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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 위에 오르는 등 세계 곳곳에 K-팝 열풍을 몰고 온 보이그룹 BTS. 

전미영화조합상(SAG)에서 비 영어권 영화 최초로 남녀주연상을 수상한 넷플릭스의 오리지

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카데미상에 오른 영화 ‘기생충’. 모두 최근 몇 년간에 세계에 퍼

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다. 

 국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디지털 잡지 ‘Diplomat’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帯一路）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대비시킨 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는 실제로 문화적 흡인력을 가진 K-팝과 그 팬덤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5000 만 명 정도의 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히트작을 

잇달아 내놓으며 이처럼 큰 소프트파워를 지니게 됐을까? 일본에서는 저명 음악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 씨가 “국가정책이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온 문화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이 국가정책(이하 국책) 때문만 일까? 어떠한 ‘국책’이 성공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①국가의 지원 체제 ②기업의대책③스타를 떠받치는 ‘팬덤’이라는 세 가지 측

면에서 한국문화의 약진 이유를 살펴봤다. 

우선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①에서 일본의 한류 열풍을 잘 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KOCCA 이영훈 일본비즈니스센터장에게 K-팝의 일본 진출을 위해 일본 업계 관계

자를 초청한 ‘쇼케이스’를 개최한 경위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물었다.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콘텐츠의 해외진출 보조사업에서는 대기업이나 콘텐츠 제작과 

관계없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지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KOCCA 의 보조

금 지급 대상은 콘텐츠 제작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컨텐츠 제작자가 필요

한 설비를 직접 나라가 만드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성장

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이 센터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또 한국의 경우는 직접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진행한 통신 환경의 개선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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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에서는 한국 민간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파악했다. K-팝과 관련해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은 기획사로 불리는 연예음악회사다. 그 중에서도 90 년대부터 일본 진

출을 목표로 한 SM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의 아이돌 양성 제도를 참고로 하면서 트레이닝이

나 매니지먼트, 프로듀스 등을 하나의 회사가 총괄하는 ‘CT(컬쳐 테크놀로지)’ 라고 하는 

구조를 확립해서 스타의 소질 있는 젊은이를 찾아내 10 대 초반부터 철저히 음악과 춤을 가

르치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연습생 제도를 체계화했다. 연습생 제도는 10 대 청소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을 포함하면서도 아동노동 관련 법률이 엄격한 레슨이 

인정되지 않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흥미로웠다. 

 또 한류 문화의 해외 확산에는 중견 재벌인 CJ 그룹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영화의 대모

로 불리는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은 양질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 뿐만 아니라 BTS 의 미국 

인기몰이 KCON 개최 등 K-팝의 해외 진출도 도왔다. 

③에서는 96 년 데뷔한 H.O.T 등 초기 K-팝 아이돌 팬들을 취재해 K-팝 팬덤의 형성과 

그 단결력의 이유를 알아봤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일본보다 저작권 관리에 엄격하지 않고 

팬들이 스타의 사진 등을 이용해 2 차 창작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90

년대에 ‘1 세대’의 아이돌이 등장했을 당시, 사무소나 음반 회사의 기대를 넘어 열광적인 팬

덤이 ‘자연 발생’ 했기 때문에 사무소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고, 그저 팬들이 하는 활동을 쫓

아가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팬들 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체 커

뮤니티를 형성해 비용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타를 선전하는 막강한 홍보부대가 됐다. 

같은 시기에 트위터 등 세계 공통의 SNS 플랫폼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조직적이고 맹렬하

며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팬 문화는 해외에도 수출돼 K-팝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약진 이유를 단순히 국책으로만 보기는 어렵

다. 물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

은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보다는 넓은 시장이 필요해 독자적으로 해

외 진출에 임한 연예 기획사와 개별기업, 그리고 예능 사무소의 연습생 제도 덕에 실력을 

연마한 인재 층이 두껍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무상 PR 부대

가 되어 온 팬덤의 존재가 해외 진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체와 의도가 다른 이런 요소들

이 겹치면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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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 위에 오르는 등 세계 곳곳에 K-팝 열풍을 몰고 온 보이그룹 BTS. 

전미영화조합상(SAG)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남녀주연상을 수상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카데미상에 오른 영화 ‘기생충’. 모두 최근 몇 년간에 세계에 퍼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다. 

 국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디지털 잡지 ‘Diplomat’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帯一路）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대비시킨 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는 실제로 문화적 흡인력을 가진 K-팝과 그 팬덤이라고 지적했다.1 

인구 5000 만 명 정도의 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히트작을 잇달아 내놓으며 이처럼 큰 소프트파워를 지니게 됐을까? 일본에서는 저명 음악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 씨가 “국책이 큰 원인이다”2라고 하는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온 문화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국책 때문만일까? 어떠한 ‘국책’이 성공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①국가의 지원 체제 ②기업의대책③스타를 떠받치는 ‘팬덤’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문화의 약진 이유를 살펴보고 싶다. 

 

  

 
1 Brandon Valeriano, Aleydis Nissen. This Is South Korea’s K-pop Soft Power Moment. The Diplomat. 

2022.2.16 

2 「韓国と大差？どうする日本エンタメ 秋元康・小島瑠璃子が語り合う. 朝日新聞夕刊,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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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지원 체제 

 

(1) Ｋ－ＣＯＮＴＥＮＴＳ의 약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중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2013 년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한 보이그룹 BTS 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연예기획사 소속이 아닌데다가 7 명의 멤버 중 

대부분이 서울이 아닌 지방 출신이다. 데뷔 초에는 힙합 색깔과 메시지성이 강한 곡으로 

인해 인기가 저조했지만, 2015 년 발매 앨범 ‘화양연화 Pt.1’을 팝 노선으로 전환할 무렵부터 

세계적으로 인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곡은 거의 한국어였지만 2017 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톱 소셜 아티스트상’ 

을 받았다. 미국 텔레비전의 인기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미 음악 시장을 석권했다. 미국 

CNN 은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 BBC 는 ‘21 세기의 비틀스’라고 평가했다. 첫 영어곡 

