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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미디어 지구화의 최근 논의들에서 K-Pop의 지구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모색하는 데 있다. K-Pop으로 표되는 한류의 최근 변화

는 기존 한류 연구의 일면적인－아시아 중심적, 매스미디어 중심적, 국가 중심

적, 장소 중심적, 생산 또는 수용 지향적－한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은 한류 현상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과 로컬, 문화생산과 수용 과정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문화경

제지리학, 중문화연구, 참여문화 등의 이론적 시각에서 글로벌 음악 산업의 특

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문맥에 K-Pop의 지구화 과정을 위치지울 

수 있는지에 해 검토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와 음악 산업의 변화에 한 검

토에 근거해 K-Pop의 지구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분석틀을 제

시한다. 

K E Y W O R D S 　미디어 지구화　•　한류　•　K-Pop　•　미디어 클러스터　

•　미디어 수도　•　참여문화　•　문화 생산 및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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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1990년  후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중문화의 

인기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다. 사실 한류 초기에는 적잖은 사람들

이 한국 중문화의 인기가 일회적인 것이며 지속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

는 전망을 했다. 혹은 지속된다 하더라도 문화적 특수성이나 언어적 한

계 때문에 인기의 범위가 유사한 문화적 공감 를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

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부침은 겪었

지만 해외에서의 한국 중문화의 인기는 그 폭과 깊이에서 확장과 진화

를 거듭해 왔다. 더 이상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한류의 시작을 이끈 드라

마가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나 소위 ‘신한류’나 ‘한

류 2.0/3.0’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한국 중음악의 성공은 그 표적

인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 드라마나 중음악의 성공으로 인한 외

국인들의 한국의 패션, 음식, 의료, 언어 등에 한 높아진 관심이나 관

광객의 증가 역시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중문화의 인기는 

한국문화산업의 경쟁력과 동아시아국가들에서의 한국문화상품의 소비

형태 등에 한 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또한 1990년  후

반부터 중국, 만,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소위 ‘한류현상(Korean Wave)’에 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류에 한 지난 10년간의 연구들을 메타 분

석한 손승혜(2009)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신문방송학 등에

서 약 250여 편의 한류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관련 서적 및 연

구보고서까지 포함하면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한류관련 논의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손승혜의 논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해외시장에서 드라마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한류의 침체국면이 시작된 

2008년 이후 한류에 한 학술 및 정책 연구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K-Pop이 새로운 한류성장의 추동력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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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게 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한류현상을 이해하

는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별할 수 있다.1 하나는 한류현상을 경제주의

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한류 확산의 원인을 한국 문화

의 우수성이나 한국 문화산업/문화상품의 경쟁력이라는 요인에서 찾는

다. 언론이나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이러한 

시각은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과정과 수입국 수용자의 문화수용에 한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 아니라 정책지

향적인 한계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접근의 연구들이 한류 활성화를 위

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문화산업에 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문화의 확산과정을 송신자와 공급자 중심에서만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류현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은 문화주의적 접근이다(Shim, 

2006; Ryoo, 2009). 문화주의적 접근은 한류 확산을 문화수용의 특수성

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각은 경제주의적 접근

과는 달리 한류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한국 중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러한 특성이 수입국의 수용의 맥락과 어떻게 접합

되는가에 주목한다. 이 접근이 차용한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

imity)이나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의 개념은 문화수용의 맥

락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급자 중심의 문화이식/전송모델이 갖

는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 역시 문화생산의 거시

적 맥락이나 정치경제적 조건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2

1 이에 한 양적인 분석은 손승혜(2009)의 연구에 잘 제시되어 있으며, 초기 한류 연구의 시각

에 해서는 조한혜정(2003), 신윤환(2006) 등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2 문화주의적 접근의 수용중심성에 한 비판은 주로 소유와 생산의 문제를 강조하는 정치경

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류웅재(2008) 등의 일부 문화연구자들은 문화혼종성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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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류에 한 기존의 시각들은 문화생산과 수용과정을 통합

적이고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생산 혹은 수용 과정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의 확산과 드라마와 영화 중심의 한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각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

럽이나 남미 지역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K-Pop 중심의 새로운 한류확

산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잖은 한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K-Pop의 인기가 한류에 한 논의에 제기하는 문제의

식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기존 한류 연구의 일면적인－아시아 중심적, 매스미디어 중심

적, 국가 중심적, 장소 중심적(place-centered), 생산 또는 수용 지향적

－한계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존 드라마 중

심의 한류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수용자들의 문화적 유사성을 통해 한류

의 인기를 주로 설명해 왔으며, 영화나 TV 등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한 국가 간 문화 및 경제교류의 측

면에서 한류 현상에 접근함으로써 문화 생산과 수용에서의 공간적 관계

(spatial relation)보다는 고정된 장소성(placeness)의 효과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한류 연구는 생산 또는 수용과정 중 하

나에만 주목함으로써 문화생산 및 수용과정의 통합적 성격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K-Pop의 확산으로 상징되는 중문화 생산과 

수용과정의 변화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이 요구된다. 

이 글은 한류를 국제정치경제의 변환이 결과한 문화의 지구화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 글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접합 혹은 상호관련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글로벌의 측면

정치경제학의 문제의식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이러한 비판에 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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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간과하고 로컬(한국 중문화 산업의 경쟁력 혹은 문화수용)의 요소

들에만 주목한 기존의 시각들과 다른 관점을 취한다. 또한 이 글은 한류

현상을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생산 및 수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미디어 지구화에 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에 기 어 k-pop의 지구화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탐색

적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다음 절에서는 문화경제지리학(cultural economic geography)과 

중음악연구, 그리고 팬덤(fandom)과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

ture)의 이론들에 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문화 

산업의 지구화에 한 새로운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지는 3절

은 이 같은 이론적 시각에서 글로벌 음악 산업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

고, 이러한 변화의 문맥에 K-Pop의 지구화 과정을 위치 지을 수 있는지

에 해 검토한다. 특히 이 절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이 중음악의 

생산 및 수용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K-Pop의 지구

화에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에 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앞

의 이론적 논의와 음악 산업의 변화에 한 검토에 근거해 K-Pop의 지

구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모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절에서는 K-Pop의 생산과정, 수용과정, 그리고 생산과 수용을 매개

하는 다양한 액세스 채널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요소들에 한 주목이 필

요한지 논의하고, K-Pop의 지구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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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미디어 생산 및 수용의 지구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3

국제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global com-

munication)이라는 체개념의 확산과 함께 미디어 지구화에 한 논

의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제커뮤니

케이션 연구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여겨져 오던 문화제국주의론

(cultural imperialism)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과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해석, 문화이식론적 시각, 문화수용에 한 무관심, 자본

주의 체제의 복잡성과 기술변화에 따른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한 이해 

부족 등이 문화제국주의론에 제기된 주요한 비판들이었다(Straubhaar, 

1991; Tomlinson, 1991; Liebes & Katz, 1990; Chadha & Kavoori, 

2000; Flew, 2007). 문화제국주의론의 이론적 위상이 약화됨과 동시에 

글로벌 미디어와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0년  이후로 문화제국주의론을 

꾸준히 비판해 온 문화연구자들의 수용연구나 문화혼종성의 논의들은 

이론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

루어 냈다. 

