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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문화현상을 지칭하는
‘한류(韓流; Korean wave; Hallyu)’는 좁게는 한류 스타시스템을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콘텐츠를, 넓게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한국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그 범주로 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한류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새
로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세분화 전문
화, 협치(governance)를 통한 질적 성장과 발전이 시도되어 왔다. 한류문
화의 융성에 대한 경험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틀과 개념을 적용하여
K-POP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을 이용하여 좁은 의미의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례로서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
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류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거버넌스의 전개양상을 설명하
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탐색하였고, 시간적 흐름, 특히 정권의 시계열적
변동에 따라 한류문화콘텐츠 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변화양상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정책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등의 관련 자료, 각종
관련 법,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의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POP 융성에 관한 세분화 전문화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문
화거버넌스 시각에서 연구하였다. 연구한 결과 갈등의 해결기제로서의
문화거버넌스가 아닌, 한류문화콘텐츠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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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정책 목표를 위한 상호협력 구조의 한류문화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류문화거버넌스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한류문화콘텐
츠정책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해 왔고 그러한 발전 경향이 오늘날에도 지
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공
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상호작용이 ‘민관협력 네트
워크 협업과 참여’의 특성으로 이루어짐을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은 한류
문화거버넌스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한류문화융성에 기여함을 밝혔다.
셋째, 한류문화거버넌스 및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시계열적 변화양상
은 상호협력 구조를 통해 한류문화융성이라는 공통의 도달점을 향해 나
아가고 있다. 이는 일종의 마케팅 특성을 지닌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
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책과정은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을 적극 포
용하여, 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고, 수평적이고 신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한류문화수용층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전세계인과의 상호문화교류라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정책적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주요어 : 한류, 한류문화콘텐츠정책, 한류문화거버넌스, 한류문화융성,
문화콘텐츠정책, K-POP
학 번 : 2010-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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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
SMTOWN 프랑스 공연 – 이명박 정부(2011.6.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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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문화현상을 지
칭하는 보편적 용어가 된 ‘한류(韓流; Korean wave; Hallyu)’는 그 지역
적 범주를 전 세계로 하고 있으며, 한류문화콘텐츠 또한 좁게는 한류 스
타시스템을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콘텐츠를, 넓게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한국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그 범주로 하고 있다.
과거의 규제와 검열의 시대를 벗어나, 진흥과 지원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이 활성화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콘텐츠정책의 정책과정도 거
버먼트(government)가 아닌, 민관협력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
고 있다. 특히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경우 한류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
산 및 한류문화수용층의 글로벌화로 정책대상의 지역적 범주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한 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 역시 국제화
복잡화 다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류문화콘텐츠가 글로벌화 되고,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이 세분
화 전문화되며,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이 각종
정책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이 범부처간
관관협력 및 민관협력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 질적 성장과 도약 및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한류문화콘텐
츠 정책 연구는 2014년 현재로서는 드물다.
한류문화의 융성에 대한 경험적 사례들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거버넌스의 이론적 틀과 개념을 적용하였으
며, 구체적으로 K-POP의 성공사례들을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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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어떠한 방식으로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거버넌스의 전개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탐색하였고, 시간적 흐름, 특히 정권의 시
계열적 변동에 따라 한류문화콘텐츠 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변화양
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기초한 설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례로서 ‘아
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갖는 의의 또는 기대효과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해서 드물게 시도하는 문화
거버넌스 연구이자, 국가적 수준에 대해 문화거버넌스를 이용하여 설명
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는 점이다. 특히 K-POP의 융성 사례에 대한 문
화거버넌스 연구는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본 연구 이후 앞으로도 다양
한 질적 연구, 측정 지표의 개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류문화거버넌스 형태로 전개되는 한류문화콘텐
츠정책의 핵심 특성을 논의하고,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
스가 향후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소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등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한 한류문화거버넌스 연
구를 통하여, K-POP의 과거 성공사례에 대한 배경요인으로서 주요한
문화콘텐츠정책의 영향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한류
문화콘텐츠정책이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양상을 띠며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특정 시기에 나타난 문화콘텐츠 정책이 콘텐츠 산
업과 아티스트 및 한류문화수용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
고, 이와 같은 한류 문화의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이 거버넌
스적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한류문화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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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특성이 과거 정권단위별로 어떤 특징적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
펴보고,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상이 K-POP융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 문제 등을 밝히고,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류문화융성과 문화콘텐츠정책, 문화거버넌스 연구, 한류문화콘텐
츠로서의 K-POP을 연구하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더불어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의 분석틀로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3장 연구
설계에서는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살피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인
문헌조사 및 심층인터뷰에 기반한 사례연구 및 연구절차를 밝혔다. 제4
장 사례연구에서는 우선 한류문화콘텐츠정책과 K-POP의 흐름을 시계열
적으로 살펴보았고,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례인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
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등을 통해 한류문화콘
텐츠로서의 특성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태 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사례적 특성을 고찰하였고, 사례 분석 결
과를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류문화
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
고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짚어
보고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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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한류문화융성의 거버넌스 변화 및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이
며, 이를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시기적으로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이 형성되고,
한류문화콘텐츠가 태동한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네 정권의 범주를 대상
으로 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한류문화콘텐
츠 공연 사례이자,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성과인 ‘아시아송 페스
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로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위의 두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특성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조 협업과 참여’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밝히고, 한류문
화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인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
층’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정책과정에서 각각 위
와 같은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세 가지 속성 및 네 가지 주체의 상호 작용
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류문화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 K-POP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정권 별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의 시계열
적 변화 및 본 사례에서의 정권 별 차이를 더불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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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융성의 거버넌스 변화 및 성공요인에 관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례를 연구하였다.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정책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화거
버넌스의 이론적 틀과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계열적 변동에 따른
정권 별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 변화양상을 규명하였
다. K-POP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 상호작용 양상이
K-POP 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K-POP의 과거 성공사례에 대한 배경요인으로서 주요한
문화콘텐츠 정책의 영향은 어떤 양상을 띠는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양상을 띠며 나타나는가?
1. 특정 시기에 나타난 문화콘텐츠 정책이 콘텐츠 산업과 아티스트, 수
용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이와 같은 한류문화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이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니는가?
3. 이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특성이 과거 정권단위별로 어떤 특징적
차이를 나타내는가?
4. 그리고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상이 K-POP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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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고찰
1. 한류문화융성과 문화콘텐츠정책
‘한류문화융성(韓流文化隆盛)’의 경우 본 연구를 위해 제시된 신조어이
므로, 본 연구에서의 한류문화융성을 개념화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한
류의 정의를 기존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한류문화융성’의 이
론적 고찰의 경우 기존의 ‘한류’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전개하고자
한다.
한류의 어원 및 정의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장규수(2011)에 따르면 한류의 정의 및 어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장규수, 2011: 166-169).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 즉 영화, 방송, 대
중음악, 패션 등이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 용
어는 ‘홍콩류’를 뜻하는 ‘항류’, ‘일본류’를 뜻하는 ‘일류’ 등에 이어, 1990
년대 말 한국 대중문화와 특정 스타의 인기가 확산되며 대만, 중국, 한국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 가을 한국 문화부에서 한국 대
중음악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고자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음반을
중국 등에 배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고정민(2009; 류은영, 2011: 443 재인용)에 따르면, 한류는 ‘전 세계에
형성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현상’이다.
서병문(2012)에 따르면, 한류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다른 나라 사
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하며, 대만의 <中國時報(1997년 12월
7일)>에 한류라는 단어가 한국 제품을 포괄하는 의미로 처음으로 등장
하였다. 그는 1999년 <北京靑年報>에 제시된 ‘한류’라는 용어가 대한민
국 문화라는 의미를 담아 사용된 첫 번째 용어라는 주장들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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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2012: 124).
이주형(2006: 210; 서병문, 2012: 124 재인용)에 따르면, 한류는 한국유
행문화(韓國流行文化)를 축약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유세경 이석 정지인(2012: 202)에 따르면, 1997년 중국 CCTV에서 한
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된 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의 대표
일간지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처음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에
대해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이후 ‘별은 내 가슴
에’와 ‘목욕탕 집 남자들’, ‘인어 아가씨’,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
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 열풍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류’를 빈번히 인용하였다고 제시한다. 그들은 이후 2002년 한일 월드
컵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면서 중국의 ‘신화 신조어사전’에
공식적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수록되었으며, 위 사전에 한류에 대한 사
전적 정의로서 ‘한국문화의 조류’, ‘한국의 경제문화 등이 주변 국가와 지
역, 특히 중국에 광범위하게 미친 영향’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보인다1).
문화체육관광부(2013a: 16)에 따르면, ‘한류’는 1997년에 대만의 <중국
시보(中國時報)>에서 먼저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에는 한국의 대중
문화가 아닌 ‘한국기업이나 한국제품’을 의미했다. 이후 가수 클론,
H.O.T.등이 중화권에서 인기를 끌자,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1999년 11월 19일 중국의 <북경청년
1) 반면 유세경‧이석‧정지인(2012)은 대한민국의 경우 한류라는 단어의 첫 기원은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유세경‧이석‧정지인, 2012: 205). 그들은 1999년 문화관
광부가 기획 제작한 한국 가요 홍보용 음반의 제목에 ‘한류(韩流)’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
하게 되었는데 이 홍보용 음반의 타이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베이징 영화대학(北京电影
学院) 연출과 교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행 경향을 총칭하는 “한류(寒流)”라는
신조어에서 차가운 흐름이라는 뜻인 “한(寒)”의 의미를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한(韩)”으
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흐름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게 된 것임을 밝힌다(유세경‧이석‧정지인, 2012: 205). 그들에 따르면, 한류라는 단어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대중문화물의 생산주체인 한국과 소비국인 중국에서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유행현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함께하며, 한류는 대부분 ‘한국문화에 대한 열풍’ 혹은 ‘대한민국 대중
문화 바람’, ‘대한민국 대중문화 붐’ 등의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유세경‧이
석‧정지인, 201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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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北京靑年報)>에서는 클론과 H.O.T.를 거론하며, 중국 청년들이 한국
의 유행가나 텔레비전 연속극, 영화, 옷차림 등에 매혹되고 있는 현상을
한류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처음으로 한류가 의미 있
는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2013a: 18-19)는 2011년 프랑스에서의 SMTOWN 콘
서트 등으로 한국 문화가 유럽과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유례
없는 일로서, 지역과 장르 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한류를 가리켜 2011년
에는 신한류(新韓流)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했고,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화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2013a: 17-25)는 자체적인 시기 분류2)를 토대로 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한류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의 세 가지 축
을 중심으로 세계인과 공감하는 K-Culture3)를 의미’한다고 새롭게 정의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융·복합되면서 K-Culture라는 실체를 세
계인들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를 한류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류의 개념적 의미는 시기나 관점의 변화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 문화체육관광부(2013a: 17-25)는 한류를 그 시기와 특성 별로 다음과 같이 한류 1.0,
2.0, 3.0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류 1.0 시대는 한류의 탄생으로, 한류가 중국에서 시작하
여 일본을 거쳐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까지의 시대를 의미하며 지역적 범위는
아시아,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으로서, 주요 장르는 드라마이
지만 가요와 영화 등도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한류 2.0 시대는 K-POP을 필두
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류의 가능성이 나타나며,
광의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시점으로 규정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으로 보았다. 한류 3.0 시대는 글로벌한 한류의 시대를 맞이
하여, 한류문화진흥단 등을 통해 K-POP을 비롯한 한류를 한국문화 전반의 K-Culture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보았다. 시기적으로는 2010년대 초반 이후로 보았
다.
3) K-Culture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추진한 ‘한 스타일의 세계화’를
일부 발전시킨 측면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2005년과 2006년의 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은 이명박 정부의 지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
고, 2006년 ‘한 스타일’ 상징화 사업은 한류3.0 시대의 특징인 전통문화와 한류의 접목
이 일부 시도된 것으로 한류 3.0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한류 3.0의 방향이 한류
2.0 안에 내재해 있었다고 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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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종합하여, 한류(韓流; Korean Wave; Hallyu)는 광의로는 대중문
화, 순수예술문화, 전통문화를 모두 포함한 한국의 문화 및 한국의 기업
과 제품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세계인에게 인기를 얻는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협의적로는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스타
시스템을 필두로 하는 K-POPㆍ드라마 등이 1990년대 아시아를 시작으
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광의의 한
류의 경우 다양한 분야와의 조합을 통해 음식 한류, 관광 한류 등의 신
조어를 양산하는 등 그 개념적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는 적용상 곤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
록 한류에 관한 협의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협의적 의미의 한류 혹은 한류문화가 융성하게
된 배경요인이 무엇인지를 K-POP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설명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한류문화융성이란 ‘융성’의 사
전적 의미4)와 ‘문화기본법(2014)’에서의 문화의 정의5) 중 문화예술, 특히
대중문화6)가 결합된 의미가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한류문화융성’은 한국의 대중문화 중 스타시스템을 필두
로 하는 K-POPㆍ드라마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이 문화
적ㆍ산업적 성공을 거두며 대단히 번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7).
4) 국립국어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융성(隆盛)’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함’을 의미하
며,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융창‧흥성이 있다.
5) 문화기본법[시행 2014.3.31.] [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
성의 총체를 말한다.
6) 국립국어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대중-문화(大衆文化):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 교육의 보급, 매스컴의
발달 따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의
상품화·획일화·저속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7) 본 연구에서의 ‘한류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비전인 문화융성과는 접근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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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류문화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한류문화의 성공요소
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
을 제시하고 있다. 한류문화융성의 요인으로, 한류문화콘텐츠자체의 대중
예술성 및 스타들의 개인적 재능과 매력(손승혜, 2011b; 오세정, 2012),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기획사들의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전략(손승혜, 2011b; 이효성·김진웅, 2013), 초고속 인터
넷망 및 각종 스마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등의 기술적 발달(조인희·윤
여광, 2013; 조병철·심희철, 2013)과 그로 인한 YouTube 등 글로벌 유통
경로의 신속화 및 효율화, 그에 따라 한류문화콘텐츠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수용층의 실시간 접근이 용이해지게 된 상황(오세정, 2012) 등이 거
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의 융성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된 주요 배경요인으로, 정부의 문화콘텐츠 정책과 그것
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과거 검열과 규제 일변
도의 문화정책을 진흥 정책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한류 아티스트들이 다
양한 내용의 문화콘텐츠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점을 그 출발
점으로 보고자 한다.
K-POP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성공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한류문화융성에 대하여 정부정책에 관하여는 상
대적으로 간과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융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의
K-POP 문화콘텐츠정책 측면에서 K-POP에 대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르며, 의미 또한 다름을 밝혀둔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책비전으로 제시
된 문화 융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2013.3.28.: 1)에 따르면, 문화의
융성이란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47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2014.4.9.)은 이에 대
해, “쉽게 말해 문화라는 가치가 우리 삶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르게 사는 법을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
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 2014-04-09, “첫째도 일, 둘째도 일…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문화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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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한류문화를 활성화한 측면이 있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한류문화융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한류문화융성의 요인, 즉, 한류문화의 성공요소
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 등은 정부의 IT 산업
의 국가 기간산업 육성 정책이 기반이 되었으며,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내용 및 표현 방식의 콘텐츠가 자유롭게 활성화된 점 등은 검열과 규제
일변도의 문화정책을 진흥 정책 위주로 전환한 측면에도 기인한다. 지상
파 방송에서는 아티스트에게 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8)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으로 아티스트들
은 자유롭고 기발한 표현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논문은 아직 드물지만, 손승
혜(2011a)의 논문은 향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정책의 수립과 시
행, 평가에 관한 연구들의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손승혜,
2011a: 57)으로,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에 유의미하다.
손승혜(2011a)의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사업자와 정책 결정자 등의
두 개의 그룹이 한류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정책 목표와 한류
에 대한 정의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정책적 효율성과 적절성을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밝혔다(손승혜, 2011a: 57). 그는 더불어
전문가들이 한류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원화 세분화되어 갈
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한류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8) 1990년대 말, 공영방송 KBS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염색 머리를 규제하여 가수들
이 궁여지책으로 검은색 스프레이 등으로 금발 염색을 가리고 출연하였으며, 1999년
S.M. Ent.의 S.E.S.는 금발 머리 컨셉의 정규 3집 앨범 타이틀 ‘LOVE’의 프로모션을
MBC 등을 통해서만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3년 싸이(PSY)의 뮤직비디오 ‘젠틀맨’도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 및 재심의를 통해 싸이(PSY)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
면이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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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인식하였음을 밝혔다(손승혜, 2011a: 57). 또한, 그는 정책 결
정자 집단은 한류 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는 반면, 사업자 및 연구
자 집단은 사업자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
행되었다는 점 혹은 가시적 단기적 경제효과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점에
서 한계를 지적하였다(손승혜, 2011a: 57)고 밝혔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문화콘텐츠 정책이라는 새로
운 정책영역을 구체화하게 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한
류문화 융성에 관한 정책적 노력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이 이후에 나
타나는 정권별로 문화콘텐츠 정책의 형성 및 집행결과와 그 과정을 살펴
보고 그것이 한류문화 융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문화콘텐츠 정책이 시기적으로나 정권
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행하는 문화콘텐츠 개념
도 다양한 함의를 띠면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양승목(2009: 191; 김규찬, 2012: 13 재인용)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정의된다.
사이몬 안홀트(2003; 채지영, 2012: 241 재인용)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는 인간이 사회에서 얻은 모든 능력과 습관의 복합적 총체인 문화를 활
용하여 창조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가리키며, 그 안에 담긴 문화는 한 국
가와 그 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전달하며 긍정적인 국가 이미
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김규찬(2012: 14)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는 그 대상이 인간적이고 사회
적이며 표현방식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
우 추상적으로 정의된다. 그는 이와 같이 ‘인간적’인 것과 ‘창조적’인 것
자체도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범주 또
한 명확한 경계가 있을 수는 없으며, 실제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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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후적으로 의미와 범주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문화콘텐츠가 주로 산업적 측면과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거래
가능한 문화적 요소가 담긴 미디어 콘텐츠’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정책이란 문화콘텐
츠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문화콘텐츠는 국가 이미지와 연계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몬 안홀트(2003; 채지영, 2012: 242
재인용)는 특정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해당 국가가 갖고 있던 기존의 긍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부식시킬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되어,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
체계로서의 문화와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형성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백목윤·김병조·최석호(2009; 채지영, 2012: 241-242 재인용)
는 문화콘텐츠는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의 한 부분을 담당
하며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
점에서 보면, 문화콘텐츠 정책은 단순히 문화산업의 육성범주를 넘어서
서 국가이미지 혹은 국가브랜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혹은 정책수단
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는 문화콘텐츠의
정의는 문화 및 콘텐츠가 지닌 개념적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통일
성 있는 구체적 개념화에 다소 난점을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
는 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관련법들의 정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
화된 콘텐츠를 말한다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의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문화콘텐츠의 정의를 ‘예술성·창의성·오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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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성·여가성·대중성 등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
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10)’
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특성은, ‘One-Source, Multi-Use(OSMU)’의 속
성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중 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
반 등의 문화콘텐츠가 70%이상을 차지(문화관광부, 2001.6: 4)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다
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OSMU의 속성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과 연계된
파급력이 높다11).
또한, 문화콘텐츠는 다면적인 속성을 지닌다. 즉, 비경제적 측면인 문
화적 속성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다면성으로 정부의 문화콘텐츠정책 역시 각 정권별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나, 비경제적 측면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적 측면과의
균형점을 찾아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
츠의 경제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콘텐츠의 비경제적 속성과 경제적 속성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의미에서 문화콘텐츠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한류 구분 기준에 따라 한류 3.0의 K-Culture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K-POP에 중점을 둔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협의의 한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
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
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
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후략>
11) 예컨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주인공 전지현의 화장품, 의상, 드라마 속의
치맥(치킨‧맥주) 문화까지 모두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한국 맥주 수출이 증가
하는 등(농림축산식품부, 2014.4.11.) 관련 산업이 연계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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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12)로 인해 OSMU로 파생되는 문화콘텐츠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범정부적인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계와 연예기획사, 그리고 개별 아
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문화거버넌스로 확대됨에 따라 그 주체를 굳이 문
화체육관광부의 소관정책으로 한정짓지 아니한다. 앞서 정의내린 협의의
한류문화를 융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모든 문화콘텐츠정책을 포괄하
는 범주로 정의내리도록 한다.