‘Dynamite’는 미 주간 싱글 차트·빌보드 ‘핫 100’에서 1 위를 차지했다. 2021 년 5 월 발매된 

싱글 ‘Butter’도 빌보드에서 통산 10 주 1 위에 올랐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관광연구원은 2021 년 9 월 ‘Butter’가 미국의 빌보드 ‘HOT 

100’ 1 위를 차지함에 따라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1 조 7 천억원(1618 억엔)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신곡의 직접 매출 규모는 2457 억원(약 234 억엔)이고 화장품 식료품 의료품 등 

관련 소비재의 수출 증가액도 3700 억원(약 352 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4 년부터 2023 년까지 BTS 가 가져올 경제 파급 효과가 56 조원(약 

5 조 3000 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영화 ’기생충’은 코미디와 미스터리 등 서로 다른 장르가 치밀하게 뒤섞이는 구성과 

예술성과 오락성의 양립으로 화제가 됐고 2020 년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듬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격차와 경쟁 세계를 그려 90 개국 이상 시청 랭킹 

1 위에 오르는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 Bloomberg 가 넷플릭스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제작비가 약 2140 만달러(약 25 억엔)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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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억 9110 만달러(약 1 조 520 만엔)의 임팩트 가치를 창출했다. 3  이 드라마는 

전미영화배우조합상에서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 한국의 ‘국책’이란 

 

이 같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K-CONTENTS)의 약진에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성공 이유를 궁금해 한다. “최근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를 만나면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의 뒷돈을 줘야 미국 상을 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대형 음반사에서 여러 인기 한국 아이돌의 프로모션 담당으로 일하는 여성은 

이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짓는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성공이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 단체나 기업에 돈을 내는 로비를 통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에 놀랄 따름이다." 

이 같은 억측을 차치하고 한국이 문화사업에 지원과 보조금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한일 엔터테인먼트계의 차이를 낳은 이유라며 일본에도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다.  일본 아이돌 그룹 AKB 를 낳은 프로듀서로 알려져 만화, 

애니메이션, 음식 등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쿨 재팬 추진 

회의’에서 민간의원도 맡은 아키모토 야스시씨는, 아사히 신문 지면상에서 여배우 코지마 

루리코씨와 실시한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로 따지면 한국에 크게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국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는 콘텐츠 산업에 

힘써야 한다’ 며 할리우드에서 인재를 불러들여 학교를 만들고 장려했다.  K-팝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는 국가가 돈도 내고 응원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8 년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개방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펼쳐 왔다.  1999 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통과. 1989 년부터 존재했던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의 조직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당시 1500 억원의 투자지원제도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공을 들인 것은 영화에 

 
3  Lucas Shaw. Netflix Estimates ‘Squid Game’ Will Be Worth Almost $900 Million. Bloomberg．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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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이었다. 이 부분이 아키모토 씨가 말한 할리우드에서 사람을 불러 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1993 년 창립된 국립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영화계와 전통음악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그 후 국가 지원은 TV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어 2009 년 5 월에는 산업별 진흥 조직을 

일원화하여 영화와 출판을 제외한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현재의 KOCCA)이 발족하였다.  KOCCA 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2012 년 2738 억원(약 260 억엔)였으나 2022 년 5477 억원(521 억엔)까지 늘어 10 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3) KOCCA 의 지원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지원은 현재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특히 

해외진출에 어떤 지원을 했을까. 한류 드라마와 K-팝의 아시아 진출 여명기였던 2000 년대 

초 일본에서 진출 실무를 맡았던 KOCCA 이영훈 일본비즈니스센터장의 얘기를 들었다. 

이 센터장은 일본 유학을 거쳐 일본 기업에 취업한 뒤 드라마 겨울연가를 계기로 

일본에서 첫 한류 붐이 일었던 2003년 KOCCA의 일본 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일본에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아키모토 씨의 코멘트 중 K-

팝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는 국가가 돈도 내고 응원했다는 부분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인물이다. 이 센터장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계 사람을 만나면 한류 열풍을 

KOCCA 가 만들었다고 칭찬할 때가 많아 고맙지만 그건 너무 과해요. 일본 비지니스센터의 

사원은 많게는 3 명. (현재는 소장포함 2 명) 예산은 결코 많지 않으니까요"라고 한다. 

이 센터장은 2004 년 K-팝 가수들을 일본에서 선보이기 위한 쇼케이스를 처음 기획했다. 

시부야의 작은 라이브하우스에서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록 밴드 자우림의 보컬 가수 김윤아 

씨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당시 일본 사무소가 지출한 예산은 불과 70 만엔. 기업 협찬 

50 만엔으로 보완해 성사된 첫 번째 노력이었다.  

이듬해에는 약 1 천만엔 규모의 예산으로 업계 관계자를 100 명 정도 초청해 인기 밴드 

BUZZ 등의 공연을 했다.  2006 년부터는 일반 팬들도 무료 초청하게 돼 최대 예산을 쓴 

것이 1 억엔으로 2010 년 도쿄국제포럼의 대형 홀에서 진행해서 일본 사무소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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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서 함께 지출했다고 한다. 

그 사이 빅뱅과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연이어 인기를 끌면서 K-팝은 일본 음악계에서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KOCCA 본부의 관심은 동남아 등 새로운 개척지역으로 

옮겨져 일본에서 쇼케이스를 열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KOCCA 의 활동이 일본에서의 K-팝 

인기에 기여한 공적은 한정적이었다고 이 센터장은 본다.  빅뱅이나 소녀시대 같은 초인기 

그룹을 만든 SM 엔터테인먼트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음악사무소는 이미 

독자적으로 일본에 진출해 있었다. KOCCA 가 기획한 쇼케이스 등에서 이 같은 대형 

기획사에 의뢰해 비교적 저렴한 출연료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하는 등 “KOCCA 는 

그런 대형 기획사의 도움을 받는 쪽이었다”고 한다. 

