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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commercial-organized girl groups were remarkable in the late 

1990’s.  However, by the late 2000’s, girl groups had an even more 

profound effect on Korean popular music compare to past influenc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ocial-cultural meaning of the changing 

appearance of  girl grou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gener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media image and text,  based on a 

social-cultural context, about 13 girl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first -generation girl group tended to maintain girlish/sexy  

images trying to the male desire, the second -generation girl group 

strategically showed various sexual identities such as femininity, 

mascul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along with contextual sexual 

images. The reason why girl groups increased the number of strategic 

images featuring various sexual identities was in order to appeal to a 

wide, diverse audience. Second, the second generation girl groups had –

slim bodies with great athleticism, basically due to trainee system. 

Because of this, their semiotic body images have been commercially used 

to promote the consumption. Third, the second generation girl groups –

were the bigger stars than first generation girl groups–  because the 

members worked in many different fields. Therefore, the group members‘ 

images were successful consumed directly and then reproduced 

symbolically. Fourth, each member of the second -generation girl groups 

characterized by appearing in diverse, yet familiar images, through various 

media sources. Although the intention of this was to have recognition 

and popularity, it became difficult for them to change their image once 

one particular image was deemed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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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세대 세대 사회문화적 의미 외모, 1 , 2 , , 

서론.�Ⅰ

한국 대중음악계에 댄스음악과 대 위주의 아이돌 스타10

가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

한 년대부터이다 특히 년대 중반 등장한 1990 . 1990

젝스키스 핑클 등의 아이돌 그룹은 뛰어난 H.O.T, , S.E.S, 

외모 댄스 등 비주얼 요소를 부각시키며 연예 기획사의 , 

상업적 목적에 의해 발탁되고 철저하게 관리된 한국형 스

타 매니지먼트의 산물이었다 이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은 . 

한국 음반시장을 변화시켰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요계의 주류로서 활동하고 있다(Park, 2009). 

그 가운데서도 년 무렵부터 강세를 보여 온 여성   2007

아이돌 그룹 일명 걸그룹 은 일시적인 트렌드, (Girl Group)

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키워드가 되었다 걸그룹 멤버. 

들은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 , 

광고 등 대중문화 영역 전반은 물론 출판 공연계 패션 , , 

및 산업계도 넘나들며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며IT (D. 

이들 중 상당수는 아시아는 물Lee, 2011; S. Kim, 2010) 

론 미국 유럽에 이르는 을 선도하면서 글로컬 한, K-pop

류 바람을 일으켰다(J. Choi, 2009). 최근까지도 걸그룹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였던  프로듀스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 IOI’ 

다 프로듀스 는 각종 기획사 소속의 걸그룹 연습생.  ‘ IOI’

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각종 서바이벌을 통해 명만11

을 뽑아 최종 하나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는 과정을 방송

한 프로그램으로 걸그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보여주었, 

다.  

위키피디아 에서 걸그룹 을 검색해보면 젊은   (Wikipedia) ‘ ’

여성 가수 모임 여성 댄스 그룹 밝고 활기찬 소녀 그룹 , , 

등으로 정의 내려지는 년대 후반의 신조어라고 되어2000

있다 사실 기획사에서 양성된 국내 걸그룹은 년대 . , 1990

말 등장한 핑클 등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 그 원조S.E.S, 

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여성 아이돌 그룹은 이전의 여성 . 

그룹과는 달리 외모 춤 노래에서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 , 

주는 전략적으로 기획된 최초의 소녀 그룹이었으며 이러, 

한 측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년대 이. 2000

후 등장한 국내 걸그룹은 상업적 가치나 이슈화에서 1990

년대 걸그룹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대에 비해 변화된 1

세대 걸그룹 외모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걸그룹 외모의 2

상징성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 

면 세대 걸그룹은 국내 음악에서 기존의 걸그룹들과는 2

다른 차원으로 걸그룹 위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첫 세대이

자 신한류의 주역으로 상당한 반향을 가져왔으며 컨셉이

나 스타일면에서 최근 걸그룹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영향

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10th 

Anniversary, The History of Korean Girl Group written 

by Girl’s Generation”, 2016)

여성 아이돌 그룹 및 걸그룹에 관한 연구는 걸그룹이   

대중문화의 중심이 된 년 이후 많이 이루어졌다 대2010 . 

중문화 연구로서 여성 아이돌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

와 아이돌 스타의 팬덤에 관한 연구들은(Chun, 2011)

(Kang, 2010 동시대의 한; S. Kim, 2010; S. Lee, 2009) 

국 대중문화 현상으로서 걸그룹에 대한 비평적 혹은 이해

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걸그룹에 관한 패션 관련 . 

연구는 걸그룹의 패션경향을 분석하거나, (Lee, J., 2011; 

헤어 메이크업 의상 Chung & Yoo, 2013; Oh., 2014) , , 

등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관한 것(Heo & Kong, 2011; J. 

그리고 걸그룹 스타일Lee, 2012; Youn & J. Lee, 2012) 

을 활용한 디자인이나 스타일링을 제안한 연구들이(M..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최Kim, 2011; H.. Choi, 2011) . 

근 부상한 걸그룹의 외관이나 형식을 분석 기술함으로써 , 

이들의 이미지가 상징화된 특정 이미지 기호를 연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이러한 기호를 활용한 디자인이나 스

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모 기호 속에 내. 

재된 심층적인 의미 즉 문화적 함의를 다루고 있지 않다. 

여성 아이돌의 섹슈얼리티에 관해 연구한   Chun(2011) 

은 한국의 걸그룹은 음악에서 보여지는 정체성보다는 이“

미지와 같은 시각적 매커니즘에 의해 정의된다 고 하였다”

본 연구도 이 같은 걸그룹 외모 특징을 전제로 하(p28). 

여 각기 다른 반향을 일으켰던 년대 걸그룹과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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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 등장한 걸그룹의 외모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1

세대에 비해 변화된 세대 걸그룹의 외모에 나타난 상징2

적 사회문화적 의미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걸그룹 을 기획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 ’

결성된 댄스와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젊은 여성 아이

돌 그룹이라 정의하고 년대 여성 아이돌 그룹을 세1990 1

대 걸그룹으로 년대 후반 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한 , 2000

세대 걸그룹으로 나누어 세대에 비하여 변화된 세대 2 1 2

걸그룹의 외모에 나타난 상징성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걸그룹 외모를 나타내는 기호 해

독을 통해 국내 걸그룹이 상징화한 다원적 의미를 분석함

으로써 걸그룹 외모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심층적, 

으로 밝히려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1.�

세대에 비교하여 나타난 세대 걸그룹 외모에 나타난 의1 2

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연예기획사의 주도하에 

상품으로서 이미지와 스타일이 결정되는 한국형 여성아이

돌 가운데 인지도나 영향력 면에서 세대별로 대표할 만한 

그룹들을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세대로. 1

는 년대에 데뷔하여 년대 초반까지 등장한 걸그1990 2000

룹 가운데 지상파 가요대상 수상 경력을 지닌 와 핑S.E.S

클 베이비복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대 걸그룹으로는 , . 2

걸그룹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년대 후반에 등장한 2000

걸그룹부터 걸그룹 전성기 라고 불리는 (Cha, 2009) 2009

년까지 갤럽 선호도 조사 위권 이내 혹은 멜론이나 가10

온의 가요 순위 위권 이내 들었던 성공한 걸그룹을 대10

상으로 하였다 물론 년에 미쓰에이 씨스타 걸스데. 2010 , , 

이 등의 걸그룹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하여 지금까지 활동

하고 있다 그러나 년대 시작된 세대 걸그룹들이 그 . 2000 2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년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2009

