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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cultural political implications of K-pop abroad culture. It analyzes K-pop 

Random Play Dance (KRPD) that is diffused worldwide as youth cul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of KRPD is a non-central, non-hierarchical, de-authoritative, and 

an open rhizomatic system. This system provides an environment for unlimited proliferation of KRPD. 

Secondly, KRPD is the product of participants’ affective practices that aim at gaining pleasure and joy. 

It provides participants with a chance to confront and challenge a dominant neoliberal order because 

it enhances participants’ self-esteem by enabling action, and  it becomes the place to articulate an 

inclusive community by way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irdly, KRPD is the product of participants’ 

poaching practices for the products of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and for public and 

commercial spaces. It provides its participants with a chance to deterritorialize public and commercial 

spaces and then reterritorialize it into carnival spaces. The act creates a new sense of existence 

through which participants form a new subject. This study calls for the necessity to investigate the 

consumption of K-pop worldwide not only in terms of media technology or industrial strategy but also 

in terms of its cultur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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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1990년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에 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인기로 시작한 ‘한류’는 2000년  

후반부터 이팝(K-pop) 열풍으로 번지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 등  세계로 확

산되었다(김두진, 2018; 천덕희· 병웅, 2018). 특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 각국

의 음악 차트를 휩쓸며 이팝은  세계 으로 뜨거운 심의 상이었다. 더 나아가 2021년 

재에는 새로운 이팝 곡에 한 세계  호응은 이제 더 이상 2012년 ‘강남스타일’ 때처럼 

외 이고 특별한 이슈가 되지 못한다. 2021년 5월 기 으로 유튜  동 상 조회수 10억 건이 넘

는 이팝이 10여곡, 5억 건이 넘는 이팝이 30여곡, 1억 건을 넘는 이팝이 200여 곡이다1). 

이외에도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들의 주요 주제가들 한 조회 수 1억 건을 상회한다. 최근에는 

표  이팝 아이돌 그룹들의 신곡 뮤직비디오는 유튜 에 공유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회 

수 1억 건을 넘기고 수십만 건의 댓 이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달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

다.2)

표 으로 강력한  세계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다섯 곡3)이 1 를 차지하 고, 주요 노래 30여

개의 뮤직비디오가 유튜 에서 각각 1억 뷰에서 13억 뷰를 기록하고 있다.4) 한 2017년부터 

매년 미국 3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청을 받아 수상하거나 시상을 했으며, 미국의 네트워크 방송국들의 주요 쇼 로그램들에 출연하

여 공연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 행한 세

계 순회공연 티켓은 발매 5분 만에 모두 매진되었고 지 미디어들의 집  조명을 받았다. 2018

년부터 해외에서 이팝 표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부상하며 국가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블랙핑크도 유튜 에서 주요 노래 15여개의 뮤직비디오가 각각 1억 뷰에서 16억 뷰에 이르며 

스 연습 동 상 12개도 각각 1억뷰를 상회하고 있다.5) 한 2019년부터 미국의 네트워크 방송

1) 유튜  채  ‘와빠KPOP차트’ 참고함. 

2) 이팝의 세계 인 인기를 반 하듯이 ‘ 이팝’은 유튜 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검색키워드 의 하나가 되었고, 록, 

팝, R&B 등 주요 음악 장르를 심으로 배열된 유튜  음악 카테고리에 독립된 음악 장르로 추가되었다. 한 랑스

에서 가장 향력이 있는 음악 문 라디오 방송 NRJ에서는 (일본의 제이팝 채 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팝 채

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TV와 국의 BBC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로벌 워 랜드로 삼성, LG가 아닌 

이팝을 선정하기도 하 다(김인숙, 2014). 

3) ‘Dynamite’(2020), ‘Life Goes On’(2020), ‘Savage Love’(2020), ‘Butter’(2021), ‘Permission to Dance’(2021).

4) 2021년 5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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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주요 쇼 로그램들에 출연하여 공연을 하 고,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그러나 해외의 이팝 팬들이 이러한 표 인 몇몇 아이돌그룹에만 열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의 이팝 팬들은 한국 팬들과는 다르게 특정 이팝 그룹만을 배타 으로 좋아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팝 그룹이나 솔로 가수들의 음악을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를 들면, 세계 으로 가

장 크고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의 팬인 아미들도 부분 다른 이팝그룹들의 노래

를 즐기며 좋아한다(홍석경, 2020). 앞서 이야기한 유튜  조회수 1억 뷰가 넘는 이팝 200여

곡은 50여 이팝 그룹이나 솔로 가수들의 곡이다. 여기에는 재 표  이팝 그룹들의 곡뿐

만 아니라 재는 해체되거나 그룹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소  2세  이팝 그룹과 솔로 

가수들의 곡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6) 조회수 5천만 뷰를 기 으로 살펴본다면 훨씬 더 다양한 

이팝 그룹이나 솔로 가수들의 곡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 연구의 상으로 선정된 이팝 랜

덤 이 스(K-pop Random Play Dance)7)를 즐기기 해 해외 이팝 팬들이 선정한 곡

들을 살펴보면 선정 상이 상한 것보다 훨씬 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분의 경우 3

세 와 4세  이팝 그룹들의 곡이 선정된다. 그러나 1990년  반의 진 의 곡, 1세 와 2

세  이팝 그룹들의 곡, 갓 데뷔한 신생그룹들의 곡 그리고 이팝 아이돌 음악을 웬만큼 좋아

하지 않으면 한국 팬들조차도 생소할 수 있는 곡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팝 아이

돌의 곡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다른 장르의 곡, 를 들면 트로트 곡들도 선정된다.

5) 2021년 5월 기

6) 이팝 그룹을 세  구분하는 명확한 기 은 없다. 따라서 세  구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세 를 명확

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룹들도 있다. 다만 활동 시기, 아이돌 육성 방식  활동 방식과 시장 략, 팬덤  팬 문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흔히 세 개 는 네 개의 세 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세 를 다시 두 개로 나 어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한다. 아래의 세  구분은 스큅(2020)의 과 유튜  채  ‘Jay TV’ ‘해군수달’ ‘랭잼 TV’ ‘엔터상사’ ‘다타크’ ‘그알세’ 등

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1세 는 주로 1990년  반부터 2000년  반까지 활동한 그룹들로 표  남성그룹으로 

HOT, 젝스키스, GOD, 신화 등과 표  여성그룹으로 SES, 핑클, 베이비복스, 쥬얼리 등이 있다. 2세 는 주로 

2000년  반부터 2010년  반까지 활동한 그룹으로 표  여성그룹으로 소녀시 , 원더걸스, 카라, 2NE1, 티아

라, 씨스타, 에 엑스 등과 표  남성그룹으로 동방신기, 빅뱅, 수퍼주니어, SS501, 2PM, 샤이니, 비스트 등을 들 수 

있다. 3세 는 2010년  반에 데뷔해서 부분 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로 표  남성그룹으로 방탄

소년단, 엑소, 갓세 , , 세 틴, NCT 등과 표  여성그룹으로 블랙핑크, 트와이스, 드벨벳, 마마무, 여자친구, 

오마이걸 등이 있다. 4세 는 아직 3세 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주로 2010년  후반 특히 

2018년 이후 데뷔해서 3세  표그룹들과 경쟁하며 나름 성공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로 표  여성그룹으로 (여자)

아이들, 잇지, 이달의 소녀, 에버 로우, 에스 , 스테이씨, 클리 등과 표  남성그룹으로 스트 이키즈, 에이티즈, 

TXT, 더보이즈, 원어스, 트 , 엔하이  등이 있다. 

7) 이에 해서는 <4. 연구방법>과 <6. 이팝 해외수용의 문화정치  함의: 스놀이문화를 심으로>   부분에서 자

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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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팝의 해외수용이 이제 단순히 인기 있는 표  몇몇 아이돌 그룹에 한 열 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는 이팝 반에 한 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몇몇 표 인 아이돌 그룹의 성취나 몇몇 국  팬덤의 활동에 을 맞추어 분석해온 

기존의 많은 이팝 연구들은 재의 이팝의 해외수용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

겠다. 방탄소년단과 이들의 국  팬덤인 아미를 심층 으로 분석한 연구들( 를 들면, 김 , 

2019; 이지 , 2018; 이지행, 2019; 홍석경, 2020)이 최근에 단행본으로 출 되어 이팝의 

해외수용과 그 함의를 이해하는데 많은 통찰을 제공하지만 마찬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팝의 해외수용에 한 기존 연구들의 통찰력과 한계를 좀 더 면 히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이팝의 해외수용과 그 함의에 한 심층 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1) 이팝의 해외수용에 한 기존 연구들의 경향

이팝의 해외수용에 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하지만 부분은 결국 이팝 세계화의 성공요인

을 밝히는데 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 측면으로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의 확산  일상화가 

이팝의 해외수용에 핵심  역할을 하 다는 것이다(김수철·강정수, 2013; 손승혜, 2013; 오세

정, 2012; 이규탁, 2016; Jang & Kim, 2013; Oh & Lee, 2013). 이에 따르면, SNS는 한

국 음악산업계와 음악인들에게 해외진출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들( 를 들면, 세계 으로 음

악유통채 을 장악하고 있는 미의 유통업자들 등)을 뛰어넘고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

간을 격하게 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Jang & Kim, 2013; Oh & Lee, 2013), 이팝을 

 세계인이 쉽게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팝 팬이 세계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손승혜, 2011, 오세정, 2012).  

두 번째는 생산 측면으로 SNS를 최 한 활용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략과 노력들

이 이팝의 해외수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신동석·남성집·남명, 2014; 이장우·허재원, 

2013; 임성 , 2013; 정길화, 2015;정수 , 2011). 이에 따르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는 

디지털미디어 시 에 새롭게 출 한 무료 음악경제체계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SNS를 최 한 활

용하여 극 인 해외마 을 하 다(이규탁, 2016; 홍석경, 2018). 한 한국엔터테인먼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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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체계 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로벌 마 에 합한 스타들을 효율 이고 

지속 으로 생산해내었다(김이경, 2015; 신동석·남성집·남명, 2014). 즉 ‘캐스 (오디션)→트

이닝-> 로듀싱-> 로모션’으로 이루어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단계별 시스템으로 일정 

수  이상의 콘텐츠를 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는 한편으로는 혼종  음악 스타일,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 경쾌하고 반

복 인 리듬, 어가 많은 가사, 가볍고 경쾌하며 따뜻한 내용 등 음악성에 있어서는 익숙함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 있는 군무, 화려한 퍼포먼스, 아이돌의 뛰어난 외모와 세련된 

패션, 상미를 갖춘 뮤직비디오 등 음악 외 인 것 특히 시각성에 있어서 새로움을 추구하여 매

력 인 컨텐츠를 생산하 다(강주선, 2017; 곽민 ·정회경, 2012; 김 철, 2016; 손승혜, 

2011; 손유진·배은석, 2016; 신사빈, 2018; 심두보, 2013; 장윤희, 2016).

세 번째는 수용 측면으로 자발 이고 강력한 국가  팬덤의 등장이 이팝의 해외수용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손유진·배은석, 2016; 심두보·노 우, 2012; 신동석·남성집·남명 , 

2014). 이에 따르면, SNS를 통해 매력 인 이팝 컨텐츠를 우연히 한 수용자들이 자발 으

로 팬이 되어 팬덤을 구성하고 이팝과 이팝 아이돌들을 한 다양한 활동들을 열정 으로 행

함으로써 세계 으로 팬을 확산시켜 이팝의 해외수용에 기여했다(노 우, 2015; 장원호·송

정은, 2013; 채지 ·윤유경, 2013).  