12)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스타시스템을 필두로 하는 K-POPㆍ드라마 등이 1990년대 아
시아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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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거버넌스 연구
(1) 거버넌스의 정의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참여자로 협의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
치 시스템을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한다(공용택, 2011: 129). 과거
관료주의적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시장 및 시민사회 등 다른 주체
들과의 새로운 통치방식과 체제가 필요해짐에 따라 거버넌스가 등장했
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협력, 분업과 협업,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이 새로운 지배체제의 핵심이 되었다(공용택, 2011: 129).
이명석(2002)은 거버넌스의 다양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
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는 최광의의 정의로서,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 전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명석, 2002: 322). 이는 주어진 영역 내에서 구성원
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권한과 의무
를 제한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이명석, 2002: 323).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는 광의의 정의로서, 이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가진 참여자들간의 협상과 타협,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
의 결정과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들의 결정과 비공식적인 영향력,
공식적인 제도 등으로 이루어진다(이명석, 2002: 323). 최광의 및 광의의
정의는 모두 ‘사회적 조정’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에
따른 거버넌스의 정의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이
다(이명석, 2002: 327).
‘신(新)거버넌스(new governance)’로서의 거버넌스는 협의의 정의로서
시민의 역할을 정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소비자’에서 정부서비
스 공급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존재, 즉 ‘주인’으로 재정의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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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Lappe and Du Bois, 1994; 이명석, 2002: 325 재인용), 정
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내포한다(Stoker, 1998; 이명석, 2002: 325 재인
용). 협의의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이며(Jessop, 1997;
Peters, 2000; Pierre, 2000; 이명석, 2002: 325 재인용), 이러한 네트워크
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
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쉽과는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이명석, 2002:
325).
이종열(2000; 이종열, 2007: 128 재인용)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기존의
행정 이외에 통치를 위한 제도 방법 도구는 물론 시민과 정부의 관계 및
국가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개념
은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함
에 따라, 종래의 집권적 관료구조에 바탕을 둔 전통적 행정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순은(2005)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인
식하고 정부, 민간기업, NGO 등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
크 체제를 중시한다(김순은, 2005: 77). 거버넌스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통치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 및 협조를 유도하는 조정 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가 상하 복종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면 구성원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여 항상 협력 관계를 유
지하기 보다는 상호 갈등 및 대립관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김순은,
2005: 77).
최성욱(2003)에 따르면,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번역 사례로서 ‘국정
관리’, ‘국정관리체계’, ‘통치양식’, ‘국가경영’, ‘협력적 통치’, ‘협치’, ‘지배
구조’, ‘통치와 공치’, ‘동반자적 통치’, ‘네트워크 통치’ 등의 용어가 사용
되고 있으며, 이외 어떤 번역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측
면에서 이를 외래어로 취급하여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최성욱, 2003: 116). 정부의 정책용어로서 거버넌스는 일반적으
로 협치(協治)로 번역되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강국(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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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문화정책비전을 통해서도 정책용어로 사용된 바 있다13). 이명석
(2002)에 따라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라
고 정의하면, 통치로 번역되는 ‘governing’이 갖는 강제적 상의하달적 이
미지를 불식시키고, ‘다스림(governing)’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공통
의 문제’라고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가능
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이명석, 2002: 327).
이명석(2007: 1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두 가지 의미로 사
용된다. 광의의 개념의 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과 인력이 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거버넌스에는 관료제
패러다임의 중앙집권적 처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과 시
장에 의한 문제 해결이 포함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의 거버넌스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조정양식을 의미하
며, 사회적 조정(social coordination) 양식인 계층제(hierarchy)와 시장
(market) 이외의 제3의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 이해함으로써 협의의 거버
넌스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이명석, 2002; 이명석,
2007: 19 재인용).

