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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define the Korean Wave as global attention to Korea’s unique 
culture and consider the specificity of traditional Korean fashion images in Korean 
Wave conten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n order to collect Korean Wave content on YouTube, 24 channels with the 
highest number of views were selected from among content uploaded from 2018 to 
the present through keyword search, and up to two channels with high views showing 
traditional Korean fashion images. As a result of selecting the analysis target, 41 
Korean Wave videos and 368 costum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fashion 
style elements, including item, color, detail, motif, styling, silhouette, and accessory. 
As a result of the study, music, broadcast, fashion, and other content were found in 
the Korean Wave content fields in which Korean fashion style appea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were derived. Music content was characterized by fashion 
style excluding stereotypes about traditional Korean costume, broadcast and fashion 
content was characterized by fashion style inherited from traditional costume, and other 
content was characterized by symbolic fashion style of traditional cul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reveal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design 
elements recently shared online through the study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images 
in Korean Wave content.

Keywords: digital Korean Wave(디지털 한류), Korean fashion style(한국적 패션 스타
일), digital content(디지털 콘텐츠)

I.� Introduction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양한 콘텐츠의 생성과 문화적 소비를 이끌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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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발전은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지

구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류 현상은 드라마

와 영화를 중심으로 이전부터 있었으나, 최근의 한

류 현상은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동아시아를 넘어

서 전 지구적 범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데에는 

2000년대 후반 정보통신 기술의 본격적 대중화와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 등 동영상 공

유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

를 제공하는 ‘Over The Top(OTT)’ 서비스인 넷플

릭스는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특히, 유튜브를 비

롯한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들 사

이의 상호교환과 이용자들 사이의 수평적 방향으

로 콘텐츠의 재생산과 재매개 활동, 즉 유통과 팬

덤의 형성까지 문화적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Lee, Kim, Oh, Park, & Mun, 
2012). 디지털 한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내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의 한류와 구분된다.   
한류 콘텐츠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패션과 뷰

티, 음악 등 한국 문화가 담긴 영상물 형식을 지칭

한다. 한류 콘텐츠는 한국의 문화유산, 생활양식, 
가치관 등 한국만의 문화적 요소들을 지니며, 창의

력을 원천 삼아 체화된 문화 기호들의 조합으로 생

성된 문화적 산물이다(Park, 2019). 유튜브의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한국적 문

화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목을 집중시

킬 수 있는 효과적 도구가 되고 있다. 디지털 주류 

세대들 사이에 공유되는 한류 콘텐츠에는 한국적 

문화요소들이 반영되며, 영상 콘텐츠 내 의상은 영

상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동시대 사람들의 미적 취

향이 반영된 결과로서 변화하는 한국의 패션 이미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에 유튜브의 

한류 콘텐츠에 표현된 한국의 패션 이미지를 파악

하는 것은 디지털 주류로서 새로운 세대들 사이에 

공유되는 한류와 한국적 패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유튜브의 패션 콘

텐츠와 한국적 스타일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류나 한국적 패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적 패션과 K-패션을 

비교 고찰한 연구(Kim, Cha, & Lee, 2017), 패션 한

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한 연구(Kim, Kim, & Moon, 
2017), 한류 K-패션의 활성화 전략을 분석한 연구

(Kim, 2017),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

을 수행한 연구 등이 있었다(Choi & Lee, 2014). 유
튜브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유튜브 내 패션 콘

텐츠와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

었으나, 한류 및 한국적 패션과 관계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하였다. 그밖에 유튜브 콘텐츠에 표현된 블

랙핑크가 착장한 신한복의 시청자 반응을 분석한 

연구와 문화 콘텐츠 확산의 관점에서 K-beauty 콘
텐츠를 바라보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산 

전략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Choi, Chen, & Lee, 
2020; Lee & Lee, 2018).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한

국적 패션 디자인 개발이나 패션 제품의 소비 행동

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었고, 유튜브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혹은 뷰티 분야

와 같이 의상을 주변적 요소로 다루거나, 시청자의 

인식을 살펴 네트워크 내 구조적 특성을 살피는 데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 콘텐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유튜브 콘텐츠의 내용분석을 통해 디지털 주류

들이 이끄는 현시대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소셜 미디어에서 한류 콘텐츠와 한국적 패션 스타

일을 정의하고, 한류 콘텐츠의 유형과 그 패션 스

타일을 밝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회문화적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공간 내에서 공유

되는 디지털 한류의 실정을 파악한 데 기존 연구와

의 차별성을 가지며, 한류 콘텐츠 내 전통의상의 

시대적 변화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Ⅱ.� Background

1.�Korean�Wave�as�a�digital�culture�phenomenon

‘한류(韓流, Korea Wave)’의 용어는 한국의 대중

문화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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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끌면서 중국의 언론이 이 같은 현상을 한류로 

표현한 데서 시작되었다(Hwang, 2020; Lee, 2017). 
한류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지에서 유행

하며, 전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

칭한다(Y. J. Lee, 2020). 한류의 발생 시점과 원인

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긴 어렵지만, 선행연구에

서는 한국 TV 드라마의 인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으로 다뤄지고 있다(Chang, 2013). 그러나 한

류 현상이 화두가 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의 

한류는 그 양상이 초기와 다르다. 
한류의 변화 양상을 시기적으로 구분한 Lyu 

(2020)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의 한류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시아 국가 내 소수 마니