2) 이팝의 해외수용에 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

기존 연구들은 이팝의 해외수용을 이해하는데 여러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한계들 한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상 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논하면서 이 연구가 

탐구하고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팝의 해외수용에 한 수행  차원에서의 연구 부족  

먼  기존 연구들  많은 연구들은 시장 심 이고 공 자 심 인 경향을 보인다( 를 들면, 

김상 ·장 호, 2017; 김유경·최지혜·이효복, 2017; 김은경, 2015; 김인숙, 2014; 김주연·안

경모, 2015; 사문·차희원, 2015). 이들이 이팝 해외수용의 성공요인 분석에 을 맞춘 것은 

결국 이팝의 해외수용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를 더 높이기 한 경제 , 정책  방안을 모색

하기 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팝의 해외수용이 SNS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국엔

터테인먼트산업계의 철 한 기획과 경제산업  의도에 의해 성공했다는 시각을 배경으로 한다

(정수 , 2011). 이러한 시장 심 이고 공 자 심 인 연구경향은 이팝의 해외수용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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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나름 가치와 통찰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팝 해외수용 상을 수용자가 아닌 공 자

의 입장에 치우쳐 이해하고 있다는 에서 이팝 해외수용의 실을 제 로 악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오미 , 2014).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팝 수용자를 수동 이건 능동 이

건 상품의 소비자로만 간주함으로써 이팝의 해외수용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역할 특히 수용자

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상과 맥락들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팝의 해외수용 상에 한 충분

한 이해를 해서는 해외에서 이팝을 수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할 필요가 있

다. 최소한 시장 심  는 공 자 심  연구들과 아울러 해외 수용자의 수용 과정과 맥락을 

체계 이고 심층 으로 탐구하는 연구들도 함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팝 해외수용의 과정과 맥락에 을 두어 분석한 연구들도 행해졌다( 를 들면, 

강복·손승혜, 2018; 김 순·배 주, 2013; 손승혜, 2011, 2012, 2013; 손유진·배은석, 2016; 

심두보·노 우, 2012; 윤선희, 2013; 장윤희, 2016; 정길화, 2015; 채지 ·윤유경, 2013; 홍

석경, 2012). 이 연구들은 이팝의 해외수용  해외 수용자를 설명하는데 여러 통찰력을 제공

하지만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들은 오래 부터 행해져온 드라마 심 한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제시한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 부분의 드라마 심 한류 

연구와 이팝의 해외수용 연구는 드라마/ 이팝 해외 수용자들이 한국의 특정 드라마/ 이팝 

는 특정 드라마 스타/ 이팝 스타의 팬이 되고 자발 으로 팬덤을 구성하여 능동 으로 다양

한 문화실천들을 행한다는 유사한 분석 결과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드라마 심의 한류와 이팝의 해외수용은 형성 과정, 장르의 특성, 주요 수

용자 계층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팝의 수용 과정과 맥락은 기존 드라마 심의 

한류의 그것과 공통 이 있지만 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팝의 해외수용 

과정과 맥락이 지닌 독특한 결에 한 심층 인 분석 결과는 많지 않다. 특히 이 연구들은 드라

마 심의 한류 연구들처럼 수용자의 해독  차원에서 분석을 부분 행하 다는 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팝 팬과 팬덤들은 단순히 이 (드라마 심의 한류)의 ‘능동 인 

수용자’만이 아니라 동시에 ‘ 극 인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까지의 능

동 인 수용자가 자신들이 향유하는 콘텐츠를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능동 으로 ‘해석’하는 것

에 을 두었다면 이팝 팬과 팬덤들은 이에 더하여 생산 과정에 실제로 ‘참여’한다(김 란, 

2014). 이팝 팬과 팬덤은 드라마 심의 한류 팬과 팬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 생산자

의 역할을 훨씬 더 행하고 있다. 를 들면, 이팝 팬과 팬덤들은 이팝이나 이팝 아이돌과 

련한 다양한 동 상들을 스스로 제작하여 유튜  등 SNS에 공유해 세계 으로 유통시킴으

로써 생산자로서 이팝의 해외수용에 상당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김수철·강정수, 2013;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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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8; 노 우, 2015). 그 기에 해독  차원에 집 해서 수용자와 그들의 문화실천을 분석

하는 것은 드라마 심 한류 연구들에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이팝의 해외수용 연구를 해서

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김수정과 김수아(2015a)가 팬에 한 인식이 ‘해석하고 유

하는 자’에서 ‘참여하고 연결하며 수행하는 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  해석’보다는 

‘수행  실천’이 팬덤의 핵심 성격이 되고 있기에 팬덤 연구의 패러다임을 ‘해독’ 패러다임에서 ‘수

행’ 패러다임으로 환해야한다고 한 주장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2) 이팝의 해외수용이 지닌 문화정치  함의에 한 연구 부족8)

기존 연구들 특히 이팝의 수용 과정과 맥락에 한 기존 연구들은 이팝 해외수용이 지닌 문

화정치  함의를 분석하는데 그다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해독  차원에서 분석이 주로 

행해진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몇몇 연구들은 문화정치  함의를 제시하기도 하 다. 를 들면, 

이팝의 해외 성인 여성 팬들은 이팝을 매개체로 문화교류를 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인정

하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통문화를 창출하는 다문화시민성을 함양하고(김 순 & 배 주, 

2013), 국의 청소년 이팝 팬들은 이 팝을 통해 안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네

트워킹을 시도하고(윤선희, 2013), 랑스 이팝 팬들은 이팝 아이돌을 기존 할리우드 화

가 퍼뜨린 지배 인 동아시아 남성의 스테 오타이 를 벗어난 새로운 남성상으로 수용한다(홍

석경, 2012)는 연구들이 있다. 최근 홍석경(2020)은 방탄소년단의 국가  팬덤인 아미를 심

층 으로 분석하면서 젠더, 인종, 세  차원에서 이팝의 해외수용이 어떤 문화정치  함의를 

탐색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이팝 해외수용의 과정과 맥락에 한 기존 연구들 

부분은 이팝이 세계 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나 팬이나 팬덤의 활동들에 한 양상을 

분석하는 수 에 머무르고 그것들의 문화정치  함의를 밝히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 다.

드라마 심 한류의 해외수용에 한 기존 연구들도 상분석에 집 하는 경향을 보 지만, 

(비록 심층성이 부족하고 주로 해독  수 에서의 분석이었지만) 젠더, 계 , 국가, 민족, 인종, 

섹슈얼리티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정치 인 함의들을 제시해왔다. 를 들면, 배용 의 팬카

8)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정치’는 문화연구 통의 용어로 ‘문화를 통한 특정한 사회 계의 다양한 지배와 항의 

정치  과정’을 지칭한다( 규찬, 1998). 문화연구는 특히 성, 세 , 인종, 민족, 지역 등과 같은 역에서 기존 지배질

서에 한 강화와 도 을 한 다양한 문화 실천, 그리고 이와 련한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문화정치의 상으로 탐

구해왔다(정재철, 2014). 이 연구도 이팝의 해외수용 과정에서 형성  실천되고 있는 문화가 성, 계 , 세 , 인종,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등과 같은 차원에서 기존 지배질서와 어떠한 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에 심을 집 한다. 



134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2021년 10월)

페에서는 국 과 계없이 가족담론을 생산하고 국 성을 무력화하고 신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지만 가족담론은 산층 심 인 계 성을 띠고 국가주의  과 합되면서 생

산  정치성이 희석되고(양은경, 2006), 동유럽의 한류 수용자들은 한류 상물을 통해 그들이 

처한 기와 새로운 안을 모색하는 으로부터의 진정한 사회 재건의 요구를 구성하고(윤선희, 

2014), 일본 여성 팬들은 한류 스타인 장근석이 체 하는 ‘날씬한 몸의 쁜 남자’라는 외양을, 

기존의 한국 남성스타의 ‘근육질’ 남성성과 차별화시키며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성  매력으로 의미화한다(김수정, 2014)는 연구들이 있다. 드라마 심의 한류에 한 연구들

과 비교했을 때 이팝의 해외수용에 한 연구들은 문화정치  함의에 한 탐구와 분석에 있어

서 아직 양  그리고 질 으로 아직 뒤떨어진다고 하겠다. 

물론 이팝 해외수용의 진행 과정과 양상을 탐구하여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러한 진행 과정과 양상이 지니는 문화정치  함의를 분석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팝 해외수용 상, 특히 해외의 10-20  은이들이 이팝을 열정 으로 즐기고 

있는 상에 해 충분한 설명과 심층 인 이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이팝의 해외수용에 있어서 이팝 스의 역할에 한 연구 부족

기존 연구들은 이팝 해외수용의 성공요인으로 SNS의 확산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략

들에 심을 집 하면서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컨텐츠 생산 략의 핵심 요소  하나인 

이팝 스에 해서는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팝은 ‘듣는 음악’이기보다는 

‘보는 음악’이다. 여러 경험  연구들은 이팝이 음악성 요인보다 시각성 요인을 통해 해외의 수

용자들 특히 서구의 수용자들에게 각 받고 있으며(김성섭·김미주, 2009; 김주연·안경모, 

2012),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도 해외 진출이 증가되면서 언어  거리를 극복하기 해 스

나 퍼포먼스 등 시각  요인들에 더욱 치 하고 있다(사문·차희원, 2015)고 제시한다. 여기서 

‘보는 음악’으로서 이팝의 핵심 인 요소는 스라고 할 수 있다. 라질 팬들이 이팝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멋진 춤’인 것으로 나타났고(정길화, 2015), 서구권의 수용자들에게 이팝의 

요소  가장 문화  근 성 인식이 높았던(즉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근하여 즐길 수 있

었던) 것이 스 다(사문·차희원, 2015). 유튜 에 공유되어 있는 팬들이 제작한 이팝 련 

동 상들  압도 인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이팝 스와 련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팝 스는 이팝 해외수용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모든 문화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요인은 즐거움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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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팬들이 이팝을 좋아하는 것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팝의 팬덤이 형

성, 유지, 확산될 수 있는 것도 무엇보다 이팝과 팬덤 활동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존 연

구들은 팬과 팬덤이 이팝 스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이팝 

팬과 팬덤에게 이팝 스는 멋지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즐기는 상일 뿐만 아니

라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행하며 즐길 수 있는 좋은 놀이수단이기도 하다. 이팝 팬들은 이팝 

스를 따라하면서 자아고양의 만족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함께 따라하면서 유 감을 높이고, 일

상 탈출의 리만족감을 얻는다(곽민 ·정회경, 2012; 오세정, 2012; 정길화, 2015). 한국엔터

테인먼트산업계도 스를 구상할 때 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느냐의 유무에 을 두며 스를 

먼  구상하고 이에 맞춰 곡이 쓰기도 한다(김은경, 2015). 한 이팝 스를 따라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스 일반이 제공하는 즐거움인 몰입감이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 재, 2012). 

수용자들이 이팝을 직  체험하며 즐기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이팝 스 따라하기는 ‘커

버 스(cover dance)’라는 하나의 문화 상으로 동남아 팬들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미주 지역

의 은 층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재는 세계 으로 은이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손유진·배은석, 2016). 물론 이팝 노래를 따라하는 ‘커버송(cover song)’도 행해지지만 ‘커

버 스’에 비하면 미미한 수 이다. 이팝 해외 팬과 팬덤들은 커버 스를 추는데서 멈추지 않

고 이를 상화하여 유튜 에 올려 세계 으로 유통시킨다. 이는 팬 개인  차원에서는 자아고

양을, 팬덤 차원에서는 교감과 공동체성의 강화를, 이팝 차원에서는 세계  확산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각 과정과 결과들은 제작하는 팬이나 그것을 보는 팬 모두에게 즐거움과 보

람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팝 스 놀이문화가 ‘생산-소비’의 단순화된 형태가 아

니라, ‘생산-소비-재생산-재소비’의 형태로 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김이경, 2015). 팬과 

팬덤들에 의해 제작되어 유튜 에 공유된 수많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커버 스 동 상과 그에 

한 반응들이 그 표  사례이다(김수철·강정수, 2013).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팝 스 놀

이문화는 해외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강주선, 2018).