(2) 제3의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의 협력 거버넌스
Osborne & Gaebler(1992; 이종열, 2007: 128 재인용)에 따르면, 그 동
안 정부(Government)의 운영방식이 방향설정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정책
의 추진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주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독점과 계층제
(hierarchy)에 의한 방식에서 팀웍(teamwork)과 참여(participation)를 강
조한 것은 기존의 정부(Government)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거버넌
스를 강조한 것이다(Osborne & Gaebler, 1992; 이종열, 2007: 128 재인
13) <문화강국(C-KOREA) 2010>은 ‘시장 친화적 구조 창출‧블루오션(Blue Ocean) 전략‧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들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 “문
화강국(C-KOREA) 2010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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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와 같은 신거버넌스 혹은 제3의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
스14)는 시장에서와는 달리 정치적 권위에 의한 강제가 존재하지만, 공식
적인 권위에 의한 법적 강제력이 아닌,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사회적 규범적 강제력에 의존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 ‘보이는 손’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보이는 협력하는 손(visible
handshake)’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석, 2007: 20).
이종열(2007: 126-127)은 협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혁신의 개념으로서
거버넌스는, 정부 개입의 축소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정책대상의 자발적
참여와 유인적 협력의 증진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실패’와 ‘정부실
패’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보았으며, ‘네트웍’으로서의 거
버넌스는 행정의 개입축소로 인한 부담경감, 기업과 민간조직 및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
성과 책임성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Ansell & Gash(2007; 장새미, 2014: 10 재인용)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
넌스는 ‘정책 및 계획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consensus-orie
nted)이며, 집합적인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making)과정에 공공기
관, 비정부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혹은 체계’이다.
장현주(2010)에 따르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예로서 중앙정부간, 중앙정
부와 지자체간, 지자체간, 정부와 민간 간, 민간 상호간 복잡한 갈등의
쟁점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기제로서 ‘협의회’, ‘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을 지닌 기구가 구축 및 활용되고 있다(장현주, 2010: 3).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해결기제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논의
구조 마련에 이니셔티브를 주로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원, 조직 등
의 자원동원능력에 있어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역량 및 참여의지 부족도
14) 제3의 사회적 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는 광의의 거버넌스와 구분하여 신 거버넌스
(new governance),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등으로 불린다(이명석, 20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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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이 되지만, 재원배분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정부라는 점이
중요한 원인(장현주, 2010: 5)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합의와 해결의 신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내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구조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개선(장현주, 2010: 15)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연구를 통해,
정부는 합의형성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타협을 위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
어나 공공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배분의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정부
가 단순한 의사전달자가 아니라 직접 조정 또는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장현주, 2010: 15)고 제시한다.

(3) 문화거버넌스의 특징
한국 대중문화의 영역이 IT의 발달 및 한류문화콘텐츠의 발달로 전세
계로 확장되고, 과거 각종 검열과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진흥과 지원 중
심의 문화콘텐츠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문화 영역에
서의 거버넌스, 즉 문화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Moon(2001; 오수길 김흥수, 2004: 36 재인용)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거
버넌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광범위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확보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치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정이다. 둘째, 특정 도시나 문화기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셋째,
문화정책이 정책결정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
적인 재정지원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문화거버넌스의 성
공은 정부와 민간 문화 공동체의 광범위한 참여의 질에 의존한다. 다섯
째, 실질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문화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공용택(2011)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부를 국가가 아닌 도시 차원에
서 접근하였고, 도시와 기업 차원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 이익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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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문화를 통한 마케팅의 시각에서 문화거버넌스를 연구하였다. 그는
문화거버넌스의 속성인 상호 호혜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 제
공, 고취, 제고라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는 네트워킹을 통
한 주체 간의 역할은 서로에게 기여와 수혜를 모두 취하게 되는 상생과
윈-윈(Win-Win)의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거버넌스 시대에 들
어서면서 마케팅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으며, 도시와 기업이 창의성을 창
출할 수 있는 문화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도시와 기업의 민
관협력도 상생과 효율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종열(2007)은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교
류 시스템 구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밝혔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한다(이종열, 2007: 142). 첫째, 문화교류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교류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문화교류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문화교류
관장부처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의 확대와 민간재단으로의 이양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교류의 총괄적인 법적 지위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지만 모든 관련 부처들의 상호네트워크체계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에서 총괄기능을 수
행해야 하는 기관은 문화관광부가 되어야 하며 이와 네트워크체계를 형
성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외교부, 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이 되어야 하고 국제교류재단, 민간문화재단,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이종열, 2007: 142)고 제언하였다.