들의 외모가 당시 세대와 비교하여 변화된 세대의 사회1 2

문화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년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 2009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혹자는 년도에 데. 2010

뷔한 걸그룹들을 세대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2.5

년에는 슈퍼스타 에 대한 관심이 걸그룹 열풍을 2010 ‘ K2’

압도하기도 하는 등 세대 걸그룹은 년까(Na, 2012) 2 2009

지 두드러진 성공을 보여준 걸그룹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세대 걸그룹은 원더걸스 소녀  2 , 

시대 카라 브라운아이드걸즈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 , , , , 

티아라 포미닛 시크릿 애프터 스쿨 등 총 2NE1, , , F(x), , 

개 그룹이 해당되었다 다음 10 . 은Table 1 본 연구가 분석 

한 연구대상들과 그 선정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방법2.�

 

걸그룹의 상징적 외모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

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걸그룹의 상징적 외모를 성( ), 性
신체 패션 스타일링 헤어 메이크업 태도 등을 총망라, , , , , 

하는 전체 외관으로 정의하였고 따라서 걸그룹의 외모를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등의 시각 기호와 걸그룹 외모 관, 

련 문헌에 나타난 언어 기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하여 세대 총 개 걸그룹을 대상으로 인기가요 뮤1, 2 13 , 

직뱅크 등의 방송자료와 인터넷상의 팬카페나 블, M-net 

로그 그리고 기획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각 기호로서 외모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언어 기호로서 걸그룹 외모 관련 선행연구는 물  

론 음악잡지와 관련서적 미디어 가온 사이트에서 검색한 , 

연구대상인 걸그룹에 관한 뉴스 기사 등 각종 텍스트 자

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두드러진 외모 관련 기호들을 대상

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절차는 과 같다 우선 이론적 바탕으로   Figure 1 . 

각 세대별 걸그룹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문헌을 통하여 고

찰한 뒤 수집한 국내 걸그룹의 언어기호 및 시각기호를 ,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기호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대 걸그룹에 비해 변화된 세대 걸그룹 외모에 나타난 1 2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세대 걸그룹 외모. 1

와 비교하여 세대 걸그룹 외모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2

를 분석함으로써 세대 걸그룹  외모에 반영된 사회문화2

적 의미를 해독하고자 하였다.

.�Ⅲ 이론적�배경

국내�아이돌�그룹의�형성�배경� 및�특성1.�

아이돌이란 대중의 우상이 된 연예인 스타로서 정서적으, 

로 대적 스타덤을 구현하므로 젊은 층의 우상이라 할 10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아이돌은 젊은 층의 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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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ubject� of� this� Study

Girl� group� Debut Agency Validity

1st

Gener
-ation�

S.E.S

3-member

1997

~2002

SM

entertainment 

2001 SBS Gayo Daejeon(Pop Big Festival) Main Prize 

2001 KBS Gayo Daejeon Main Prize 

2001 MBC music award TOP10

2001 KMTV Gayo Daejeon Main Prize 

1998 MBC, KBS, SBS  Singing accolades

Fin.K.L

4-member
1998~ DSP media

2001 SBS Gayo Daejeon Popularity Award  

2000 SBS Gayo Daejeon Top 10  singing accolades

2000 KMTV Gayo Daejeon Main Prize 

1999 SBS Pop festival grand prize

Babyvox

5-member

1997

~2006
DR  Music 

2003 SBS Gayo Daejeon Main Prize 

2002 MBC Golden Disc Award Popularity Award

� 2nd�
Gener
-ation�

Brown Eyed 

Girls

4-member

2006 Nega network
2009 Melon music award TOP10

2008 Ground wave Top honor song[LOVE]

Wonder

 Girls

5-member

2007
JYP

entertainment

2007 Song preference 1st  [Tell Me]

2008 Song preference 1st [Nobody]

     Song preference 3th [So Hot]

2009 Singer preference 4th

Girl’s 

Generation

9-member

2007
SM

entertainment

2009 Song preference 1st [Gee]

      Song preference 2nd [tell me your wish]]  

2010 Song preference 1st [Hoot]

      Song preference 2nd [Oh!]

KARA

5-member
2007 DSP media

2009 Singer preference 6th

2011 Japanese Oricon Chart Top honor in DVD

2NE1

4-member
2009

 YG

 entertainment

2009 Annul song ranking 2nd [I don’t care]

      Singer preference 7th

2011 Annul song ranking 3nd [I’m in great demand] 

T-ARA

7-member
2009

Core contents

media

2010 Annual 8th song   [I‘m crazy because of you]

2011 Annual top honor song[Roly-Poly]

     Preference 2st [Roly-Poly]

4minute

5-member
2009

CUBE 

entertainment

2009 Top honor song [Muzik]

2013 Gaon chart annual  6th [What’s your name?] 

F(x)

5-member
2009

SM

entertainment

2011 Top honor song [Pinocchio]

     Gaon chart annual  6th 

Secret

4-member
2009

TS

entertainment
2011 Top honor song [Shy Boy]

After School

8-member
2009

Pledis 

entertainment
2011 Top honor song [Because of you]

  In this Table 1,  1st Generation Girl Group already broke up. And some of 2nd Generation Girl Group broke up, too. 

So it is reported the number of debu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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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산업적 문화적 스타 시스템 하에서 대 정서, 10

의 댄스나 비주얼의 차별화를 지닌 스타로 그 의미가 협

소해졌다(Cha & Choi, 2011)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 

년대 이전의 걸그룹은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계보에 포1990

함되지 않는다 파티웨어 디자인을 제안한 . M. Kim 

역시 국내 걸그룹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년대 (2011) 1950

저고리 시스터즈 김시스터즈 은방울 자매 년대 펄, , , 1960

시스터즈 김치캣 년대 리리 시스터즈 바니걸스, , 1970 , , 

년대 국보자매 세 또래 등을 월조라고 하였다 그러1980 , . 

나 본 연구는 이들 그룹이 대다수 자매로 이루어진 여성 

중창단들로서 앞서 언급한 협의의 걸그룹과는 다르다고 

여겨 년대 후반 등장한 여성 아이돌 그룹부터 걸그룹1990

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기획사의 철저한 사전기획과 매니지먼  

트 막강한 팬덤을 지닌 가 등장한 년대 후반, H.O.T 1990

을 세대 아이돌 의 시작이라고 한다‘1 ’ (Cha & Choi,  

2011) 당시 대형기획사들은 팀 이미지에 맞는 연습생을 . 

선발하고 개인 캐릭터를 선정한 뒤 음반을 제작하고 안무, 

를 개발 연습하여 기자회견을 거쳐 공식데뷔를 시킨 다, 

음 최대 개월을 넘기지 않는 음악 활동 이후 방송활동, 6

을 중단하고 새 음반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정형화된 . 

음반제작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음악 역시 정형화된 댄스 

음악 일색이었고 년대 편집마저 용이한 눈부시게 발1990

전한 디지털 녹음기술은 아이돌 가수의 미진한 가창력을 

보완해주었다 이러한 아이돌 스타시스템과 음반제작 시스. 

템은 아이돌 그룹의 가창력보다는 춤 실력 외모를 부각시, 

켰으며 립싱크 논쟁마저 일으켰다(Park,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대 아이돌에게 있어 주된 활1990

동영역은 가수였다 당시는 음악 방송을 위주로 한 팬덤 . 