정리하자면, 이팝은 단순히 듣고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보고 참여하는 음악으로 해외 청

(소)년들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이팝의 해외수용

에 한 이해를 넓히기 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해온 이팝 스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해

외의 이팝 스 놀이문화에 한 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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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   연구문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는 이팝 스와 련한 해외 팬들의 수행이 지니는 문화정

치  함의를 분석하는데 을 둔다. 이를 통해 이팝 해외수용에 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팝 스 놀이문화, 특히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성행하고 있

는 이팝 랜덤 이 스(K-pop Random Play Dance, 이후 KRPD로 표기)9) 문화를 연

구 상으로 삼는다. KRPD는 이팝 30여개에서 240여개의 곡들에서 스의 하이라이트 부분

만 발췌해 20분에서 3시간 정도 길이의 음악을 만들어 이를 틀어놓고 참여자들이 이에 맞춰 게

임하듯이 스를 즐기는 놀이이다. KRPD 동 상은 세계 이팝 팬들에 의해 해외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생산되어 유튜 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 과 연구

상을 고려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K-pop의 해외수용 문화로서 KRPD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둘째, 그러한 주요한 특징들은 어떤 문화정치  함의를 지니는가? 

4. 연구방법

연구를 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외 팬들이 제작하여 유튜 에 공유한 KRPD 

동 상을 시청하 고 그 특징들과 웹주소를 기록하 다. 이 기간 동안 지속 으로 자료를 업데이

트 하 는데, 업데이트 시에는 가능한 최근의 것 그리고 가능한 다양한 국가, 도시, 장소에서 행

해진 것을 주로 기록하 다. 최종 수집된 KRPD 동 상은 2017년 3월에 제작된 것들부터 

2021년 2월에 제작된 것들까지 모두 1,000개 다. 이들  임의로 500개를 선택하여 본격 인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은 6단계의 질  분석 차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정리하기  

친숙해지기 → 범주(category)·주제(theme)·유형(pattern) 만들기 → 자료 코딩하기 → 자료

에 한 기의 이해  해석 검하기 → 안  해석  설명 찾기 → 보고서 작성하기

(Marshall & Rossman, 1999). 자료들을 (다시) 시청하면서 상물 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상  경향들을 추출하여 범주, 주제, 유형 등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분류된 주요 범주, 주

9) K-pop Random Dance 는 K-pop Random Dance Game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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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형들에 한 문화정치  함의를 도출하기 해 여러 개념  이론들을 살펴보았고 최종

으로 아래의 ‘5. 자료 분석  해석을 한 이론  틀’에서 제시한 리좀, 정동, 렵/팬덤 등 세 

가지 개념  이론들을 선정하 다. 이는 이미 분류된 자료의 핵심  범주, 주제, 유형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여 체계  분석과 심층  해석을 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이미 

자료 분류를 통해 생성된 범주, 주제, 유형들은 세 가지 개념  이론들을 통해 재분류되어 분석 

 해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범주, 주제, 유형들은 재배치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생성되

었다. 질  분석에서는 설정한 분석 틀을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에 맞춰 일방향 으로 일사분란

하게 자료를 분석하기보다는 분석 틀과 분석 자료를 오가며 양자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순환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자료를 좀 더 많이 포함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좀 더 체계

인 분석과 심층 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다른 개념  이론들( 를 들면, ‘카

니발,’ ‘무 의 공동체,’ ‘하 문화,’ ‘수행성’ 등)도 살펴보고 핵심 인 세 가지 개념  이론들에 

목하면서 기존 분석과 해석을 수정, 보충, 정교화 하고자 하 다. 

5. 자료 분석  해석을 한 이론  틀

1) 리좀(rhizome)

원래 리좀은 생강이나 연근처럼 마디에서 뿌리와 어린 기가 뻗어 나오는 뿌리 기 혹은 뿌리 

기 식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뿌리 기는 땅속에서 부단히 증식을 하면서 다른 뿌리와 연결되기

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수평 으로 뻗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린 나무는 이후에 가지

와 기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할지 견할 수 있는데 반해, 뿌리 기는 어떻게 뻗어나갈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나 뿌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지만, 뿌리 기의 경

우 어떤 마디가 분리되더라도  다른 모습을 가진 식물로 살아간다(이지 , 2018, 86쪽).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75/2001)는 식물학 개념인 리좀을 사회 구조, 

철학사, 정치 체제, 술 작품의 구성 등 거의 모든 역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발 시켰다. 이들

은 리좀을 단일한 심이 없는 수평  연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무의 계 이고 심  구조와 

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뿌리나 기들도 결국은 단일한 심

과의 계에서 의미가 결정된다. 즉 나무는 나머지 주변부들이 결국 하나의 심으로 귀속되는 

구조, 수직 으로 계 인 이른바 수목  체계를 갖고 있다. 수목  체계와는 달리 리좀  체계

는 서로 다른 것들이 단일 심의 통제나 심과 주변의 구분 없이 복잡하게 뒤얽  있다. 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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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에서는 수목  구조상의 계통과 계없이 이웃에 치하는 이질 인 것들과 직  연결

속될 수 있다. 리좀 체계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체계인 동시에 무엇과 마주치고 계 맺는

가에 따라 체의 규모와 의미가 변화하는 가변 인 체계다. 이런 의미에서 리좀은 체계가 없는 

‘비-체계가 아니라 비 심화된 체계’이다(이지 , 2018, 87-90쪽). 

의 논의를 리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속성으로 어떤 귀결 이

나 호오의 선별 없이, 두 항이 등가 으로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한다. 둘째, 이질성으로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속 가능한 것을 특정한 것 내지는 특정한 계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사유와 활동의 흐름을 통일하고 동질화하지 않고, 이질 인 모든 것에 해 새로운 속 가능성

을 허용한다. 셋째, 다양성으로 차이가 어떤 하나의 심, 척도, 원리로 포섭되거나 동일화되지 

않는 이질 인 것의 집합이고, 따라서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체의 의미를 다르게 만든다(이진

경, 2002, 91-108쪽).

결국, 리좀과 련한 논의는 리좀이 속성, 이질성, 다양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비 계

, 탈 심 , 가변  체계 속에서 무한증식된다는 에서 이와 립 인 수목  체계를 기반으

로 하고 있는 사회의 지배질서에 반하며 그 패권에 도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KRPD는 서로 직 인 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생산되며  세계 으

로 확산되고 있기에 리좀의 특성과 체계는 KRPD의 생산과 운 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 문화정

치  함의를 분석하는 틀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동(affect)10)

정동은 군가의, 무엇인가의 느낌, 그 경험, 표 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다. 여기서 정동은 느낌, 

경험, 표 을 만드는 힘이지 그 산물은 아니다. 감정과 정서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정 인 개

념으로 사용된다면, 정동은 문자 그 로 고정된 상태가 끊임없이 생성, 운동, 변화하는 역동체이

다. 따라서 정동은 움직이는 느낌, 느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 란 2020, 29-30쪽). 

정동은 근원 으로 계 (relational)이다. 정동은 “힘을 가하고 힘을 받는 역량”을 뜻한

다(Deleuze, 1986/1988; 김 란, 30쪽 재인용). 구의 정동이 작동한다는 것은 타자의 향

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타자에게 향을  수 있음을 뜻한다. 정동 작용은 주체의 감각을 가로

질러 개체의 차원에서 욕망을 변이, 확장시킨다. 정동이 살아 있기에 우리의 ‘있기(존재)’나 ‘하

10) 이 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동에 한 논의는 김 란(2020)의 책, 특히 33쪽에서 86쪽까지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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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 )’가 가능하다. 그리고 맺게 되는 계성에 따라 내 몸과 혼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

진한다(김 란 2020, 30-32쪽). 

정동은 몸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통해 실체화되어 나타난다. 정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

화의 과정 는 그것을 느끼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동이 지각되기 해선 몸으로 표 되

거나 언어로 재 되는 방식을 취한다. 정동은 몸들 사이의 마주침에서 계가 형성되면서, 서로 

주거나 받아 엮이는 계에 한 경험이고 지각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따라서 정동

의 운동력은 개인의 경계를 허물고 뚫으면서 집합 이고 사회 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정

동은 타인이나 세상과의 계를 만들어 다(김 란, 2020, 33-36). 

정동이 작동하는 핵심 두 축은 기쁨과 슬픔이다. 정동은 지속 인 운동과 변화가 ‘선율’을 

이룬다면 정동의 선율을 이루는 두 축은 기쁨과 슬픔이다. 기쁨은 행동하는 힘이 증가하며 보다 

완 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슬픔은 행동하는 힘이 감소하는 하 ‘과정’이다(Deleuze, 

2001: 김 란, 2020, 38쪽 재인용). 한 힘의 상호성에 련해서 기쁨은 능동 인 속성을 슬

픔은 수동 인 속성을 지닌다. 바꾸어 말하면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며 일어나는 상호 인 힘의 

증감 운동이 곧 정동이다(김 란, 2020, 37-38쪽). 사회활동의 상당부분이 이성  단이나 

략  이해 계 못지않게 기쁨과 슬픔을 포함하는 정동을 매개로 해서 구성된다. 정동은 한 개인

의 내  소유물이 아니며 반드시 사회 안에서 계 이며 집합 으로 작용한다. 정동은 무한한 

생성, 변화, 분열과 증식을 낳는다(김 란, 2020, 39쪽).

정동은 주체에게 차이와 변화를 낳으며 계와 집합을 만드는 근원 인 힘이다. 많은 조우

와 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의 정동 작용을 거치며 개체 이고 집합 인 삶이 이

진다(김 란, 2020, 40쪽). 주체는 정동의 부상과 침 이 부단히 일어나는 복잡한 구성물이다. 

정동은 마음과 몸이 발휘하는 원망과 가능으로 발 된다. 따라서 정동을 성찰 으로 실천하는 윤

리  삶은 창발 이며 자유로울 수 있다(김 란, 2020, 44쪽). 

정동은 특히 약한 자가 자아낸 역능이 만들어져 행하는 모든 느낌, 말, 행동으로 진 인 

정치윤리성과 복 인 정치성을 발할 수 있다. 버틀러에게는 주체가 벗어날 수 없는 취약성이 

각자의 삶, 나아가 공통 인 삶의 원리로 정화된다. 나아가 우리들의 취약성으로부터 실 인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그에 항하고자 하는 집합  의지와 필요가 구성될 수 있다(Butler, 

2016; 김 란, 2020, 61쪽, 재인용). 구별되는 소수자들이 기성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다름을 

감추고 침묵하기를 암묵 으로 강요받는다. 그러나 이들이 행동을 하고 말을 시작하여 소수성이 

수행될 때, 세계 ‘일반’이 유지하고자 하는 거짓된 흥, 부당한 즐거움, 헐거운 평화의 허상은 깨지

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성될 수 있다. 흔히 추하고, 더럽고, 비정상 이라고 평가받는 정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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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진 인 미학과 복 인 정치의 효과가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존재의 취약성이 

복 인 정치, 윤리, 미학  가치와 의지로 환될 수 있다(김 란, 2020, 61-62쪽).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91/1994)는 정동, 표 , 창조의 역들을 ‘육

체주의(Fleshism)’ 개념으로 아울 다. 육체주의는 보이지 않되 실재하고 작용하는 정동이 육

체를 통해 실체 으로 표 되는 방식과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다. 육체주의에서 육체는 “경건하고 

능 ”인 과잉, 역동, 열로 표 된다. 육체  사유에서는 “살아있는 몸”의 경험과 의미가 강조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 있는 몸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계를 맺고, 육체는 “물질화된 역량

과 행 의 감정, 감각, 지각의 앙상블”을 체 하기 때문이다. 육체를 통하면서 고독과 허기 같은 

‘약한’ 정동이 ‘과잉, 역동, 열’ 같은 ‘강한’ 정동으로 환되는 생성, 변환, 차이화한다. 한 ‘역

한 정동’이 인 공감과 매혹을 낳는 정동 요소로 정화되는 변이가 일어난다(김 란, 

2020, 71-72쪽). 