- 21 -

3.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정의는 쉽
지 않은 과제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용어로 활용15)될 정도로 용어의 사
용면에서는 정착되었으나, 학계에서 K-POP을 학술적인 연구대상이나
현상으로 다룬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관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사회과학적 연구대상(혹은 현상)으로서의
K-POP의 개념적 범위를 한정짓기로 한다.
신현준(2005)은 일본의 대중매체와 음악산업계에서는 K-POP이라는
용어가 연구 당시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J-POP이 일본
대중음악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듯이 K-POP은 한국 대중음악을 포괄
하는 용어가 된 것이라고 보았다(신현준, 2005: 8). 그는 K-POP이라는
용어를 ‘한국 음악’, ‘한국 팝(스)’ 등의 과도기적 용어를 대체하면서 이제
는 하나의 장르로 정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한류’가 중국어권에서 형성
된 용어라면, ‘K-POP’은 일본어권에서 형성된 용어로서, K-POP은 용어
자체가 ‘타자가 호명한’ 것이자 국경을 넘는, 이른바 월경적(越境的) 실천
의 산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신현준, 2005: 8).
오세정(2012)은 K-POP이란 대한민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유행
음악을 총칭한 이름으로서, 현재 K-POP이라 불리는 범주는 보아, 동방
신기, 소녀시대, 빅뱅, 2NE1, 샤이니, 원더걸스 등과 같은 아이돌가수 또
는 그룹이 부르는 한국의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오세정, 2012: 164).
황낙건 최형배 김영택(2012)에 따르면, K-POP(Korean Pop 또는
Korean Popular Music)은 한국 외의 나라에서 한국의 대중가요 즉, 넓
게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통칭한다(황낙건 등, 2012: 6). 그들은
15) 일례로, K-POP ARCHIVE는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
한 음악정보통합시스템’으로서 공식 홈페이지의 주소 또한 http://k-pop.or.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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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 대중음악 전반을 가리키는 ‘POP’에 ‘Korea’를 지칭하는 영어
첫 알파벳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로서, ‘Korea’라는 한국 고유의 국적
성을 가지며 다른 POP과는 차별화된 특성들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황
낙건 등, 2012: 6).
채지영(2012)은 K-POP을 한국의 ‘가요’로 보았으며, 신한류로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며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았
다. 그에 따르면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해외 청소년들을 K-POP으로 이
끄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나, K-POP에 심취한 청소년들은 자연
스럽게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K-POP과 드라마가
한국에 상당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유럽이나 중남미 청소년들에게까
지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았다(채지영, 2012: 240).
유경진 박연진 황하성(2014)은 K-POP(Korean Popular Music)이라 명
명되는 한국대중음악이 한류 주요 소비지였던 동남아시아를 넘어 문화
선진국으로 글로벌 대중문화를 이끈 유럽, 미국에서 역량을 확인하며 전
지구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유경진 등, 2014: 5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POP은 대체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
국대중음악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정의되며, 지역적 범주나 장르, 수용층
에 대한 논의는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거쳤기에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초기에는 아시아지역,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그들의 대중
음악과 구별되는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싸이
(PSY)등장 이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대중
음악과 구별되는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규정되는 경향으로 확대되었다.
싸이(PSY)의 등장 이후, 현재 K-POP이 확산된 지역적 범주는 전세계
로 확대되었다.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은 한류 초기에는 드라마와 함께 한류
그 자체를 의미할 정도로 한류문화콘텐츠의 중심이었다. 중화권에서 한
국 제품이나 한국 기업을 일컫던 한류(문화체육관광부, 2013a: 16)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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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한국대중문화와 연계시키게 된 계기 역시 1990년대 말 댄스가수
클론(CLON)의 중화권에서의 선풍적 인기와, 2000년대 초반 H.O.T.와 베
이비복스의 중국 콘서트의 성공에 기인하였다.
2010년대 한류의 글로벌화와 한류의 재점화에 결정적으로 기인한 한류
문화콘텐츠 또한 K-POP이 그 중심이었다.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성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남정욱(2014)16)에 따르면, K-POP이라는 용어는 1998년 일본에서
H.O.T의 음반이 발매되고 1개월 만에 5만 장을 판매한 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K-POP은 일본 음악 산업계에서 한국의 대중음악 전
체가 아닌 해외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 음악을 지칭한 것이다. 그에 따르
면, 국제적으로만 통용되던 K-POP이라는 단어는 2005년에 들어와서 국
내에서도 일상적 혹은 정책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2009년 당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이 한국형 빌보드 차트를 만들겠다고 발
표하면서 K-POP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
르면, 2014년 현재 K-POP은 단지 한국이라는 지역적 구분에 따라 명명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성이 있는 음악시장으로서의 의미
를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2013a: 18-19)는 K-POP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것은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SMTOWN 콘서트를 기점으로 한다고 보
았다.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손승혜(2011b)는
프랑스 SMTOWN 콘서트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내용적 요인을 ‘새로
움, 개방성, 절제성, 친근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손승혜, 2011b:
86-88).
황현숙(2013)은 K-POP의 성공요인으로 첫째, 다양한 문화를 녹여내는
융합력, 둘째, 최고를 키워내는 아이돌 육성시스템, 셋째, 소셜미디어의
16) 남정욱(2014.10.16), <이수만과 그의 시대>, 자유경제원(CFE) 기업가 연구회 자료집,
자유경제원(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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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글로벌 ‘韓네트워크’의 역할 등을 들었다(황현숙, 2013: 197-198).
조병철·심희철(2013)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K-POP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미디어 발전에 힘입어 빠른 한류 콘텐츠의 전
파가 가능해졌다고 보았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K-POP을 중심으로
나타난 신 한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남미 등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붐이 되고 있으며, 일례로 소녀시대의 경
우 S.M. Ent.의 선배가수들은 장기간을 소요한 일본 진출에 있어서 첫
정규앨범 발매와 동시에 오리콘 차트 1위에 등극하였음을 들었다(조병
철·심희철, 2013: 92).
삼성경제연구소(2012: 8; 조병철·심희철, 2013: 95 재인용)는 ‘강남스타
일’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동작과 중독성 있는 멜
로디, 현란한 뮤직비디오, SNS를 통한 폭발적 반응 등의 4가지 요소가
K-POP 신드롬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8; 조
병철·심희철, 2013: 9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POP을 다
음과 같이 정의내리고자 한다.
K-POP(Korean Pop)의 광의의 개념은 ‘한국의 대중가요’이다. 이는
K-POP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이 반영된 개념이며, 장르와 아티스트
및 선호 연령을 불문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대중음악을 총칭하는 개념
이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주로 한국 기획사 소속의 아이돌이 부르며, 장르
로는 댄스 뮤직이 주를 이루고, 특히 10대와 20대의 해외 팬덤이 열광하
는 특정 범주 내의 대중음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의 개념은 일관되거나 고정된 범주로 규정짓기 어려운 한
계가 있으며, 실제 K-POP 팬들이 즐기는 음악의 장르는 고정화되어 있
지 않다17). 또한, IT의 발달로 정식 수출되거나 해외의 차트에 오르지
17) 업코리아, 2011-07-23, “트로트 왕자 박현빈, 도쿄돔에서 트로트 한류 인기 확인”
<전략>22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 인 도쿄 케이팝 페스티벌’(MusicBank in
Tokyo K-POP Festival) 특별방송에서 트로트 왕자 박현빈이 5만여 관중을 압도하는