및 대중성을 확립해 갔다. 반면 년대 세대 아이돌2000 ‘2 ’

은 대형기획사에서 육성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버라이티

나 예능 등의 다양한 대중문화영역까지 넘나들었다(Cha 

& Choi, 2011) 앞서 언급한대로 년대 아이돌은 일. 1990

단 캐스팅만 되면 연예기획사가 데뷔 활동을 지원하고 관, 

리했다 그러나 세대 아이돌에게 공개 오디션은 일반화되. 2

었고 오디션을 통과했어도 연습생이라는 훈련 시스템 하

에서 연습생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러

한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아이돌 고시 라고도 표현되는데 ‘ ’

일반 청소년들이 입시 시스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대학

인 것처럼 데뷔나 성공이 아이돌 시스템의 보상이 되며 

반대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탈락은 노력과 실력의 부

족을 의미하는 신화가 된다.(K. Kwon, 2011;  

MoonKang, 2011)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연예기획사는 가수보다는 각종   , , 

미디어에 출연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를 만들어 음반시장

에서 유용한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였고 아이돌 그룹의 협

업과 분업을 조절 관리하며 그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D. Lee,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돌 그룹은 스타시스

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익창출은 물론 대중문화의 핵심으로서 

Figure� 1.� Flow�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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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문화에 미친 영향이 간과되어지지 않는다 최근까지 . 

경쟁력 있는 아이돌은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산업 속에서 

실력이 뛰어나고 해외적응력이 높은 글로벌 문화 컨텐츠

로서 경제적 부가가치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존재들이다. 

아울러 아이돌의 열정과 재능을 개발하는 성장담을 아이‘

돌 리얼리티 로서 스토리화하는 이들의 전략은 젊은 층과 ’

기성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세대간 접점으로 작용하여 대10

만이 아닌 다양한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듯 세대 아이돌은 음악적 영역만이 아닌 사회문화  2

적 정치적 경제적 효과를 지닌 한국 대중문화의 주요 , , , 

현상이자 실제로서 그들의 외모에도 이러한 다양한 측면

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국내�걸그룹의�사회문화적�맥락2.�

아이돌 팝스타로서 걸그룹은 년 후반 대형 연예기획1990

사에 의해 선보이기 시작했다 엔터테인먼트는 . SM 

라는 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성공에 이어 H.O.T 5 S.E.S

라는 여성 그룹을 기획했는데 당시 이 기획 상품이 여자 ‘

그룹은 음반판매가 안된다 는 통념을 깨고 최초로 성공한 ’

여성 아이돌 그룹이 되었다(“A Birth of a Star, Victory 

of the Planning ”, 1999) 이어서 경쟁기획사였던 . DSP 

엔터테인먼트는 유사 상품 전략으로 핑클이라는 대 후10

반에서 대 초반의 여성 인조 소녀그룹을 선보였으며 20 4

핑클은 가 일본 진출에 치중하는 사이 국내 걸그룹의 S.E.S

정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와 핑클은 당시 우리 대중문. S.E.S

화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일본문화의 영향력 특히 일, 

본 취향의 성적 이미지인 여고생 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

(“Balance between Innocent and Sexy, Fin.K.L”, 1999). 

이들의 뒤를 이은 무수한 걸그룹들이 이 두 그룹의 소녀

적인 이미지를 따라간 반면 베이비복스만이 과감한 노출

과 섹시한 표정으로 당시 넘쳐나는 걸그룹 가운데 차별화

에 성공하였다(Fairy with Seduction, Babyvox’ 

Sensation, 1999) 이들 세대 걸그룹의 소녀다운 혹은 섹. 1

시한 이미지는 당시 일본과 미국의 주류 팝시장에서 유행

하던 걸그룹 컨셉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Cha & Choi, 이들의 뒤를 이은 샤크라는 인도풍 2011). 

을 컨셉으로 기존의 걸그룹 이미지를 탈피해보고자 하였

으나 그 한계에 부딪혀 짧은 성공에 그쳤다 세대 걸그. 1

룹의 음악 역시 일본과 미국의 주류 팝을 카피하는 수준

이었다(Rhee, 2002). 

반면 세대 걸그룹은 해외가 아닌 국내 세대 걸그룹을   2 1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음악적 측면도 외국 팝 음악의 모

방을 넘어선 한국적 오리지널리티를 획득하여 독자성을 

지니게 된 국내가요의 진화과정 상에 있다(Cha, 2009; D. 

Lee, 2011). 년대 후반 세대 걸그룹도 여전히  2000 2 SM 

엔터테인먼트의 소녀시대와 엔터테인먼트의 YG 2NE1, 

엔터테인먼트의 원더걸스 등 연예기획사의 주도하에 JYP 

음악과 스타일이 결정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세대 걸1

그룹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단 성공한 걸그룹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세대보다는 년대 이후 성공의 지분을 , 1 2000

확보한 걸그룹이 많아졌다는 점이 다르다 년대 걸그. 1990

룹은 당시 아이돌 팬이자 소비자였던 대 소녀들로 인해 10

보이 그룹에 비해 성공률과 시장성이 낮았었던 반면 최근

의 세대 걸그룹은 보이그룹을 압도할 정도의 다양한 팬2

층과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년 텔미 신드롬을 일으. 2007 ‘ ’ 

키며 부상한 원더걸스를 필두로 하여 년 이후 막강 2009

팬덤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이라는 일컫는 소녀

시대에 이어 브라운아이드걸스 카라 티아라 등의 2NE1, , , 

무수한 걸그룹은 년 하반기에 그 멤버수가 명이 2009 100

넘을 정도로(“Shade of Girl Group Boom-Predominance 

국내 가요계의 중심이 되었다 과or Neglecting”, 2009) . 

거 핑클 베이비복스 등 세대 걸그룹은 귀여움과 S.E.S., , 1

여성스러움 섹시함을 앞세워 주로 남성팬을 공략하는데 , 

주력했다면 년대 걸그룹은 그 자체로 화제를 모으고 2000

있으며 팬층의 남녀 성비도 이거나 심지어 여자 팬이 1:1

더 많은 그룹도 있다(“Hot Craze of Girl Group”, 2009).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방송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세대 걸그룹. 2

은 음반과 콘서트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시장이 아닌 통화 

연결음 디지털 음원시장 행사 등의 달라진 음악 환경에, , 

서 강세를 보이는 히트상품이다(“Girl Group's Golden 

이들은 음반만으로 승부를 보던 과거와는 days”, 2009). 

달리 음악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되는 디지털 

시대의 스타인 것이다. 즉 수많은 미디어에 비주얼 컨셉과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동시대 문화산업의 역동성을 반영함

으로 시각적 영상적 효과를 (Cha, 2009: D. Lee, 2011) , 

높이는 여성 이미지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소녀그. 

룹의 멤버들은 단지 가수만이 아닌 영화 뮤지컬 예능프, , 

로그램 등 다양한 대중문화 영역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

혔으며 그러면서 자연히 섹시 청순의 강조가 아닌 엔터테, 

인먼트 산업에 활용될 새로운 이미지 연출이 가능해졌다

(“Girl Group's Golden days”, 2009). 