아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K-pop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구미주 등의 10~20
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부터 콘텐츠의 개발 부족과 경쟁 심화로 인해 급속

히 쇠퇴하는 듯했으나, 이후 온라인 동영상 공유 및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2010년 

이후에 나타난 한류 현상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중

심으로 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국 시청자만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로서, 동시다

발적인 빠른 확산과 한국어와 같이 일상과 밀착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며, 전 세계와 전 연령층을 

범위로 팬덤이 형성되는데, 이 점이 이전 한류 현

상과 다른 점이다(Hong, 2013).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한국 문화의 확산 현

상, 즉 디지털 한류가 본격화된 시점에 대해 Hwang 
(2020)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보고, 미
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한류 콘텐츠를 소비할 기회

가 다양해진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왔고, 이를 계기로 한류가 급격하게 발

전하여 새로운 한류 세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 속 한국의 대

중문화는 서양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동양의 

정서와 가치관을 투영하여 재구성하는 문화 창조

를 보여주며 성장하였다(Lim, 2006). 
새로운 한류를 이끄는 주체 역시 이전과 다르다. 

디지털 주류로 꼽히는 MZ세대는 밀레니얼의 M세

대와 Z세대를 일컬으며, 전 세계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떠오르는 소비층으로 세계적 트렌드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MZ세대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디지털화

된 서비스에 익숙하여 새롭거나 혁신적인 서비스

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Gwon, 2020). 또한, 이전 

세대와 달리 글보다 이미지를 선호하고, 정지된 사

진보다 동영상을 선호한다. 그렇기에 유튜브는 MZ
세대가 즐겨 찾는 영상 플랫폼으로 급부상할 수 있

었다(Seo, 2020).
J. H. Shin(2019)에 따르면, M세대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전 연령층을 아

울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Z세대의 경우

에도 OTT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

나 X세대와 같은 기성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MZ세대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

텐츠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이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해

지는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콘텐츠를 직접 찾아 

소비하는 세대이다(Jang, 2019). 최근 한류를 이끌

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사례는 디지털 한류의 주체

와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

국의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가사의 

음악을 전 세계적 열광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MZ세대가 소통하는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적절히 

활용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세대가 지향하는 방향성

과 가치관이 일치했기 때문에(Jang, 2019), 전 세계

적인 MZ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현

시점에서 한류는 디지털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

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집단과 소통하여 생성된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류를 소셜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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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문화 현상으로 바라보고, 
한국에서 유래한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소셜 미디어 내 영상 콘텐츠의 형식으로 정

의하며, 그 시기적 범위를 선행연구에서 한류의 패

러다임이 전환된 시기로 언급된 2013년 이후로 한

정한다. 

2.� Korean�Wave�content� on�YouTube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대

용량 고품질 영상의 공유가 가능해졌다(S. J. Choi, 
2017). 인터넷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중화와 MZ세

대는 영상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고, 유튜

브는 영상 콘텐츠 형식의 한류 확산을 이끌고 있

다. 동영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시장점

유율이 가장 큰 서비스이다. 모바일 리서치 기관인 

오픈서베이(Opensurvey)에 따르면 2019년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은 동영상, 텍스트, 오디오 및 만화 

순으로 나타났고,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전년보다 

7% 증가하였다(D. W. Shin, 2019). 콘텐츠 소비도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

한 여가활동이 증가하였고(Opensurvey, 2020), 최

근 COVID-19의 영향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는 2006년 본격적

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는 

구글 다음에 위치하여 검색시장에서 중요한 우위

를 점유한 유일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Bae, 
2020). 유튜브의 전 세계 월간 실질 사용자 수는 약 

20억 명으로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일간 10억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며(Mohsin, 2021), 온
라인 동영상 시청 시 93.7%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등 동영상 콘텐츠를 다루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

로 영향력이 크다(H. S. Lee, 2020). 유튜브는 플랫

폼 사용자들이 직접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용자들

은 해당 영상 콘텐츠에 댓글을 달거나 외부로 주소

를 공유하는 등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면서, 방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이용자들 사이의 의견 공유와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수행한다(Becky & Simon, 2007; Park, 
Lim, & Hwang, 2018; Smith, Pettigrew, Pippin, & 

Bialosiewicz, 2012). 
유튜브 공간에서 공유되는 한류는 디지털 미디

어의 융합적 속성에 근거하여 한국 문화를 다양하

게 혼합된 장르로 표현하고, 이용자들에 의해 재생

산과 확산된다. 한류융복합연구소에서는 각종 산업 

분야 간의 화합을 통해 재창조된 한류 콘텐츠를 융

합 한류로 정의한 바 있다(S. H. Lee, 2020). 이는 

한류 콘텐츠가 단일 장르에만 집중하여 확산되는 

것이 아닌 여러 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장르가 융합

되어 독창적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유튜브 내의 한류 콘텐츠는 이용자에 의

해 자발적이고 전 세계적 소비와 확산이 이뤄지는 

범지구적 속성을 갖는데(Yun, 2019),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속성은 현재 한류 현상의 근간이 되었다. 
유튜브는 구성원들에 의해 콘텐츠가 생성되고 이

용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이 되는 콘텐츠와 커뮤니

케이션이 혼합된 공간을 제공한다. 유튜브의 한류 

콘텐츠는 제작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상호 소통이 

이뤄지며, 공통된 관심사를 갖는 이용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한류의 문화적 확산과 응