그러나 미디어 지구화에 한 보다 주목할 만한 논의는 2000년  

들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창의경제(creative economy)와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에 한 

논의들, 그리고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클러스터(cluster) 

개념 등에 기초해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설명하려는 문화경제지리학

의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이동성

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함의에 해 새로운 사회학적 해석을 시도해 

온 신이동성 패러다임 연구(new mobilities paradigm)나 중음악 연

구에서 지역을 넘어서는 팬덤의 형성을 분석해 온 신(scene) 접근 등도 

3 이 절의 내용은 문상현(2012)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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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등장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미디어 지구화

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부적

인 주장과 이론적 가정에서는 적잖은 차이들이 있지만, 새로운 논의들

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미디어 지구화에 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이나 지배와 종속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의 배제, 미디어 지구화의 

경제적 함의에 한 긍정적 인식, 문화수용의 조건 등 사회문화적 변인

들에 한 고려, 그리고 미디어 지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간

(space)’ 개념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1) 미디어 생산의 지리적 집적과 확대: 문화생산의 클러스터화와 미디어 

수도의 등장

이들은 지배와 종속의 이분법적 틀로 미디어 지구화 현상에 접근해 온 

문화제국주의론이나, 문화제국주의론을 비판했지만 결국 지배와 종속

의 문제틀에 어느 정도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문화수용 및 혼종성 논의

들과는 상이한 문제의식을 갖는다. 즉 이들은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문화생산 및 수용의 지리적 집적과 확 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미

디어 지구화에 공간 개념을 연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구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구성과정에 어떠한 내적·외적 

힘들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각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 등에 주목한다(Flew, 2009).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학자

들에 따르면 경제, 문화와 공간개념 간의 접한 관계에 한 지리학의 

천착은 글로벌 미디어의 형성을 일종의 ‘문화생산의 클러스터화’ 과정으

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4 즉 미디어산업 혹은 

4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의 연관기업과 기관들이 주로 도시 같은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적화

되어 일종의 군집(agglomeration)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포터(Porter,1998)에 따르면, 클러

스터의 구성요소에는 완성품 생산업체와 서비스업체, 전문화된 원재료나 부품, 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 금융기관, 연관 산업에 속한 기업 등이 포함된다. 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각 기업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협업, 지식의 교류나 상호 학습 등의 이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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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산업에서의 클러스터 효과는 특정 지역이 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

는 문화상품의 생산지로 부상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논거를 제시

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적 경제지리학자인 스캇(Scott, 2000)

은 문화상품산업(cultural products industry)의 주요 특징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특징은 문화상품산

업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화를 선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특정

한 도시에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하게 만든다. 

∙ 전문적인 지식과 유연하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노동투

입의 중요성

∙ 전문화된 인풋과 서비스 공급을 서로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의 네트워

크 속에 생산이 조직화

∙ 고용관계는 비정기적이고 프로젝트별 작업에 기반하며, 이는 거래비

용과 구인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들을 특정지역에 함께 머물

게 함

∙ 상호 연관된 활동에 관련된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함께 같은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생겨나는 시너지 효과 

∙ 연예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매개들이나 우호적인 정책 환경처럼 연관 

서비스와 제도적 인프라의 발전

 

최근 몇 년간 미디어 클러스터에 관한 미디어 연구자들의 논의 역

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Curtin, 2007; Flew, 2009; Picard, 2008; 

Karlsson & Picard, 2011). 피카드(2008)에 따르면, 미디어 클러스터는 

비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라는 생산물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여타 산업의 

클러스터와는 차별성을 보인다(p. 4). 즉 미디어 클러스터는 원료나 교

또한 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각종 설비와 필요한 숙련 기술자들

에 한 용이한 접근이라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Vinodrai, 2011). 이 과정을 통해 각 기업들은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경제적인 혜택 역시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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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단, 혹은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하청기업들에 인접하

여 형성되는 제조업 등의 클러스터들과 달리, 주로 전문화된 서비스나 

노동인력에 한 접근이 용이하고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장소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부분의 미디어 

기업들은 제한된 수의 정규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프로젝트가 생

길 때마다 외부의 전문 인력들(작가, 감독, 조명기사, 스턴트맨, 음향전

문가, 특수효과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과 계약을 맺어 협업을 한

다. 촬영장비와 스튜디오, 의복이나 차량들 역시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타 업체로부터 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미디어 관련 기업들

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특정 장소에 집적하는 것은 상당한 편익을 발

생시키게 된다. 90년  이후 미디어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미디어 클

러스터들이 등장했다.5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나 공연과 

출판 산업의 중심지인 뉴욕은 잘 알려진 미디어 클러스터들이다. 하지

만 영국 맨체스터, 캐나다의 밴쿠버, 인도 뭄바이는 영화산업의, 그리고 

도서 출판의 중심지인 독일의 라이프치히나 런던 역시 미디어 클러스터

의 좋은 사례들이다.   

미디어 지구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연구해 온 학자들 중 가장 주목

할 만한 이는 커튼(Curtin, 2007; 2009)이다. 문화연구자이기도 한 커튼

은 2000년  중반 이후 문화경제지리학의 논의에 근거해 홍콩, 북경, 상

하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지구화 과정을 연구해 오

고 있다. 특히 그는 경제학자나 지리학자들이 선호하는 클러스터 개념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미디어 수도(media capital)’ 개념을 통

해 특정한 도시나 지역이 어떻게 일정한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생산의 중

5 피카드(2008)는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미디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이유들로 ① 미디어산

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증 하고 있으며, ② 새로운 영상채널들의 증가에 따라 TV 

프로그램에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③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④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가 정보화 

사회의 경제적 추동력이라는 인식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확산된 것을 들고 있다(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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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로 부상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미디어 지구화를 

서구문화의 헤게모니나 전세계문화의 동질화로 단순히 환원하는 기존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연구의 과제는 왜 특정 지역이 문

화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나아가 글로벌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커튼의 논

의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미디어 수도 개념이 미국의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비서구권이나 개발도상국가의 미디어산업의 공간적 

확장(지역적이든 혹은 지구적이든) 역시 동등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

게 한다는 점이다. 커튼은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특정

한 미디어 지구화 과정을 미디어 수도의 등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Curtin, 2009, pp. 111∼116). 그는 미디어 수도의 3가지 원칙을 제시

함으로써 미디어 수도의 등장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은 축적의 논리(logic of accumulation), 창조적 이주의 궤적

(trajectories of creative migration),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영향들

(forces of sociocultural variation)이다. 