세대 걸그룹은 국내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물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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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도 한국과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이 달랐고 1990 S.E.S.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일본 시장 진

출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지만 그 성과는 국(Rhee, 2002) 

내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한 세대 걸그룹만 못했2

다 일본에서 성공신화를 썼던 동방신기와 보아는 . J-Pop

에 비중을 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성공을 이끌었는데, 

세대 걸그룹은 국내에서 성공한 음악을 발판으로 인정을 2

받아 그들의 해외진출은 의미 또한 다르다(“Korean 

세대 Wave, from Drama to Popular Music”, 2010). 2

걸그룹은 드라마 남자배우들이 주도한 과거 한류의 흐름

을 우리 가요를 통해 다시 탈환했다 특히 한국아이돌 시. 

스템에서 양성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비주얼 측면에서 

을 압도하였다J-Pop (“New Korean Wave, Truth and 

세대 걸그룹은 철저한 Falsity of Girl Group”, 2010). 2

준비와 노력으로 높은 완성도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한 전

략을 통해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세계무대로 , 

진출하였고 신한류 의 주역이 된 것이다, K-Pop . 

한편 걸그룹은 대 여성 아이돌을 성상품화 성적 대  10 , 

상화한다는 비평적 논의를 만든다(J. Kim, 2011). S. Kim, 

는 기존의 아이돌 소녀는 요정이미지의 무성적 존(2010)

재이기를 택한 반면 최근 걸그룹들은 성적 이미지를 강조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아이돌 소. 

녀의 몸과 관련된 담론이나 성애적 표출에 대한 관점은 

많은 부분 자본주의적 이익에 부합하는 상업적 이데올로

기로 독해되는 경향을 보인다(S. Lee, 2011; S. Kim, 

세대 걸그룹이 주로 활동한 년대 후반은 2016). 1 1990

외환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었었고 세IMF 2

대 걸그룹 열풍이 시작된 년대 후반도 글로벌 경기 2000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었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 

시점에는 여가수가 과거의 향수와 롤리타 컴플렉스를 일

으키며 인기를 얻게 된다는 시각도 이러한 견해와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찬사와 비판이 공존하는 가운데 세  2

대 걸그룹은 단련된 몸과 음악 및 댄스 실력 외국어 매, , , 

너 세련된 스타일 감각 등을 문화자본으로 한 경쟁력 있, 

는 상품으로 떠올랐다 신드롬 신드롬. ‘tell me ’, ‘gee ’, 

신드롬 등의 문화 유행을 일으키며 양적 ‘Abracadabra ’ 

증가와 질적 향상을 이루었던 걸그룹에 대한 대중적 지지

와 사회적 영향은 한국대중문화의 지형을 변화시켰다(D. 

다음 는 각 세대별 걸그룹의 사회문Lee, 2011). Table 2

화적 맥락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국내�걸그룹�외모에�대한�접근�3.� �

국내 걸그룹 외모에 관한 접근은 성적이미지 상품화된 이, 

미지 등 전체적인 분위기로서의 이미지와 헤어 메이크업, , 

의상 등의 패션 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접근으로 크게 분

류할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서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 

접근들은 걸그룹 외모가 상품화를 위해 성애적이거나

대중의 취향에 부합되도록 전략적인 상품화(Shin, 2012), 

된 이미지 로 활용된다고 하고 있으며 일부 (Yoon, 2008)

연구는 이를 넘어서 걸그룹의 음악성 및 정체성을 구성하

는 시각 기호 로서 문화적 코드로 작용함(Yun, 2014) (D. 

을 밝히고 있다 걸그룹 패션에 관한 연구들은 Lee, 2012) . 

걸그룹 패션의 외적 형식을 분석하여 그 패션 특성을 밝

히거나(Y. Kim, 2012); S. Kim, 2011; Chung & Yoo, 

키치패션2013) (Song & Cho, 2014; Oh, 2014; Na & 

등으로 걸그룹이 연출하는 특정 패션 룩에 Jang, 2012) 

관해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 일부 연구는 스타마케. 

팅 대상으로서 걸그룹을 위한 효과적인 패션 디자인이나 

스타일링을 제안하고 있다(M. Kim, 2011; H. Choi,  

이들 연구는 각 연구대상별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2011). , 

특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걸그룹 외모가 걸그룹의 음

악이나 정체성을 위해 사용된 전략적인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은 국내 걸그룹 외모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Table 3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걸그룹 외모에 대한 . 

접근은 주로 세대 걸그룹에 치우쳐있다 세대 걸그룹의 2 . 1

외모 역시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자(M.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담론에도Kwon, 2008) (J. 

불구하고 세대 걸그룹에 있어서 외모는 시각Lee, 2011) 2

적 구성요소로서 외모가 부여하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간과할 수 없다(D. Lee, 2012; Yun, 2014). 많은 접근들

이 이라는 신한류를 견인한 세대 걸그룹에 있어서 K-Pop 2

외모는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자(Youn, & 

트렌드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당대 문화코드Lee, 2012) 

를 반영하는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D. Lee, 2012)

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 걸그룹은 외모가 . 2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트렌드를 

반영하는 동시에 만들어내며 대중의 취향과 (J. Lee. 2011)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은 물론 그들의 스타일 자체가 

문화 컨텐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상했다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역시 . 

세대 걸그룹 외모에 투영된 내적 의미를 맥락적 분석을 2

통해 해독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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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Girl� Group� Across� Generations�

First� Generation� Girl� Group Second� Generation� Girl� Group

Period In the late 1990s In the late 2000s

Representative 

Girl group
SES, Fin.K.L, Babyvox, Diva etc

Wonder Girls, Girl’s Generation, 2NE1, KARA,  Brown 

Eyed Girls,, 4 minute,   T-Ara, After School, f(x) etc

Number of 

member
Average 3~5member At least 4 member, average 5~9member

Original Image

 to Copy. 

KinKi Kids, SMAP, Morning Musume 

etc Japanese Idol Group

SES(Girl’s Generation), Fin.K.L(KARA), Diva(Brown Eyed  

Girls) etc

Korean First Generation Girl Group

Music Style 

The Level of copying main American 

Popular song or main Japanese 

Popular song 

Korean Idol Popular song

- Acquire Unique Originality 

History

 of Debut

Casting and then practice shortly.
Being trainee through open audition since then select 

group’s member

The Star with the talent and  look  

made by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y.  

The Star trained by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y, and has the  self management on her own 

talent and look

Activities of 

Debut

Audition or Casting(Suitable member 

for the Image) -> Practice Image 

making -> Making a record-> Debut -> 

Broadcasting -> Forming fan club -> 

Major concert -> Break (a period to 

prepare for  next record)

Open audition -> Trainee -> Selection in a fierce 

competition- > Appear the entertainment programs 

before debut -> Music Activity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at the same time -> Top honor  in the 

Music Ranking Program -> CF activities -> Enter the 

drama, Musical, Movie etc 

Sucess in Popular 

Music

TV Music Broadcasting, Music Video, 

Record Album’sucess – 

TV Music Broadcasting, Music Video, Internet 

Broadcasting(SNS)

- On line digital music files (Sucess per song)

-  A “unit” within an idol group

Active Region in 

Media

Activity as a singer mostly and appear 

CF/entertainment programs

Wide and various area including drama, movie, 

Performance, entertainment etc as well as singer. 

Specially real variety.   

from singer to entertainer 

Fan Mania Fan composed of  teenager 
Various fans : Over thirties fan including uncle fan as 

well as teenager fan.

Overseas 

Expansion 

Strategy 

Exhaustive internationalism 

 but not enough sucess

Domestic success for overseas expansion.-> New 

Korean Wave by K-pop.

