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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자기애(自己愛) 또는 자아도

취(自我陶醉)라고 표현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Narcissos)라는 한 소년이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이야기에

서 비롯되어 현대 시대에서는 그 연못의 역할이 디지털

카메라, 셀카로 통해 자아도취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이자 자기애를 상징한다고 본다. 현대인들의 나르시시즘

은 그 수단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나르

시시즘’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유튜브의 경우, 시간

과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반응을 얻음으로써 

남과 다른 차별성과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존재감을 증

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현대인들은 사랑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축소화된 가족으로부터 소속감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스스로 안에 내제된 나르시시즘이라는 방어기제를 

자극시키게 된 것이다.[1]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성격적 

특성으로는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 자기중심주

의, 특권의식 등 있으며 측정도구로는 외현적 자기애 척

도(Narcissictic Personality Invetry : NPI)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리더쉽/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

욕구, 우월의식/자아도취로 명명된 4개 요인으로 기술하

고 있다.[2] 본 연구는 앞서 한국사회에서의 나르시시즘

의 변화와 성별에서 따른 나르시시즘 유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본론

1. 한국사회에서의 나르시시즘

  대중음악(大衆音樂, Popular Music)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음악을 말하며 대중가사 또는 노랫말은 

대중의 경험과 관심, 대중의 삶과 사회상이 투영된다. 

2000년대 후반(신한류)[3] 이후의 불확실성한 경기침체로 

인해 이른바, ‘불황형 소비’가 떠오르고 소비자들의 소비

가치와 기준이 바뀌며 2009년 한국사회의 소비트렌트가 

‘불황형 실존주의’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한다.[4] ‘세상

의 중심은 나’이며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성을 지닌 

영혼의 소유자라고 믿는 정서적 사치에서 자유적이고 개

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요계에도 자

아도취적인 ‘나’에 빠져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가사에 그대도 표현되고 있다.

표1. 2011년대 한국 사회에서의 나르시시즘의 가사 

년도 가수, 제목 가사

2011
달샤벳

아찔하지. 난 정말 멋진 Girl. 
짜릿하지. 난 So Hot Girl.Supa Dupa 

Diva

2011
2NE1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2012
태티서 숨겨도 Twinkle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베일에 싸여 있어도 
나는 Twinkle 티가 나.Twinkle

2013

다이나믹듀오 나도 자랑질 한번 해볼까? 비싼 
옷, 비싼 차, 그딴 건 잘 몰라. 

최고인 것들로 치장하지 
않아도 대중은 업계 최고라고 

하면 우리를 골라.
쌔끈해

2015

지드레곤 어딜가나 줄을 서 여자들은.
날 보면 눈에 불을 켜. 
살짝 짓는 눈웃음에 

주위사람들 얼어 죽음.
GOOD BOY

2016

씨잼 이젠 대한민국의 Main deux. 
나보다 바쁜 내 매니저 
폰엔 100통의 부재중. 

브랜드 평판 섭외 1순위. 
말 안해도 대세인증.

Pu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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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음악 가사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래가사 분석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멜론차트 

20위권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전체 가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결과로 통해 자기애가 팽배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가

사에 나타내고 있고, 성별에 따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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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나르시시즘의 특정 유형

표. 1 여성가수의 나르시시즘 유형

년도 가수 제목 유형

2011 달샤벳 Supa Dupa Diva 자아도취

2011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자신감

2012 태티서 Twinkle 자아도취

2017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2018 블랙핑크 뚜두뚜두 자아도취

표. 2 남성가수의 나르시시즘 유형

년도 가수 제목 유형

2013 다이나믹듀오 쌔끈해 우월감, 과시

2015 지드레곤 GOOD BOY 자아도취

2016 자이언티 신사 자신감, 자아도취

2016 씨잼 Puzzle 우월감, 과시

2017  행주,양홍원 요즘것들 우월감, 과시

2017 지코 Artist 자신감, 리더십

2018 방탄소년단 IDOL 자신감

Ⅲ. 결론

  본 연구는 한국대중음악 가사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

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기중심적이면서 자아도취 기

반인 나르시시즘은 가수의 성별에 따라 유형이 달리 나

왔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가수의 나르시시즘의 유형으로는 자아도취,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고, 

  둘째, 남자가수의 나르시시즘의 유형으로는 과시와 우

월감, 자신감과 자아도취, 자신감과 리더십, 자신감 순으

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로 통해 2011년도부터 최근 유행

한 블랙핑크, 방탄소년단까지 나르시시즘 성향이 직접적

으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별다른 거부

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 후 작사가별로 가사가 

어떻게 면모하는지 다양한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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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트렌드분석센터 센터장 김난도 교수 외, <트렌드 

코리아 2009> 2009년의 소비 트렌드는 “BIG CASH COW” 

키워드를 발표 함. http://www.tinnews.co.kr/125(TIN

뉴스)

2016
자이언티 우린 뛰지 않아. 아무리 급하다 

해도 품위를 지켜야지. 난 내가 
최고라고 믿어. 아마 진짜 

일수도 있어.신사($insa)

2017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느낌 있는 여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2017

행주,양홍원,해
쉬스완,

킬라그램

매장이 열면 난 요즘 애들은 
비싸서 쳐다도 못 보는 
가격표의 먼지를 털어.

요즘 나 좀 Hashtag, 섹시, 
택시처럼 타. 비행기.요즘 것들

2017

지코 올해도 스케줄 꽉 찼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Fanxy Child 겁나 Hot 하고.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  

Artist

2018

방탄소년단 Top star with that spotlight.
때론 슈퍼히어로가 돼.

내 속안에 몇십명, 몇백명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IDOL

2018
블랙핑크 가녀린 몸매 속, 

가려진 Volume은 두 배로. 
Black하면 Pink. 

우리 예쁘장한 Savage.뚜두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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