집력을 높이고, 한류 문화의 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매체가 된다. 이전 세대의 한류는 한국이라는 지역

과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산물로 물리

적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소셜 미

디어의 공간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보가 교환되

고, 연령대, 특정 지역, 문화적 범위와 시간적 한계

가 없어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은 

장소 귀속성을 탈피한다(Yu, 2012). 즉, 유튜브의 

한류 콘텐츠는 한국 문화를 내포하지만 물리적 공

간과 구분되며, 온라인 공간에서 독창적 한류의 정

체성을 형성한다. 종합해보면, 유튜브의 한류 콘텐

츠는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한국 문화의 독창적인 

표현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

되는 동시대 사람들의 미적 취향과 인식이 투영되

는 매체이다. 

3.� Korean� fashion� style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높아지

고, 현대 패션까지 영향력을 미쳐 한국적인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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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Jung, 
2020). 한국의 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세계적 

무대에 진출하며,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패션업계

의 이목을 끌며 새로운 패션 한류를 이끌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패션 스타일을 한국인의 정체성

이 느껴지는 패션이라고 제시한 전자의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의복 형태나 양

식을 한국적 패션 스타일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적 

이미지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각종 이념

인 윤리관, 가치관, 자연관, 종교관 등을 포함하고, 
타민족과는 다른 삶의 이념과 태를 말한다(W. J. 
Choi, 2017). 다시 말하면, 한국적이란 용어는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 정체성

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적 패션 스타일이란 

한국 전통의 생활 방식과 신념을 디자인에 표현하

고, 한국만의 미를 담아내어 한국만 가진 문화와 역

사와 같은 한국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Lee, 2008).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 패션은 서양 의

복에 기반을 두고 한국의 가치관, 문화관, 종교관, 
윤리관 등을 반영한 의복으로 한국인 고유의 정체

성이 가미된 패션이라고 정의된다(Jung, 2020). 정
리해 보면, 한국적 패션 스타일은 한국 복식의 구성 
및 형태가 나타나도록 디자인된 의상 스타일로서 

한국적 그래픽 패턴, 색채, 구성 등 한국적 조형미

가 나타난 현대 복종과 한국 문화의 미적 요소나 한

국인의 정체성이 가미된 의상을 모두 포함하며, 한
복을 포함한 한국 고유의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된 

의상 디자인과 스타일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패션 스타일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Chung and Kim(2014)은 대표 형용사, 실

루엣, 소재, 무늬, 디테일, 아이템, 색채, 액세서리 

등으로 설명하였고, Kim(2014)은 컬러, 무늬, 소재, 
실루엣, 디테일, 아이템, 스타일, 디자인, 모티브, 
패턴 등을 들었다. 또한, Choi and Suh(2020)는 소

재, 실루엣, 컬러, 문양, 디테일 등으로 구분하였고, 
Chung and Yoo(2013)는 아이템, 소재, 색상, 실루

엣, 디테일로 구분하였다. Chen and Kim(2017)은 

색상, 직물 패턴 모티브, 디자인 디테일과 트리밍으

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스타일의 요소를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참

고하고,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영상 콘텐츠의 특성

상 소재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를 제외한 아이템, 실루엣, 컬러, 모티브, 디테일, 
소품, 스타일링으로 정의하였다. 

III.� Methods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유튜브 내 한류 콘텐츠의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적 패션 스타일을 탐색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특정 대상과 관련 

있는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심층 분석하여 상황

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Jeong, 2015). 본 연구는 유튜브 내에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를 사례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유형 

분석과 패션 스타일 분석을 수행하여 동시대에 디

지털 문화 현상으로서 한류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튜브의 한류 콘텐츠는 ‘2019년 글로벌 한류트렌

드’(Kim, 2019)에서 제시한 한류 콘텐츠의 범주를 

참고하되 패션 이미지 분석임을 고려하여, 유튜브

의 검색 필드에서 ‘한국(KOREA)’, ‘한국 예능

(K-entertainment)’, ‘한국 패션(K-fashion)’, ‘한국 

뷰티(K-beauty)’, ‘한국 음식(K-food)’, ‘한국 음악

(K-pop)’, ‘한국 드라마(K-drama)’, ‘한국 영화(K- 
movie)’, ‘한복(Hanbok)’의 핵심어를 한글과 영문

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Jeon(2020)의 연구에서 밝힌 한류 콘텐츠의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로 하였

다. 또한, 유튜브 내 영향력이 높은 영상 콘텐츠를 

핵심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 콘텐츠를 선

정하였다. Google BrandLab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핵심 평가 지표로 조회 

수, 시청 시간, 조회 완료율, 클릭 수 등을 요소로 

삼고 있다(Kim, 2016).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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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핵심 평가 지표를 이용한 연구로 Lee 
and Yu(2017)는 장르별 채널의 구독자 수를 기준