더욱이 정동의 육체성은 불온한 동물성과 연계되어 더욱 복하는 잠재성을 지닌다. 인간

임을 부정하는 정신은, 역설 이게도, 가장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의 변에 언제나 극 으

로 흐르고 있었다. 문화는 인간임을 정의하는 규범에 도 하고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힘입어 생성

될 수 있고, 오로지 그 환을 통해서만이 창발성이라는 인간 본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있다(김

란, 2020, 72쪽). 

재의 육체  언어에서 드러나는 과잉의 리비도는 이른바 ‘정상 인’ 문화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곳에서 강렬하게 집결하고 왕성하게 발해지는 원 인 욕구와 쾌락은 사회  규

범을 거스르고 조롱한다. 강렬한 감각  정동의 음집체로서 육체  언어는 빈곤, 태성, 폭압

으로 가득 찬 실 세계를 설하고 폭소한다. 육체  언어는 정교하게 계화되고 나날이 탐욕

스러워지는 자본주의 인 소비 감각 체계에 맞서고 그것을 비틀면서 신 지 분하고 잡스러운 

감각들을 생성한다(김 란, 2020, 73-74쪽). 

이 ‘역한’ 감각의 소수성은 강고하게 구축된 기성의 미 체제에 항하는 정치  힘으로 

환될 잠재력을 지닌다(Ranciere, 2010; 김 란, 2020, 75쪽, 재인용). 더 나아가, 불온한 동

물성은 항과 비 의 잠재력을 확보한다. 푸코(Foucault, 2008)는 인간주의가 규정하는 ‘인간

됨’에 항하는 항  통치성이 동물성으로 실천되었다고 보았다. 이 에서 동물성이란 ‘이성

이고 인간주의 인 존재 구성에 한 반발’로 해석된다(김 란, 2020, 75-76쪽). 푸코를 따라서 

라자라토(Lazzarato, 2014)는 ‘동물성의 실천’ 자체가 주체화와 종속을 강요하는 사회 질서에 

한 진 인 도 과 비 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김 란, 2020, 76쪽). 

육체/감각/정동은  사회의 지배질서인 신자유주의에 항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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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수 있다. 무페(Mouffe, 2018)는 은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생물이라고 주장하며 변

을 한 다양성과 잠재력을 함축한 주체로서 ‘좌  주의’의 건설을 기 한다(김 란, 2020, 

86쪽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챠풋(Chaput, 2018)은 자기 성찰성이 시되는 비  이론의 

통과 인간의 육체/감각/정동의 작용이 강조되는 신유물론을 결합하며 “신자유주의의 항 공 ”

(김 란, 2020, 86쪽 재인용)의 가능성을 망하기도 한다. 이런 제안들은 공통 으로 신자유주

의 모순을 극복하기 한 기획으로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요시하는 통 인 정치 이론에 

의 감정, 감각, 감수성, 정동의 요소를 극 으로 삽입한다. 주어진 권력 계 안에서 조직

화되거나 일상 인 형태로, 집합 이거나 개인 으로, 공 으로나 사 으로, 드러나거나 숨은 형

태로, 이 진실에 의거한 비 과 항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란, 2020, 86쪽). 

결국, 정동과 련한 논의는 정동이 느낌, 경험, 표 을 만드는 힘으로서 역동성, 계성, 

집합성, 창발성, 육체성, 동물성, 소수성, 복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기

반으로  사회의 지배질서인 신자유주의에 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KRPD는 기본 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육체를 사용하는 스를 집단 으로 수행하

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이기에 정동의 개념과 특성은 KRPD를 체계 으로 분석하고 그것의 

문화정치  함의를 심층 으로 탐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렵(poach)과 팬(덤)의 생산성

랑크푸르트학  이래로 비  성향의 학자들은 소비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인 경제 질서 

하에 만들어진 가짜 욕구나 욕망의 산물로서 이러한 소비를 통해 사람들이 조정당하고 소외된다

고 비 하는 경향이 강하다(이동후·김해원·이설희, 2019). 그러나 드 세르토(De Certeau, 

1984)는 소비 역에 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이러한 주장들에 반하는 논리를 폈다. 먼  

드 세르토(1984/1996)가 핵심 으로 주장했던 것은 ‘일상생활의 창조  실천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는 지배집단의 규율이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보통사람들은 일상 인 차원에서 이를 재

유, 왜곡, 변형, 재가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드 세르토(1984/1996)는 보

통사람들인 이용자(user)들이 화, 독서, 산책, 쇼핑, 요리 등 여러 일상의 수많은 실천 속에서 

다양한 ‘ 술’11)들을 합하여 유와 재 유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기 에 맞춰 지배  정치· 

11) 드 세르토는 략(strategy)과 술(tactic)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단순화해 설명하면 지배를 철시키고 항  

목소리를 사회에서 소외시키기 해 헤게모니  권력이 사용하는 방법이 략이고 제도  통제를 피하기 해 피지배 계

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술이다. 많은 일상의 실천( 화, 독서, 산책, 쇼핑, 요리 등)은 성격상 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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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의 내부에서 수많은 변형들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 세르토

(1984/1996)는 소비를 지배 인 경제 질서가 부과한 생산물을 보통사람들이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이차  생산으로 규정한다. 생산이 합리화되고 확장주의 이고 집 화된 

요란하고 휘황찬란한 생산이라면, 소비는 우회 이고 분산되어 있으나 조용하게, 거의 에 띄지 

않게 어디에나 스스로를 삼투시키는 침묵의 생산이라는 것이다. 드 세르토(1984/1996)에게, 이

용자는 소비처럼 인지되지 않은 생산자이며 기능주의  합리성의 질서 안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

는 침묵의 발견자로 스스로의 의미 작용  실천을 통해 생산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드 세르토(1984)는 일상  실천을 설명하는데 읽기(독서)(reading)를 출발 으로 삼았는

데 이는 텔 비 , 신문, 고 등 시각이 기호지배체계로  문화와 소비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기-읽기는 생산-소비 이항 연쇄의 보다 일반 인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은 드 세르토(1984)가 이 분석을 해 책의 한 장을 할애하고 그 제목을 “읽기(독

서)(reading)는 렵하기(poaching)이다”(165쪽)라고 붙 다는 것이다. 즉 읽기(독서)는 

렵행 이며 독자/시청자12)는 렵자(poacher)라는 것이다. 드 세르토(1984)는 작가들을 공간

을 소유하고 설계하여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로, 독자/시청자들을 작가들이 만든 공간

들을 끊임없이 가로질러 움직이는 여행자이자 그 공간들과 그 생산물들을 자신들의 즐거움과 이

해를 해 렵하고 약탈하는 유목인으로 비유한다. 즉 독자/시청자들은 그들이 작성하지 않은 

역(텍스트)을 자신들의 쾌락과 이해를 해 재 유, 변형, 왜곡하는 등 자신들의 방식으로 

렵하며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결국 읽기(독서) 행 는 침묵의 생산, 이차  생산

의 특징을 지닌다. 한 드세르토(1984)에게 독자/시청자들은 단순히 렵자가 아니라 항상 움

직이는 유목인이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텍스트로 나아가고, 새로운 자원들을 유하고 새

로운 의미를 만든다. 그는 보통사람들의 읽기(독서)를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수많은 나아감과 

물러섬의 술과 게임의 연속이라고 본다. 드 세르토(1984)는 읽기(독서)를 독자/시청자들이 

텍스트를 부수고 그 부서진 조각들을 자신들의 청사진(계획)에 따라 재조립하는 문화  리콜

라주의 한 형태로 보았다.

드 세르토의 렵 개념을 본격 이고 체계 으로 문화 분석에 사용한 사람은 젠킨스

(Jenkins, 1992a)이다. 젠킨스는 미디어 팬들의 문화를 분석하여 ‘텍스트 렵자들’(Textual 

Poachers)이라는 책을 출 하 다. 즉 미디어 팬들은 미디어 텍스트의 렵자들이라는 것이다. 

12) 원문에 ‘reader’로 되어 있어 독자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드 세르토가 분석 상으로 한 것은 책이나 신문 등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텔 비 , 고 등 상매체의 이용자도 포함되기에 독자/시청자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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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킨스(1992a)는 이 책을 통해 팬들이 미디어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문화  멍청이, 사회  부

응자, 혼없는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의 능동  생산자이자 조종자임을 증명하고자 하 다. 먼

 젠킨스(1992a)는 팬들이 문화의 이미지에서 차용하고 이를 굴 시키고, 지배 미디어에

서는 자주 들리지 않는 심들을 합하여 자신들의 문화 ·사회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제시

한다. 한 팬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  생산을 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  상호작용

을 한 기 를 제공하는 량생산된 텍스트에 한 그들의 지배를 능동 으로 주장한다. 이는 

팬들의 활동이 미디어 생산자가 의미의 창작과 배포를 통제하는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젠킨스(1992a)에게, 팬들은  텍스트들을 용하여 다른 이해들에 복

무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시 읽는 독자들이며, 텔 비  시청의 경험들을 풍성하고 복합 인 

참여문화로 변형하는 객이다. 한 보통사람들의 읽기(독서)들처럼 미디어 팬 문화는 특정 시

리즈나 장르에 한 배타  심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미디어 팬들은 범 한 미디어 텍스

트들을 가로질러 상호텍스트 인 커넥션을 만드는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 기에 젠킨스

(1992a)는 미디어 팬을 드 세르토가 보통사람들의 읽기(독서)에 련시켰던 텍스트를 렵하는 

표  모델로 보았다.

젠킨스(1992a)가 미디어 팬 문화를 설명하는데 드 세르토의 주장을 부분 받아들이고 분

석에 활용하지만 몇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논의를 더 진 시킨다. 첫째, 드 세르토가 독자/

시청자들이 서로 분리된 채 개인 으로만 읽기(독서)를 행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

는 반면, 젠킨스는 미디어 팬들의 읽기(독서)는 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해석을 형

성하고 강화하는 사회  과정임을 강조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젠킨스는 팬들의 미디어에 한 

의미 생산에 있어서 팬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팬 공동체의 역할을 요시한다. 둘째, 드 세르토가 

작가와 독자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반면, 젠킨스는 작가와 독자의 경계를 견고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 기 때문에 드 세르토에게 독자/시청자는 주어진 텍스트에 한 새로운 ‘의미의 생산

자’일 수 있지만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자’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제킨스에게 팬들은 ‘의미의 생

산자’이자 그들 자신의 팬잡지 스토리, 소설, 아트 린트, 노래, 비디오, 공연 등을 만드는 새로

운 ‘텍스트의 생산자’이다. 특히 젠킨스는 로그램에 한 팬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많은 팬들을 

새로운 텍스트 창조, 오리지  스토리의 집필로 이끈다고 보았다. 결국 팬덤은 생산자와 소비자, 

객과 참여자, 상업제품과 수제품 사이의 경계를 흐릿해지게 하고 미디어 소비의 경험을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 궁극 으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공동체의 생산으로 환함으로서 참여문화가 

된다고 보았다.