해외진출에 한정되지 않고 KOCCA 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아직 힘이 없는 

중소 엔터테인먼트기업에 맞춰진다. 방송물에는 다큐멘터리 작품 한 편에 5000 만원(약 

470 만엔), 시리즈의 경우 1 억 5 천만원(약 1400 만엔)까지, 드라마는 최대 편당 

2 억 5 천만원(약 2300 만엔)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통상 

심사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일본 정부도 같은 종류의 보조 사업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산업성은 

영상산업진흥기구(VIPO)를 통해 ’일본발 콘텐츠 등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일본붐 창출을 

통한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방일 외국인 등의 촉진으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J-LOD’라는 KOCCA 와 

유사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2019 년도 추경예산에서는 KOCCA 의 연간 예산을 넘는 

557 억엔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2019 년 2 월부터 2020 년 1 월까지 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 일람을 보면 4  덴츠（電通）나 하쿠호도（博報堂）, 쇼치쿠（松竹）나 

토에이（東映）, TBS 라고 하는 초대형기업의 이름이 줄선다. 닛신식품（日清食品）, 일본 

가라아게 협회（日本唐揚協会） 등 직접 컨텐츠 제작과는 관계없는 단체의 이름도 있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한 것은 아니다. 

KOCCA 의 예산은 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며 제작자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를 국가가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이전에는 레코드 녹음 스튜디오도 마련했지만,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4 コンテンツグローバル需要創出促進・基盤整備事業費補助金 交付決定事業者一覧. 映像産業振興機構ホームペー

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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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했다. 대신 2017 년에는 KOCCA 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동 사업으로 대전에 영화와 

드라마 등을 촬영하기 위한 스튜디오 큐브를 만들었다.  

약 960～3700 평방미터의 한국 최대 스튜디오 등 총 5 개의 실내 스튜디오에 현재 수상 

스튜디오도 건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싼 가격에 대기업에도 빌려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10% 더 할인해 준다고 한다. 이 스튜디오에서 2 년 전 촬영한 것이 

넷플릭스와 지역 중소기업 사이렌 픽처스가 제작한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이었다. 

이 센터장은, 정부의 지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저변을 길러 왔다는 자부심은 

가지면서도 이러한 ’국책’이 직접 BTS 나 블랙핑크 같은 슈퍼스타들, ’기생충’나 ’오징어 

게임’등의 히트작을 낳았다는 점은 “근거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좋다”라고 말한다. 

“국가가 해 온 일은 작은 후방지원에 불과하다. 우리(정부 측)가 해야 할 일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아직 약한 중소기업이나 이익을 내기 어려운 

다큐멘터리 등의 분야를 지지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본 기업 산리오의 기업 이념을 

빌리면 ’스몰 기프트, 빅 스마일(Small gift, big smile) ’로 얼마 안 되는 지원이라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상세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먼 길을 돌아가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4) 한국 엔터테이먼트의 약진을 도운 인터넷 환경 

 

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에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많은 사람이 꼽는 국책이 있다. 인터넷 등 통신환경 개선이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1998 년 한국을 2002 년까지 세계 10 위권의 정보 선진국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가 모두 달성된 뒤에는 또 다른 진흥방안을 담은 ‘e-

코리아비전 2006’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부 주도 정책 전개에 의해, 한국의 IT 인프라 

환경은 급속히 진보했다. 1999 년 10 월 단계에서 약 23 만 회선, 가구보급률 1.6%였던 

한국의 광대역 환경은 3 년 후인 2002 년 10 월에는 가입회선수 1000 만 회선, 가구보급률 

70%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환경으로 변모했다.5 

유튜브가 2005 년에 탄생한 후 일본 음악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5 齋藤豪助. ＫＤＤＩ総研「韓流」にみる韓国のコンテンツ振興政策. 2005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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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음악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겨났다. 한국 남성 래퍼 ＰＳＹ가 

부른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 주 

연속 2 위를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BTS 역시 이러한 풍족한 인터넷 환경 덕분에 성장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데뷔 당시 

약소 기획사였던 Big Hit Entertainment (현 HYBE 로 개명)에 소속됐던 BTS 는 당시 음악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 어려웠다. 미디어 노출이 제한된 가운데 트위터 등 SNS 를 

이용해 수많은 무상 콘텐츠를 공개한 것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연결되는 지름길이 됐고 

열렬한 팬을 낳았다. “방송국에 출연할 수 없었던 것이, 팬과 보다 깊게 연결할 수 있는 

SNS 를 선택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그것이 정확히 시대와 맞아떨어졌다.”서울신문에서 

오랫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 취재를 담당하는 이은주 기자는 말했다. 

한국의 양질의 인터넷 환경은 새로운 문화산업의 성장도 낳고 있다.바로 온라인 만화 

웹툰이다. KOCCA 에 따르면 세계 1 위 만화시장은 일본이고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4 위다. 그러나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만화가 일본에서는 50%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웹툰 독자 수가 전체의 95% 정도를 차지한다. 웹툰은 드라마와 영화의 

원작이기도 하며,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대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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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노력 

 

(1) 잇달아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획사들 

 

“국내 음악시장이 작은 한국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 콘텐츠가 

해외진출에 성공한 이유를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물으면 대개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국제음반비디오제작자연맹(IFPI)에 따르면 한국의 음악시장 규모는 2020 년에도 

세계 6 위로 1 위인 미국,  2 위인 일본과 비교해 작다. 이 때문에 기획사로 불리는 한국 

연예음악사들은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그 첫 목적지가 일본이었다. 

1990 년대 다른 기획사보다 먼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만 씨 등이 

설립한 SM 엔터테인먼트다. 이수만 씨는 1970 년대 서울대 농과대 대학생 시절 인기가수로 

활약한 뒤 제작자로 변신했다. 한때 음악의 길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로봇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으로 귀국해 SM 을 세웠다. 