Relationship with 

Boy Idol group
Auxiliary relation Competitive relation 

Popular Culture CEO, Idol, JoongAng Ilbo. 2010.7.14.~2010.7.16. 

-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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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 Studies� about� Girl� Group� Appearance

Researcher Subject� of� study Contents� of� the� research Category

Shin, C.Y.

(2012)
Girls generation, Ascertain Effective use of the Fixed Female Image 

Sexual
ImageYoon, J.W.

(2008)
Wonder Girls

Use the marketable Image,  

Paedophilia  of the underage.

Yun, D.C.

(2014) 

Crayon pop

Psy 

Visual sign including fashion  acts as  Spending 

mechanisms Visual
� Sign

Lee, D.Y.

(2012)

2nd  

girl group 9 team/ 

Boy group 3 team

Fashion Style code in K pop Cute code, Sexual Code, – 

Retro Code

There are partial differences based on equality.

Goods Aesthetics  caught up on mechanism of the 

replication itself.

Fashion�
Style

Kim, Y.

(2012)

2nd  

girl group 6 team/ 

Boy group 4 team

K pop Star Fashion Style Street style, Retro style, Sexy –

style, Black & White style, Futurism style.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per Style.

Kim, S.K.

(2011)

2011-2012

Idol Music Video

171

External Characteristics of Girl group Fashion  for the girl 

groups’ music and  choreography are Activity, Uniformity. 

Retro, Mix & match. Internal Characteristics are 

Transformation, Duality. Fantasy.

Chung, S.H. & 

Yoo, Y.S.

(2013) 

Wonder Girls,

Girls generation,

KARA, 2NE1

Girl group Fashion are Retro Look. School Look, Chic 

Look(Rock Chic, Sexy), Sportive Look, Marine Look 

Youn, G.E. & 

Lee, J.M.

(2012)

Girls generation,

Wonder Girls and 

KARA

The changes of the fashion styling  per group & album 

exists but Few Hair & Make-up Styling. 

Total�
Fashion�
Image

Lee, J.R.

(2012)

KARA, 

Girls generation, etc 

girl groups

Beauty Color analysis according to the Beauty Image

Han, J.E. 

(2013)
IU, 2Ne1, T-ara 

Trend analysis  of the costume, Make up, Hair, Accessary 

each group.

Heo, J.N. & 

Kong, C.S. 

(2011)

Girls generation, 

Wondergers, 2NE1

Total coordination expressed in the image of girl group – 

focused on hair. make-up, clothes

Song, M.K. & 

Cho, M.H.

(2014)

2011-2012

Idol Music Video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Idol Kitsch Fashion  

-exaggeration(37.14%), sensationalistic(19.04%), 

nostalgic(14.29%), Playfulness(14.29%), 

compatibility(7.62%), resistiveness(7.62%) and coexistent 

styling with apparels 
Kitsch

� Fashion
Oh, D.B.

(2014)

Girls generation, 

4minute, 2NE1, f(x), 

Orange caramel

An Analysis of the Kitsch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Research  preference and Development Design  

Na, H.S. & 

Jang, A.R. 

(2012)

Psy,2NE1,

G Gragon, 

Lee Hyo Ri

Kitsch fashion of K-pop stars are  exaggeration, 

inappropriateness, playfulness.

Kim, M.H.

(2011)

Girls generation, 

Wondergers, 2NE1, 

T-ara 

Draw a Girl Group style->reflect the trend -> Proposal for 

party fashion Design by analysis on each girl’s style

Trendy�
Fashion

Choi, H.S.

(2011)
KARA

Analysis of popularity factors, fascination factor ->Proposal 

for the costume for  Promotie the costume for  to Japan.

Lee, J.R.

(2011)

Girls generation, 

Wonder girls, KAR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Trend(2007~2010)  with 

Girl Group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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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걸그룹�외모에�나타난� 사회문화적�의미�.� 2Ⅳ

분석�

성 이미지의�전략적인�다양화� � �1.� ( )�性

세대 걸그룹은 순수 혹은 섹시함으로 여성의 이미지가 1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 세대 걸그룹은 보다 다양하고 2

다변화된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는 각 세대. Table 4

별 성적 이미지 특성을 이미지인 시각기호와 더불어 텍스

트인 언어기호로 정리한 것이다 미디어 담론에서 보여지. 

는 세대 걸그룹의 외모 이미지는 는 요정 같은 이미1 SES

지 핑클은 자연스럽고 귀여운 소녀 이미지 베이비복스는 , , 

Table� 4.� Sexual� Image� of� Girl� Groups� Across� Generations�

1st

Gene
ration

[SES]

Tree Fairy. Girlish Innocent

 (Dong-A Ilbo, 1999.11.10)

[Fin.K.L]

Natural and Cute

(Hankyoreh Newspaper

 1999.11.3)

[Babyvox]

Provocative Fairy. Sexy face and a 

Bewitching Exposure.

(KukMin Daily .1999.9.6)

2nd�
Gene
ration

[Girl’s Generation]

Innocent, Vivacious, Energetic. 

(The Kyunghyang Shinmun. 

2009.1.16)

[Wonder Girls]

Sexy and Cute 

(The Kyunghyang Shinmun. 

2009.1.16)

[F(x)]

A Member with Impressive 

Androgynous Appearance 

(KukMin Daily, 2009.9.17)

[2NE1]

Boyish and Strong

       Characteristics. 

(KukMin Daily. 2009.9.17)

[4minute]

Boyish and Strong Androgynous. 

(KukMin Daily. 2009.9.17)

[Brown Eyed Girls]

A lofty Face without Expression

(The Kyunghyang Shinmun, 

2009.10.20)

섹시한 이미지 등의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거나 부각시

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는 남성에게 어필

하는 전형적인 여성성 응시의 대상으로서 여성성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대 걸그룹의 외모에서는 자유. 2

분방하며 개성 넘치는 이나 중성적이고 거친 포미닛 2NE1

등으로 여성적이지만은 않은 거칠고 자유롭고 개성이 강, 

한 여성성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여성성을 넘어서 새롭

고 다변화한 여성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대 걸. 2

그룹은 주체적으로 다양한 성정체성을 표현함으로써 비단 

남성만이 아닌 여성이거나 남성 혹은 모두에게 어필하는 

수 있는 성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근거는 2

세대 걸그룹의 팬층에 대한 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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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걸그룹의 팬층을 살펴보면 소녀시대 카라 티아라 , , 

등은 신조어로 떠오른 삼촌팬1)이 우세했던 반면 과 2NE1

포미닛은 보이시한 매력으로 남성팬 못지않은 두터운 10

대 여성 팬층을 지녔었다 또 브라운아이드걸즈의 경우 남, 

녀노소 고른 팬층을 지니는 등 걸그룹에 따라 주요 팬층

의 성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6 Girl group 

War, finally hold a man´s Vs woman´s heart”, 

2009).  

또한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걸즈의 도도하고 표정 없는  ‘ ’

으로 표현된 외모 텍스트는 이들 그룹의 섹시한 이미지 

기호가 남성을 의식하고 종속됨을 표현하고 있기보다는 

섹시함을 무기로 한 개성적 이미지로 해석된다 당시 걸그. 