- 25 -

않은 한국대중가요들도 YouTube 등을 통해 국경을 넘어 많은 해외팬들
에게 실시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에 ‘해외에서 유
통되는 한국의 대중가요’라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기로 한다.
더불어, 1990년대 말 S.E.S.를 시작으로 보아 등의 일본 진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언어로
가창을 하는 경우도 한류문화콘텐츠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즉, 현지어 가창 음반을 100%의 K-POP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국 스
타시스템의 아티스트들의 문화콘텐츠 또한 한류문화콘텐츠의 범주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K-POP 아티스트들의 개별 국적이 아닌, 소
속사의 국가를 한류문화콘텐츠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여타 산업
의 상품이 그러하듯, 문화상품의 국적은 그것을 생산하는 회사의 국적을
1차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며, 현지화 마케팅으로 각 아이돌 그룹에 외국
인 멤버가 급증하는 추세와 한 중 FTA 타결 등으로 인한 해외 자본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의 합작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18).
요약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발표
하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K-POP으로 세부 정의하고, 그들이 해외에서
현지어 가창으로 발매하는 음원 혹은 음반, 공연 기타 프로모션 활동 등
무대가 방송됐다. 박현빈은 이 날 일본어 버전 ‘샤방샤방’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퍼포먼
스를 선보이며 국내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 <중략> … 이 날 박현빈은
출연 가수 중 유일하게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 박현빈은 데뷔 싱글 ‘샤방샤방’이 일본
최대 유선음악채널인 유센(USEN)의 차트 엔카 부문에서 여러 차례 주간 1위에 오르는
등 본격적인 인기 몰이 중이다.<후략>
18) 문화일보, 2011-06-13, “이수만 회장 ”中서 한류 3단계 준비“ - IT넘어 Culture
Technology“
<전략>CT는 원래 정보기술(IT) 이후에 문화적 감성을 덧댄 진화된 기술 이론을 말하는
데, 이 회장은 SM엔터테인먼트만의 독특한 스타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 이론을 도입했
다. … <전략> … 이 회장은 한류의 단계별 설명도 곁들였는데, “지금은 한류 3단계”라
고 했다. 1단계는 한류 상품을 직접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한국인과 외국인
의 합작으로 작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현지 기획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 이
를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마지막 3단계다. … <전략> … 이 회장은 이
어 “앞으로는 ‘made in’(제조국)보다 ‘made by’(제조자)가 더 중요하다”며 “3단계 한
류 스타는 중국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스타는 바로 SM의 CT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
신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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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산업에서 파생되는 OSMU콘텐츠 또한 한류문화콘텐츠의 범주
안에 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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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한류문화콘텐츠 및 K-POP에 관한 연구
손승혜(2011b)는 프랑스 SMTOWN 콘서트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내용적 요인을 ‘새로움, 개방성, 절제성, 친근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손승혜, 2011b: 86-88). 그에 따르
면, ‘새로움’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중음악 혹은 J-POP과도 다른 K-POP
의 음악적 특성에, 아이돌의 군무(群舞)까지 더해진 속성이다. ‘개방성’은
서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에 유럽인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점인
데, 이는 한국의 대형기획사들이 유럽과 미국의 작곡가, 편곡자, 안무가
등과 작업하는 것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절제성’은 동양적이며 유교
적인 특성인데 서구 대중문화에 비해 건전하고, 가사와 안무는 밝고 경
쾌해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친근성’은
한국의 스타들이 다양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및 토크쇼에서 친근한 모
습을 보여주며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 연구의 K-POP 성공요인 분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논의로 긍정
적 도움이 되었다.
오세정(2012)은 미주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POP의 선호요인
연구를 통해, ‘혼합성(The Minglement) 커뮤니케이션 만족(The Commu
nication-pleasure) 시각적 인상(The Visual Impressions) 활력제(The E
nergizer)’ 등의 총 4가지 선호요인을 밝혔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오세정, 2012: 165). 그는 제1요인으로 ‘혼합성(The Minglement)’을 고
려하며, 케이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노래와 랩이 혼합되어
있는 퓨전 장르의 형태, 영어 가사의 혼합성, 아이돌 가수들의 현란한 댄
스와 독특한 패션 스타일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제2요인으로 ‘커뮤니케
이션 만족(The Communication-pleasure)’을 제시하며, K-POP 가수들의
유창한 영어실력,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그룹별 구성원이 다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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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개인의 기호에 따라 좋아 하는 가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는 점을 들었다. 그는 제3요인으로는 ‘시각적 인상(The Visual
Impressions)’을 들며, 케이팝의 중심인 아이돌 그룹 또는 가수들의 외모,
패션 스타일,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볼거리, 군무 등의 시각적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제4요인인 활력제(The Energizer)를 통해, K-POP의
외우기 쉬운 멜로디와 젊은 가수들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흥겹게 즐기는
점을 미주 지역 소비자들의 선호 요인으로 들었다(오세정, 2012: 165).
이는 본 연구의 K-POP 한류문화수용층의 선호요인 분석에 있어서 긍정
적인 도움이 되었다.
손승혜(2012)는 SMTOWN 파리 콘서트 등의 프랑스 한류를 가시화
하는 것에 중심적 역할을 한 프랑스 내 한국 문화 동호회인 코리안 커넥
션의 멤버들 및 프랑스 현지 문화원 관계자 등을 심층 인터뷰하여 프랑
스에서의 한류 현상을 연구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K-pop 팬들과 코리
안 커넥션 회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차별화·생산과 참여·문화자본 축적이
라는 일반적 팬덤 활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는 광범위하
고 다중적인 대상을 가진 프로젝트 기반의 수평적이며 개방적인 공동체
로, 로컬 콘텍스트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수행한다는 차원
에서 의미 있는 차별적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위 연구를 통해 코리
안 커넥션을 통한 프랑스의 한류는 구성원들의 의식 및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가시적 사업 결과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중 문화수용층 역할 연구의 구체
적 사례로서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
이수안(2012)은 문화적 지구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개념인
문화혼종성에 주목하여 유럽의 K-pop 열풍을 문화혼종화 현상의 한 사
례로 보고, 각종 매체의 콘텐츠와 언론기사에 나타난 팬덤 현상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위 연구를 통해 서구와 비서구 문화가 팝이라는 공통
된 형식을 통해 만날 때에도 서로 이질적인 특성이 혼종화의 요인이 된
다는 점, 매체적 융합이 지역적 문화혼종을 가속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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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K-POP 사례 분석 과정에 있어서 유럽의 현상에 대한 유의미한 참고가
되었다.
서철현·양진연(2012)은 중국인이 지각하는 한류의 K-pop 속성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
하여, 상해지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위 연구
결과, K-pop의 소재와 내용, 시각적ㆍ음향적 효과는 국가이미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K-pop을 통한 한국 문화에의 관심은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중 아시아권 문화수용층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긍정적 참고가 되었다.
이효성·김진웅(2013)은 성공적 일본 진출을 한 ‘보아’와 ‘동방신기’ 노
래의 작사⋅작곡⋅편곡이 대부분 현지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석하고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음
악은 현지인의 필요에 맞게 현지인이 작사, 작곡, 편곡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인의 정서 반영 여부보다 세계인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외 현지인의 정서에 맞게
세계화하는 전략이 한국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 방법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
및 사례 연구에 있어서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
조병철·심희철(2013)은 K-POP의 글로벌 확산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대중문화예술의 글
로벌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관련 요구조건을 분석하였으며, 국
내외 실감콘텐츠 관련 제작사례를 탐구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재매개를
통해 K-POP한류의 확산가능성을 분석 하였다. 한류의 지속화 방안으로
서 K-POP한류 확산을 위한 잠재적 시장분석을 수행하고 스마트 미디어
기반 실감 콘텐츠의 생산자, 플랫폼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가전사 등
의 효율적 생태계 구축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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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한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합법적인 유료 유통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실감형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의 유통시장의 합리화
와 안정적인 스마트 생태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파
트너쉽으로 공동 협력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 연구는
K-POP 한류 확산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관련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적인 시각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와 K-POP 연구에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
조인희·윤여광(2013)은 글로벌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있는 K-POP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한류의
의미를 알아보고, K-POP 현상을 시기별로 알아보았으며, YouTube 플
랫폼을 통해 K-POP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뮤직비디오 신드롬을 IT밸류체인(value chain)인 ‘C-P-N-T’ 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 YouTube)-네트워크
(Network: SNS)-단말기(Terminal: 스마트 폰 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았다. 연구 결과,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부가가치가 강했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
고, 누가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느냐가
경쟁력이 되었음을 밝혔다. 위 연구는 본 연구의 한류문화콘텐츠 연구
및 사례 연구에 있어서 YouTube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
주정민(2013)은 일본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에 대한 ‘반한류’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헌고찰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고찰
하였다. 연구 결과, ‘반한류’가 발생하고 확산되는 주요 원인을 ‘문화적
측면·국가적 측면·언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중
일 삼국의 문화원조 논쟁·문화적 위기감을, ‘국가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민족주의 현상·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반발·정치문화와 국가의 정
책을, ‘언론적 측면’은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극·보수 저널리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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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셔널리즘의 작용·언론의 애국심 마케팅과 상업적 전략 등을 밝
혔다. ‘반한류’ 현상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국민들의 반발심리가 작용했
다기보다는 한국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해당국의
정부 정책과 언론도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
로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교류
를 확대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밝혔다. 위의 연구는 본 연구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연
구에 있어서 반한류에 대한 세부적 요인 분석을 통해 반한류 지양 정책
의 배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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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이종열(2007)은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주요 문화국가의 문
화교류 전략을 시스템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통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시스템 구축을
분석하고 관련 부처 간 상호네트워크체계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문화관광부의 역할을 강
조하였다. 위 연구는 문화교류에 대한 거버넌스 접근이기에 문화거버넌
스 각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한류문화융성을 연구하는 본 연구와는 다
소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모형을
정립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공용택(2011)은 도시와 기업의 민관협력 문화마케팅 관점에서 사례를
통해 그 구조를 탐색하고, 도시와 기업의 동등한 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
로운 민관협력 문화마케팅 구조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인 도시, 기업, 시민 및 소비자의 역할을 밝히고, 문화거버넌스
구조는 도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시민과 고객에게 문화영향력을 발휘함으
로서 문화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상생하는 효율적 협력 형태임을
밝혔다. 위 연구는 민관협력 문화마케팅 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한류문화
융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도시와 기업, 시민의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상호작
용과 관련하여, 주체별로 구체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오수길 김흥수(2004)는 문화축제와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의 문화거버
넌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연구방법으로는 사
람들의 주관성을 파악하여 가설을 탐색하는 것에 유용한 Q방법론을 적
용하였다. 이를 통해 적극적 정부개입 지지형, 문화적 특성 인정형, 민관 협력 지향형 등의 세 가지 담론유형을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서 각 유형의 관점들을 다양한 요구들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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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지표 정립에 대한 연구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채원호 주동범(2003)은 일본의 문화거버넌스를 연구함에 있어, 거버넌
스 시각에 따라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 외에 기업
메세나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
공까지 포괄하여 폭넓게 문화행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문화정책의 다원화기로 불리는 1990년대 이후, 문화
행정이 거버넌스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시기에 공사(公私)간의
역할분담과 연대가 이루어져 문화정책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전유물이라
는 종래의 의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가 문화입국의 실현을 위하여 첫째, 질 높은 생활의 실현과 문
화, 둘째, 교육과 문화, 셋째, 경제와 문화, 넷째, 정보화와 문화, 다섯째,
국제화와 문화, 여섯째, 지역과 문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 과제를 설정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는 본 한류문화거버넌스 연구에 있어
서 문화행정의 범위를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콘텐츠정책 외에도 다른 영
역까지 더불어 폭넓게 이해하도록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미애(2011)는 2000년대 일본정부의 단일민족국가관으로부터 다문화
공생으로의 인식변화와 그를 위한 조건정비 측면에서의 다문화공생의 거
버넌스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외국인정책이 다문화공
생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의 실시주체로서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각각의 시책 및
활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일본정부의 다문화 공생시책은 시민사회-지자체-중앙정부로 이어지
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로서 중앙정부가 사회변화에 가장
늦게 대응하였음을 밝혔다. 위의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맥락 요인과 그로 인한
정책적 수용 과정을 본 연구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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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순(2006)은 중앙집권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강
사풀제’사업을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의 문화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애니메이
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추진체계 고려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 예술교육사업’
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의 사업 주관 기관 특성, 교
육프로그램 유형, 거버넌스 행위자간의 파트너쉽, 교육자원의 서울집중도
등이 지역사회 기반의 애니메이션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추진체계를 설정
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 유형
을 ‘문화예술 연계형’과 ‘애니메이션 특화형’으로 구분하여 거버넌스를 구
성하는 행위자간의 역할 분담 구조와 파트너쉽 구축 방안을 개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문화거버넌스를 유형화 하고 행위자 간의 역할 분담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유형화에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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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분석틀
이종열(2007: 128)은 문화교류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교류를 위한 정책
구상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 또는 시민단체와의 공생 중심의 상호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전 국가적 협력체계(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관련 부처들의 상호 네트워크 체계를
통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서, 총괄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은 문화관광부로, 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중앙
정부에서는 외교부, 정보통신부, 산자부 등을 들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문
화재단, 기업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거버넌
스 모형을 도식화 하였다(이종열, 2006: 48-49).
의제 형성