SM 은 1996 년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남성그룹 H.O.T.를 탄생시키면서부터 일본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성그룹 S.E.S 등의 일본 진출 등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아직 

한국 음악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한국에도 있어 일본에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다(음악 프로듀서 버니 최 씨 6 ). 처음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은 SM 이 키워 

2001 년 J-팝 가수로 일본에 데뷔한 여가수 보아였다. 보아는 데뷔 이듬해 ’Listen To My 

Heart’로 일본 레코드 대상 금상을 수상하고 NHK 홍백가합전에 초청되는 등 일본 내 

인기가수로 완전히 인정받았다. 이수만씨는 2021 년 2 월 방송국 TVN 의 TV 프로그램 월간 

커넥트에서 “20 억을 벌어 갔는데 (투자비용이) 40 억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2001 년 10 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 21’에 이수만은 이런 칼럼을 기고했다.“2000 년 

2 월에 처음으로 H.O.T 가 중국 베이징의 공인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을 때, 이미 

필자는 한류 열풍이 결코 거품만은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다. 당시 H.O.T 의 베이징 

콘서트를 보러 온 중국의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한국어로 H.O.T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가방에 태극기와 H.O.T 사진을 함께 달고 다녔다.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며 십여 년 

 
6 K-Pop Goes Viral. Season1 Episode 3. Youtube Original. 2021.3.31 



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フェローシップ報告書 

 

 

13 

 

후 K-팝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아시아를 거쳐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7 

이후에도 SM 은 Super Junior, SHINee, 소녀시대, EXO 등 차례로 인기그룹을 탄생시켰다. 

2010년부터는, SM소속의 아티스트만으로 하는 공연 ’SM 타운’의 월드 투어를 개최, 2010년 

파리 공연을 펼쳤을 때는 페이스북으로 870 만 명의 시청자를 모아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웠다. 

SM 과 함께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획사가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다.  YG 는 1992 년 

등장한 남성 힙합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양현석이 창립했다. 양현석 씨는 

2017 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 가수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도 애국하는 길이다.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음악과 드라마, 영화의 인기는 콘텐츠 창작 역량이 있는 인적 자원 

덕이다. 서태지와아이들 때만 해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시장이 좁아 한계가 

있었다. 일본에 나갔지만 잘 안됐는데 그땐 우리가 일본 문화를 동경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반대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8  2006 년 빅뱅을,  2009 년 2NE1 을 데뷔시켰고 

2016 년 BTS 와 함께 세계적인 인기를 끈 블랙핑크를 탄생시켰다. 

가수 박진영이 2001 년 설립한 JYP 는 비,  2PM 등을 데뷔시키며 해외 진출을 노렸다. 

원더걸스는 2009 년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한국 그룹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JYP 는 

3명의 일본 멤버를 포함한 트와이스를 탄생시켰고,  2020년에는 일본 여성 9명으로 구성된 

그룹 NiziU 가 탄생하는 등 일본 시장을 중시하는 대형 기획사이기도 하다.  

 BTS 를 낳은 Big Hit Entertainment(현 HYBE)를 설립한 방시혁씨는 서울노동청장 등을 지낸 

아버지 방국윤씨와 국립서울대를 졸업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전북 지역 

신문에 말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플루타르크 영웅전’ 등 청소년 시기에 

읽을 책들을 거의 읽었을 정도였다”9는 신동이었다. 서울대 재학 중 작곡으로 인정을 받게 

돼 JYP 에 작곡가, 프로듀서 등으로 참여해 히트곡을 쏟아냈다.  2005 년에 독립하여 Big Hit 

Entertainment 를 설립하였다.  

방시혁 씨 밑에서 훈련기간을 거쳐 BTS 가 회사에서 데뷔한 것은 2013 년이다. 당시 K-

 
7 권석정. 이수만이 없었다면 방탕소년단도 없었다. 한겨레 아카이브. 2020.12.22 

8 이은정. 양현석 “YG 차별점은 세련미…정치 관심없고 특혜 없엇다”. 연합뉴스. 2017.1.20 

9 김준호.  방탄소년단생시킨 방시혁의 아버지 방극윤 전 이시장 “나는 기타 하나 시준것 밖에 없습니다”. 

『전북일보』. 20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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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은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었지만 실력은 있어도 공장에서 만든 제품처럼 

개성이 없는 ’팩토리 아이돌’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방시혁 씨는 멤버들을 작사와 

작곡에 참여시켜 멤버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것이 해외 팬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켜 BTS 의 인기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인기와 함께 이 회사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2020 년 10 월 한국거래소에 상장했을 때는 개장 직후 

공모가(35 만 1 천원)의 2.6 배인 35 만 1 천원으로 처음 거래돼 한때 시가 총액이 

11 조 8800 억원이 됐다. 

 

(2) 연습생 제도 

 

K-팝의 세계적인 인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퍼포머들의 노래와 춤 실력이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농구를 해봤다고 해도 좋을 만큼 농구가 생활에 뿌리박혀 있다. 그래서 

두터운 인재층에서 NBA 스타가 탄생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사람,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저변의 넓이가 있기에 K-팝 스타들이 

탄생할 수 있다.” 한국의 메이저 신문인 ’동아일보’에서 K-팝에 대한 연재 10 를 담당했던 

김도형 기자는 말한다. 

스타 인재를 양성하는 연습생 제도의 형태는 SM 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SM 이수만 

씨는 일본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양성 시스템을 참고해 훈련, 매니지먼트, 프로듀싱 등을 한 

회사가 총괄하는 CT(컬처 테크놀로지)라는 체제를 구축했다. 11  스타의 소질 있는 젊은이를 

찾아 10 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음악과 춤을 가르쳐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이수만 씨는 2011 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조직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다.  SM 은 훈련 시스템을 통해 어린 나이에 훈련해 (해외를) 

공략했다. 아시아의 장점이자 SM 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연습생으로 이 같은 기획사 입소가 허용되면 출근하듯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다니며 

밤늦게까지 노래와 춤을 훈련하는 날들이 시작된다. 아침부터 밤까지 댄스와 보컬, 외국어 

및 스피치 레슨이 진행되며 수업이 끝난 뒤 개인훈련을 한다. “한국 팬들은 세계에서 가장 

 
10 임보미, 김도형, 김배중,위은지.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 『동아일보』. 2021.7.19 

11 이은정. 양현석 “YG 차별점은 세련미…정치 관심없고 특혜 없엇다”. 연합뉴스.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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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다.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라도 수준이 낮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가장 열성적인 팬들에게서 돈 갚으라는 소리가 나온다. 원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 

지금과 같은 연습생 제도가 정비돼 갔고 세계로 통하는 수준이 돼 갔다”고 K-팝 신인그룹을 

담당하는 여성은 말했다. 