먼저 자본축적의 필요는 기업으로 하여금 최단기간에 가능한 한 많

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자원의 집중과 시장의 확 를 추구하도록 만든

다. 모든 자본주의 기업은 생산자원의 집중과 시장의 적극적인 확 정

책을 통해 효율성을 극 화하고자 한다(Curtin, 2007, p. 10). 미디어산

업의 경우 생산자원의 집중에 한 동기는 특정 지역에 생산클러스터의 

형성을 결과했으며, 시장 확 의 동기는 미디어 기업으로 하여금 끊임

없이 지리적 팽창을 추구하도록 강제했다. 미디어산업의 특성상 지리적 

시장의 확 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상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미디

어 상품의 경우 초판 생산에 생산비용의 거의 부분이 투여되고 이 후

에는 복제비용 정도만이 필요하다.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디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양을 가능한 한 많이 늘

리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비물질적 재화인 미디어 상품은 소비로 인

한 상품의 고갈이나 파손이 없어 수용자의 확 가 미디어 기업에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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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확 가 특히 중

요한 이유다. 결국 미디어 기업은 생산의 측면에서는 자원 및 인력의 지

리적 집중(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 화하는 한편, 유

통 및 소비의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시장의 외연을 확 하는 전략을 구

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 화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 지구화는 립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수도의 두 번째 원칙은 미디어산업이 핵심자원으로써 창의

성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디어생산의 클러

스터인 미디어 수도는 필요 기술을 가진 창의적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일

종의 자석(talent magnet) 역할을 하게 된다(Curtin, 2009, p. 113). 전

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창조적인 노동력의 존재는 부분의 학자들이 미

디어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요인으로 보았다. 즉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는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에 한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이고, 

창의적인 전문 인력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

연스럽게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다. 커튼(2007)은 문화

생산이 노동인력들 간의 상호학습효과와 창의적인 인력의 이동과 집결

에 특히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들이 필연적으로 창의성의 중심지

로 부상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p. 18).6 마지막 원칙으로 커튼(2009)

이 제시한 것은 개별 지역의 법, 제도, 정책, 문화적 특징 등의 사회문화

적 차이의 영향이다. 그는 할리우드, 뭄바이와 홍콩 같은 미디어 수도들 

6 창의성과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화로 주목받고 있는 플로리다(Florida, 2007) 역시 창의도시

(creative city)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지역에 창의적인 인력이 집결하는 원인과 그 함의에 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플로리다는 창의성이 자본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창의자본이라

고 지칭하였다. 창의자본을 보유한 창의계급(creative class)은 개체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

며, 실력주의를 신봉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며 자극을 선호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양성과 개방의 적극적인 지지자라는 점이다. 이는 플로리다가 창의경제에서 경제발전을 달성

하는 데 핵심적인 3가지 요소(3T: Technology, Talent, Tolerance)에 관용(Tolerance)을 포함

시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잘 갖춘 지역에 창의계급들이 집결하게 되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그 지역의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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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각 도시들이 독특한 제품라인을 유지

하고, 다른 지역의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유라고 

설명한다(Curtin, 2009, p. 115). 커튼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 분석틀을 통해 특정도시가 어떻게 문화생산의 중심지로 등장

하고, 발전하며, 사멸해 가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키인(Keane, 2006) 역시 한국, 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생산 중심지들을 유사한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키인은 지역의 생산센터들이 글로벌미디어 경제 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창조적 클러스터(creative cluster)’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키인에 따르면 창조적 클러스터의 특성에는 지

역의 창조성, 국제금융의 투자, 재능 있는 인적 자원의 지속적 확 , 협

조적인 지역의 산업, 교육 및 트레이닝기관의 존재, 광고나 금융서비스 

같은 관련 서비스산업과의 용이한 연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 같은 

창조적 클러스터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흐름의 허

브가 됨으로써, 지역이나 한 국가보다는 전 세계를 상으로 서비스하

게 된다. 즉 특정 지역에 형성된 창조적 클러스터는 자연스럽게 지구화

의 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다.

2) 문화생산 및 수용과정의 탈지역화: 글로벌 소셜미디어, 미디어산업 

그리고 사용자

미디어 지구화 현상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이론은 ‘신이동성 패러다임(the new mobilities para-

digm)’이다. 특히 이들의 논의는 인터넷, 모바일 및 스마트 폰과 같은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이를 플랫폼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확산을 미

디어 지구화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이동성 패러다임의 학자들에 따르면, 교통과 통신기술

의 결합은 인간의 이동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간의 압축을 특징으로 하는 지구화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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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 등의 확산이 이동성의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그리고 ‘상

상적인(imaginative)’ 새로운 형태의 이동이 부상하고 있으며,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동 중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Sheller & Urry, 2006, p. 207). 전 세계적으로 엄청

난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Tweeter) 같은 글로

벌 소셜미디어 역시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이동시스템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하게 소셜미디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개

별 미디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소통적(communicative)이고 가상적

(virtual)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Elliott & Urry, 

2010). 외국 가수의 팬이 해당 가수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글을 남기고 

채팅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개설된 팬클럽을 통해 다른 팬들과 화하

는 것 등이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소셜미디

어는 사용자의 활동과 참여의 가능성을 증 시키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Mjos, 2012).

신이동성 패러다임과 유사한 이론적 논의를 중음악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소위 ‘신(scenes) 접근’이 바로 그 것이다. 베네트와 

피터슨(Bennett & Peterson, 2004)은 음악신을 일군의 프로듀서들, 뮤

지션들과 팬들이 집단적으로 공통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

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맥락으로 정의한다. 신 연구들은 특정한 맥락

적 조건에서 중음악의 생산자들과 이들의 음악을 소비하는 팬들 간에 

구성되는 사회관계를 탐구하는데, 이러한 맥락적 조건을 로컬신(local 

scenes), 트랜스 로컬신(trans-local scenes)과 가상신(virtual scenes)

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트랜스 로컬신과 가상신의 개념은 미

디어 지구화에 한 이 글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정 장르의 음

악이나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특정 가수가 세계 투어를 하면 

해당 지역의 팬들이 공연에 운집하는 현상은 트랜스 로컬신의 좋은 사례

다. 또한 외국 팬들이 뮤지션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도 표적인 트랜스 

로컬신의 형태다. 한편 인터넷의 등장과 이를 플랫폼으로 한 소셜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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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가상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출했다. 이 공간은 가상공

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며 구성원들 간에 면

면 만남도 불필요한 곳이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은 전 세계 뮤지

션들과 팬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

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듣고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

으로 기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음악의 지구적 유통은 음반이

나 뮤지션의 물리적인 이동이라는 기존의 지구화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 지구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화 수용과정에서의 변화에

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에서는 

쌍방향적인 메시지의 교환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 젠킨스(Jenkins, 2006)는 ‘참여문화’ 개념

을 제안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별개의 역할을 점유하는 상이한 특성

의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새로운 규칙들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참

여자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 3). 젠킨스는 참여문화 개념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팬덤과 팬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팬덤과 관련한 정보를 열정적으로 추구할 뿐

만 아니라 팬 문화의 구성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한다. 