으로 하였고, Park and Chun(2020)은 키워드 검색

으로 도출된 결과 중 구독자 순으로 10개의 유튜버

를 정한 후 각 채널에서 조회 수가 높은 영상 순으

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유튜브 영상 조회 수와 구독

자 수는 대상의 인지도, 관심도, 영향력 및 선호도

를 반증하므로, 본 연구는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 

높은 영향력과 관심을 보인 한류 콘텐츠를 선정하

는 기준으로 조회 수와 구독자 수를 근거로 삼았

다. 이를 토대로 한류 콘텐츠와 분석 대상 채널을 

선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키워드 검색을 통

해 조회 수가 높은 한류 콘텐츠를 도출한 뒤, 해당 

콘텐츠를 대상으로 구독자가 많은 24개의 채널을 

선정하였다. 각 채널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 한국

적 패션 스타일이 나타난 조회 수가 높은 콘텐츠를 

최대 2개씩 선정하여 총 41개의 콘텐츠를 분석 대

상으로 하였고, 일부 채널은 1개의 콘텐츠만 포함

되었다. 한국적 패션 스타일 분석은 선정된 한류 콘

텐츠에서 앞서 정의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특성

을 토대로 한국 고유의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368
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한류 콘텐츠의 유형과 

패션 스타일의 요소에 의해 그 양상을 살폈다. 

IV.� Korean� Fashion� Style� Expressed� in�

Korean�Wave� Content� on� YouTube�

한류 콘텐츠의 유형 분석은 Ministry of Culture 

(2018)가 제시한 콘텐츠 유형을 참고하였다. Ministry 
of Culture(2018)에서는 콘텐츠를 장르에 따라 10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 패션 장르를 

추가하여 라이프, 뷰티, 게임, 방송, 푸드 & 먹방, 
키즈, 지식 & 정보, ASMR, 음악, 패션, 기타 유형

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주 내용에 따

라 41개의 콘텐츠를 유형 분류한 결과, 음악, 방송, 
패션, 기타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1.�Analysis�of�the�types�of�Korean�Wave�content

앞선 연구 방법에 따라 수집된 콘텐츠를 유형 분

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음악 콘텐츠(27개)
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고, 이어서 방송 콘텐츠(9
개), 패션 콘텐츠(2개), 기타 콘텐츠(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콘텐츠는 음악과 각종 퍼포먼스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으

로 뮤직비디오와 무대 영상, 안무 영상, 연습 영상

이 있었다. 3개의 음악 콘텐츠는 명절을 맞이해 한

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전통 컨셉 

콘텐츠가 나타났다. 13개의 음악 콘텐츠는 시기와 

음악, 배경에 전혀 관계없이 한국적 패션 스타일이 

나타났다. 방송 콘텐츠는 각종 오락이나 말솜씨, 연
기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 TV와 타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콘텐

츠이다. 방송 콘텐츠의 내용은 사극 드라마와 관찰 

예능, 게임 예능, 팬 소통 방송 등의 각종 TV 프로

그램과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이 있었다. 6개의 방

송 콘텐츠가 명절을 맞아 한복을 선보였으며, 2개

<Table� 1>�Analysis data by types of the used Korean Wave content 

Type Content Numbers of 
content Ratio(%) Numbers of 

costume 

Music Digital content of music, such as official music videos 
and performance video  27  66 240

Broadcast Digital content of broadcast video containing 
entertainment and drama  9  22 100

Fashion Digital content of presenting fashion information  2   5  19

Etc. Digital content of promotion and advertisement  3   7   9

Total 41 100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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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텐츠는 사극 드라마로 한복을 착용하였다. 나
머지 하나의 콘텐츠는 한옥에서 차를 마시는 한국 

전통문화를 다룬 콘텐츠로 한복을 착용하였다. 패
션 콘텐츠에는 추석을 맞아 한복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과 소장한 한복을 종류별로 보여

주는 인플루언서의 영상이 있었다. 기타 콘텐츠는 

앞서 기준화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의 콘텐

츠를 통칭하였는데, 특정 제품의 광고나 관광 홍보

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나타났다. 기타 콘텐

츠의 주 내용은 별주부전의 판소리 대목을 편곡한 

현대 국악 음악에 맞춰 한국의 명소를 방방곡곡 보

여주며 춤을 추는 홍보 콘텐츠와 한국적 이미지와 

서양의 정장을 조화롭게 디자인했음을 제품에 빗

대어 표현한 제품 홍보 콘텐츠가 있었다. 

2.� Analysis� of� Korean� fashion� style� expressed� in�

Korean�Wave�content

한류 콘텐츠의 한국적 패션 스타일 분석을 위한 

대상은 콘텐츠의 유형별로 한국 고유의 요소가 나

타난 의상을 음악 콘텐츠에서 240점, 방송 콘텐츠

에서 100점, 패션 콘텐츠에서 19점, 기타 콘텐츠에

서 9점, 총 368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의상의 분석 대상은 Ⅱ장의 한국적 패션 스타일 정

의를 토대로 스타일 구성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1)�Music� content� of�Korean�Wave

음악 콘텐츠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은 다

양한 기장과 색다른 착장 방식, 아이템과 디테일의 

탈시대적 조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소품과 

문양은 한국 전통의 것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음
악 콘텐츠에서는 저고리, 도포, 치마, 바지, 가슴가

리개 등 전통 한복 아이템과 셔츠, 재킷, 조끼, 미니 

원피스 등 현대 아이템이 함께 연출되어 나타났다. 
저고리와 포는 여성의 경우 주로 짧은 기장으로 디

자인되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긴 기장으로 디자

인되었다. 컬러는 무채색 계열이 두드러지게 많았

으며, 다음으로 채도가 아주 높거나 낮은 유색의 

비비드 톤과 딥 톤이 양극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소수의 파스텔 톤도 있었다. 디테일은 보, 한국 자