<그림 1> 거버넌스 모형19)
공공 부문

정책 형성

민간 부문
문화 교류

문화 재단

국제 조직

정책 평가

정책 집행

19) 이종열(2007), p.128, <그림 1> 거버넌스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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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림1>을 재구성하여,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
버넌스 모형을 <그림2>와 같이 도식화 한다. 한류문화융성의 한류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네 가지 정책
과정과 ‘공공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네 가지 주체로 구
성하였다.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환류 및 위의 주체들의 한류문화거버넌
스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한류문화융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
화한 것이다.
<그림 2>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20)
의제 설정

정책 결정
한류 문화
수용층

공공 부문
한류
문화 융성
기획사

아티스트

정책 평가

정책 집행

위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한류문화융성의 거버넌스 변화
및 성공요인을 한류문화콘텐츠의 핵심 요소인 K-POP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 사례는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한
류문화콘텐츠 공연 사례이자,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성과인 ‘아시
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20) <그림 1>(이종열, 2007: 128)을 본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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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시기적으로 맥을 같이 하거나 정책적 배경요인이
되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위
정책과정에 따라서 시계열적으로 그 특징을 살피고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의 상호작용이 한류문화융성에 미치는 영향과 한류문화융성
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분석틀

한류문화거버넌스모형의 요소
의제설정
정책과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

분석대상
국정비전
국정기조
문화정책비전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제화 및
한류문화콘텐츠
정책
해당 정부 및 이후
정부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기타 정부기관 등
S.M. Ent.,
YG Ent.,
기타 음악산업
관계자 등
K-POP 아티스트
(가수, 작사가,
작 편곡가 등)
국내외
한류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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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정부 별 시계열적
비교분석>
김대중 정부(98.3-03.2)
노무현 정부(03.3-08.2)
이명박 정부(08.3-13.2)
박근혜 정부(13.3-현재)
<K-POP 성공 사례
분석>
아시아송 페스티벌
(ASIA SONG
FESTIVAL)
(2004-2014)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2011)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제2장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문화거버넌스가 민
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화프로젝트 성공수단으로 활용될 때에 네트
워크적 측면, 즉 각 주체의 역할과 주체 간의 상호작용 측면이 주로 논
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 거버넌스를 통해서 한류문화융성의 거버넌스
변화 및 성공요인을 K-POP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행위를 네트워크와 관련된 상호작용으로
범주화 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고, 그로 인한 한류문화 K-POP의 융성
을 측정 가능한 요소로 지표화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상호작용, 그 중에
서도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운영특성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이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융성’이다.

1.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정의
본 연구에서의 문화거버넌스는 문화체육관광부 뿐만이 아닌 범정부 기
획사 아티스트 한국과 해외의 문화 수용층 등의 각 주체가 선순환의 수
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한류문화의 융성을 이루는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정의의 범주를 한류 관련으로 세분화하여 한류문화거버넌스로 칭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의 분류에 의하면 협의의 개념, 즉 제3의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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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운영특성
한류문화거버넌스로 보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및 행위주체들 사이
의 긴밀한 네트워크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 주체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게끔 다양한 정책적 콜라보레이션 등의 매커니즘이 만
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1) 민관협력
문화거버넌스의 운영특성 중 하나는, 과거 정부 주도의 규제나 검열
위주의 정책과정이 민관협력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2000)에 따르면, 전통적인 정부가 차지해
온 지위와 역할이 새로운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바뀌
게 되었고, 그 행위나 주체도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
십 및 네트워크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김석준 등, 2000: 38). 따라
서 정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수행해온 공동체의 공익활동이나 공공
재의 생산이 정부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김석준 등, 2000: 38).

(2) 네트워크
문화거버넌스는 각 주체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구조적인 측면이며, 느슨한 연계의 구조
화 및 조직화이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는 공식화된 조직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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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형태나 모임의 형태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로는 정부에
서 지원하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문화진흥단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네트워크는 상호의존 구조(structures of interdependence)
라고 이해될 수 있다(김석준 등, 2000: 128). Frederickson(2000; 김석준
등, 2000: 129 재인용)에 따르면,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교환 및 상호협력,
공통의 이해, 공유된 신념과 전문적 시각을 통한 유대와 같은 공식적, 비
공식적인 모든 연계를 포함한다(Frederickson, 2000; 김석준 등, 2000:
129 재인용).
협력은 정책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라는 기제를 통해 발현되며,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 속에서 참여적 발전과 상호협력의 기제를 발전시
킬 수 있다(김석준 등, 2000: 128).

(3) 협업과 참여
문화거버넌스는 협업과 참여를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는 한류문화거
버넌스 내의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협업은 거버넌스의 각 주체가 상호협력 하에 공통의 정책목표를 이루
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여주의는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서, 참여주의는 내부 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 참여로서의 시민
참여로 나눌 수 있다(김석준 등, 2000: 82). 정정길(2000: 508-523; 김석
준 등, 2000: 82 재인용)에 따르면, 내부 참여로서의 분권화는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의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며, 외부 참여로서의 시민참여
는 시민 중심 거버넌스의 중요한 가치이다(김석준 등, 2000: 82). 참여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외부 참여로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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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것이다(김석준 등, 2000: 82).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특징은 ‘개방성 및 수용성 문화의 특수성 민관협
력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한류문화융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업
및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개방성 및 수용성’ 측면에서, 과거 정부 주도의 폐쇄적 정책과정을 거
친 규제와 검열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민관이 함께 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기획사 등의 민간의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의
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개방적인 특성이 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민간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류문화거
버넌스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수용적 측면 또한 보여준다21). 이는 대
형 시스템화된 기획사들을 통해 생성되고 있는 한류문화콘텐츠에 대한
기획사들의 전문적 노하우 등은 정부 주도적인 정책과정만으로는 습득하
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의 특수성’ 측면은 문화라는 분야 자체가 지닌 특수성을 의미한
다. 즉, 문화 자체가 전통적 정부(government)의 계층적 관료적 폐쇄적
정책과정의 소산이 아닌 태생적으로 민간이 어우러져야 나타날 수 있는
수평적 비관료적 개방적 속성이 있고, 명령과 복종으로 형성할 수 없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22)로서의 속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한류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류문화
콘텐츠정책 역시 상의하달(top down) 방식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듣는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의 특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민관협력23)’의 특성 또
21) 문화체육관광부(2013a), p.264, "'한류장관, 한류를 말하다'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전략> 우리는 (한류에) 개입할 의지가 없고 그럴만한 여건도 아니다. 다만 건강한 문
화콘텐츠 생태계가 되도록, 그리고 불공정한 게임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할 따
름이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지만 기획력이나 자본이 부족한 업체에 여러가지 지원을 연
결해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코디네이터 또는 복덕방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류정책이다.<후략>
22)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최초로 주장한 이론.
23) 문화체육관광부(2013a), p.256, "'한류장관, 한류를 말하다'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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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타나도록 한다.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가지 주체인 정부 기
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 간의 상호연계의 수평적 구조화를 들 수
있다. 예컨대 SMTOWN의 프랑스 파리 콘서트의 경우, 한류문화수용층
인 코리안 커넥션(Korean Connection)이 프랑스 한국문화원 및 문화체
육관광부와 연계하여 S.M. Ent.를 설득하여 SMTOWN 콘서트를 성공적
으로 유치한 바 있다24).
‘한류문화융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업 및 참여’는 갈등구조 해
소 측면의 거버넌스가 아닌, 협업하여 한류문화융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려 하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한류문화거버
넌스 주체들 전체가 협업하여 해외에 한류를 전파하는 일종의 마케팅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긍정적 국가이미지 또한 전파하고 있다.