룹 외모에 대한 또다른 텍스트는 ‘무대 위에서 카메라를 

쏘아보는 강렬하고 뇌쇄적인 눈빛은 보이쉬한 걸그룹의 

트레이드 마크 라 묘사할 정도로 당시 몇몇 걸그룹은 주체’

적이고 당당한 여성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Nowadays, Girl group’ New Trend is a Boyish”, 

2009). 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운아이드걸즈는 섹Figure 2

시함을 표방하지만 남성의 시선에 종속되어 대상화되는 

섹시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섹시함을 당당히 표현하고 주

체적으로 활용하는 이미지로 보여진다 비록 대중문화 이. 

미지 소비에 관한 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S. Lee(2011)

구들이 걸그룹의 섹시한 몸과 선정적인 댄스가 성애 대상

의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섹시를 넘어 도발적이기까지 한 브라운아이드걸즈의 

사례처럼 세대 걸그룹의 섹시한 여성적 외모는 남성의 2

시선을 의식하는 순종적인 여성이기보다는 자신감과 주체

삼촌팬이란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대 남성 팬들을 뜻하는 신조어이다1) 30~40 .

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전략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세대 걸그룹은 서로 다른 그룹이 각기 다른 성  2

이미지를 가짐으로 각 걸그룹 간의 성 정체성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한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성 정체성을 보여고 있었다 에서처럼 그룹 . Figure 3 F(x)

에는 다른 멤버들이 여성적인데 반해 엠버라는 한 멤버의 

중성적 외모를 부각시켜 한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성 정

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의 걸그룹 애프터 스쿨. Figure 4

은 그룹 내 멤버를 나누어 귀여운 이미지의 오렌지캬라‘

멜 을 시작으로 섹시미의 레드 와 청순미의 블루 등으로 ’ ‘ ’ ‘ ’ 

유닛별로 성적 이미지를 달리 표현하여 활동하였다 심지. 

어 그룹 티아라는 같은 곡의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유해물

로 지정된 의 섹시버전과 일반 순수버전으로 두 Figure 5

이미지로 발표하여 특정 버전에 따라 한 그룹에서도 여성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렇듯 세대 걸그룹은 개. 2

성과 취향에 따라 혹은 어필해야 할 대상에 따라 선택적

으로 성적 외모를 표현하고 그룹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키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세대 걸그룹들이 주로 여리고 순종적 혹은   1

섹시한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

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세대 걸2

그룹은 음악적 성향과 그룹의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성

적 취향이 반영된 다양한 성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 재, 

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세대에 . 1

비해 많아진 걸그룹 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걸그. 

룹은 여타 그룹들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존의 걸그룹이 

지닌 전형적인 성적 이미지 범주를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Figure� 2.� Brown� Eyed� Girls
- http://tvcast.naver.com/v/1061149 

Figure� 3.� Member� of� F(x).� Amber.�
� Her� androgynous� look� is� notable.

-KukMin Daily. 2009.9.16.

(left) www.marieclairekorea. 2011.April. 

(right) http://cafe.naver.com/backit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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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fter� School,� various� sexual� identities� � in� the�
group� unit� (Orange� Caramel,� � Red� &� Blue)

- (left) http://blog.naver.com/mk09070/60213922684

- (right)http://kmc10314.tistory.com/629

� Figure� 5.� T-Ara,� Jung� Ji-A,� Shocking� exposure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2188506.

� Figure� 6.� Fin.K.L.� ‘Ruby’�
-(left) http://tvcast.naver.com/v/712870 

-(right) http://tvcast.naver.com/v/686341 

Figure� 7.� (left)� SES� ‘Love� You’
 -(left) http://tvcast.naver.com/v/773666  

-(right) SES ‘Dream Come True’ 

http://tvcast.naver.com/v/686310 

되었고 따라서 각기 다른 팬층에 효과적으로 소구 할 수 

있는 성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대 걸그룹 외모에 나타난 성 정체성은 세2

분화된 팬 층에게 소구될 수 있도록 세대 걸그룹에 비해 1

다양하고 다변화된 양상을 띠며 전략적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걸그룹�신체� 이미지의�기호화2.�

세대 걸그룹은 순수하고 요정 같은 혹은 귀여운 소녀적 1

이미지를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몸의 선을 드러내지 

않는 옷차림 긴 생머리 귀여운 안무를 통해 청순함을 부, , 

각시킨 육체 이미지를 나타낸다(“Balance between 

Innocent amd Sexy, Fin.K.L”, 2012). Figure 6, Figure 

은 세대 걸그룹의 무대를 캡처한 사진으로 7, Figure 8 1

당시 소녀 이미지를 강조했던 걸그룹은 짧은 치마를 착용

할 때에도 학생들이 체육복 바지를 덧입는 형태처럼 치마 

아래 바지를 덧입거나 다리 워머를 착용하는 등 다리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섹시 그룹으로 . 

알려진 베이비복스의 의상에서조차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실루엣도 아니고 다리도 드러내지 않아 세대 걸그룹 의1

상에서는 두드러지게 몸을 강조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Figure� 8.� Babyvox� 'Get� Up’
- http://tvcast.naver.com/v/860225/list/63040

반면에 세대 걸그룹은 가는 허리와 쭉 뻗은 다리 등   2

잘 관리된 몸매를 자신 있게 드러낸다 이들 가운데는 . 10

대 소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의 신체를 과시

한다 아래 글은 당시 세대 걸그룹의 신체에 대한 담론. 2

이다. 

“아이돌의 신체부위에 열광한 가요계2009 ....

지난해 초 소녀시대는 멤버들이 타이트한 스~... 

키니진을 입으며 각선미를 뽐냈다 이어 핫. ... ~ 

팬츠 차림에 섹시한 허벅지를 강조한 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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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애프터스쿨 역시 . .. 

탄탄한 복근과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의상으

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희는 탄탄한 복근으로 .. . 

화제가 됐고 유이는 허벅유이 로 불리며 꿀벅지‘ ’ ‘ ’ 

열풍을 주도했다.”(“Idol, Can they break out of 

sexual fantasy”, 2010)

위의 기사에서 세대 걸그룹은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2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걸그. 1

룹 가운데 핑클의 옥주현은 데뷔 초기 다이어트가 기사화 

될 정도여도 노래 실력으로 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활1

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대 걸그룹에게 있어 춤과 . 2

노래실력은 물론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날씬한 외모는 데

뷔 이전에 이미 관리되고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다 세. 2

대 걸그룹은 연습생 시절부터 몸매를 단련하고 스타일 관

리를 통해 상품으로서 가치를 최대화해야 했고 가치가 높

은 자만이 아이돌 고시라고도 불리는 데뷔를 할 수 있었

다 또 세대 걸그룹은 세대 아이돌 그룹이 대부분 셋에. 2 1

서 다섯인데 반해 멤버 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소. 

녀시대의 나 애프터스쿨의 에서 같이 Figure 9 Figure 10

많은 수의 멤버가 칼군무라 불리우는 일사불란한 춤을 추

면서 모두가 하나같은 늘씬한 신체로 큰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도 날씬한 허리 다리 등의 외모는 춤과 함께 ,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능력인 것이다 은 카라가 . Figure 11

엉덩이춤이라 불리는 무대를 공연한 화면으로 캐주얼한 

멜빵바지에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배꼽과 

허리를 드러내 건강한 섹시미를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결국 각선미 섹시함 탄탄함 등으로 묘사되는 그들의   , , 

몸은 세대 걸그룹이 획득한 육체자본임에도 불구하고, 2 , 

대중문화 속에서 점점 강조되어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위, 

한 상품화된 기호가 된다 세대 걸그룹의 단련된 몸 세. 2 , 

련된 신체 감각 등은 외모 면에서 구별짓기가 가능한 차

별화된 문화자본이자 상업화의 대상으로서 소비사회의 수

많은 다이어트 담론 성형 등의 상업적 이데올로기에 자유, 

로울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걸그룹 다리 가꾸기 걸그룹의 . , 

다이어트 식단 걸그룹 동안 만들기 등의 신체담론은 이러,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비사회의 특징을 역설한 . 