수, 지퍼, 양입술 주머니, 플라스틱 단추 등의 전통

과 현대의 것이 함께 연출되었다. 한국적 이미지의 

모티브는 한국 궁중 보자기의 봉황문 문양과 고전

적 모티브가 금박 공예 기법 및 자수 기법으로 원

단에 새겨져 있었다. 스타일링은 한복과 현대복을 

겹겹이 레이어드한 스타일링과 성별과 순서에 제

한 없는 착용 방식 등 기존 한복 착용 관념에서 벗

어난 착장 방식과 조합이 나타났다(Fig. 1 and 2). 
<Fig. 3>에서는 과거 속옷으로 착용하던 가슴가리

개를 보이게 하거나, 허리 치마를 원피스처럼 올려 

착용하였고, 조선 시대 무관 공복의 일종이었던 남

성 복식인 철릭을 여성이 착용하였다. 소품은 노리

개와 갓, 유건, 면류관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모자, 
대대, 귀걸이, 상투관, 배씨댕기, 세조대, 망건, 가

채, 떨잠, 부채, 머리핀 등 한국 전통의 소품과 장식

품 등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Broadcast� content�of� Korean�Wave�

방송 콘텐츠에서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은 

<Fig.� 1> Mix matched fashion style 
Adapted from 

JYP Entertainment. (2020a). 
https://www.youtube.com 

<Fig.� 2>�Genderless fashion
Cheollic one piece 

Adapted from Mnet K-pop. (2019). 
https://www.youtube.com

<Fig.� 3> Waist skirt dress and 
traditional chest cover

Adapted from BLACKPINK. (2020).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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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복의 구성과 착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디자인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방송 콘텐츠

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아이템은 한복의 

복종인 치마와 바지, 저고리, 당의, 조끼가 나타났

으며, 현대 복종은 없었다. 긴 당의와 짧은 저고리

가 비슷한 비율로 등장했으며, 컬러는 은은한 파스

텔 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딥 톤과 비비드 톤

도 어우러져 표현되었다. 디테일로는 고름과 섶, 
깃, 동정, 치마 주름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때에 따

라 동정을 생략하거나 고름 대신 매듭단추를 활용

하였고, 주머니나 지퍼와 같은 현대적 디테일은 확

인할 수 없었다. 모티브는 꽃 자수가 나타났으나, 
아기자기하고 은은하게 표현되어 음악 콘텐츠에 

사용된 화려한 모티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금박, 한국 자수 등의 한국 전통 공예 기

법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와 같이 방

송 콘텐츠에서는 궁중 한복 스타일부터 단정한 생

활 한복 스타일과 단아한 전통 한복 스타일 등 격

식 위주의 한복 스타일이 나타났다. 스타일링으로

는 <Fig. 4>와 같이 바지와 저고리 또는 치마와 저

고리에 조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통 한복의 착

용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였으며, 소품은 배씨댕기, 
복건, 망건, 첩지, 비녀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3)� Fashion�content� of�Korean�Wave�

패션 콘텐츠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은 전

반적으로 전통 한복의 양식과 착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 한복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는 점에서 방송 콘텐츠와 유사하다. 패션 콘텐츠에

서는 저고리, 당의, 치마, 포, 바지와 같은 한복의 

아이템이 나타났다. 컬러는 소프트 톤과 비비드 톤

이 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덜 톤과 딥 톤이 사

용되었다. 디테일은 고름과 깃, 동정 등과 같이 전

통 한복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티브는 한국 자수 기법과 금박 공예 기법을 통해 

흉배와 저고리, 포, 치맛자락에 꽃과 자연물로 표현

되었다(Fig. 7). <Fig. 8>과 <Fig. 9>에서는 스타일링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활 한복과 궁중 한복 등 전

통 한복 착장 방식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세조대와 

갓, 버선, 족두리, 노리개, 부채 등의 전통 소품이 

함께 연출되었다. 

4)�Other� content�of� Korean�Wave

기타 콘텐츠의 한국적 패션 스타일은 현대와 전

통의 복종이 모두 나타났으며, 한국의 자연물과 생

활양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전통 공예 기법과 

컬러 조합,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적 미를 표현

한 스타일링이 연출되었다. 아이템은 털배자, 저고

리, 치마, 티, 바지, 반바지, 점프슈트, 재킷이 있었

다. 컬러는 색동의 연쇄적 컬러 조합과 채도가 높

은 비비드 톤이 주로 나타났다, 디테일은 테일러드 

칼라와 지퍼, 주머니가 있었다. 모티브는 학, 산, 소
나무 등 한국의 자연물과 전통 문양들이 한국 자수

와 은박 기법을 통해 표현되었다. 스타일링은 현대 

복종과 전통 복식이 함께 어우러져 연출되었으며, 
소품으로 허리끈과 각종 전통 모자, 비녀가 사용되

었다. 전통 복식과 현대 복종을 매치한 착장 방식

<Fig.� 4>�Boy’s Hanbok 
Adapted from KBS

Drama Classic. (2019a). 
https://www.youtube.com

<Fig.� 5> Korean traditional clothes 
which people wear in court

Adapted from Overwatch. (2020).
https://www.youtube.com

<Fig.� 6> Drama Hanbok
Adapted from KBS

Drama Classic. (2019b).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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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적 모티브와 헤어 소품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Fig. 
10>에서는 현대의 트레이닝 슈트와 배자를 함께 스

타일링하였고, 한국 전통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한

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Fig. 11>에서는 색

동 무늬의 점프슈트와 고깔이 착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2>는 한국적 이미지를 모티

브로 한 자수가 놓인 재킷과 반바지의 셋업 스타일

링에 비녀가 함께 연출되었다.