다른 여성이 일했던 기획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발표회가 있고 성적이 나쁘면 탈락한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형 연예 기획사 간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에 대해 인구 5000 만 명의 나라에서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만 500 개가 넘는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저절로 인재가 몰린다. 그렇게 연마되고 

수준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러한 철저한 실력주의로 인해 일본 아이돌과의 차이도 생겨났다.  SM 에서 연습생을 

키우는 SM 아카데미에서 일한 뒤 현재는 아이돌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 SL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서림 원장은 "일본 아이돌은 (스타 실력이 부족해도 그 성장을 팬들이 

지켜보는) ’성장형’인데 한국은 ’완벽형’”이라며  말했다. 

김도형 기자도 연재 기사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기획사나 음반사를 취재하던 중 한 

국내 대형 기획사 간부로부터 이런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일본 연예계는 수준 낮은 

예능을 추구하는 아마추어의 세계다. 중국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실력을 요구하지만 국내 

시장만 보고 있다. 한국은 실력주의인데다 처음부터 국외시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많은 가수와 배우를 배출한 예술대학교에서 20 년 넘게 보컬과 작곡를 가르치는 강사는 

연습생 출신 학생들도 많이 봐왔다. “한국에는 연습생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 온 

사람들의 층이 두껍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이돌이 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예능 분야로 

흘러가기 때문에, 뮤지컬 등의 레벨도 전체적으로 올라 있다” 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메리트의 이면에, 생겨나는 ’그림자’도 있다고 한다. 

그 강사는 “연습생이나 아이돌은 성형이나 치아 교정 등 외모에 대한 요구에 항상 

노출된다.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나가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무엇을 해도 비판을 

받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학생도 과거에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케어를 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연습생 제도와 장기 계약, 같은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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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식의 K-팝의 독특한 관례는 서구 언론 등으로부터 ’노예 계약’12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엄격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지금 연습생을 꿈꾸는 젊은이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다.  SL 스튜디오 이서림 원장의 말에 따르면 오디션을 진행할 때마다 SNS 등을 

통해 공지하면 매회 5000 명 이상의 응모 동영상이 올라온다. 인도, 베트남, 동남아에는 K-

팝 사무소에 연습생을 보내기 위한 자체 훈련센터가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SL 스튜디오가 2020 년에 브라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코스를 실시하려고 

계획했는데,  250 명 예약이 바로 찼다고 한다. 오디션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오디션 

중계료를 받는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이돌을 포기한 연습생이 프로듀서나 유튜브로 성공한 사례도 늘고 있으며 

(아이돌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플랜 B 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중시해 온 한국의 부모들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 

장래에는 (BTS 를 만든) 방시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연습생이 되기를 응원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 같은 연습생 제도는 연습생 인권보호와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렇게 지적한다. “한 대형 기획사에서만 매년 1 만 5 천 

명이 연습생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고, 한국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아이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겨낸 사람이 힘든 장시간의 연습을 거듭한다. 과거보다 개선은 진전되고 

있지만 장시간의 연습, 학업 기회의 상실 같은 문제는 지금도 있다. 아동노동법이 엄격한 

구미에서는 이런 훈련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젊은 아이돌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K-팝의 강점이며, K-팝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3) 한국문화 세계에 알린 "갓마더" CJ 그룹 

 

기획사 외에 한류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 CJ 그룹이다. CJ 는 원래 설탕 

제품을 만드는 전통 제조회사였는데 이미경 부회장 등이 1994 년 CJ 그룹의 미디어 부문을 

설립했다. 

 
12 Lucy Williamson. The Dark Side of South Korean Pop Music. BBC News.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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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씨는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창시자인 이병철 씨의 손녀로 이미경 씨가 이사로 

있는 미국 버클리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1981 년 국립서울대를 졸업한 뒤 대만국립대에서 

중국어, 일본 게이오대에서 일본어를 배운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아시아 연구를 한 경력의 

소유자다.  

1995 년, 당시의 한국 영화 제작비의 수백배에 달하는 3 억달러(약 354 억엔)를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의 제작 회사 드림웍스에 투자했다. 아시아(일본 제외)에서의 영화 

배급을 포함한 판권을 쟁취했다. 이후로는 시네마콤플렉스의 CJ CGV, 케이블 TV 의 

CJ 미디어, 음악 TV 프로그램과 라이브콘서트 사업 등을 하는 MNET 미디어 등 차례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언론에 등장하는 경우가 적은 이미경 씨는 2014 년 드물게 미국 Bloomberg 의 취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계기는 하버드 시절 한국이 미국에서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제가 꿈꾸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한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가끔 한국 음악을 듣고 1 년에 두 번씩 한국 영화를 보는 

세계다.”13 

미국 CNN은 이미경 씨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 영화에는 대모라고 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14 . 이미경 씨는 무명이던 봉준호 

감독에게 눈을 돌렸다. 영화 ’살인의 추억’(2003 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 관왕의 결실을 맺었다.  CJ 산하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류 드라마 열풍을 

이끄는 존재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등 인기 드라마를 잇달아 제작하고 있다.  

음악 사업에서는 1999 년부터 아시아 최대급의 음악 수상식인 ’MAMA’의 전신인 ’Mnet 

KM Music Festival’ 을 개최 했고 2012 년부터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컬처 페스티벌(KCON)을 주최하고 있다.  CJ 홍보부에 따르면 KCON 은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호주, 멕시코, 일본 등 24 회에 걸쳐 오프라인 관객 110 만명을 모았다. 

CJ 홍보부는 CJ가 KCON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당시부터 K-팝은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의 관심이 있었지만 (미국 등은) 지역적으로도 한국과 멀어 (팬들이)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없었다. 미국 법인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확인하고 한류 사업을 

 
13 Yoolim Lee. Granddaughter of Samsung Founder Brings Cool to CJ Group. Bloomberg. 2014.2.3 

14 Julia Hollingsworth. Miky Lee: The Godmother of South Korean Cinema on Parasite’s Historic Win. CNN. 

2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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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한국 유일의 대기업으로서 K-팝 을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기회라고 판단해 KCON 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속 아티스트들을 KCON 참여를 통해 해외 팬들을 

직접 만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K-팝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K-

팝의 세계적 보급에 KCON 이 맡은 역할을 지적한다. 