즉 팬은 수동적인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능동적인 공동창

조자(co-creator)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점점 더 콘텐츠의 공동 창작자로 미디어 생산에 참여하

게 됨으로써, 미디어 기업과 수용자 간의 관계에 한 인식 또한 변화하

게 되었다. 공동창작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와 함께 가치의 생산

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Zwass, 2010, p. 4). 미디어산업에서 소비

자, 팬과 수용자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부를 생산하는 중요한 동력

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용자들의 관여와 참여는 미디어 

기업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Banks & Deuze, 2009).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은 미디어산업이 감정경제를 창조하기 위해 협업적

(collaborationist)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한다(Cond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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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nelis, 2008). 감정경제에서 수용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

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프로모션에서 생산자와 협력하는 능동적이고 감

정적으로 관여하며, 사회적으로는 네트워크화된 사용자가 된다(Vellar, 

2012, p. 96). 중음악 영역에서 이러한 수용자의 특성은 뚜렷이 나타

난다. 감정경제에서 팬들은 디지털 생산수단의 도움으로 단순히 충성스

러운 소비자에서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프로모터가 된다. 팬들은 지구

적 차원에서 게이트키퍼이자 필터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 지구화에 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

는 미디어 지구화를 더 이상 지배와 종속의 이슈로 바라보지 않는다. 

신에 이들은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문화생산 및 수용의 지리적 집적과 

확 라는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가져온 변화와 이를 통한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시각

은 1990년  중반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온 문화부문의 민영화와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디어를 둘러싼 담론의 탈정치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 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음악 산업의 변화와 K-Pop의 지구화

K-Pop의 확산과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으로 한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현재 한류의 흐

름을 주도하는 것이 K-Pop임은 분명하나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초기

부터 한류를 이끌었던 기존 콘텐츠들 역시 성장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한류의 주력 상품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2011년 한류 전체 수출액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K-Pop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류상품 수출액은 게임(5,672억 원)

이 압도적으로 높고,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방송(1,477억 원) 역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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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억 원)보다 더 높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K-Pop은 핵심 시장인 일본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럽과 

북미는 물론 남미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한류 성장의 견인차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한류

의 가장 큰 시장인 일본에서 K-Pop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매우 빠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2006년 일본시장에서 음

악수출액은 방송 수출액의 1/3에 불과했지만, K-Pop 붐이 불기 시작한 

2010년에는 방송수출액을 추월하였다.  

최근 몇 년간 K-Pop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 요인에 해 다양한 분

석들이 제기되어 왔다. 수없이 쏟아졌던 학계, 산업, 언론 및 정부기관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개 기획사체제로 표현되는 한국 음악 산업의 

체계화된 제작 시스템, K-Pop의 음악적 독특성, 그리고 인터넷, 특히 소

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유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보면, 기획사체제의 특수성과 상품적 

특성은 K-Pop의 생산과정이라는 문맥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에 소셜미디어라는 유통망의 등장과 활용은 생산 및 수용과정의 맥락 모

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는 기획사와 뮤지션에 의해 노래를 홍보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사

용되는 동시에, 수용자인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다른 팬

들과 소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콘텐츠를 공유하는 매개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음악인 K-Pop의 지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 산업의 경

제적 특성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음악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K-Pop 역시 이러한 음악 산업의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K-Pop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은 음악 산업의 변화라는 환경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디지털기술이 가져온 음악 산업의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도 K-Pop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동기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출 자체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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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한국 음악 산업만의 독특한 특성 역시 K-Pop의 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음악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거의 시작을 같이 하지만 음악이 상

품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

기 악보의 판매로 시작된 음악 산업은 20세기 들어 LP, 카세트테이프, 

Compact Disc 등의 패키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 패키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산 규모나 소비 방식에는 적잖은 변

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는 곡을 만들고, 음반사가 제작과 

유통을 하며, 수용자는 소비한다는 음악 산업의 본질은 변화가 없었다

고 할 수 있다. 음악 산업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 곡을 만드는 작사가, 작

곡가 및 프로듀서,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사, 제작된 음반을 유통하는 배

급사, 그리고 노래를 틀어 주는 방송사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수가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사가 음반의 제작

과 유통, 마케팅과 프로모션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완벽하게 수직적으

로 통합된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들어 음반사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외부

에 아웃소싱을 주는 등 다소 느슨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반사는 음악 생산과정에서 절 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조금 다른 산업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사의 역할 및 음반제작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과 분명

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음반제작사가 가수와의 계약을 통해 음

반 제작의 전 과정을 전담하는 미국이나, 가수가 속한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음반사가 음반제작을 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가수가 속한 기획

사가 음반제작을 포함 프로모션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이러한 구조

는 기획을 비롯한 음반제작 전 과정에 한 기획사의 전일적인 통제력을 

담보해 줄 뿐 아니라, 가수에 한 효율적인 관리 및 거래비용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특히 한국 연예기획사의 가수 트레이

닝 과정은 지독하다고 할 정도로 강도가 높고 체계화되어 있다. 부분

의 분석들은 ‘캐스팅－트레이닝－프로듀싱－글로벌 프로모션’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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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한국 기획사의 시스템을 K-Pop 인기의 일등공신으로 뽑고 있다. 

음악 산업 역시 다른 미디어산업처럼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위험

성이 큰 산업이다.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해 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미디어 상품의 경험재적 특성이 음악 상품에도 예

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악시장에서 제작된 음악의 60∼

80%는 투자된 고정비용을 회수하는 데 실패한다(Renard, 2010). 이는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가 제작한 10편의 영화 중 1∼2편만이 성공하

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기업은 자신이 제작한 콘

텐츠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안정화 전략을 동원

한다. 게다가 초판 생산에 제작비의 거의 부분이 들어가고 추가 생산

에 드는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생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 된다. 가능한 많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분산하

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 기업은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통한 소유의 

집중과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시장의 확 , 그리고 수익의 다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

니다. 