3.�Characteristics�of�Korean�fashion�style�expre-

ssed� in�Korean�Wave� content

1)� Fashion� style� excluding� stereotypes� about�

Korean� traditional� costume

유튜브의 한류 음악 콘텐츠에서 의상은 영상 콘

텐츠의 내용과 패션 스타일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연계성과 전통의상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는 

탈관념성이 나타났다. 음악 콘텐츠에서 한국적 패

션 스타일은 영상 콘텐츠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연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
튜브의 한류 음악 콘텐츠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

타일은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의상 요소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분 없

이 음악의 컨셉과도 연결성 없이 전통적 의상의 요

소만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나타났다는 특성을 

띈다.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서는 음악, 배경, 춤 어느 요소에도 한

국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패션에서는 한국

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연계성

의 특성이 확인된다. 
탈관념적 패션 스타일이란 기존의 관념에 얽매

이지 않는 착장을 뜻한다. 음악 콘텐츠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은 시대적으로 믹스매치 되었

고, 성별 구분 없이 아이템의 사용이 혼합된 젠더

리스와 같은 착장 방식의 변화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적 패션 스타일이 가진 고유의 컨셉과 전

통적 의미가 모두 배제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

<Fig.� 7>�Hanbok using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Adapted from League of Legends – 
Korea. (2020). 

https://www.youtube.com

<Fig.� 8>�Daily Hanbok 
Adapted from League of Legends – 

Korea. (2020). 
https://www.youtube.com

<Fig.� 9> Korean dance Hanbok 
Adapted from Free Jia. (2020).

https://www.youtube.com

<Fig.� 10> Hanbok vest 
Adapted from Imagine your Korea. 

(2020b).
https://www.youtube.com

<Fig.� 11> Rainbow-striped jump-suit
Adapted from Imagine your Korea. 

(2020a).
https://www.youtube.com

<Fig.� 12> Korean embroidery suit 
Adapted from 

LOTTE Chilsung. (2020).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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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패션 스타일이 하나의 현대복 스타일로 간주

되었다는 점에서 관념의 틀을 탈피한 것이다. 시대

적 믹스매치 패션 스타일로는 인물이 입고 있는 저

고리와 배자, 두루마기를 스포티하거나 모던한 현

대복과 함께 겹겹이 에워싸는 레이어드 스타일링

이 확인되었고, 한 점의 의상에서 현대와 전통의 

요소가 조화롭게 디자인된 패션 스타일이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복종과 전통 복식의 경계

를 허물고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난 스타일이다. 또
한, 젠더리스와 착장 변화 패션 스타일에서는 한복

의 새로운 착용 방식과 성별에 제한 없는 스타일링

이 연출되었다. 과거, 남성의 복장이었던 철릭을 여

성이 착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허리 치마를 원

피스처럼 착용하고　가슴가리개를 겉으로 드러나게 

착용하여 착용 순서에 변화를 주는 스타일링이 확

인되었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옛 관념에 얽매여 있

던 착장과 용도, 성별을 모두 배제한 스타일이다. 

2)�Fashion�style�inherited�from�traditional�costume

유튜브 한류의 방송 콘텐츠와 패션 콘텐츠에서

는 전통 한복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전통의상을 

계승한 패션 스타일이 확인되었다. 콘텐츠의 내용

은 명절을 맞아 새해 인사를 하거나, 윷놀이, 송편 

빚기 등의 각종 게임과 오락, 상황극을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시대극 드라마와 한복 관련 다

큐멘터리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에서 방송, 
패션 콘텐츠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은 명절이라는 

문화적 시기와 착용 목적, 시대의 재현적 측면에서 

구성적, 형태적 요소를 거의 완전하게 갖춘 전통 

한복 의상을 고수한 것이며, 한복은 그 자체가 한

국 전통의상으로서 착용되었다.
음악 콘텐츠에서는 한국적 패션 스타일이 내용 

및 배경과 다른 양상을 띄며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

다. 그러나 방송 및 패션 콘텐츠에서는 명절과 같

은 전통과 민속적으로 의미 있는 특정한 날을 기념

하며, 이와 연결된 전통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전통 

한복 패션 스타일이 유지되었다. 즉, 방송 콘텐츠와 

패션 콘텐츠에서는 전통 한복의 착장 방법과 구성 

방식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은 전통 한복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깃의 형태에 약간의 변화만 주

어 기존의 전통 한복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전통 한복의 깃 모양

을 물결 모양으로 변형하거나 전통 한복에 꽃 모티

브를 활용해 깃을 장식한 디자인이 있었다. 종합해

보면, 음악 콘텐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독창적인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창조와 다른 한편으로 방송 

및 패션 콘텐츠는 전통 한복의 패션 스타일의 유지

와 확산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Symbolic� fashion� style� of� traditional� culture