젠킨스의 팬(덤)의 능동성과 생산성에 한 논의와 주장은 피스크(Fiske, 1992/199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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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스크(1992/1998)는 문화가 문화산업의 생산물로부

터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수용이 아니라 생산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팬들의 생산성에 주목하여 이를 세 역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기호학  

생산성(semiotic productivity)으로, 팬들은 문화산업의 산물들에서 자신의 사회 상황에 알맞

은 의미와 즐거움을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둘째는 언술행  생산성(enunciative 

productivity)으로, 팬들은 자신들이 생산해낸 의미와 즐거움을 타인들에게 달하고 공유하면

서 팬덤의 상에 한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텍스트 생산성

(textual productivity)으로, 팬들은 문학, 술, 문화 분야의 공식 인 작품들에 비견될 

만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팬들의 생산성은 젠킨스(1992a)가 ‘의미의 생

산자,’ ‘팬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고 ‘텍스트의 생산자’로서 팬들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피스크(1992/1998)는 팬 생산성이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팬들은 독창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참여하여 그 상업  서사체 혹은 연행을 문화로 환시

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를 들면, 스포츠 들이 자신이 응원하는 의 복장을 입는다거나, 

록의 청 들이 밴드의 의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 등은 경기의  연주의 한 부분이 되며 이 게 

연주자 혹은 과 팬이 하나의 생산 공동체로 녹아들어감으로써 술가와 수용자 사이의 차이가 

극소화되고, 그에 따라 그 텍스트는 술 상이 아닌 하나의 이벤트로 바 다는 것이다. 피스크

(1992/1998)는 이러한 팬들의 참여 의욕이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

 텍스트가 팬과 만나 팬의 참여로 그것이 재가공, 재통합될 때, 팬 문화에 있어서 수용의 계기

는 곧 생산의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최순욱, 최성인, 그리고 이재 (2020)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와 서비스가 격하게 발

하면서 팬(덤)들은 젠킨스나 피스크 등이 고려했던 수 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들은 스마트폰, PC 등 하드웨어의 고성능화와 포토샵, 리미어 

등 소 트웨어의 일반화, 그리고 유튜  같은 이미지 기반 SNS의 번성들을 팬(덤)들이 텍스트

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활동이 폭발 으로 늘어난 배경으로 보았다. 특히 음악은 유튜 에서 가

장 많이 이용되는 카테고리 의 하나로, 이용자들은 음악과 련된 커버(cover), 리액션

(reaction), 패러디(parody) 등 다양한 텍스트를 생산하여 유튜 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철과 강정수(2013)는 이팝 팬과 팬덤이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여 능동 인 수용자로서만

이 아니라 극 인 생산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이들의 생산활동이라는 

것이 원본 디지털 상콘텐츠를 단순히 리트윗, 유포, 혹은 추천과 같은 것이 아니라 원본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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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나 비디오를 패러디, 혼성모방, 매시업(mash-up), 리믹스(remix) 등을 통해서 그 본래의 맥

락과 내용을 변형하고 한 기술 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창의 으로 변형한다고 보았다. 

결국, 렵이나 팬(덤)의 생산성에 한 논의는 문화의 팬(덤)들이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문화물을 자신들의 즐거움과 이해를 해 재 유, 변형, 왜곡, 재가공하는 등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용하며 그것의 의미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물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의 시 에는 이러한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임

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KRPD는 K-pop의 해외 수용자들이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된 K-pop과 

기존의 공   상업  공간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놀이로 즐기면서 이를 디지털미디어

를 사용해 동 상으로 제작하여 유튜 를 통해 세계 으로 유통시키고 있기에, 렵이나 팬

(덤)의 생산성과 련한 논의는 KRPD를 분석하고 그것의 문화정치  함의를 탐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이팝 해외수용의 문화정치  함의: 스 놀이문화를 심으로  

1) 리좀  실천을 통한 수평 이고 탈권  체계 형성 

KRPD는 생산, 확산, 운 의 방식에 있어서 비 심화된 리좀  체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

겠다. 먼  KRPD의 생산은 휴 폰, 블루투스 스피커, 카메라( 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 폰)

와 여러 명이 춤출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 기에 수많은 KRPD가 

아시아, 아 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 일리아의 주요 도시와 이름이 생소한 소도시의 

장, 거리, 공원, 기차역, 학교의 운동장·체육 ·복도, 형 쇼핑몰이나 형건물의 장이나 주차

장, 항구, 지역 축제장, 유명 지13) 등에서 생산된다. 한 디스코클럽이나 음식  등 기존 

다른 목 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이팝 스와 연결함으로써 KRPD의 공간으로 용하기도 한

다.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이 상당히 어든 상태에서 

팬데믹 사태가 상 으로 덜한 지역( 를 들면, 국,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

드, 핀란드 등의 도시들)을 심으로 생산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때로는 화상 화 로그램인 ZOOM을 통해 참여자들 각자가 

13) 를 들면,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트라팔가 장, 리 에펠탑  개선문 앞, 피 체 두오모 장, 시드니의 오페

라 하우스 앞, 라하의 구시가지 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궁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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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속하여 집단  스를 행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이어가기도 하 다. 

여기서 KRPD의 생산체계에는 거  자본이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미디어 권력 같은 단일

화된 권력  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KRPD들은 서로 직 인 계가 없다. 유일한 연결

성은 이팝과 유튜 이다. 이팝과 유튜 를 통해 심사가 공유되고 직 인 계없이 연결·

속됨으로써 각각 고유성과 생명력을 지닌 채 증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리좀의 증식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KRPD는 참여자들이 공지된 장소와 시간에 일시 으로 모여서 이팝 각 곡에서 특정 부

분(특히 스 하이라이트 부분)을 발췌하고 이들을 취합하여 만든 음악을 틀고 그에 맞는 이팝 

스를 함께 춘다는 간단한 틀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나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는 더 많은 즐거움을 해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먼  스를 

한 음악을 만드는 방식에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발췌할 이팝 곡들을 선택하고 이를 취

합할 때 특별한 목 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명 그룹이나 특정 그룹의 노래들이 심이 되

기보다는 일반 인 인기와 계없이 다양한 그룹의 노래들이 선택된다. 부분의 경우 최신 곡들

을 주로 각기 독립 으로 취사선택하고 취합하므로 KRPD에서 사용되는 곡들의 조합은 각각 

항상 다르고 새롭다. 한 한류가 오래된 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의 국가들의 KRPD에서는 소

 2세  이팝 그룹(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 , 2PM, 2NE1, 카라, 

티아라, 미스에이, 샤이니, 인피니트 등)의 노래들이 자주 포함된다. 한 특정한 목  하에 노

래들을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면, 이팝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목 의 KRPD에서는 

1990년  후반의 진 , 1세  이팝 그룹인 HOT, 젝스키스, SES, 핑클 등의 표 곡부터 

2세   재 활발하게 활동 인 그룹들의 표 곡들만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기존 

KRPD에서 잘 사용되지 않은 노래들을 주로 구성하거나, KRPD가 행해진 나라의 스곡을 

포함시켜 구성하기도 한다. 한 드물지만 BTS, 블랙핑크, 는 세 틴 등 특정 그룹들만의 곡

으로 구성된 KRPD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KRPD의 운  방식은 여러 면에서 개방 , 수평 , 

비 심 인 리좀  체계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KRPD의 공연 길이도 20분에서 3시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통상 한 노래에서 40

에서 50  정도의 길이만을 발췌해 사용하기에 30분 공연에는 40개 내외, 1시간 공연에는 80

개 내외의 이팝 곡들이 발췌 상이 된다. 한 같은 곡을 선택했을지라도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길이로 사용할 지에 따라 최종 결과물은 다르다. 한 두 배의 길이로 노래를 사용하거나, 

몇 곡은 짧게 몇 곡은 길게 사용하거나,  곡을 그 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노래를 2배 느리

거나 2배 빠른 속도로 녹음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노래와 노래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잠깐 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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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카운트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어떤 언어로 할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KRPD를 한 음악을 만드는데 있어서 규정된 틀은 없다. KRPD들은 서로 느슨한 공통  속에

서 각각 독립 이고 고유한 존재이다. 즉 KRPD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콜라

주(collage)를 통해 각기 독특한 결과물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에 KRPD 체 으로

는 확산과 다양성이 동시에  더 증 된다고 할 수 있다.  

KRPD의 개방 , 수평 , 비 심 인 리좀  체계의 특성은 음악 운  형식뿐만 아니라 

스 운  형식에서도 나타난다. KRPD는 부분의 경우, 주 무 를 사각형으로 설정하고 진행

된다. 참가자들은 사각형 경계 밖에서 기하다 자신이 춤 출 수 있는 곡이 나오면 스에 참가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일어난다. 참가자가 많을 경우 주 무  사각형 공간만

이 아니라 음악은 들리는 좀 떨어진 곳에 소그룹을 형성하여 춤을 추기도 한다. 남미 국가들의 

KRPD는 매우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참여자들이 워낙 많아 참여자들이 공간 체를 메운 

상태일 경우가 모두가 그냥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춤을 춘다. 드물지만 100명 이상의 형 

KRPD의 경우 형스크린에 이팝 그룹들이 해당 부분의 스를 하는 것을 상 하면서 는 

앞의 단상에서 춤을 많이 아는 한 명이 선도하면서 스를 이끌며 진행되기도 한다. 주로 동남아

나 남미의 KRPD에서 때로는 체 진행을 하는 사회자가 존재하기도 한다. 

KRPD의 주최자는 지역의 이팝 커버 스 이거나 좀 더 극 인 이팝 팬일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유명 유튜버나 한국 식당 등이 주최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최자는 운 을 독 하

지 않고 참가자  한 명의 역할 즉 다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에 참가하는 것에 충실하려

고 한다. 주최자는 카메라를 세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가끔 공간이 무 좁 졌을 때 이를 정

리하는 것 등 한정된 역할만을 한다. 이팝 련 2백만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명 유튜버로 세

계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KRPD를 주최했던 ‘퇴경아 약먹자’의 운 자인 고퇴경도 마찬가지의 

역할만 한다. 부분의 경우 KRPD 동 상에서 주최자와 일반참여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 

사이에 어떤 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참여의 방식도 개방 이고 비 심 이다. 먼  KRPD는 참여자가 모두 모여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주최자를 비롯하여 시작 시간에 맟춰 모인 사람들이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가 늘어난다. 한 참여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을 의무가 없다. 모임에 아무 

때나 참가했다가 아무 때나 빠져나가도 된다. 스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편집된 모든 곡들에 

해 춤을 출  알아야 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춤을 출 수 있는 곡에만 참여하

면 된다. 한 특정 곡의 스에 참여했다가 간에 그만두고 나오거나 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만 들어가 춤을 추어도 된다. 즉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스에 참여하면 된다. 춤을 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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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곡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사각형의 밖에서 그냥 맘 로 춤을 추거나 춤을 추는 참가자들을 따

라하며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때로는 ‘Freestyle Time’이라고 막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결국 KRPD는 공연자와 객의 경계, 추는 자와 구경하는 자의 경계가 없다. 모두가 객

과 공연자의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은 수시로 바 다. 한 참여할 공간이 충분해도 음악이 들리기

는 하지만 주 공간에서 떨어진 곳에서 소그룹을 이루고 자신들끼리 즐기기도 한다. 즉 주 공간에

서만 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공간을 심으로 좀 떨어진 곳에서 소규모 그룹으로도 

스가 진행된다. 