 이 KCON 에 2014 년에 등장한 것이 BTS 이었다. 당시 BTS 는 한국 국내 음악차트에서 

1 위를 차지한 적도 없고 무명에 가까운 신인 그룹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Z 세대를 중심으로 

SNS 와 서면으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BTS 를 선정했다”고 한다.  KCON 에 출연한 BTS 는 예상 외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그에 대해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편견이 적은 미국 시장의 K-팝 팬과 

미디어가 최초로 BTS 의 잠재력을 발견했다"15며 KCON 이 방단소년단의 미국 인기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과거에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에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경영진의 깊은 관심 덕분에 투자를 이끈 CJ 가 한류문화산업 성장에 미친 역할이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K-팝의 경제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류승희 연구원은 

말했다. “CJ 는 한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단순히 개별 아티스트, 작품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적인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류승희 씨는 “문화 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팬들의 정보 수집 같은 활동이나 창조의 부분은 정부가 주도하기 어려운 

분야다" 라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지원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자주 냈다. 한편 국책 문화정책 사례로는 주로 일본의 쿨 저팬 (Cool 

Japan) 정책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5 김영대.  BTS: THE REVIEW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RH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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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팬덤 

 

(1)  K-팝 추진력 팬덤의 탄생 

 

2020 년 6 월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에 

BTS 와 소속사가 100 만달러를 기부한다고 보도되자 ’아미’라는 BTS 의 팬들도 하루 만에 

거의 같은 액수를 모아 화제가 됐다. 16  K-팝 팬들이 가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선거 집회를 예약해 집회를 방해하려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TIME 잡지는, "100 만달러의 기부. (SNS 의) 해시 태그에 의한 제패. 트럼프(대통령 당시)의 

집회 방해. 마치 잘 통솔된 정치사회운동 캠페인 같은데 이 모든 것은 K-팝 팬들에 의한 

것이다" "그들(K-팝 팬)은 몇 년 동안 지지하는 아이돌의 이름으로 인권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에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17 며 K-팝 팬들이 정치적 힘까지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만한 영향력을 갖게 된 K-팝 팬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한국 최초로 열광적인 아이돌 팬덤이 탄생한 것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워낸 H.O.T.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이돌이란 말을 정의했다.  H.O.T 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영향력을 갖게 된 K-팝 팬덤은 없었다”(음악 프로듀서 래드 씨18).  

SM 의 이수만 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19  신문에서 ‘(경제성장으로)청소년 새로운 소비층 

부상’ 이라는 기사를 읽고 1996 년 ’10 대의 대변인’이라는 콘셉트 아래 5 명의 남성 그룹을 

데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자신들에 가까운 스타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5 학년 때 TV 에서 

H.O.T.를 처음 보고 열광적인 팬이 됐다는 서울경제신문 문화부 송주희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H.O.T.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직후 탄생한 

젝스키스도 H.O.T.의 라이벌로 인기를 끌었다. 두 그룹의 팬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등 

 
16 Taylor Lorenz, Kellen Browning, Sheera Frankel. Tik-Tok Teens and K-Pop Stans Say They Sank 

Trump Rally.  New York Times. 2021.6.21 

17 Raisa Bruner. How K-Pop Fans Work As a Force for Political Activism in 2020. TIME. 2020.7.25.  

18 First Idols. K-Pop Evolution. Season1, Episode2. Youtube Original Documentary.  

19 「카자흐서 오디션. 한류 세계화 시동 건 이수만」.  『정안선데이』. 2011.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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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아이돌의 집이나 녹화 현장에서, 멤버를 기다리는 ’팬 활동’을 하는 팬도 태어났다. 

중학생 때 H.O.T.의 팬이 됐다는 여성은 중학교에 등교하기 전 좋아하던 멤버의 집 앞에서 

매일 기다렸다고 한다. "당시는 300 명 정도의 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생일 등 

이벤트가 있으면 더 많았다" 라고 말한다. 현재는 스타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팬들은 

사생팬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추적하는 팬’의 줄임말) 등으로 불리며 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새로운 현상이어서 그게 문제라는 인식은 팬들 사이에도 

없었다. 다만 오빠에게 나를 알리고 싶어서 계속 쫓아다녔다.” 

젝스키스와 H.O.T.의 라이벌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그룹의 인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팬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테마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H.O.T. 

팬들은 흰색, 젝스키스 팬들은 노란색을 주제컬러로 해 방송사 공개녹화나 다른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드림콘서트 등에서 색상을 사용했다. 그러자 한눈에 각 팬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그 세력이 드러났다. 그중 가장 싸게 살 수 있고 가볍고 면적이 넓은 것이 풍선이었기 

때문에 두 그룹이 있는 현장에는 항상 흰색과 노란색 풍선이 넘쳤다고 한다. 

SM 은 이런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업화하는 데 뛰어났다. 멤버 이름이 새겨진 

굿즈와 멤버들에게서 채취한 DNA 목걸이까지 만들어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상품 구매력을 

갖기 시작한 젊은 세대에게 어필했다. 송주희 기자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상징하는 색깔의 

비옷 등 도구를 사용해 응원하는 열렬한 팬문화는 한국에서 그때 처음 생겼다. 당시엔 

휴대전화도 없고 송금 수단이 없어 팬클럽에 돈을 보내기 위해 아침에 다른 팬들과 함께 

등교 전 은행에 줄을 서곤 했던 기억이 난다” 고 말했다. 이러한 팬 문화는 다음 세대에 

태어난 g.o.d 나 SHINHWA 같은 아이돌 그룹의 팬들에게도 계승되어 더욱 발전했다. 