세계 음악시장의 규모는 2009년 26.3억 불에 달했고 2014년에는 

27.5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음악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소

수의 음반사들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특성을 보

여 왔다. 게다가 메이저 음반사들 간 인수합병을 통해 과점기업의 수는 

6개에서 5개로, 그리고 현재는 4개로 줄어들었고, 이들 4개 메이저 음반

사들이 차지하는 전 세계 음반시장의 점유율은 70%에 이른다. 이들은 

Universal Music Group, Sony Music Group, Warner Music Group, 

그리고 EMI이다. 워너뮤직을 제외한 3개의 기업의 모기업은 거 복합

기업(conglomerate)이며, 런던에 있는 EMI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

의 본사는 세계 최  음악시장인 미국 뉴욕에 있다. 이들 메이저 음반사

들은 유명 가수들과의 계약을 통해 음반제작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

며, 전 세계 유통망을 장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 왔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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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음반사에 한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끊임없이 덩치를 키우고 새

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반면에 전 세계 음악시

장을 지배하고 있는 4개의 메이저사들 간 상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적 경

쟁(monopolistic competition)은 매우 치열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은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

쳤다. 혹자는 디지털 융합의 첫 희생자가 음악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P2P(Peer-to-Peer) 방식으로 음악을 무료로 

공유함으로써 촉발된 냅스터(napster) 사건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 사

례였다. 음악 산업에서 비롯된 디지털 불법복제(digital piracy)에 한 

산업의 반발은 이후 국내외 정책공동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가

장 뜨거운 정책 이슈로 만들었다.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침해

하는 불법 기술의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미국의 디지털 레니엄저작권

법(DMCA)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 온 산업의 공포가 법제화된 표적인 

사례다. 인터넷은 불법복제의 확산을 통해 음반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는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2000년  이후로 음반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특히 세계 최  음악시장인 미국에서 음반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음반시장 규모의 축소가 전적으로 불법복제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CD 같

은 패키지 음반의 매출 규모는 감소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후로 가

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음악시장은 음원의 디

지털 유통의 증가가 전체 음악시장의 매출액 증 로 나타나고 있다. 

MP3 플레이어와 스마트폰 등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디

바이스 등이 확산됨으로써 음악소비시장은 더욱 빠르게 디지털 음원시

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음원 판매 서비스인 아이

튠스(Itunes)의 성공에서 보듯이, 음악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잠재성을 

극 화하면서 저작권보호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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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찾아낸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음악 생산과정에 도입됨으로써 재생산 및 유통비용 

등이 절감되었을 뿐 아니라 생산효율성이 극 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CD와 달리 디지털 음원의 경우 추가 생산물당 한

계비용이 사실상 0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음원의 유통은 

유통 비용 자체도 들지 않을 뿐더러 중간 매개조직(intermediaries)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음반제작에 요구되는 비용 중 적잖은 부

분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절감은 제품 가격 하락으

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음악 생산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의미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음악시장을 지배

해 온 메이저 음반사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메이저 음

반사들의 울타리 밖에 있던 인디 음악가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음반

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음악 산업의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이 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튜브와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

셜미디어들이다. 특히 유튜브는 인터넷 시 의 MTV라고 할 수 있다. 미

국 음악 산업의 부흥과 세계 시장 진출을 이끌었던 MTV처럼 유튜브는 

인터넷 시 에 음악 산업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디지털 기술 수혜의 증거는 과거 미국과 메이저 음반사들의 기세에 

눌려 협소한 국내시장에만 갇혀 있던 다양한 로컬 음악산업의 지구화에

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북구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지구화는 

그 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싸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K-Pop의 성공 역

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레나드(Renard, 2010)는 개

발도상국 로컬음악의 지구화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미국과 유럽 음악 

산업의 욕구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p. 

65).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은 음악 산업에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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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산업은 기존 음반시장의 축소

와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 라는 시장 환경 속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익다변화 전략의 모습은 음악을 

소비하는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채널에는 

음반 및 디지털 음원시장 외에 콘서트, 뮤지션에 한 기업의 후원, 비디

오 게임이나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등에 음악을 활용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Porter, 2012, p. 17). 특히 음악 산업의 새로운 

수익채널들 중 라이브 콘서트 수입은 최근 음악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 1.5억 불이었던 

콘서트 수익이 2009년에는 4.6억 불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콘

서트 수익은 세계 제2의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도 그 성장세가 뚜렷하다. 

2009년의 경우 음반, 가라오케, 유료전송시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음

악콘서트 시장규모(티켓판매액)는 약 1,255억 엔으로 전년 비 16.8% 

증가하였고 입장객 역시 15.7%가 늘어난 2,606만 명을 기록하였다(한

국콘텐츠진흥원, 2011). 라이브 콘서트의 경우 생산과 소비행위가 동시

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 공연장과 공연장비 등 필요설

비에 한 접근이 용이한 동시에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의 존재가 수익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 최  음악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해당 도시는 공연수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

나 뮤지션들의 주요 타깃이 된다. 일본에서의 K-Pop 공연이 활성화되

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반면 초기 한류 확산기에 중국에서 

열렸던 K-Pop 공연이 수익을 올리는 데 실패한 데는 중국 음악비즈니스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음악 산업의 경우도 이러한 집적의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소위 음악신은 이러한 창의 산업의 지리적 집적 혹은 클러스터형성

의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cott, 1999; Scott, 2000). 과거의 경

우 음악신은 특정 음악 장르를 기반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재즈

로 유명한 미국의 뉴올리언스(New Orleans)나 컨트리 음악의 본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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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주 내쉬빌(Nashville)이 그 좋은 예다. 여기에는 다인종성과 문

화적 다양성이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 가치로 배태되어 있다(Southern, 

1997). 반면, 보다 최근에는 다양한 음악적 재능들이 모이고 각종 공연

장이나 펍(pub) 같이 라이브음악에 한 수요가 많은 학도시가 중요

한 음악신으로 부상해 왔다. 마치 한국의 홍 가 인디음악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 멜란더와 스톨라릭은(Florida, Mellander & 

Stolarick) 이러한 뮤직신 형성의 경향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

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010, p. 6). 

앤더슨과 앤더슨(Andersson & Andersson, 2009)의 연구에 근거하여, 

이들은 음악 기업과 뮤지션들이 점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극

화될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체로 이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라고 주장하였다. 규모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하

는 고정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 고정

비용을 회수하고 비용 효율성을 극 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가능한 한 많

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디어 상품의 경우 초판 

생산에 제작비의 부분이 투자되고 재생산비용은 복제비 수준이므로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 이는 음악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생산

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시에 공연시설과 장소, 녹음 스튜디오 

등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넓은 수용자규모를 가진 지역에 집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Florida, et 

al., 2010, p. 11). 특히 음악 수익의 중요한 원천으로 공연이 부상함으

로써 잠재관객이 많은 도시에 음악 기업들과 뮤지션들이 더욱 모여들

게 된다.

