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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를대표하는 K-Pop 산업에서아이돌팬덤은중요

한위치를차지한다. 1990년대후반부터 1세대아이돌이등장

하고 대형기획사가 나타나며 아이돌 팬텀을 대상으로 한 다

양한 판매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단순하게는 앨범을

판매하고 공연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이였으나 점점 산업이

파생되면서 부가적인 굿즈(goods) 판매를 위한 시장이 이루

어지고 그 종류나 판매 방법이 진화했다. 여기에 팬덤 또한

초기에는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팬미팅에 참석하거나 방송국

의 공개방송과 콘서트장을 방문하는 수동적인 팬 활동에 그

쳤으나 시간이 흐르며 팬덤은 단순한 스타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의문화를창출하고있는모습이다.[1] 그 대표적인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기획

사가기획하고제작한것이아닌팬들스스로가비공식굿즈

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것이다. 아이돌 팬덤

은한발더나아가자신이좋아하는아이돌의생일이나데뷔

일, 앨범발매등을축하하기위해자체적으로이벤트를열고

이를 즐기며 팬덤 내의 축제로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정작 당사자인 아이돌은 참석하지 않지만 팬덤 구성원이 창

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준비한 이러한 이벤트 문화는 단순한

굿즈를 벗어나 각종 제품의 소비를 끌어 낸다고 볼 때 그 영

향력만으로 시장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임이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돌 팬덤에서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

기위해자체적으로여는여러이벤트에대해살펴보고그종

류를통해양상을살펴보고자한다. 2022년 상반기있었던아

이돌의 생일 이벤트를 키워드로 트위터 검색을 통해 이벤트

를분류하여팬덤문화에서어떤생일이벤트가이뤄지고있

는지살펴보고그문화를이해하고앞으로의변화양상을유

추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연구를위한구체적인내용및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신문, 서적, SNS 등의 자료를 통해 아이돌 팬덤의생일이벤

트문화에대해조사한다. 둘째, 생일을키워드로 2022년 상반

기있었던아이돌생일이벤트를알아보고분류한다. 셋째, 아

이돌 팬덤의생일이벤트특징과현재양상을파악하고여러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표 1] 생일 이벤트 종류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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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종류 설명

카페
컵홀더

(기본 특전)

- 아이돌의 사진, 관련 문구 등을 이용해 음료

홀더 제작

- 생일 카페 운영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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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아이돌 생일 이벤

트를트위터등의 SNS를 통해검색한내용을분류하여정리

한 것이다. 이벤트가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이벤트에 하위 이벤트가 있을 경우는 세분류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팬덤의생일이벤트는카페이벤트가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였다. 특히, 카페이벤트의경우는하위이벤트

가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그중아이돌의이미지나문구로

음료 컵홀더를 만들어 제공하는 컵홀더 이벤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진을 이용한 이벤트가 다양하게 드러났다.

‘찍덕’으로알려진홈마스터팬의사진을이용해갤러리전체

를대관해진행하는전문적인전시뿐아니라생일카페나음

식점, 주류점에서 행사에서도 기본 전시는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는것에서그치지않고 ‘인생네컷’ ‘포토부

스’ 같은팬의모습을아이돌프레임을배경으로찍는이벤트

들도 보이고 있다.

셋째, 다양한 판매점의 이용이 눈에 띈다.

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컵홀더 및 기본 특전을 제공하는

데국한되었던이전의이벤트운영에서주류점이나플라워샵

같은다양한판매점을이용하는모습이보이고있다. 이는팬

들의 연령과 니즈가 다양해 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통해아이돌팬덤이자체적으로만들어내는아

이돌 생일 이벤트 문화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 연구를 기반

으로아이돌팬덤문화를이해하고앞으로의변화양상을유

추해 관련 산업을 준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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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홀더를 포함한 스티커, 포토카드 등을 기

본 특정으로 제공하기도 함

럭키드로우

- 음료 구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함

- 스크래치카드를이용해그자리에서긁거나

각자 정보를 적어 응모하는 방법으로 진행

- 당첨선물은이벤트에서전시했던액자나생

일 주인공과 관련된 물품이 대부분

포토부스

- 카페에서자체적으로 구비하고있거나 카페

진행팀이 대여하기도 함

- 주인공의 이미지와 문구, 이벤트 제목 등으

로 사진 프레임을 디자인

전시
- 생일 카페 내에 대형 배너, 등신대, 액자 등

으로 기본 전시

전시

- 주로 ‘찍덕’으로 불리는 홈마스터들의 사진

전시

- 팬아트 그림이나 제작 굿즈를 이용한 전지

도 있음

음식점&주류점

- 팬 연령층이 다양해 지면서 음식점과 주류

점 이벤트도 있음

- 사진이나 배너 등 간단한 기본 전시 진행

포토프레임

- ‘인생네컷’이라불리는사진기계를통해이

뤄짐

- 아이돌의 사진, 관련 문구 등으로 네컷 사진

프레임을 디자인

- 한 디자인으로 여러 곳과 계약 가능

플라워샵

- 해당꽃을사면여러가지기본특전을주는

이벤트

- 아이돌과 관련 있는 색이나 주제로 꽃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