장관 인터뷰"
<전략>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 협력사업도 기획하고 운영했다.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여 한류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후략>
24) 문화체육관광부(2013a), pp.100-103, "파리 K-POP 공연에 대한 단상 - 최준호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 전(前)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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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문화거버넌스와 정책과정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정책과정은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의 네 가지 과정에 드러난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의 요소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S.M. Ent.에서 열린 ‘대중문
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요 연예기획사, 대중문화 관
련 단체, 학계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듣고 연예산업 환경과 제도개선 방
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의 과정은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의제설정 및 정
책형성 과정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의 요소가 드러난 사례
이다25).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토론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해서 당시 자유업이었던 연예기획사의 등록제 전환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26)’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민간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법(2014)’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정
책과정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012년 한류문화진흥단 출범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문화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쌍방향 문
화교류 강화’라는 결론을 얻기도 하였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
손하지 않으면서 지원정책을 펼치고자 하였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
화방안’ 등의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4-6). 이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의 요소가 드러난 정책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 거버먼트(government)에서의 정책과정은 정부 주도로 배타적
으로 이루어지며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
외부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시민
25) 연합뉴스, 2011-03-25, “정병국 “연예산업 수익배분구조 개선 필요””
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2014)’, 박근혜 정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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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김석준 등, 2000: 82)하는 것은 거버넌스적 속성이라 하겠다.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2000)의 뉴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과정별
공공관리혁신 방안27)에 따르면, 정책의 조정 및 평가기능에 있어서 위원
회 체제의 활용, 팀조직화, 외부전문가의 계약 임용 등을 들고 있으며,
정책형성기능에 있어서 팀조직화를 통한 수평조직화, 고위직에 외부 전
문가 계약 임용, 정책집행기능에 있어서 민간화, 민관경쟁 및 관관경쟁
등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들고 있다.
정정길(2004)에 따르면, 정책과정(policy process)은 정책의제설정
(Agenda-Sett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집행(Policy-Implemen
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네 가지 정책활동의 연속적 과정
이다(정정길·성규탁·이장·이윤식, 2004: 12).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 또는 building)은 사회문제에서 일
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
책문제로 채택하고 다른 것은 방치하기로 결정하는 활동, 즉, 사회적 문
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정정길·성규탁·이장·이윤식, 2004: 13)를
의미한다.
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서 거론되면 이
를 해결하여 달성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대안들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 결과로서 나오는 산출물이 정책이다(정정길·성규탁·
이장·이윤식, 2004: 14).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란 결정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는 정책의 실현활동을 의미하며, 정책집행이 있으
면 정책결과가 정치체제의 외부인 환경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정책효과
와 정책비용으로 나누어지고 양자를 합해서 정책결과(policy outcome)라
고 부르거나, 정책충격(policy impact) 또는 정책영향이라고 부르기도 한
27)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2000), p.302, [표10-1] 정책과정별 공공관리 혁신의 방안
(원출처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1997: 176)의 자료를,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
영(2000: 301-302)이 [표10-1]로 재정리 및 요약)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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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정길·성규탁·이장·이윤식, 2004: 15).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집행이 일어난 이후에 집행과정이
나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적·지적 활동을 의미하며, 주로 정책
이 결정되고 집행된 후에(또는 집행 도중에 하는 형성평가도 있지만) 집
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정정길·성규탁·이
장·이윤식, 2004: 17). 이러한 정책평가는 체계적·과학적 방법에 의한 것
을 의미하며,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누어진다(정정길·성규탁·이장·이윤식, 20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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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문화융성의 성공지표
본 연구에서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행위주체는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
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즉, ‘정부 콘텐츠 산업계
아티스트 문화수용층’ 각각의 역할로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정리하
고, 그 상호작용을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로 파악하여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과정별로 그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정책적 노력들이 한류문
화의 융성에 어떠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류문화 융성, 특히 한류문
화콘텐츠로서의 K-POP 사례에서 성공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K-POP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적 성공 문화적
파급성 해외 인지도 제고’등을 성공지표로 삼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지표의 경우 본 연구사례와 같은 한류문화콘텐츠 K-POP 공연 사례
에는 직접지표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산업적 성공’의 경우 ‘해외 관람객 규모’, ‘문화적 파급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의 경우 ‘해외 방영 및 해외 언론 보도 건수’ 그리고
‘해당 공연 관련 동영상의 YouTube 조회수 및 업로드 동영상 개수’ 등
의 간접 지표를 K-POP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서 설정하
였다.
해외 방영 및 해외 언론 보도 건수, 관련 동영상의 YouTube 조회수
및 업로드 영상 개수의 경우,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다른 나라에 향유
될 수 있도록 영향의 범위가 넓어짐을 더불어 의미한다.
위의 경우, YouTube의 조회수는 미디어 및 유통경로의 변화, 문화수
용층의 접근 경로 변화 등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문화부의
정책 자료28) 및 빌보드 차트 데이터29)에도 반영된 바 있다. YouTube
28) 문화체육관광부(2013.3.28.)의 ‘K-POP으로 한류 세계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정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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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개설 여부 및 YouTube의 조회수와 조회수 순위, YouTube의 유관
콘텐츠 개수 등은 모두 대외적 인지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만약 K-POP 아티스트 개인별 성공 사례라면 진출 국가의 음원 차트
순위나 뮤직비디오 등의 YouTube 조회수 등도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
의 연구사례인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은 일종의 이벤트적인 성격의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사
례의 성공지표는 ‘해외 관람객 규모, 해외 방영 및 해외 언론 보도 건수’
및 ‘해당 공연에 관련된 YouYube 조회 수 및 동영상 업로드 개수’ 등이
중요한 간접지표가 되었다.
만약 본 연구의 사례가 개별 K-POP 아티스트의 성공사례라면 간접
지표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산업적 성공 및 K-POP 가
수로서의 문화적 파급성’으로 성공지표가 설정될 것이다. 성공여부 판단
시에도 개인의 성공 측면이 아닌 ‘K-POP의 성공사례’로 범주화하여 살
펴보게 될 것이다. 한 아티스트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쇼비즈니스
의 특성상, 이와 같은 범주화를 통하여 연구 주제에 맞는 성공사례와 활
동기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류문화융성의 측정 가능한 지표는 ‘진출 국가의 공신력 있
는 음악 차트 순위 음반 혹은 음원 세일즈 뮤직비디오 및 콘서트, 버라
이어티 쇼 영상 등의 종합적인 YouTube 조회 수’ 등이 될 것이다.
음악 차트 순위의 경우 일본은 오리콘 차트, 미국은 빌보드 차트, 그
외 아이튠즈(iTunes)차트로 한정하게 될 것이며, 음반 혹은 음원의 세일
점의 ‘K-POP 중요 성공지표’가 YouTube 조회수 및 수출증가율임을 도출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3.28.),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p.23)
29) 실제 빌보드 차트에도 2013년부터 미국의 데이터에 한하여 YouTube 조회수도 차트
산정에 산입되어 과거 에어플레이 횟수(Air Play;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산입하는 차
트 산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출처 - billboard News, 2013-02-20, “Hot 100 News: Billboard and Nielsen Add
YouTube Video Streaming to Platforms - Data enhances Hot 100 and other
Billboard charts to reflect online vide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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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는 각 차트의 데이터 및 각 기획사의 보도자료,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모두 참고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개별 K-POP 아티스트나 개별적 노래가 해외에서 대단한 인지도를
보이는 경우,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의 YouTube 조회 수 및 개
별 국가 별 조회 수는 전 세계 및 각 지역에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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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각
주체의 역할 및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K-POP의 성공사례 중 각각 한국
과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한류문화콘텐츠 공연 사례이자, 정부 한류문
화콘텐츠정책의 성과인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
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에 기반한 사
례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 조사 및 심층인터뷰에 기반한 사례 연구
본 연구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변화와 성공요인을 K-POP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보는 바,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문헌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에 기반한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종 정책자료,
한류 관련 각종 연구자료, 한류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과 시의성 등
을 감안하여 각종 기사 자료 등을 더불어 활용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 피면접자인 전문가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
닌, 본 연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 역할
을 한다(Glaser & Laudel, 2009; 정아름, 2013: 57 재인용). 한류 정책과
관련된 지식 및 K-POP과 관련된 음악 전문가적 지식과 음악산업계 종
사자와 현지 한류문화수용층이 장기간에 걸친 한류문화 체험을 통하여
습득하는 정보의 경우, 문헌조사 연구방법만으로는 도출할 수 있는 정보
의 깊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간의 인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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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부 관계가 형성되고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연예업계의 폐쇄성
을 고려하고, 한류문화수용층의 의견이 기존 미디어에 노출되는 범주 등
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심층인터뷰 연구방법을 문헌조사와 병행
하여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문화정책 전문가,
한류 문화 해외 수용층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각 분야의 경력 혹은 체험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각 분
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문화정책 전문가의 경우 정부 산하 기관 구성원이었던 이중적 지위의 인
사로 구성하여 습득되는 정보의 균형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인터뷰 대상자는 <표 2>와 같으며,
전문가 집단은 해당 직업군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를 고려하여 분
류하였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명은 모두 알파벳으로 처리하
였으나, 성별과 직업 및 비고는 인터뷰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
전 양해를 구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한다. 다만 인터뷰 대상
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성별 등을 바꾸거나 비고란에 자세한 개인
정보는 적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4년 3월 ~ 2014년 12월에 걸쳐 1회 1시간 ~ 3시간씩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모든 집단의 전문가에게 동일한 질문 목록을
통하여 한류문화콘텐츠정책, 한류문화콘텐츠, 개별 아티스트 관련 질문
등이 이루어졌으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통해
진행되었고, 답변에 따라 질문 목록에 없는 질문도 본 연구주제의 범주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심층인터뷰 방식은 주로 개별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해외 체류
중인 인터뷰 대상자들 및 공연 등이 임박하여 부득이 개별 면담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질문지를 발
송하고 연구주제 내에서 자유로운 답변을 서술하도록 하거나, 전화를 통
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서는 이메일, 전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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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병행되기도 하였으며, 추가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개별 면담 방식과 전화 인터뷰 방식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 동
의를 구한 후 녹취하고 이를 전사한 텍스트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구분
콘텐츠
크리에이터

<표 2> 심층인터뷰 대상자 목록
이름 성별
직업
A 여 가수 겸 작곡가
공연기획자 겸
B
남 대중음악 콘텐츠
프로듀서
트레이너 겸
C
남 보컬프로듀서
D
여 연주자 겸 편곡자
E

남

F
G

남
남

한류문화
해외 수용층

H

여

대중음악계
기획사

I
J

여
남

문화정책
전문가

비고
K-POP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정책 수혜자
전직 한류 스타
보컬 트레이너
K-POP
전직
학계 정책전문가 정부산하기관
구성원
연구자
구성원
정부산하기관
미국 거주, 미국
음악대학출신,
일본
작곡가 (재미교포) 2000년대의
및 미국의 한류
K-POP공연 등
10여년 현지관람
유관 업무 총괄 대중음악 관련
한류 스타 팬담당 전직 대형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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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석한 녹취록이 개방형 인터뷰의 단점으로 본 연구주제와 맞지
않거나 다른 장르의 논의로 전개되는 경우, 인터뷰 목록에는 명단이 올
라와 있으나 부득이 사례 연구 시 내용 기재를 누락하였음을 밝힌다30).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변화와 성공요인을 K-POP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의 경우,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한
국 대중음악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성공 사례 또한 다양하여 연구 대상
의 범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문헌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
뷰에 기반하여 연구주제에 맞는 특정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사례연
구 방식을 적용하였다.

