의 전체를 덮고, 그 위 니트를 짧게 하

여 교복의 특징을 변형시키되 노출의 정도는 약한 것에 반하여

(Fig. 10) 2015년 씨스타 ‘Shake it’에서는 육감적인 몸매 부각

을 위하여 상의와 하의 사이에 노출 공간을 둠으로써 잘록한

허리라인을 강조하며, 하의는 짧게 하여 다리의 각선미를 부각

시키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육감적인 육체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1). 이처럼 소녀의 성애적 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려는 걸그룹 컨셉의 기획 의도는 안무 및 비언어적 요소

들을 활용하여 더욱 강하게 드러나며 걸그룹은 육감적인 몸매

에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하거나 마른 몸에 타이트한 교복

이미지 패션을 착장한 후 격렬한 안무 동작 및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눈빛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

써 롤리타 콤플렉스의 판타지를 뇌쇄적으로 표현하면서 소녀의

육체적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걸 그룹의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의 패션

을 통해서 롤리타 콤플렉스를 유도하여 소녀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도구로 흔히 사용되는 ‘교복 이미지 패션’에 초점을 두고

교복 이미지 패션이 성애화된 걸그룹의 마케팅 소구로 사용됨

에 있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중스타 패션의 성적 소구 이미지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롤리타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걸그룹에 나

타난 교복 이미지 패션을 고찰 및 분석하여 그 영향력을 규명

하고자 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롤리타 콤플렉스

를 중심으로 걸그룹에 나타난 교복 이미지 패션의 유형 및 특

성을 두가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소녀의 미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한 교복 이미지 패션

이다. 이는 교복이 가지는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에 더해 신체

의 굴곡을 드러내고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소녀의 미성숙한

여성미를 농염하게 강조하였다. 초기엔 특정 아이템들을 통하

여 교복 이미지를 인지하게끔 하는 정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교복 이미지 패션이 더욱 교복 본연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젊은 여성 또는 미성

숙한 여성을 성애화된 이미지로 소구하는 현상으로 교복 본연

의 형태를 착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소녀의 육체적 여성미를 강조한 교복 이미지 패션이

다. 이는 소녀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육감적인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형태이다. 소녀의 뇌쇄적인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하여 교복 이미지의 과감한 변형과 노출을 통해서 성애

적 몸 이미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안무 및 노출을 통해 드러내

며 소녀의 육체적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국내 걸그룹 문화는 현재 소비층이 10대만이 아닌 20대, 30

대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롤리타 콤플렉스 판타지를 교복에 투영하여 상

업적 목적을 가지고 교복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퇴색한

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사회적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 교복 이미지 패션을 통해 섹스어필을 함으로써 소녀 이미지

가 성적으로 소비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 있어 현대 패션 영역

에서 객관적으로 고찰 및 분석함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걸그룹의 패션 컨셉 선정에 있어 윤리적으로 정제의 과

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문화적 시각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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