KRPD의 탈 심 이고 비권 인 개방성은 이팝 스와 계없는 사람들 즉 일종의 침

입자에 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KRPD가 진행되는지 모르고 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걸어

가는 사람들이나 주 공간에서 곡들과 계없이 흥에 겨워 막춤을 추는 아이, 노인, 취객 등도 참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없으면 제지하지 않고 함께 한

다. 이러한 경우는 KRPD에서 오히려 재미있는 요소가 된다. 특히 스는 모르지만 음악에 흥겨

워 막춤을 추며 노는 아이들은 KRPD의 개방 인 길거리 문화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 다. 

KRPD는 놀이의 형식에 있어서도 매우 개방 이어서 기본 틀에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져 

행해진다. 를 들면, 색상으로 드 스코드(주로 핑크, 블루. 화이트 등)를 미리 알리고 장에

서 입고 온 옷 색상으로 을 자연스럽게 나 어 특정 곡에 춤을 출 수 있는 드 스 색상을 호명

하며 진행되기도 한다. 주로 드 스 색상별로 번갈아가며 호명되며 모두 함께 춤을 추는 ‘All 

together’도 호명된다. 한 KRPD는 참가자들을 (참가자가 을 때) 한 이나 (참가자가 많

을 때) 여러 로 서게 한 후 음악을 틀고 가장 앞의 사람이 의 표로서 춤을 추게 하고 음악

에 맞는 춤을 추지 못할 경우 의 가장 뒤로 물러나게 되거나 에서 탈락하게 되는 놀이 형식

으로도 진행된다. 그 다고 가장 앞의 사람들만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는 노래가 나오

면 뒤에 있거나 탈락해 경계를 이루는 사람들도 함께 춤을 추며 즐긴다.  서기 싫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 무 를 둘러싸고 가장자리에서 춤추며 즐긴다. 몇 가지 형식을 연결해서 KRPD 놀

이가 진행되기도 한다. 를 들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1부는 형 인 KRPD, 2부는 모

든 곡을 2배 길게 는 통상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발췌한 음악으로 하는 KRPD, 

3부는 참가자들을 몇 로 나 어 하는 KRPD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만, 베트남, 태국 등에서

는 1부는 이팝 특정 그룹의 곡들에서만 발췌한 음악으로 하는 KRPD, 2부는 형 인 

KRPD, 3부는 이팝 커버 스 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한 쉬운 스부터 시작하여  더 

고난도의 스를 추게 하는 방식, 이팝 남성그룹 노래와 여성그룹 노래를 동시에 틀고서 참여

하고 싶은 쪽에서 춤추게 하는 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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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KRPD의 개방성은 다른 목 을 지닌 공간이나 모임에 쉽게 어울려 그 공간과 모임

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KRPD의 역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를 들면, KRPD는 

스홀에서 진행되는 무도회나 졸업 티의 일환으로, 일반 스토랑이나 한국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즉흥 으로 기차역에서도 진행된다. 

KRPD의 생산과 운 에 있어서 나타나는 비 심성, 수평성, 개방성, 탈권 성, 즉흥성, 유

목성 등의 특징은 심  권력이 형성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모임은 기본 으로 일회 이며 

노래구성도 항상 바 고 참가자들 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 다. 피스크는 팬덤 내 문화  자

본에 따른 권력형성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곳은 그것이 작동할 수 없는 리좀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와 특성을 바탕으로 KRPD의 확산과 다양성은 동시에 지속

으로 증 된다고 하겠다. 한 이러한 특성과 체계는 다음에 논의할 참가자들 사이에 력과 

연 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정동  실천을 통한 힘 돋우기 그리고 력과 연 의 공동체 구성

KRPD는 정동  실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KRPD의 목 은 무엇보다 즐거움 그리고 이를 

통해 기쁨을 느끼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RPD는 놀이이다. 놀이의 기본  목 은 즐거

움을 리고 이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KRPD가 운 되는 핵심  기반이고 KRPD

가 확산되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에서 논의한 KRPD의 개방성, 비 심성, 비 계성 

등의 특성들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형들은 무엇보다 놀이로서 즐거움과 기쁨의 증 를 추구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먼  KRPD의 참가자들에게 스 능력은 핵심 심사항이나 참가기 이 아니다. KRPD에

서 요한 것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잘 즐길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참가자들은 장에서 구경하는 객이나 유튜 를 통해 보는 시청자들에게 크

게 신경 쓰지 않는다. 주 무 의 앞 특히 카메라의 앞에서 춤을 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참여자

들이 가끔 있지만, 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동 상에 잘나오는 주 무 의 앞쪽에서 춤을 

출 것인지 동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춤을 출 것인지는 그 게 요하지 않아 보인

다. 오히려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동 상 댓 에서 집 인 비 의 

상이 된다. 한 참여자들이 반 으로 춤을 잘 추지 못했지만 란의 분 기 속에서 이루어진 

KRPD는 객이나 시청자들에게 더 큰 환호를 받는다. 참여자들은 잘 모르는 곡이라도 아는 만

큼 참여하며 최 한 즐긴다. 를 들어, 체 으로 스를 거의 몰라도 세 틴의 ‘박수’의 경우 

박수치는 부분, 제니의 ‘솔로’의 경우에는 손을 하늘을 향해 뻗는 부분, 에이티즈의 ‘sa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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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의 경우 팔을 치켜들고 좌우로 걸어 다니는 부분, 모모랜드의 ‘뿜뿜’에서 양손을 하늘로 올

리고 ‘Great!’ 하는 부분 등은 참여자 모두 함께하며 즐긴다. 모두가 잘 모르는 곡이 나왔을 경

우 모두 함께 막춤을 추거나 마련된 주 공간이 아닌 좀 떨어진 곳, 때로는 멀리 계단에 앉아서 춤

을 추며 즐기는 것 등도 KRPD가 춤을 타인에게 시하기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기

쁨을 한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국가나 지역에 따라 호응하는 곡이나 호응의 강도는 다르다. 

정동을 인간의 ‘존재’와 ‘행동’을 낳은 잠재력이라고 할 때(김 란, 2013, 189쪽), KRPD 참여자

들이 KRPD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기쁨은 참여자들의 존재 능력과 행동 능력을 증 시키는 정동

이라고 할 수 있다.

KRPD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얻는 기쁨은 참여자 각각의 개별  차원이기보다

는 계 이고 상호작용  차원에서 생산되기에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KRPD는 혼자 하

는 놀이가 아니라 함께 하는 놀이이다. 혼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면 굳이 이동하는 시

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KRPD에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즐거

움과 기쁨이 훨씬 커지기에 모여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에서 논의한 놀이 형식의 다양화도 

함께 더 잘 즐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쁨을 함께 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들 

에 경쟁 형식이 도입된 것도 있지만 이는 기본 으로 경쟁이나 순 를 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긴장을 주어 함께 더 잘 즐기는 분 기를 만들기 한 것이다. 물론 다른 참가자에 한 환호와 

격려의 강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국의 KRPD는 잘 추는 것 

그리고 경쟁에 일정정도 이 맞춰져있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는 KRPD 문화도 행해지는 

지역의 지배  사회질서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 참여자들이 KRPD에서 함께 스를 하는 것은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문화 ·사

회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자신감 있고 더 자부심이 고양된 주체가 되는 행

가 될 수 있다. 이는 KRPD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실천들에서 잘 나타난다. 

KRPD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이 춤을 출 때 격려하고 환호하고 (양손을 들고 허리를 굽  큰 인사

하거나 한 손바닥을 로 향하고 그 손바닥에 다른 손을 얹어서 앞으로 쓸어서 사랑과 존경을 날

려 보내는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매우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참여자들  (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홀로 춤을 추기 시작했지만 결국 끝까지는 하지 못하고 간에 나오는 사

람이나 춤 체를 완 히 익히지 못해서 간 간 춤을 추지 못하면서도 춤을 어렵게 끝낸 사람

에 해서도 다른 참여자들은 큰 환호를 보낸다. 한 친구나 동료가 (춤을 알면서도) 부끄러워 

스 참여를 주 주 할 때 격려하거나 주 무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어 넣어서 춤을 추게 하

여 함께 즐거워하고 그 게 춤을 마무리한 친구를 환호하며 맞고 격려하는 풍경도 KRPD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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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목격할 수 있다. 춤을 잘 추지 못할 경우에도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환호를 보내는 것은 

KRPD에서 일상 인 것이다. 

KRPD의 참여자들이 얻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육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육체의 움직임

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이 표출되며 이 과정을 통해 증가된 즐거움과 기쁨은 다시 육체의 움직임

을 더욱 활발하고 강렬하게 한다.14) KRPD에서 참여자들이 크게 환호하는 곡들도 이를 엿보게 

한다. KRPD에서 크게 환호 받는 곡은 일반 인 인기 순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드벨벳, 엔시티, 세 틴 등 인기그룹의 곡들에 참여자의 다수가 춤

을 추지만 참가들로부터 크게 환호 받는 곡들은 이들보다 상 으로 인기도나 인지도 낮은 그룹

인 포미닛, 에버 로우, 씨엘씨, 에이티즈, 스트 이키즈, 잇지 등의 곡들이다. 이들은 동작이 크

고 강렬한 스가 포함된 곡들이다. 블랙핑크의 곡들 에도 동작이 힘차고 강렬한 ‘뚜뚜뚜뚜’나 

‘킬 디스 러 ’, ‘붐바야’가 환호를 받는다. 이는 KRPD에서 요한 것은 일반 으로 얼마나 인기 

있느냐보다는 춤을 추었을 때 얼마나 큰 즐거움, 쾌감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가 요하다

는 것을 보여 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KRPD에서는 사회 으로 ‘역한 것’으로 규정되는 육체의 움직임과 시에 참여

자들은 더 즐거워하고 환호한다. 뛰고 구르고 바닥에 눕고 하는 동작들을 행할 때, 특히 비가 와

서 바닥이 젖어 있음에도 이러한 동작을 행할 때 큰 환호가 쏟아진다. 한 몸 체나 엉덩이를 

흔들거나  사람의 엉덩이나 몸을 쓰다듬거나 개별로 객을 향해 는 커 로 서로를 향해 유

혹하는 능 인 몸짓을 하는 등의 동작 한 큰 환호 받는다. 아의 ‘Lip & Hip’, 선미의 ‘싸

이 ’ ‘가시나’ ‘마리아’, 청하의 ‘12시’, EXID의 ‘  아래’나 ‘DDD’, 시스타의 ‘Touch my body,’ 

태민의 ‘Move’등이 큰 환호를 받는 것은 이러한 동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들은 민망한 춤 는 질 스를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환호한다. 이는 KRPD가 불온한 동물성

을 지니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KRPD가 행해지는 공간이 장, 학교, 기차역, 쇼핑센터 등의 

공   상업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KRPD가 지닌 육체성과 불온한 동물성의 강도와 함

의를 짐작할 수 있다. 