에 의하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Baudrillard(1986/2000)

기호화한 육체는 곧 물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소비를 촉

진하게 하는 가장 소구력 있는 기호가 된다고 하였다 같. 

은 맥락에서 세대 걸그룹에 비해 관리 강조된 세대 걸1 , 2

그룹의 신체 외모는 치열한 아이돌 세계에서 차별화를 위, 

한 육체자본이자 현대사회의 소비를 촉진하는 상품화된 

기호로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ure� 9.� Girl’s� Generation.
‘Tell�Me� Your�Wish’�

 - http://tvcast.naver.com/v/1061178 

Figure� 10.� After� School.
‘Let's� Step� Up’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186234 

Figure� 11.� KARA� ‘Mr’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199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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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미지�확대생산으로�상업성�극대화3.�

세대 걸그룹은 세대 걸그룹에 비해 다양해진 미디어를 2 1

통해 대중문화 전역에 걸쳐 다양한 이미지를 노출함으로

써 보다 넓은 팬층에 어필하였고 그야말로 성공한 대중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세대 걸그룹 가운데. 1

서도 일부는 뮤지컬이나 드라마 유진과 핑클의 성- SES 

유리는 드라마 바다와 핑클의 옥주현은 뮤지컬 등 , SES - 

수 이외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걸그

룹으로서 활동할 때는 가수의 이미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세대 걸그룹은 가수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 2

드라마 뮤지컬 오락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이미지를 , , 

확대생산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는 스타성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세대 아이돌은 연습생 시절의 많은 고난을 . 2

극복하고 지금의 스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노래실력 춤 실력 외모 게다가 예능감까지 지, , 

닌 능력 있는 소녀이자 을 이끄는 한류의 주역이K-Pop

다 그렇기 때문에 걸그룹의 성공담은 팬이 아닌 일반인. 

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매력으로 작용하, 

여 이들의 외모는 자신감을 지닌 성공한 주체로서 각인된

다 이러한 세대 걸그룹의 걸파워 이미지는 비단 팬덤에 . 2

의존하는 소비만이 아닌 팬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영향

을 주는 이미지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다

양한 산업에 의해 상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실제로 걸파워를 지닌 세대 걸그룹의 이미지는 선망의   2

대상으로서 상업적 이슈와 수요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디든 호출되곤 하였다 세대 걸그룹 가운데. 2

에 가장 영향력이 큰 소녀시대의 경우 년 하반기까, 2010

지 가전에서부터 금융까지 편에 이르는 광고를 찍었으32

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외모 이미지의 포미닛과 은 2NE1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의 억대 모델로 발탁될 

정도로 세대 걸그룹 이미지는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2

다양한 제품의 소비전략에 활용되었다 패션 산업 역시 이. 

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당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년 하반기에만 포미닛은 디앤샵에서 . 2009

직접 제안하는 쇼핑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소녀시대와 , F(x)

는 인터파크에서무대 의상 자선 경매 이벤트를 진행하였

으며 은 번가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는. 2NE1 11 (Figure 12) 

등 걸그룹 스타 이미지는 다양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매개로서 활용되어졌다 특히 의 창업 버라이어. Figure 13

티 프로그램이었던 티아라 닷컴 은 걸그룹 티아라 멤버의 ‘ ’

쇼핑몰 기획에서부터 사진 촬영 판매 등 전 과정을 보여, 

주며 쇼핑몰 매출을 올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로

서의 걸그룹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되었고 직접

적인 소비창출을 매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세대 걸그룹은 성공한 스타로서 다양한 영역으  2

로 이미지를 확대함으로써 걸파워를 입증하였고 그러한 

스타 브랜딩을 통해 다양한 소비산업의 무한증대를 위해 

철저히 활용됨으로써 그 상업성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특. 

히 한류의 주역이었던 세대 걸그룹의 스타 이미지는 글2

로벌한 경제적 가치까지 부가되어 그 상업성은 국가 이미

지를 제고할 수 있을 정도로 극대화되었다.

개별�멤버의�다양한�이미지로�적극적인�대중화4.�

최근 사회는 다양한 취향과 의견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Figure� 12.� 2NE1� ‘11th� Avenue’
 -http://blog.naver.com/kisseunok/104346563

Figure� 13.� T-ara.com� Poster�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2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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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걸그룹 멤버들은  색다른 반전의 이미지를 보여줌2

으로써 인지도를 넓히고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즉 . 2

세대 걸그룹 멤버들은 세대 걸그룹에 비해 드라마 영화1 , , 

뮤지컬 광고계 등 넓어진 활동 영역 뿐 아니라 트위터, , 

페이스북 등 를 통한 개인적인 영역까지 다양해진 미SNS

디어를 통해 무대 위 전략적 이미지와는 또다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였다. 

세대 걸그룹들 가운데 많은 수가 데뷔를 전후로 자체   2

리얼다큐 프로그램을 원더걸스 원더걸스 소녀시- (MTV ), 

대 소녀학교에 가다 포미(Mnet ), 2NE1(Mnet 2NE1 TV), 

닛 포미닛 올인 시크릿 시크릿 스토리 (4 Minute MTV, ), (

등 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무대에서의 화Mnet) - . 

려한 걸그룹 스타 이미지와는 다른 자연스럽고 친근한 이

미지로 걸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확장하는데 기여

했다 힙합과 키치 스타일의 거칠고 개성 있는 외모를 지. 

닌 은 데뷔 당시 리얼 다큐를 방영함으로써 음악에 2NE1 ,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드러내었으며 와 같이 일Figure 14

상적인 외모 이미지로서 이러한 면모를 자연스럽게 보여

주었다 포미닛 역시 포미닛 올인 이라는 다큐를 통. (E TV)

해 무대에서의 개성 있는 외모가 아닌 와 같은 Figure 15

치열한 삶이지만 대중에게 소통하고자 한 친근한 이미지

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대형기획사도 아니고 데뷔 초기 주. 

목받지 못했던 걸그룹 시크릿은 반지하였던 숙소를 공개

하면서 더 이슈가 되었고(Figure 16) 각 멤버의 개별 활동 

을 통해 그룹의 인지도를 올릴 정도였다. 무대 밖 이러한 

반전의 이미지는 걸그룹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친근감

을 유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화를 유도했다.

또 다른 예로 대표 걸그룹 멤버들을 모아서 농촌 체험  

이라는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던 청춘불패는 각기 

다른 걸그룹 멤버 명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이 7 ,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멤버들은 과 같은 민낯에 Figure 17

과 같은 몸빼 차림으로 농촌 어른들과 함께 하Figure 18

는 털털함과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세대 걸그룹은 수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2

프로그램의 출연은 멤버 개개인의 특성과 스타가 아닌 인

간적인 면모 등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고 인지도를 부각

시키는 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이었다 아울러 . 