한류 콘텐츠의 기타 유형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조형적 요소를 패션 스타일에 사용한 상징성과 전

통과 현대의 조합이 나타났다. 기타 콘텐츠에서는 

한국 홍보와 제품 홍보 수단으로의 한국적 이미지

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전통 문양이 반영된 의상과 

각종 전통 소품이 함께 연출된 상징적 패션 스타일

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징적 패션 스타일은 전통의 

문양과 머리 장식을 중심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도출된 패션 스타일들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적 패션 스타

일은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사물 등 전반적인 한국 

전통의 것들에 내포된 가치와 한국만의 고유한 문

화자산이 가진 독창성을 디자인 요소에 반영한 패

션 스타일을 일컫는다. 또한 컬러, 자수, 문양, 전통 

공예 기법, 소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적 이

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적 모티브는 

소나무, 학, 산이 활용되었으며, 한국적 컬러로는 색

동이 사용되었다. 기타 콘텐츠에서 나타난 전통과 

현대의 조합은 음악 콘텐츠의 탈시대적 조화와는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음악 콘텐츠에서는 한복

의 구성과 현대복의 구성이 한 점의 의상에 모두 나

타나도록 만들어진 방식의 조화였다면, 기타 콘텐

츠에서는 현대 의상 혹은 한복의 구성 방식 중 한 

가지로 패션 스타일을 구성하면서 한국적 모티브

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즉, 음악 콘텐츠에서는 

한 점의 의상 내에서 여러 시대 의상이 한꺼번에 

연출되었지만, 기타 콘텐츠의 의상에서는 특정 시

대의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

르다. 이를 종합하면 <Table 2>,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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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Analysis of Korean fashion style expressed in Korean Wave content by fashion style factors

Types Item Silhouette Color Motif Detail Accessory Styling

Music

Coexistence 
of traditional 
costumes and 
contemporary 
costumes

Various 
silhouettes 
(hourglass 
/straight 
/oversized 
/tight)

- Achromatic 
color

- Polarization 
of chroma

- Accent 
color: 
Pastel tone 

- Korean 
traditional 
patterns

- Fancy 
flowers 
objects

Traditional 
& 
contemporary 
elements (bo, 
pocket, 
embroidery, 
zipper)

Korean 
accessory 
(Gat, Ba ssi 
dang gi, 
folding fan)

Layered and 
genderless 
style: 
Alteration of 
the way of 
wearing 

Broadcast 

Traditional 
Hanbok 
(Jeogori, 
skirt, Korean 
pants)

A narrow top 
and 
oversized 
bottom 
silhouette

- Pastel tone
- Deep tone
- Vivid tone

- Small sized 
flower 
objects

Hanbok 
elements 
(collar, 
breast-tie 
knot button)

Korean 
accessory 
(hair 
accessory, 
waist belt) 

Formal 
Hanbok set 
styling (top 
& skirt/ 
pants & vest) 

Fashion

Traditional 
Hanbok 
(Jeogori, 
skirt, Korean 
pants)

A narrow top 
and 
oversized 
bottom 
silhouette

- Soft tone
- Vivid tone
- Dull tone
- Deep tone

- Flower 
objects

- Natural 
objects

Hanbok 
elements 
(collar, 
breast-tie, 
embroidery)

Korean 
accessory 
(Sejodae, 
Gat, Jokduri, 
Norigae)

Formal 
Hanbok set 
styling (top 
& skirt/ 
pants & vest)  

Etc.

Traditional 
costumes or 
contemporary 
costumes 

Straight 
silhouette

- Vivid tone - Natural 
objects

- Korean 
traditional 
patterns

Traditional 
& 
contemporary 
elements 
(tailored 
collar, 
pocket)

Korean 
accessory 
(hat, hair 
accessory, 
Sejodae)

Using 
Korean 
traditional 
accessories

<Table� 3> Korean fashion style expressed in YouTube content

Type Korean fashion styl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style

Music
Music Video 
Adapted from 
BLACKPINK.

(2020).
https://www.youtub

e.com/

  

1) Genderless 
fashion 
style

2) Mix 
matched 
fashion 
style

3) Non - 
connectivity 
in fashion 
style

Fashion style 
excluding 
stereotypes 
about Korean 
traditional 
costume

Cheollic 
one piece 

Adapted from 
Mnet K-pop.

(2019). 
https://www.you

tube.com

Mix and match
style Adapted 

from JYP 
Entertainment.

(2020a). 
https://www.you

tube.com

Jeogori shirt 
Adapted from 

JYP
Entertainment.

(2020b). 
https://www.you

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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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Type Korean fashion styl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style

Broadcast
Drama Adapted 

from KBS Drama 
Classic. 
(2019b).

https://www.youtub
e.com/

  

1) Adhering to 
the 
elements of 
Hanbok

2) Wearing 
Hanbok 
representing 
traditional 
holiday

Fashion 
style 
inherited 
from 
traditional 
costume

Gonryongpo 
Adapted from 

Overwatch.
(2020).

https://www.you
tube.com

Hanbok collar
Adapted from 
TOMORROW 

X TOGETHER 
OFFICIAL. 