KRPD가 지닌 육체성과 불온한 동물성을 고려할 때, 허용된 특정한 공간과 시간 내에서 

계 이나 섹슈얼리티 등과 련한 기존 규범들을 일탈하며 육체성과 동물성을 즐겼던 세 유럽

14) 이팝의 해외수용은 이러한 육체성과 히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팝은 듣는 음악이나 보는 음악을 넘

어서서 몸으로 행하는 음악이 되었다. 이팝 스의 모방가능성은 이팝의 해외수용의 핵심  요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팝 련 유튜 의 상물  압도  다수가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KRPD을 비롯해 커버 스, 래시몹 등 

스(커버)와 련된 것임은 이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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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니발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 카니발은 권력이 허가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

지고 카니발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규범 일탈이나 지배질서로부터의 탈주가 일상에서의 일탈이

나 탈주를 면역시키고 종속을 견디는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KRPD

는 참여자들에 의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게릴라 으로 그리고 정기 이지 않지만 지속 으

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에서 지배 질서로부터 더 해방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이

성/합리/계획을 통한 지르  즐거움이 아닌 육체/모순/즉물을 통한 쥬이상스  즐거움을 추

구하여 이성/정신/질서 등의 지배질서 체계에 한 항에 있어서 카니발보다 KRPD가 더 크고 

지속 인 힘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즐거움과 기쁨의 정동  실천으로서 KRPD는 참여자들에게 힘돋우기(empowerment)와 

연 와 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합/무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회 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KRPD의 참가자의 표정과 몸짓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아울러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 등이 강하게 배어난다. 에서 KRPD는 공연자와 객의 경계, 춤을 추는 자와 구경하는 

자의 경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가 KRPD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무

의 앞쪽은 춤을 잘 추는 참여자만을 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곡을 다 잘 추는 참여자도 

매우 드물다. 참여자마다 스를 잘 알고 있는 곡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만이 아니

라 구나 KRPD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기가 모르는 곡일 경우는 춤을 추는 다른 참여자들

에게 격려와 환호를 보내는 객이 되지만 자신이 아는 곡이 나올 경우는 곧바로 격려와 환호를 

받는 공연자로 바 게 된다. 참여자들은 무 의 주인공과 조연의 역할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하

게 된다. 을 서서 하는 형식은 소극 인 사람들도 더욱 극 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는 참여자들의 존재 능력과 행동 

능력이 증 되는 기쁨을 리게 하는 정동  실천(김 란, 2013)으로서 이를 통해 참여자의 성

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끝없는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억압 이고 폭력 인 

사회  실 속에서 왜소하고 라해져가는 (거의 부분이 청년들인) 참여자들이 그런 사회질

서에 당당하게 존재하고 맞서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충 할 수 있는 기회 즉 힘 돋우기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RPD에서 발생하는 힘 돋우기는 타인들과 함께 있고 함께 행동하기에 훨씬 더 잘 활성화

되고 강력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에서 논의했듯이, KRPD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지지자

이며 격려자로서 존재하고 계 맺는다. 이 게 KRPD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상호 지지와 

격려는 참여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이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바탕이며 이것들이 

커지고 강화되는 환경이 된다. 더욱이 하나의 공연으로서 KRPD는 참여자들 간의 력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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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이다. KRPD는 참여자들 각각이 춤출 수 있는 부분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먼  

KRPD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곡을 춤추는 참여자는 매우 드물다. 참여자들이 각자가 춤출 수 

있는 곡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KRPD는 완성된다. 참여자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곡에 

해서는 처음 춤추던 참여자들이 간에 기억이 나지 않아 물러나면 다른 참여자들이 나와서 이

어가는 방식으로 한 곡에 한 춤이 완성되기도 한다. 한 KRPD를 해 편집한 노래 부분에 

이팝 그룹 멤버들이 모두 동일한 동작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각 역할을 맡아 서로 다른 동작

을 하여 하나의 안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표 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아이즈원의 ‘라비앙 로즈’, 트와이스의 ‘ 스 오어 스’, 이달

의소녀의 ‘버터 라이’ 등), 참가자들이 각자 개별 으로 춤추기보다는 그 춤을 춘 이팝 그룹처

럼 각기 역할을 맡아 하나의 으로서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이 경우, 춤을 추던 참가자들이 미

리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 으로 각각의 역할을 선택하여 하나의 으로 춤을 완성할 때 

큰 환호를 받는다. 종종 커버 스 의 멤버들이 을 이루어 행하기도 하지만, 부분의 경우 서

로 잘 모르거나 함께 춤춰본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즉흥 으로 을 이루어 어설 지만 함께 춤

을 춘다. 

결국 KRPD는 참여자 모두가 주인공이고 주체로서 서로 력과 연 를 이루어 생산된다. 

각자가 즐기다가도 필요하면 즉흥 으로 력하고 연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KRPD가 지닌 기

존 이팝 커버 스나 이팝 래시몹과의 차별 이라고 할 수 있다. 이팝 커버 스는 미리 

스 을 구성하고 연습을 함께하여 춤을 추고 이팝 래시몹은 미리 몇 곡을 선정해 춤을 익

 와서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춘다. KRPD가 좀 더 성, 즉흥성, 력

성의 특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KRPD의 댓 에는 “K-pop bring people together”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더 나아가 KRPD들은 유튜  등 SNS를 통해 공유됨으로서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친 감과 연 감이 이 지는 환경을 제공한다. KRPD의 댓 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 감과 연 감을 표 한 것이 부분이다. 이러한 

KRPD 참여자들의 력과 연 는 에서 논의한 KRPD의 비 심성, 개방성, 탈권 성 등의 특

성이 기반이 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의 KRPD는 일시 이지만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작동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정동을 통해 일시 으로 합하여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김 란(2010)은 슬픔과 기쁨의 정념은 집합 으로 감응되어 공유될 수 있는 무엇이 되고 

이 때 개인들의 합이 이루어지면서 감정의 공동체라는 집합이 형성된다고 하 다. 여기서 공동체

성은 구성원이 공유한다고 간주되는 동질성에 근거한 기획 혹은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할 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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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치한 공동체가 아니라 계 자체에 의해 발생하여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우리’ 즉 

‘함께-있음’이라는 조건아래에서 특정한 경험의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 실체로서 ‘함께-있음’이라

는 사실만으로 집단성을 불러일으키며 순간 으로 부각되는 낭시(Nancy, 1986/2010)의 무

의 공동체에 가깝다고 하겠다. 

홍석경(2020)은 방탄소년단의 해외수용과 그 문화정치  함의를 분석하 다. 그는 먼  

세계의 청년들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무한 경쟁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환경 기와 팬

데믹이 보여주는 불확실한 지구의 미래라는 생존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홍석경

(2020)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세계 으로 표 인 그룹이 된 것은 팬들에게 

신자유주의  경쟁에 자신을 갈아 넣으라는 자기계발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

들이는 것, 그리고 무릎 꿇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며 미래를 해 연 하자고 다가가 이러한 지배

질서에 버티고 맞서는 힘을 붇돋은 것이 핵심 요인  하나라고 보았다. 홍석경의 연구결과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KRPD가 세계 청년들의 놀이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정동의 활발한 상승을 통해 존재 능력  행동 능력을 높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 상호간에는 동하고 연 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감수성을 키워주어 신자유주의 인 사회질서에 맞설 수 있는 힘돋우기를 제공하

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렵  실천을 통한 탈 토화와 재 토화 실행 

KRPD는 기존 미디어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생산물 그리고 공   상업  공간에 한 참

여자들의 렵  실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KRPD는 무엇보다 기존 음악을 렵한 결과이

다. 즉 KRPD는 이팝 소비자들이 이팝 산업의 생산품을 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생산물이

다. 에서 논의했듯이 KRPD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각 이팝에서 특정 부분(주로 스 하이라

이트)만을 모아서 20분에서 3시간으로 구성된 새로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KRPD에서 사용하

는 음악은 주최자가 임의로 구성하기에 언제나 다르고 새로운 것이다. 형식도 다양한 변주가 이루

어진다. 주최자에 따라 한 곡당 40  내외가 아니라 80  내외로 하거나, 자신 지역의 스음악

을 포함시키거나, 인기곡들은 제외하거나 하는 등 다르게 구성된다. 이는 이팝 음악산업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다. KRPD는 이팝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해 놀이에 사

용할 목 으로 이팝 산업의 생산물을 능동 으로 렵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RPD는 한 기존 공간을 렵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에서 논의했듯이, KRPD는 

장, 거리, 공원, 기차역, 학교의 운동장·체육 ·복도, 형 쇼핑몰이나 형건물의 장이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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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항구, 지역 축제장, 유명 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KRPD의 참여자들이 기존 공  

공간과 상업  공간을 원래의 목 이나 성격에서 벗어나는 놀이 공간으로 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의 공간은 게릴라 으로 일회성으로 용되지만, 세계 주요 도시들15)의 특정 공간

들은 정기 이지는 않지만 지속 으로 용되기도 한다. 이는 이들 공   상업  공간이 

KRPD의 놀이공간으로 지속 으로 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소들은 일종의 KRPD 

성지가 되어 다른 도시의 KRPD 참여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찾아가 함께 KRPD에 참여

하는 공간이 된다. 몇몇 KRPD 참여자들은 유럽의 여러 도시의 KRPD에 등장한다. 이들은 

KRPD에 참여하기 한 목 으로 KRPD 성지가 있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KRPD가 이팝 소비자들이 기존 문화산업의 생산물과 공   상업  공간을 

렵함으로써 생산한 새로운 문화임을 보여 다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렵을 통한 참여문화의 산물로서 KRPD가 지닌 좀 더 심

층 인 문화정치  함의라고 할 수 있다. 먼  KRPD는 공간에 한 기존 인식이나 구분을 벗어

나고 괴한다. KRPD는 공  역은 이성 이며 남성  공간으로, 사  역은 감성 이며 여

성  공간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벗어나고 괴한다. 를 들면, KRPD는 남성이 심이 되어 

정치  토론 공간으로 분류되고 인식이 되어온 유럽 도시들의 장을 여성들이 심이 되어 감각

과 육체를 한 놀이와 축제의 공간으로 렵한다. 한 KRPD는 부분이 이윤을 한 상업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도시 공간의 곳곳을 탈 토화하고 자신들의 놀이와 축제를 한 공간

으로 재 토화한다. 정치나 경제의 기존 질서에 따라 진지한 토론이나 합리 인 거래 는 정숙

한  등이 이루어져야할 도시 공간들에서 집단 으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포함한 온몸을 강렬

하게 흔들고 뛰어오르고 드러눕고 유혹 이고 능 인 몸짓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때로는 괴성

을 지르며 축제를 벌인다. 이는 KRPD 참가자들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근  자

본주의 사회가 규정한 엄숙성과 상업성에 한 도 이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피스크(Fiske, 

1992/1996)는 팬덤이 문화의 텍스트를 용해 그들만의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 게 

재생산된 문화를 공유하여 탈주의 효과와 탈 토화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KRPD 문화는 

유튜 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계의 상업  체계 하에서 그리고 공   상업  공간 내에서 이

루어지지만 그 지배 체계와 공간을 렵하여 그것들이 지닌 지배질서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수행

15) 를 들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 스, 캐나다 밴쿠버, 국 런던, 랑스 툴루즈, 독일 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

트, 라이 치히, 도르트문트, 스트라스부르와 뒤셀도르 ,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

페인 사라고사, 이탈리아 토리노, 스웨덴 린셰핑, 라질 피라시카바, 호주 퍼스, 러시아 모스크바, 국 상해, 우와 

청두, 베트남 하노이와 호 민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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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를 공유하며 서로 힘돋우기를 함으로써 탈주의 효과와 탈 토화  

재 토화를 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KRPD는 여성/남성의 이분법  구분을 벗어나고 이를 복시킨다. 참가자들은 여성

과 남성의 구분 없이 이팝 남성그룹과 여성그룹의 모든 스를 즐긴다. 오히려 남성그룹이 하

는 크고 격렬한 춤 동작을 여성참가자가, 역으로 여성그룹이 하는 섬세하고 요염한 춤 동작을 남

성참가자가 잘 소화할 때 크게 환호 받는다. 여성참여자들과 남성참여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재

용하며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팝 여성그룹의 노래와 스가 여성을 성  

상화하는 효과를 낸다는 국내외의 연구들( 를 들면, 김정원, 2011; Lin & Rudolf, 2017)의 

염려를 벗어나고 오히려 이를 희화화하고 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에서 논의했듯이, 

힘차고 격렬하고 과격한 춤 동작을 지닌 곡은 그것이 남성그룹의 곡이던 여성그룹의 곡이던 참가

자들에게 크게 환호를 받는다. 특히 귀여움이나 청량함 등 여성성의 특징을 강조한 여성그룹(

를 들면, 여자친구, 드벨벳, 트와이스 등)의 곡들보다 일반 인 인기나 인지도에서는 상 으

로 낮지만 춤 동작이 크고 힘찬 걸크러시한 여성그룹( 를 들면, 씨엘씨, 에버 로우, 잇지 등)

의 곡들이 KRPD의 여성 참여자들에게 큰 각 을 받는다.  