범위의 경제 효과 역시 음악 산업에서 도시에 클러스터를 형성하

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Florida, et al., 2010, p. 12). 이는 음악 산업

의 수익이 방송이나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른 창의 산업 관련 기업의 

존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한다. 음악이나 뮤지션들에 한 다양

한 수요가 이들 기업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P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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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뮤지션들의 수입은 개인이나 밴드 

활동, 뮤지컬 출연, 방송 출연이나 공연, 작사 및 작곡 활동, 프로듀싱이

나 세션 활동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수익원이 

보장되는 도시에 자연스럽게 음악 기업과 뮤지션들이 집적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클러스터로서 도시의 부상을 로이드와 클락(Lloyd & 

Clark, 2001)은 독특한 예술 및 문화적 재화들의 소비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는 소위 ‘오락도시(entertainment city)’의 등장이라고 표현하

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은 음악의 생산과 수용과정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가능케 했다. 인터넷을 통해 뮤지션과 음악회사

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튜브와 마이스페이

스(MySpace),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는 뮤지션들과 음반회사들에

게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과 홍보의 채널이 되었다. 따라서 해외뿐만 아

니라 국내 기획사에도 소셜미디어 홍보만을 전담하는 부서나 직원이 

부분 있다. 이들은 주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가수 페이지나 채널을 개

설하여 음반 발매나 공연 일정 같은 정보들을 올릴 뿐 아니라, 스트리밍

(streaming)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팬들이 음악을 감상하거나 직접 온라

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지구적 속성 덕분에 

소셜미디어는 손쉽게 외국의 팬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

었다. 특히 메이저 음반사들과 계약하지 못한 인디 음악가들이나 신인

들이 기존 시스템을 우회해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것도 소셜미디어의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유명 팝스타인 미카

(Mika)와 저스틴 비버는 마이스페이스와 유튜브를 통해 발굴되어 크게 

성공한 표적인 사례다(Vellar, 2012). 최근 빌보드 차트의 최상위권에 

오르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싸이 역시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지만, 

유튜브 등의 SNS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긴 어려웠을 것이

다. 유명 가수의 오프닝가수로 전미 투어를 하고 라디오 방송을 집중적

으로 공략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썼던 원더걸스와 비교해 보면 인터넷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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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등장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

는 변화는 소위 참여문화의 한 유형으로서 팬들의 다양한 활동이다. 스

웨덴 인디뮤직의 지구화에 한 연구에서 베임(Baym, 2009)은 음악 팬

들의 활동을 ‘낮은 투자의 팬 프로모션(low-investment fan promo-

tion)’과 ‘능동적인 팬 생산(active fan production)’의 두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의 SNS 프로파일에 특정 가수들을 북마크

하거나 친구로 등록하고, 그들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위젯(widget)을 사용하여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다른 사람들

에게 추천하는 행동 등은 낮은 투자의 팬 프로모션에 해당한다. 반면에 

팬들이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은 능

동적인 팬 생산의 범주에 해당되는 활동들이다. UCC 동영상을 제작하

거나 mp3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 또는 팬진(fanzine)이나 팬픽(fanfic)

을 제작하는 것 역시 이러한 활동에 해당된다.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어

졌듯이, 인터넷을 통한 팬들의 다양한 활동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뮤지

션과의 협업(collaboration)의 한 형태일 뿐 아니라, 음악의 가치생산과

정에 뮤지션과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생산적 노동(co-creative 

labor)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통한 팬의 

노동(음악의 생산과 수용측면 모두에서)은 음악 산업의 지구화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글로벌 음악 산업의 특성은 K-Pop의 해외

시장 진출과 확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 를 제공한다. 규모 및 범위

의 경제를 극 화해야 할 필요는 뮤지션, 프로듀서, 세션, 기술 스태프 

같은 전문 노동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미디어와 공연시설 등에 한 

접근이 용이하고 규모의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음악 산업

이 집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부분의 

주요 음악시장에서 목도된다. 동시에 시장 확 의 동기는 음악기업 및 

뮤지션들로 하여금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했고, 세계 

최  음악시장인 미국과 일본 시장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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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  들어 현지 음반사를 통한 음반 발매와 방송 출연, 공연 활

동을 통한 인지도 향상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시장 진출 공식은 음

악 산업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특

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음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음악 산업의 

기존 관행과 행위자들 간의 역관계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야기했다. 음

악 장르로서 K-Pop의 해외시장 진출과 확산 역시 이러한 음악 산업의 

변화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4. K-Pop의 지구화를 설명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의 모색 

연구자는 앞에서 미디어 지구화에 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들이 경제주

의적 분석이나 문화수용 분석에 편중되었던 기존 한류 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디지털 기술

의 발전으로 야기된 음악 산업의 변화가 중음악의 생산 및 수용과정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목도되는 

K-Pop의 해외시장 진출을 음악 산업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 위치지울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절에서는 K-Pop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미디어 

지구화의 새로운 이론적 논의들이 한류 현상을 설명하는 분석틀로 활용

될 수 있을지에 해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은 K-Pop의 지구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

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그림 1>에서 왼쪽은 K-Pop의 생산과정에 

한 도식으로서, K-Pop의 생산과정을 일종의 공간적 집적의 형태로 이

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K-Pop의 전체 생산과정은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으로서 개념화된다. 왼쪽의 동심원은 K-Pop 생산에 관련된 행위자들

을 도식화한 것인데, 안쪽으로 갈수록 음악 생산의 핵심적인 행위자들

에 해당하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체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들이 포함된다. 물론 전체 동심원의 행위자들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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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Pop의 생산 및 지구적 수용과정에 대한 통합적 분석틀

계는 상호의존적인 속성을 띤다.  

가장 안쪽의 원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YG, SM, JYP 같은 연예기획

사로서 K-Pop의 전체 기획, 가수의 선발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계약

과 파이낸싱(financing), 음반제작, 국내 및 글로벌 홍보와 프로모션 등 

음악 제작에 관련된 거의 부분의 과정을 관장한다. 미국의 경우 가수

들이 음반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 제작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 

반해, 한국은 기획사가 음반제작에 까지 관여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

국의 기획사 시스템은 K-Pop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SM 이수만 표가 한국 연예기획사 시스템의 수출을 한류의 최종적인 

목표로 언급할 정도로 K-Pop에서 기획사 역할의 비중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에는 기획사와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별로 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 안

무가, 스타일리스트, 뮤직비디오 제작자 같은 제작 스태프 등이 포함된

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창의적 인재들의 네트워킹과 이동, 지

리적 인접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와 학습, 창의 산업의 유연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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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 따른 프로젝트별 노동의 증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층이 바로 이 동심원의 행위자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획사들

은 작사와 작곡, 안무 등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해외시장이 중요한 수익원이 되면서 해외 시장 소비자들의 음악적 취

향을 고려해서 음악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기 위해 해외 음악 종사자

들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세 번째 원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에는 음반 및 음원 제작사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있다. 음반을 기획·제작하는 연예기획사들 