(2020).
https://www.you

tube.com

Girls’ Hanbok 
Adapted from 
KBS Drama 

Classic.
(2019a).

https://www.you
tube.com

Fashion

Fashion 
documentary

Adapted from 
League of Legends 

– Korea.
(2020).

https://www.youtub
e.com/

  

Men’s Hanbok
Adapted from 

League of 
Legends – 

Korea.
(2020).

https://www.you
tube.com

Dance Hanbok 
Adapted from 

Free Jia.
(2020).

https://www.you
tube.com

Traditional 
Hanbok 

Adapted from 
League of 

Legends Korea. 
(2020). 

https://www.you
tube.com

Etc.
Promotion of 

Korea Adapted 
from Imagine 
your Korea.

(2020a).
https://www.youtub

e.com/

  

1) Using 
traditional 
Korean 
motifs and 
patterns

2) Using 
traditional 
Korean 
accessories 
such as Gat 
and hair 
accessory

Symbolic 
fashion 
style of 
traditional 
culture

Rainbow-striped 
jump-suit 

Adapted from 
Imagine your 

Korea. 
(2020a).

https://www.you
tube.com

Traditional 
hat Adapted 

from Imagine 
your Korea.

(2020b).
https://www.you

tube.com

Embroidered 
suit Adapted 
from LOTTE

Chilsung.
(2020).

https://www.you
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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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소셜 미디어를 중

심으로 빠르게 변화한 한류 현상은 그 범위가 넓어

지고,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

며 주류 문화로 정착했다. 현시대의 한류는 일종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류 열풍은 한류 경

제를 창조하고 있다(Yoo, 2014). 본 연구는 한류 산

업 분야로의 패션 산업에 주목하여 한류 콘텐츠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주류 영상 미

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류 콘텐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한류 콘텐츠는 내용에 따라 음악, 방송, 
패션, 기타 콘텐츠로 유형화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

수는 음악 콘텐츠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K-pop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 콘텐츠가 한

류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

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매체로서 유튜브 내 

음악 콘텐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음악 콘텐츠는 

컨셉에 충실하여 시대적 차원을 넘나드는 창의적

인 패션을 보여주기에 이를 통해 한국적 패션 이미

지가 인지된다는 것은 현대에 재창작된 한국 전통

의 패션이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현시대의 한국적 패

션 스타일은 대중들의 인식에 사극 드라마 콘텐츠 

이외의 음악 및 타 분야가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해 과

거 기존 매체(TV)의 일방적인 노출로 인한 인식에

서 벗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방송 및 패션 

콘텐츠는 문화적 시기, 착용 목적, 시대적 재현 측

면을 중심으로 한복을 착용한 TV 프로그램과 유튜

브 채널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문화적 시기 측면에

서는 명절맞이 전통의상 착용이 나타났고, 착용 목

적 측면에서는 한국 무용 무대 의상이 나타났다. 
시대적 재현 측면에서는 사극 드라마가 주 내용으

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 콘텐츠는 홍보 콘텐츠가 

확인되었으며, 주로 한국의 주요 도시와 제품의 홍

보 수단으로 한국적 패션 스타일을 착용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기타 콘텐츠의 주 내용은 전통 문학을 

배경으로 한국의 방방곡곡을 보여주며 주요 관광

지를 소개하는 내용과 한국적 이미지와 현대 의상

의 조화를 제품에 빗대어 표현한 내용의 홍보 콘텐

츠가 나타났다. 
한류 콘텐츠의 유형별로 표현된 한국적 패션 스

타일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콘텐츠에서는 영상의 내용 및 배경이 의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연계성의 특성과 시

대적 믹스매치 패션, 젠더리스 패션, 착장 변화 패

션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

어난 착장과 디자인이 나타나는 음악 콘텐츠에서

는 탈관념적 특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미디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한국적 패

션 스타일이 소셜 미디어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둘째, 방송 콘텐츠와 패션 콘텐츠에서는 한

국 전통의상을 계승한 패션 스타일이 나타났다. 방
송 콘텐츠와 패션 콘텐츠에서는 완전한 구성과 형

태의 전통 한복 패션이 표현되었고, 격식을 갖춘 

전통 한복 패션 스타일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특성은 방송, 패션 콘텐츠에서의 한국적 패션 

스타일이 한국의 전통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음악 콘텐츠에 나타난 독

창적인 한국적 패션 스타일의 창조와 달리 전통 한

복의 패션 스타일의 유지와 확산을 방송, 패션 콘

텐츠가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타 

콘텐츠에서는 전통 모티브와 소품, 공예 기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확인하였

다. 기타 콘텐츠는 타 콘텐츠보다 전통 모티브 중

심 디자인과 전통 소품 위주의 연출이 두드러졌기

에 이러한 특성이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통 한복뿐

만 아니라 한국적 문화의 타 요소들이 패션 스타일

에 반영되어 재창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류 소비의 주류 미디어가 되고 있는 유튜브에

서 한류 콘텐츠는 한국이 가진 고유의 문화를 조합

하여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

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한류 콘텐츠는 문

화적 교류의 활성화와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기회

를 열어 한국 문화 고취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디

지털 미디어 세대들이 향유하는 한류 콘텐츠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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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패션 스타일을 조명하고, 내용과 패션 스타일

의 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

구는 수집된 영상자료에서 K-pop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 연구 결과에 무대 의상의 속성이 많이 반영

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전통문화가 

반영된 패션 콘텐츠 및 패션 디자인 개발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인식되는 한국

적 패션 이미지의 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초적 자료

를 제공한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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