KRPD 문화가 지닌 렵을 통한 도 성과 복성은 KRPD 참여자들이 보이는 사회  소

수성과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KRPD가 세계 으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 참여자들은 여 히 성, 세 , 인종에 있어서 소수자들이 주축을 이룬다. 성 으로는 여성이 

압도 인 다수를 이룬다. 아시아나 남미의 KRPD에는 상 으로 남성들이 다수 참여하나 그들 

에는 성  소수자로 보이는 참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 으로는 가끔씩 어린아이나 

장년층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10 와 20 의 청년이 다수를 이룬다. 인종 으로는 독일, 북유

럽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제외하면 (주류 백인이 아닌) 동양계, 흑인, 라틴계가 다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RPD는 하 문화  특성과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경험  연구들( 를

들면, 김수정·김수아, 2015b; 김 철, 2016; 민지은·지 호; 2015; 손유진·배은석, 2016; 신

사빈, 2018; 오미 , 2014; 장원호·송정은, 2015)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팝이 여 히 하

문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 왔다.16) 

16) 물론 해외에서의 이팝을 하 문화로, 해외 이팝 팬이나 팬덤을 하 문화집단으로 일률 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

리 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디지털미디어 시 에 있어서 문화산업과 팬덤 사이의 거리, 주류

문화와 하 문화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한 문화정치 으로 지배와 항의 이분법 한 타당성이 크지 않게 되었다(김

수정·김수아, 2015a; 윤선희, 2013). 이팝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 해서나 주류문화이거나 하 문화일 수 없고 

이팝 팬과 팬덤 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반화와 획일 인 규정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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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팬과 팬덤은 하 문화로서 시작된 사회문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젠킨스(Jenkins, 

1992b)는 팬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인 문화  계질서 안에서 정상 인 것으로 간주되

는 부르주아  취향으로부터 벗어나 문화  계질서에 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

았다. 피스크(Fiske, 1992/1996)도 팬덤이 지배 인 가치체계에서 멸시받는 문화형태들과 주

로 연결되며 그래서 팬덤은 성별, 나이, 계 , 인종 차원에서 종속 인 사람들의 문화 취향과 연

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 문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류 사

회와 문화로부터 거리가 있는, 때로는 이에 항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KRPD의 문화정치  함의를 좀 더 톱아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 KRPD는 

여성/청년/비백인/성 소수자들이 공   상업  공간을 육체를 통한 즐거움을 즐기며 자신을 

드러내고 표 하는 공간으로 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슬람 여성 청년들이 차도르를 두르고

서 열정 으로 춤을 추거나, 성  소수자로 보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성  취향과 성  능성

을 마음껏 드러내는 모습은 KRPD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한 날씬한 몸을 숭앙하고 그에 벗어

난 몸을 억압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 에서 비정상 인 몸을 지닌 참여자들이 극 으로 

춤을 즐기어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모습 한 KRPD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즉 KRPD는 공   상업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 능력과 행동 능력이 왜소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리고 자신의 존재 능력과 행동 능력을 증강시키

는 정동  실천을 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기존 질서

에 도 자로서 복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 배양, 강화시키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KRPD가 ‘인간  기계가 개인 , 집합 , 담론 으로 교통하고 네트워크화되어 서로 

향을 주고받고 변형되는’ “정동 네트워크”(Hillis, Paasonen, & Petit, 2015; 김 란, 

2020, 39쪽, 재인용)일 수 있음을 보여 다. 

7. 논의  결론

이 연구는 이팝의 해외수용 문화가 지닌 문화정치  함의를 심층 으로 밝 보고자 하 다. 이

를 해 해외에서 청년 놀이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K-pop Random Play Dance (KRPD)를 연

문화 상의 문화정치  함의를 밝히려는 목 을 해 하 문화론의 논리를 용하여 특정의 시공간 속의 특정의 상

에 해 주류문화  는 하 문화  특성을 분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고 생산 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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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으로 하여 유튜 에 공유된 500개의 동 상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첫째 KRPD의 생산

과 운 은 비 심 , 비 계 , 탈권 , 개방 인 리좀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

한 체계는 새로운 KRPD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세계 으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KRPD은 참여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해 행해지는 정동  

실천의 산물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존재 능력과 행동 능력을 증가시켜 자존감을 높이고 참여자

들 사이에 력과 연 를 통한 무 / 합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지배질서

에 맞서고 도 할 수 있는 힘 돋우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KRPD는 기존 미

디어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생산물 그리고 공   상업  공간에 한 참여자들의 렵  

실천의 산물이었다. 이는 정치나 경제의 지배 질서를 따라야 하는 공간들을 탈 토화하여 카니발

의 공간으로 재 토화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이 공간들에서 주체로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새로

운 주체를 형성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팝 해외수용의 문화정치  함의에 한 좀 더 본격 인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이팝의 해외수용은 흔히 이야기 하듯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의 략, 

유튜  등 SNS의 번성, 퍼포먼스의 화려함, 메시지의 훌륭함 등의 산업 , 기술 , 음악  요인

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팝의 세계  확산을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해외 수용

자들의 삶 속에서 이팝이 어떤 의미 특히 문화정치  차원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팝이 해외 수용자들에게 문화정치 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최근 이팝 팬들 특히 BTS의 팬덤인 아미들의 여러 실천과 행 들에서 잘 나타난다. 

를 들면, 미국의 인종차별에 항하는 블랙 라이  매러 운동에의 참여, 온라인에서 미국 백인우

월주의자  트럼  미국 통령에 한 일종의 투쟁, 그리고 홍콩, 태국, 알제리, 미얀마 등에서

의 민주화운동 시 에 한 로 BTS의 노래 가사를 쓴 피켓을 들고 참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

이잔의 쟁에서 아미인 이슬람소녀가 한 로 쓴 쟁 반  피켓을 들고 참여 등이 있다. 물론 

이를 과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그러나 문화정치 으로 매우 흥미롭고 요한 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팝의 해외수용과 련해 이제 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팝의 세

계화 양상이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해외 수용자들의 삶에 있어서 문화정치 으로 이팝

이 지니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특히 KRPD와 같이 이팝 스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팝의 해외수용 문화를 

정동, 육체, 감각, 권력 그리고 주체 구성의 문제 차원에서 본격 으로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버틀러(Buttler, 1999/2008)는 수행성(performativ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행 를 직  몸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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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도 한다고 하 다. 를 들면, 집회와 시 에 몸으로 참여해 공동의 행동을 

할 때 그 행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궁 (2020)은 계몽된 주체가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응  연 를 통해 주체가 

출 한다고 보았다. 감성 이고 신체 인 감응에 이끌려 함께 촛불을 들고, 희망버스를 타며 참

여한 자들이 사건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KRPD

가 참여자들에게 유사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징후들을 보여 다고 하겠다. 

KRPD에 참여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육체를 열정 으로 움직이며 정동의 변화와 감정공동

체를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신체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발생해 신자유주의 주체에서 벗어난 새

로운 의식과 정체성을 지닌 주체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택한 연구방법이 

이에 해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러한 큰 아쉬움은 이팝의 해외수용 문화를 다루면서 해외 수용자에 한 직 인 조

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크게 비롯 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이 지니는 한계로 인하여, 

연구결과에서 밝힌 KRPD가 지닌 흥미로운 문화정치  상들에 해 좀 더 충분하고 체계 인 

분석과 좀 더 심층 이고 입체 인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KRPD가 지닌 문화정치  함의를 과장하거나 낭만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SNS를 활용한 팬과 팬덤의 생산 활동에의 참여를 문화산업의 논

리와 통제 속에서 무가노동을 제공하는 즉 자발 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보는 (디지털)미디

어정치경제학  시각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는 SNS가 가능  한 수용자들의 능동성이 문

화산업의 생산노동으로 화되어 조직화와 통제의 상으로 환원되고 동시에 자원, 투자, 실 의 

데이터로 바 어 리통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란, 2014). 이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심층 으로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 버틀러도 주체의 수행성은 항상 담론 , 물질 인 규

범 조건 안에서 실행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조건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항과 복과 변화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리라는 실 인식도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utler, 2016; 김 란, 2020, 66-67쪽 재인용). 

하지만 버틀러는 다른 한편으로 취약한 주체의  자체가 이미 항 이라고도 보았다. 

단지 취약한 주체들의 비참한 몸의 ‘드러남’ 자체가 그토록 비참한 몸을 만든 사회의 오류와 모순

을 나라하게 고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존재들이 권력에 해 항하는 

정치  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도 최소한의 가능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Butler, 2016; 김 란, 2020, 67쪽 재인용). 이 연구는 KRPD가 지닌 문화정치  함의를 과

장하거나 낭만화했을 수 있는 험을 감수하고 “모든 희망과 비 의 바탕에서 조용한 항 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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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작게’ 그러나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Honneth & Ranciere, 2016; 김 란, 2020, 

67쪽, 재인용)는 것에 먼  주목하고자 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일종의 텍스트 연구로서 지니는 한계들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연구가 

이팝 해외수용의 문화정치  함의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나마 기여하고 이에 한 해외 수용자 

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가 나타나는데 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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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케이팝(K-pop)의 해외수용 문화가 지닌 문화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

K-pop Random Play Dance를 중심으로

이오

( 남 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이팝의 해외수용 문화가 지닌 문화정치  함의를 심층 으로 밝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해외에서 청년 놀이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K-pop Random Play Dance (KRPD)를 분석하 다. 연구결

과, 첫째 KRPD의 생산과 운 은 비 심 , 비 계 , 탈권 , 개방 인 리좀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는 새로운 KRPD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세계 으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다. 둘째, KRPD은 참여자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해 행해지는 정동  실천의 산물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존재 능력과 행동 능력을 증가시켜 자존감을 높이고 참여자들 사이에 력과 연 를 통

한 무 / 합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에 맞서고 도 할 수 있는 힘 돋우기

의 기회를 제공하 다. 셋째, KRPD는 기존 미디어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생산물 그리고 공   상

업  공간에 한 참여자들의 렵  실천의 산물이었다. 이는 정치나 경제의 지배 질서를 따라야 하는 공

간들을 탈 토화하여 카니발의 공간으로 재 토화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이 공간들에서 사회  주체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 연구는 이팝의 해외수용을 심

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기술  차원이나 산업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정치  차원의 탐구가 필요하

고 가치가 있음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 이팝 랜덤 이 스, 리좀, 정동, 렵,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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