외에도 음반 제작과 유통에 주로 집중하는 기업들도 있다. 외국 메이저 

음반사들의 국내 자회사인 유니버설 뮤직, 소니뮤직 코리아, 워너뮤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 원에는 K-Pop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 

기획사, 제작사, 유통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최근 K-Pop의 해외진출

이 급증하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소셜미디어 등이 국내 가수

들과 노래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인기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조회 수 10억 건을 기록

한 싸이가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저스틴 비버의 에이전트인 스

쿠터 브라운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스쿠터 

브라운은 초기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트윗(twit)해서 전 세계적으로 폭

발적인 반응을 얻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음반제작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도 최근 인디레이블의 시장 점유율이 상

승하고 스쿠터 브라운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음반제작과 유통에서 메이저 음반사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일

본 역시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유통의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일본 시장은 CD 제작과 유통이 여전히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를 담

당하는 음반사의 영향력이 크다. 보아와 동방신기의 일본 내 음반 제작 

및 매니지먼트는 일본의 메이저 기획사인 에이벡스(AVEX)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일본에서 발생하는 음반매출액의 80% 이상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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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게 돌아갔다. 또한 디지털 음원의 해외유통과 판매 역시 전 세계 

디지털 음원판매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튠스와 아마존

(amazon)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들 기업의 매개 역할은 K-Pop의 

지구화에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원에는 직접적으로 음악 생산에 관련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계약업무,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사업 중 발

행하는 소송 등의 분쟁업무 등을 다루는 법률 서비스, 그리고 재무나 회

계, 금융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동심원을 둘러싸고 있는 안쪽의 박스는 K-Pop 생산을 둘러싼 국내

의 기술, 경제 및 사회문화적 조건과 환경을 의미하는데, 방송이나 영화

와는 달리 음악 산업은 시장구조 같은 경제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

는다. K-Pop의 해외진출 시도가 디지털 음원 판매수익의 거의 부분

을 유통사인 통신사들이 차지하고 음반사와 뮤지션들에게는 극히 적은 

액수만이 돌아가는 왜곡된 국내 음악시장에서 비롯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 음원이 통신사에 의해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 방

식으로 서비스됨으로써 시장의 확 도 불가능하고 음원 단가 역시 너무 

낮게 책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뮤지션은 자신의 창작에 

한 정당한 보상을 못 받게 되고 유통망을 가진 통신사의 이익만 극

화되는 상황이 계속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  음악시장 국

가들 중 디지털 유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장 상황

은 뮤지션들과 기획사들에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적재산권 시

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음반 및 공연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큰 세계 2위의 일본시장을 국내 뮤지션과 기획사가 적극적으로 공략하

게 된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 상황 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휴 폰 보급률과 광 역 통신망

을 갖춘 한국의 기술 환경 역시 국내 음악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나 방송사의 자율심의, 청소년 보호나 아이

돌(idol) 가수의 인권보호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감시 등 법적 규제 

환경도 음악 산업의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가장 바깥쪽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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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지구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을 의미한다. 디지털 복제에 한 우려로 인한 지적재산권 보호레짐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gime)의 강화, 1990년  이후 전 세계

적으로 진행된 미디어산업의 탈규제와 시장 경쟁의 강화, 그리고 부

분의 국가에서 문화주권의 차원에서 다뤄 왔던 문화 영역에 한 정부정

책이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적 시각으로 바뀐 것 등이 K-Pop의 

지구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K-Pop의 생산과정과 그 주요 행위자들에 한 도식화를 통해 우리

는 왜 현 시기에 K-Pop이 한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기획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창의적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동인과 방식

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가 K-Pop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 왜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행위

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그러한 관계가 음악의 생산과정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 우리나라 음악 산업의 소유 및 생산자원의 집중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

어지는가?

∙ 음악시장 고용의 특성과 노동의 성격은 어떠한가? 

∙ 어떠한 경제/규제 조건이 국내 시장에서 기획사로 하여금 특정한 시장

행동을 하도록 결과했는가?

∙ 아이돌 중심의 댄스 음악이라는 상품이 생산되게 된 조건은 무엇인가? 

∙ 현재의 기획사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 기획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결정하게 되는 국내 및 국제적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K-Pop 생산과정에 한 분석과 함께, 뮤지션이나 기획사, 음반제

작사 등 생산관련 행위자들이 수용자와 만나는 컨택포인트(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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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에 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림 1>에서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 

있는 컨택포인트(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액세스 채널)는 생산자 입장에서

는 일종의 유통채널이자 수용자에게 이르는 최종 도착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채널들은 홍보와 마케팅 채널이기도 하다. 뮤지션과 기획사들

이 각 포인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K-Pop의 지구화 과정을 이해

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컨택포인트에 한 분석은 K-Pop 관련 행위자

들 간의 변화하는 역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KBS 월드>같은 해외방송채널이나 <뮤직뱅크> 같은 지상파 음악프

로그램의 해외공연은 K-Pop의 해외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 동시에, 지상파와 기획사/뮤지션들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싸이의 사례에서처럼 K-Pop의 해외확산에 유튜브나 페이스

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한 경험적인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컨택포인트/액세스채널상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생산자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역시 

가치의 공동생산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와 문화의 생

산 및 공유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K-Pop의 지구화를 이론화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림 1>은 K-Pop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수용과정도 묘사해 주고 

있는데, K-Pop의 수용과정에 한 분석은 생산의 주요 행위자들과 수용

자들이 맺는 관계에 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K-Pop의 수용자는 

개인이거나 팬클럽 같은 집단의 구성원일 수 있으며, 생산의 행위자들

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따

라서 이들의 수용행위는 사회문화적 경험, 경제적 여유, 성별, 연령, 교

육정도,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지리적 거리, 취향, 동료집단

의 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조건화된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방

식을 통해 생산자와 소통하거나 음악을 소비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음

반이나 음원을 구매하는 것,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전통적인 미디

어를 통해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청취/시청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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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거나 팬 미팅 행사 등에 참여해 직접 뮤지

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마이스페이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

디어를 통해 뮤지션과 소통하거나 음악을 듣고 공유하는 것 등이 포함

된다. 