 

(2) 팬덤을 쌓은 슈퍼 팬들 

  

한국 기획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엄격한 일본 연예기획사와 달리 팬들이 스타 사진 

등을 이용해 비공인 상품을 만드는 것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팬들은 자신이 촬영한 아이돌의 영상이나 공식 영상에 창작을 더해 굿즈나 독자적인 광고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2 차 창작을 할 수 있다. 또 언제 공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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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 스타가 등장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본 사무소만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아서 팬 활동도 용이하다. 

2004 년부터 일본에서 배우겸 가수 후쿠야마 마사하루와 SMAP 의 팬을 하다가 2012 년 

한국인 배우겸 가수 장근석의 팬이 됐다는 50 대 일본 여성은 한・일 팬 활동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SMAP 등 일본 스타의 팬 활동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너무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 스타들은 실제로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교류도 할 수 있다. K-팝를 알고 

나면 일본 스타들의 팬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K-팝 팬들이 이런 일정한 자유를 인정받게 된 것은 팬덤 탄생 경위와 관련이 있다. 

“H.O.T. 팬들이 등장했을 때는 기획사도 예상치 못한 현상이 대두되었다. 팬들이 점점 

제멋대로 새로운 것을 시작했고, 기획사는 그것을 나중에 쫓아갈 수 밖에 없었다.” 

2000 년대 초 인기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여성은 말했다. 

현재 30 대인 여성은 초등학교 때 H.O.T.를 TV 로 본 후 팬이 되었고,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도 했다. 방송국의 공개 녹화나 콘서트 회장에 다니는 사이에 

다른 팬이나 기획사의 관계자들과도 안면이 트여, 2001 년경부터 그 아이돌 그룹이 소속해 

있던 대기업 연예 기획사 내에 있던 팬 클럽에도 자원봉사 스탭으로서 출입하게 되었다. 

그후 팬클럽 회원들의 엄정한 선거를 거쳐 팬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당시 대학생으로 공부하기도 바빴지만 이들이 신곡을 내는 등 컴백 때마다 운영 업무에 

열중했다. “당시에는 아이돌 문화라는 것이 모두 새로웠다. 처음에는 소속사 측에도 팬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없었고, 소속사는 팬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 팬 대표가 

팬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이디어를 얻어 소속사 측에 상의하고 확인하며 조정했다.” 

방송국이나 라디오국에서 공개 녹화가 있으면 팬클럽 회장단이 우선 사무소 측에 몇명의 

팬이 입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팬에게 그 정보를 통지했다. 입장할 수 있는 팬은 

선착순으로 정했기 때문에 빠르면 1 주일 전부터 현장에 줄을 서는 팬들이 나타났다. 이 

때도 회장단들이 정리권 등을 나눠주고 신분증과 팬클럽 카드를 확인해 이들을 관리했으며 

아이돌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팬들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했다. 아이돌 

멤버 생일에는 팬클럽 회비와는 별도로 팬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팬클럽 측이 회원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 자동차나 그랜드 피아노 등을 선물했다. 

지방에서 공연을 할 때면 팬들이 돈을 모아 관광버스를 수십 대 빌렸다. 당시 운영진은 



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 フェローシップ報告書 

 

 

22 

 

10 여 명이었지만 소속사에서 아르바이트비가 나오지 않아 교통비만 간간이 지급될 

정도였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는 다른 곳에서 하면서 팬클럽 활동하고 있었다. “무상이라도 

어쨌든 즐거웠다”라고 여성은 회상했다. 

이 여성이 H.O.T.의 팬이 막 되었을때 팬클럽의 활동은 주로 팬들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유지됐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리더적인 역할을 했던 팬들이 전화 

자동응답 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의 등장 장소와 시간 등을 녹음하고 팬들은 이를 

듣고 확인하는 형태였다. 클럽 회비도 당초에는 개인 팬의 계좌로 불입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이 같은 연락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고 팬클럽도 점차 기획사가 주체가 돼 관리해 

나가게 됐다. 

팬클럽이 사무실 측 관리하에 정비된 뒤 팬덤의 중심은 자체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공개하는 마스터들에게로 옮겨갔다. 이 여성도 팬클럽 회장을 마친 뒤 취직을 해 

일반인으로서 기획사나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 년 아이돌 그룹 2PM 이 데뷔하면서 

그중 한 멤버의 마스터가 됐다. 지방에서 열리는 작은 공연에도 달려가 갖은 수를 다해 맨 

앞자리에서 영상을 찍어 인터넷 싸이월드와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했다.  

“H.O.T. 때부터 쭉 해왔던 활동들이라 쉬웠다.” 2PM 의 인기가 오르기 시작했을 무렵 

트위터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플랫폼의 보급이 진행되어, 해외 팬으로부터의 열람도 

증가해 갔다. 그녀는 이후 또 다른 아이돌의 마스터도 겸하면서 비싼 디지털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사진편집 기술도 연마했다. 30 분 정도의 공연에도 평균 1 만 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다.  

 "멤버가 가장 매력적인 표정이나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기록해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는 것도 팬들의 몫이었다"고 한다. 생계는 아르바이트로 

메웠고 이런 활동은 무상으로 했다. 사진을 이용해 달력을 만들어 다른 팬들에게 팔았을 

때는 300 만원가량을 벌었지만 그것도 전액 팬 활동에 투입해 멤버들에게 환원했다고 한다. 

 

(3) ‘셰어 문화’가 낳는 최강의 PR 부대 

 

한국 팬들의 특징은 ‘셰어(share)문화’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H.O.T.가 인기를 끌던 

시절에는 디지털 카메라도 없었지만 팬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각자 찍은 사진을 교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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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400 원에 팔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쟈니즈(ジャニーズ)의 아이돌의 팬활동을 한 적이 

있는 그녀는 말한다. "일본 팬들은 소속사도 엄격하고 팬들도 사진을 나눠 갖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많다. 한국 팬들은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미음이 

있고 이런 문화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기획사나 음반사가 했더라면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싱어송라이터 박미영 씨도 "한국은 떡을 만들어 먹을 때도 혼자 

먹지 않고 다 같이 먹는다. 삼겹살을 구울 때는 누구나 맛있게 굽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좋아하는 것은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고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라면 무상으로 장시간의 노동과 돈을 쏟아 붓는 독자적인 

‘PR 부대’가 된 팬들은 SNS 등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차트에서 

1 위로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CD 등을 사거나 TV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에 요청하거나 

하는 등 조직적인 행동을 취해 갔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이중언어 K-팝 팬들은 트위터 등 

SNS 계정을 통해 아이돌의 발언과 아이돌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는 동시에 팬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으며, 커뮤니티로서의 팬덤이 해외로 뻗어나갔다.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을 맡고 있는 김 작가씨는 경제지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 

팬덤은 조직적이고 맹렬했다. 개별적으로 혹은 느슨하게 존재하는 해외 가수 팬덤과 달랐다. 