대 중심의 수요를 창출한 세대 걸그룹에 비해 훨씬 다10 1

Figure� 14.� (left)� 2NE1,� Album� art,� Performing� costumes.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91051

0906973

(right) ‘2NE1 TV’ - 

-http://blog.naver.com/smu081234/60115488806 

Figure� 15.� (left)� 4�Minute� Album� art,� Performing� costumes.
- http://blog.naver.com/suttlebus/60113622202

(right) ‘4 Minute MTV’ - 

-http://blog.naver.com/youngz0079/10092928310

Figure� 16.� (left)� Secret� Album� Art,� Performing� costumes.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77&aid=0002245504

(center)� Secret,� ‘Secret� story’�-http://yyetm.blog.me/120092536900 

(right)� � ‘Unbeaten� Youth’,� Secret’s� � basement� room.�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5102&idxno=2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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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령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미지였다 결국 세대 . 2

걸그룹의 이러한 친근한 이미지는 과도한 이미지 소모라

는 비난에도 불구하고(“2010, Girl Group War, 

대중화를 위한 최적Coexistence or Annihilation”, 2010) 

의 이미지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걸그룹에 나타난 멤버별 다양한 이미지  2

는 걸그룹 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걸그룹 자체의 신선한 , 

변화나 차별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 

북 최근의 인스타그램 등의 인 뉴미디어의 발달은 걸, SNS

그룹의 무대 위 이미지 이외에도 소소한 일상의 반전 이

미지를 보여주며 멤버 개개인을 부각하게 되었고 이렇듯 

다양하게 소비된 조각난 이미지들은 걸그룹 자체가 지니

는 이미지의 신선한 변신에 어려움을 준다 사실 세대 . 1

걸그룹에 비해 세대 걸그룹의 다양한 영역의 친근한 이2

미지의 소진은 걸그룹 이미지에 대한 식상함마저 불러오

는 결과까지 낳았다 아래 기사 담론에서 알 수 있듯이 . 1

세대 걸그룹은 신곡 발표 때마다 외모를 통한 이미지 변

신이 가능했다 그러나 세대 걸그룹부터는 다양한 미디어 . 2

및 영역에 파편화된 멤버별 이미지를 소모하였기 때문에 

개별 멤버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대신 걸그룹 자체의 신선

함을 주는 변신은 희석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걸그룹은 이미지가 소진되어 평준화되었다 인“ . 

지도는 남아도 색깔이 사라지는 현상 현재 몇몇....

을 제외한 대다수의 걸그룹 멤버들을 어떻게 섞

어놓든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과거 나 핑클... SES

이 요정의 이미지를 베이비복스가 여전사의 이미, 

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던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2010, Girl Group 

War, Coexistence or Annihilation”,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에 노출된 멤버별 다양  

한 이미지는 무수한 걸그룹 간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하였

다 다만 위의 기사담론처럼 다양한 영역에 과다하게 노출. 

된 파편적인 걸그룹 이미지는 대중적인 걸그룹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 걸그룹은 변신이나 신선함

을 주는 특별함을 갖기가 어려워지고만 것이다.  

이상에서 세대 걸그룹과 비교하여 변화된 세대 걸그  1 2

룹의 외모 특성을 고찰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세대 걸그2

룹의 변화된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파악하였으며 이를 정

리하면  와 같다Figure 19 .

결론.�Ⅴ

국내 걸그룹은 년대 말 1990 기획사 주도로 시각적 이미지

를 부각시킨 젊은 여성 아이돌 그룹을 시작으로 상업적 

목적과 전략적 이미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년대 2000

말 활동한 걸그룹은 국내 대중문화의 주요한 축으로 상업

적 가치나 이슈 면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한 영향력까지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에 비해 변화된 1 2

세대 걸그룹 외모의 사회문화적 의미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년대 걸그룹을 세대 걸그1990 1

룹으로 년대 후반 걸그룹을 걸그룹 세대로 나누어 , 2000 2

그 상징적 외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 인지도나 

영향력 면에서 세대별로 대표할 만한 걸그룹을 선택하여, 

Figure� 17.� ‘Unbeaten� Youth’,� Group� member’s� faces�without�
makeup.�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5&aid=00021472922

Figure� 18.� ‘Unbeaten� Youth’,� � Girl� group’s� pants.��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004250 



2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1

세대 걸그룹은  와 핑클 베이비복스를 세대 걸그1 S.E.S , , 2

룹은 브라운아아즈걸즈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 , , 2NE1, 

티아라 포미닛 시크릿 애프터스쿨 등을 연구대상, F(x), , , 

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 총 개 걸그룹. 1, 2 13

을 대상으로 시각 기호로서 외모 이미지와 텍스트 기호로

서 매체에 나타난 외모 관련 이슈나 담론을 종합하여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두 세대 간 외모특성의 의미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걸그룹 세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화를 살펴보면   2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물론 세대 걸. 1

그룹 역시 기획사 주도의 스타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졌지

만 당시는 캐스팅을 한 다음 아이돌 그룹을 결성하여 훈

련하였다 반면 세대 걸그룹은 많은 연습생들이 오랜 기. 2

간 훈련을 받고 경쟁하여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된 것

이다 이러한 연습생 제도는 외모 능력 열정을 기본으로 . , , 

하는 아이돌을 길러낼 수 있었고 많은 연습생들로 인해 

그룹 수나 그룹의 멤버 수도 늘어났다 기획사는 연습생을 . 

양성하는 비용을 아이돌을 상품화함으로써 수익화하고자 

하였다 또 세대 걸그룹이 활동할 때는 각종 미디어 인. 2 , 

터넷이나 등 다양한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엔터테SNS 

이너로서 넓어진 활동은 물론 빈번한 노출이 가능해졌으

며 급기야 글로벌한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어 1

세대 걸그룹의 활동 범위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세대 걸그룹에 비해 세  1 2

대 걸그룹에 나타난 외모 특성 변화는 물론 그 변화된 외

모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걸그룹이 청순하고 소녀 같은 이미지나 섹  , 1

시한 이미지로 남성 시선을 의식한 성 이미지를 고수한 

반면 세대 걸그룹은 여성성 중성 이미지 여성적이어도 2 , , 

주체적 성 이미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성 이미지 등을 , 

다양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이는 세대 걸그룹 수에 비해 . 1

많아진 걸그룹 수와 멤버 수로 인해 보다 다양한 팬층에 

어필할 수 있는 성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구사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둘째 연습생 제도로 인해 세대 걸그룹들에게 신체는   , 2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었고 세대 걸그룹의 날씬하, 2

고 탄탄한 기호화된 육체 이미지는 소비를 촉진하는 상품, 

화를 위한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세대 걸그룹은 성공한 대중 스타로서 세대 걸  , 2 1

그룹에 비해 보다 넓고 다양해진 영역에서 활동하였고 이

들의 걸파워 이미지는 다양한 산업에 의해 상징적으로 재

생산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있었다. 

넷째 세대 걸그룹은 많은 걸그룹들 사이에서 확대된   , 2

미디어 영역을 통해 개별 멤버의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

를 부각시킴으로써 인지도와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중화는 개별 멤버의 인지도 대중성을 , 

확보하는 대신 걸그룹 자체의 변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

였다. 

Figure� 19.� Meaning� of� the� 2nd� � Girl� Group’s� Chang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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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걸그룹이라는 특정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정체성 및 사회적 층위 변화를 상징적인 외

모 이미지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반면 국내외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의 연계를 배, , 

제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미시적 접근으로서의 제한점을 지닌다 후속 연구. 

로 국내 걸그룹의 외모 변화에 대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제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세대 이후 2

걸그룹 외모에 나타난 의미 또한 연속선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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