또한 일부 팬들은 해외뮤지션에 관한 기사나 노래 가사 등을 자국

어로 번역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

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팬들과 공유하

는 일종의 프로듀저(produser)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은 젠킨스가 말한 참여문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유튜브나 마이스페이스 등의 뮤지션 채널에는 팬들의 코멘트는 물론

이고 팬들이 직접 만든 패러디 동영상이나 공연 동영상들이 게시된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분의 소셜미디어에는 기획사

나 가수들이 직접 개설하거나 팬들이 개설한 다양한 K-Pop 관련 채널들

이 생겨났다. 이들 채널에 방문하여 글을 남기고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감상하는 팬들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그 범위가 확 되었다. 유튜

브 조회 수 10억 건을 돌파한 싸이의 경우 수많은 버전의 강남스타일 패

러디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으며, 이들의 조회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

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왜 K-Pop을 소비하

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K-Pop의 지구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문화 지구화의 한 유형으로서 K-Pop에 한 수용은 생산과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그림 1>에 도식화된 다양한 액세스 채널들을 통해 이루

어진다. K-Pop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채널은 역시 소

셜미디어로 표되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싸이의 사례에서도 보

이듯이 소셜미디어는 거의 실시간으로 제약 없이 전 세계 팬들이 K-Pop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Pop 수용과정

에 한 분석은 공간적 차원에서도 접근될 수 있다. 중음악 신

(scenes) 연구들의 용어를 빌자면, 한류로서 K-Pop의 수용은 트랜스 로

컬(trans-local)의 차원과 가상(virtual)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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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트랜스 로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은 특정한 음악의 스타

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생산자와 수용자, 혹은 수용자들 간에 

지리적 거리와 시간에 무관하게 서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뮤지션이나 

수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동하여 공연을 하거나 공연, 팬 미팅 등에 참

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반면, 가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은 팬

잡지나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통

해 뮤지션과 팬들이 혹은 팬들이 서로, 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만남은 실제적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뮤지션과 팬들 사이에서 모두 발생한다. 예

를 들면 마이스페이스는 서비스 초기부터 음악 뮤지션들이 사이트를 통

해 국내 및 해외 팬들과 소통하고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공유 또는 판

매할 수 있게 하였다. 

생산과정에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K-Pop의 수용과정에 

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다. 실제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질문들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K-Pop의 수용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주로 음악을 접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소통하게 되는가?

∙ 수용의 경로에서의 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 트랜스 로컬한 측면에서의 수용과 가상적 측면에서의 수용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 K-Pop 수용의 방식과 경로 등에서 수용자의 맥락적 조건들이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K-Pop 수용에서도 문화적 근접성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 수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이며, 특히 소셜미디어의 활용

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생산과정에서의 변화가 K-Pop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K-Pop 수용자들(ex. 팬클럽) 간의 소통 양식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

며, 이러한 특징이 K-Pop 수용의 형식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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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덤의 다양한 노동이 K-Pop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 소셜미디어를 통한 K-Pop 팬들의 활동은 어떠한 동기에서 이루어지

는가?  

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디어 지구화에 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

를 K-Pop의 사례에 적용하면 기존의 한류분석들이 보지 못하거나 부분

적으로만 주목했었던 문화 생산과 수용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착해 낼 수 

있다. 또한 이는 K-Pop의 생산 및 수용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

게 해줄 뿐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제정치경제 및 기술 환경의 변

화가 K-Pop이라는 특정 로컬문화의 탈지역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5. 맺으며 

문화의 지구화에 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들은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 미디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미디어 생산

의 중심지로서 미디어 클러스터/창의 클러스터/미디어수도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한다. 공간적으로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이

해하는 이 같은 방식은 미디어 지구화 현상을 미국 문화 헤게모니의 전

일적인 확 가 아닌 다양하고 탈중심화된 미디어 클러스터/미디어수도

들의 형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할리우드로 상징되는 미

국의 영화 및 방송 산업은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 클러스터/

미디어수도로 이해할 수 있고, 축적의 논리에서는 유사하나 사회문화적 

영향에서는 할리우드와 상이한 방식으로 지구화 과정을 겪은 인도의 발

리우드 역시 하나의 미디어 클러스터/미디어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전 세계를 아우르지는 않지만 화교권에서 상해와 북경의 미디

어산업은 매우 강력한 미디어 클러스터/미디어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방송 산업은 아프리카지역의 미디어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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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수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혹은 서울)의 한류(K-Pop)의 성장 및 해외진

출 역시 일종의 미디어 클러스터/미디어수도의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

로 한류 드라마와 중음악 상품을 생산, 유통시켜 온 한국(그리고 문화

생산의 중심지인 서울)을 미디어수도로 상정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미디어산업을 완성된 클

러스터의 형태로 볼 수 있느냐에 해서는 연구자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고 생각한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기업화와 공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

한 방송이나 영화산업과 달리 K-Pop으로 표되는 음악 산업의 경우는 

아직 클러스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음악 산업의 형화와 기업화, 트

레이닝시스템과 아웃소싱의 활용 등 시스템화 되는 제작방식,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 움직임 등은 

K-Pop의 클러스터화의 뚜렷한 징후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문화의 지구화를 지배와 종속관계의 전 세계적 확장

으로 규정했던 문화제국주의론이나 미디어 기업의 행위와 성과의 측면

에서만 접근하려 했던 주류경제학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유용한 

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미디어산업의 지구화를 생산 혹

은 수용의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기존 시각들에서 벗어

나 미디어 생산과 수용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문화제국주의의 정치

적 과잉의 문제를 비판하고 수용과정에 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문화생산과정의 거시적 맥락을 고려하는 데에는 소

홀했던 문화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미디어 지구화의 새로운 논의에 

근거한 분석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다극화되는 글로벌 미디어

생산의 한 지리적 공간으로써 한국(혹은 서울)의 한류(K-Pop) 생산 및 

수용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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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그리고 이는 연구자가 앞에서 K-Pop의 생산과 수용과정의 지

구화를 분석하기 위해 예시한 질문들에 한 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더

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은 한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K-Pop의 

지구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개입이나 

제도적 지원이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산과정의 

개별 행위자들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각 행위자들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이 도출될 것이며, 개별 및 상

호적 행위에 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발생할 수 있는 분

쟁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Pop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경제, 법·규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한 분석을 통해 각 영역에서 필요한 정부의 제도적 개입과 정책적 지

원의 내용과 규모, 시기, 방법 등에 한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액세스 채널들에 한 분석은 정부의 매체 및 문화정책에 

한 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부가 규제와 진흥, 그리고 방임 등의 다양

한 정책 선택지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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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build  an  integrative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edia globalization with a case of K‐Pop. It draws on the 

emerging theoretical discussions in cultural economic geography, new 

mobilities paradigm,  the  scene perspective and participatory  culture. 

This  framework  can  be  employed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perspectives in analyzing the Korean Wave since it better accommodates 

the techn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such as increasing use of 

global  social media  in  the marketing and consumption of K‐Pop and  

unexpected expansion of K‐Pop fandom beyond Asia. We propose an 

exploratory model  for understanding why  and how K‐Pop has been 

globalized. Most importantly, our framework integrates the processes of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K E Y W O R D S 　Media globalization　•　Korean Wave　•　K-Pop　•　
media cluster　 •　 media capital　 •　 participatory culture　 •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