동질감을 단순한 소비와 지지 이상의 어떤 캠페인으로 승화시켰다. 새 앨범 발매일에 맞춰 

1 인당 몇 장 아니 몇십 장씩 구매해 차트 1 위로 만드는 걸 큰 기쁨이자 사명감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것도 팬 커뮤니티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표출됐다. 해외 팬에게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다. 이후 해외 팬들도 동참하게됐다. 구매 대행을 맡기거나 한국 음반 쇼핑몰을 

통해 음반을 샀다.20” 

 ‘아미’로 불리는 BTS 의 팬덤도 이런 팬 문화에서 나왔다. 아미는 SNS 등을 통해 

비영어권 곡을 거의 내보내지 않던 미국 라디오 방송사나 TV 방송국에 BTS 노래를 틀어 

달라고 항의와 홍보를 하고 곡 구입을 독려하며 BTS 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씨는 “BTS 가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 1 위에 올랐을 때 아미들의 열정적인 

싸움으로 하위문화로 여겨지던 K-팝이 마침내 빌보드 1 위를 차지했다. 정말 

역사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K-팝 팬들에게 ‘성지’가 됐다. 한국에서는 유명 스타의 

 
20 김작가. 「소비통해 연대감 형서하는 전 세계 K 펍 충성 팬덤」. 『Economy Chosun』, 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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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때마다 팬들이 카페를 빌리는 등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카페21가 주요 도시 대부분에 

등장한다. 2021 년 9 월, 서울 홍대에서 BTS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카페를 

찾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 온 26 세의 여성은 워싱턴 주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학생 때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와 런닝맨 같은 한국 오락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보게 됐다.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지금까지 컴퓨터 화면 속에만 있던 세계에 드디어 올 수 있게 돼 정말 

감동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대도시에서는 K-팝 스타의 생일 카페가 열리는데 

지방 출신인 이 여성은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생일 카페 ‘순례’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한다. 

이번에 정국의 생일 카페에만 20 여 군데가 넘게 돌아다녔다고 한다. ”생일카페 순례 중 

가장 기뻤던 것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다. 마침내 나도 단순한 

‘해외 팬’이 아니라 한국 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1 본문에서는 할애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생일카페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일보 박동미 기자와 함께 천일카페를 

찾아 현장의 모습을 취재했다.그 내용에 대해서는, 박동미 기자가 문화일보에 아래의 기사로 썼다.  

박동미. “한국 팬덤 문화, 놀이보다 중교에 가깝다”. 『문화일보』. 2021.9.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4010316120560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40103161205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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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성공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많이 쓰고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일본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취재하던 중 이런 말을 업계 

관계자로부터 많이 들었다. 정말 그런지.  그런 의문이 들자 한국에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①에서 일본의 한류 열풍을 잘 아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KOCCA 이영훈 일본비즈니스센터장에게 K-팝의 일본 진출을 위해 일본 업계 

관계자를 초청한 ‘쇼케이스’를 개최한 경위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구조를 

물었다.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콘텐츠의 해외진출 보조사업에서는 대기업이나 콘텐츠 

제작과 관계없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지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KOCCA 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콘텐츠 제작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컨텐츠 

제작자가 필요한 설비를 직접 나라가 만드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센터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또 한국의 경우는 직접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진행한 통신 환경의 

개선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에서는 한국 민간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파악했다. K-팝과 관련해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은 기획사로 불리는 연예음악회사다. 그 중에서도 90 년대부터 일본 

진출을 목표로 한 SM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의 아이돌 양성 제도를 참고로 하면서 

트레이닝이나 매니지먼트, 프로듀스등을 하나의 회사가 총괄하는 ‘CT(컬쳐 테크놀로지)’ 

라고 하는 구조를 확립해서 스타의 소질 있는 젊은이를 찾아내 10 대 초반부터 철저히 

음악과 춤을 가르치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연습생 제도를 체계화했다. 연습생 제도는 10 대 

청소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을 포함하면서도 아동노동 관련 법률이 

엄격한 레슨이 인정되지 않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흥미로웠다. 

또 한류 문화의 해외 확산에는 중견 재벌인 CJ 그룹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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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로 불리는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은 양질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 뿐만 아니라 BTS 의 

미국 인기몰이 KCON 개최 등 K-팝의 해외 진출도 도왔다. 

③에서는 96 년 데뷔한 H.O.T 등 초기 K-팝 아이돌 팬들을 취재해 K-팝 팬덤의 형성과 

그 단결력의 이유를 알아봤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일본보다 저작권 관리에 엄격하지 않고 

팬들이 스타의 사진 등을 이용해 2 차 창작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90 년대에 ‘1 세대’의 아이돌이 등장했을 당시, 사무소나 음반 회사의 기대를 넘어 열광적인 

팬덤이 ‘자연 발생’ 했기 때문에 사무소가 특별히 대응하지 못했고 ’새로운 팬들이 시작하는 

활동을, 사무소가 쫓아가는 형태’ 를 취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팬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스타를 선전하는 

막강한 홍보부대가 됐다. 같은 시기에 트위터 등 세계 공통의 SNS 플랫폼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조직적이고 맹렬하며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팬 문화는 해외에도 수출돼 K-팝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약진 이유를 단순히 국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물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보다는 넓은 시장이 필요해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에 임한 연예 기획사와 개별기업, 그리고 예능 사무소의 연습생 제도 덕에 실력을 

연마한 인재 층이 두껍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무상 

PR 부대가 되어 온 팬덤의 존재가 해외 진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체와 의도가 다른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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