30) 인터뷰 조사를 하였으나, 정책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의 정부정책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흡하여 해당 연구논문에 부합하는 인터뷰 응답으로는 부족하였다.
이에 따로 부록 처리를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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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시기적으로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이 형성되고,
한류문화콘텐츠가 태동한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범주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한류문화콘텐
츠 공연 사례이자,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성과인 ‘아시아송 페스
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로 하였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로 이명박 정부까지의 한류문화콘텐츠정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
아 상호문화교류를 표방하나 노무현 정부 시기 한류확산조성 사업 부분
의 국고 예산으로 제작되고31),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및 K-POP
아티스트의 홍보, 범 아시아권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성과 및 목표로 하고 있기에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성공사례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MTOWN LIVE인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경
우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글로벌화의 신호탄이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공식 후원하는 등,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관관협력 및 민관협
력·네트워크·협업 및 참여의 속성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한류문화콘텐
츠정책의 성공사례로 보았다.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의 발표 기준으로 프랑스는 2013년 전세계 음반시장규모
31)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연구소(2006. 3.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음악 페
스티벌 사업 실행계획 연구’,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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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국가이며, 한국은 10위 국가이다32).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성공은
K-POP 한류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볼 수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세계
음반시장규모 TOP 10 국가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33)이 포진
해 있으므로 유럽에의 진출은 글로벌 진출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과 ‘2010 – 2012 한국
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K-POP 성공사례가 앞서 언급한 ‘산업적 성공 문화적 파급성 해외 인지
도 제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외 관람객 규모 및 해외 방영, 해외 언
론 보도 건수 등의 간접 지표를 통한 분석도 사례연구에서 함께 이루어
졌다.

32)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2014.4.1.),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billboardbiz, 2014-04-01, “IFPI's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U.S. at
$4.4 Billion, Germany Overtakes U.K.”에서 재인용)
33)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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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연구
제1절 한류문화콘텐츠정책과 K-POP의 흐름
1. 한류의 흐름 : K-POP을 중심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맥락요인으로서 한류의 흐름을 K-POP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한류의 변화단계마다 나타나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다.
<표 3> 한류문화콘텐츠(K-POP, K-DRAMA) 연대기34)
연도
이슈
국가
장르
‘사랑이 뭐길래’, 중국 CCTV 중국 K-DRAMA
1997 드라마
방영 히트
1998 클론, 대만 차트 2위
대만 K-POP
중국 북경 콘서트, 중국 언론 중국 K-POP
2000 H.O.T.,
이 ‘한류’로 보도
2002 보아,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1위
일본 K-POP
2003 배용준, 드라마 ‘겨울연가’ NHK 방영, 일본 K-DRAMA
- 2004 욘사마 신드롬
2005 이영애, 드라마 ‘대장금’
전세계 K-DRAMA
2007 동방신기, 일본 오리콘 싱글 차트 1위 일본 K-POP
싸이, ‘강남 스타일’ ‘빌보드 HOT100’
2012 차트 2위, 영국 UK 싱글차트 1위 등 전세계 K-POP
해외37개국 아이튠즈(iTunes)차트 1위
전지현, 드라마 ‘별에서 온 그 중국 K-DRAMA
2014 김수현,
대’ 중국 히트
34) 주요 일간지 기사 등을 토대로 본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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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요인을 살펴보면, K-POP 한류는 갑자기 등장한 시대적 우연
이 아닌, 기존에 형성된 K-POP문화와 정부의 각종 문화산업 진흥정책
이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김영삼 정부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및 듀스 등
으로부터 촉발된 10대 및 20대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댄스음악의 문화적․
상업적 성공은 흑인음악에 한국적 정서가 강렬하게 가미된 독특함이 있
는 K-POP 콘텐츠 특유의 음악적 토양을 다졌고,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비주얼과 힙합을 기반으로 한 댄스가 더해져 K-POP 스타일을 종합적으
로 구현했다.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사태로 구체화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제 폐지 및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정부의 각종 문화산업
진흥정책은 자유로운 창작 문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서
태지 스스로 공식팬클럽을 해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규모화 된 틴
에이저 팬덤의 등장 또한 밀리언셀러 음반35)을 양산하는 구매력을 입증
하여 틴에이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켓 형성의 시발점이 되었고, 공연윤리
위원회의 사전심의 폐지 운동을 벌일 정도로 사회적 발언권을 가지게 된
틴에이저 팬덤은 K-POP 문화의 한 단면이 되었다36).
35) 서태지와 아이들의 2집 앨범 ‘하여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음반판매 200
만장을 돌파(220만장 이상)하였다. 이는 당시 소위 길보드 차트로 불렸던 길거리 해적
판 문화, 레코드 소매점에서의 카세트테이프 녹음 판매 등이 만연했음을 감안하면 합법
적인 음반 구매로 모든 수익이 고스란히 ‘스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충성도 높은 10대
팬덤 위주의 새로운 마켓의 형성으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제2, 제3의 서
태지를 제작하려는 기획사들이 서태지 은퇴(1996) 이후 무주공산이 된 10대 문화수용층
을 타겟으로 하는 아이돌 시장에, 서태지가 개척한 사회비판이 가미된 한국적 정서의
댄스뮤직과 화려한 군무를 앞세워 뛰어든 것도 시장경제의 논리상 당연한 수순이었다.
36) 네이버연예, 2014-10-23, “[스타타임라인] ‘END가 아닌 AND’ 서태지의 약속 18년
후…”
<전략>서태지와 팬. 서태지에게는 공식 팬클럽이 없다. 서태지는 1993년 2집 활동 당
시 자신의 팬클럽을 직접 해체시켜 버렸다. 팬클럽이 조직화되면 그 가운데 권력 구조
가 발생하고 이 구조는 상업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서태지의 생각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직접 자신들의 공식 팬클럽을 해체 시켜버렸지만 팬들의 응집력은 더
욱 강해졌다. 앞서 언급한 '공륜폐지 서명운동'이나 ‘황색저널리즘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광고 철회 운동’, ‘가요순위 폐지 운동’, ‘저작권 투쟁’, '방송심의 연대서명', ‘서태지
와 아이들 기념사업회’ 등은 팬클럽 없는 서태지 팬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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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서태지의 은퇴 이후 1996년 가을 S.M. Ent.에서 선보인 H.O.T.
는 서태지가 개척한 사회비판을 가미한 강렬한 댄스 음악과 10대 청소년
들의 화려한 군무와 함께 본격적인 아이돌 시대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
었다. H.O.T.의 공식팬클럽인 ‘Club H.O.T.’는 10만 명 이상의 유료가입
자로 화제가 되었으며37), S.M. Ent.는 팬클럽 유료 가입 등의 각종 수익
사업으로 음반 및 공연 외의 성공적인 수입원을 창출하는 새로운
K-POP 사업모델을 시장에 안착시켰으며, 이는 한류 K-POP 비즈니스
모델의 원형이 되었다.
위와 같은 기존의 K-POP 문화 및 마켓 형성에, 김대중 정부 들어 댄
스가수 클론 및 S.M. Ent.의 H.O.T.의 중화권 한류 붐을 계기로 K-POP
한류가 태동하였으며, 가수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 또한 김대
중 정부의 정책성과 중 하나였던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하여 PC통신에
머물렀던 각종 팬 커뮤니티가 인터넷으로 활성화 되는 한편, 팬들이 자
체 녹화하여 제작한 고화질 방송 동영상 콘텐츠들이 해외 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면서 화려한 비주얼과 댄스가 가미된
K-POP의 매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H.O.T. 및 S.E.S.의 상업적 성공을 바탕으로 소속사 S.M. Ent.는 2000
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K-POP 기획사들
은 거대 시스템화 되었다. 또한 S.M. Ent. 소속가수들을 필두로 한국 아
티스트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 특히 아이돌 가수로서는 드물게
1998년 S.E.S.가 당시 일본 활동 중이던 강수지의 소속사 스카이 플래닝
을 통해 일본 시장에 도전했다38).
다. 서태지 팬덤의 활동은 이후 등장한 거의 모든 팬덤의 롤모델이 됐다. 자신이 사랑
하는 팬을 응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종의 NGO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후략>
37) 세계일보, 2007-11-06, “각 분야 연예인 최고 기록은?”
<전략>국내 최다 인원의 팬클럽 보유 가수는 그룹 H.O.T.다. 공식 10만 명, 비공식 인
터넷 팬클럽 26만 명 … <후략>
38) 엑스포츠뉴스, 2011-07-08, “[백종모의 백스테이지] 걸그룹 일본 진출사 ① ‘S.E.S의
실패와 슈가의 선전’”
<전략>S.E.S. (1998년 10월 일본 첫 싱글 발매, 오리콘 차트 최고 순위(이하 주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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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무로 나미에의 레이블인 일본 거대 음반사 AVEX TRAX 등
과의 협업으로 2001년 S.M. Ent.의 보아(BoA)가 일본에 진출하여, 2002
년 일본어 가창의 정규 1집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1위의 상업
적 성공을 거두는 등39),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의 양국 간 화해 무드에
서 기존 한국 출신 가수들의 엔카 위주의 진출에서 벗어나 일본 현지의
젊은 대중들을 겨냥한 댄스음악을 통한 본격적인 현지화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 신철의 CIA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의 S.M. Ent.와 함께
골뱅이(@)라는 서양 출신의 외국인 남성 2인으로 구성된 댄스그룹을 선
보인다. 그룹 골뱅이는 S.M. Ent.의 독자적이거나 주도적인 기획은 아니
었고, S.M. Ent.의 음반유통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S.M. Ent.가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혈연의 교포가 아닌 2005년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
경, 2006년 장리인, 2008년 슈퍼주니어-M의 헨리, 조미, 2009년 그룹
f(x)의 빅토리아, 엠버, 2012년 EXO-M의 크리스, 루한, 레이(Lay), 타오
등의 완전한 외국인 아티스트를 기획했음을 고려하면, 비록 해당 그룹이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으나 K-POP의 탈 아시아권 국제교류를 염두
에 둔, 시대를 앞선 기획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K-POP 프로모션의 지역적 범주는 S.M. Ent., YG Ent., JYP
Ent. 등의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기획사들의 기획력에 아티스트들의
재능과 노력이 더해져 중화권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확장된다. 1990년대
말 H.O.T.의 중화권 진출을 필두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S.E.S.의 일본진출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40). 2000년대 초 보아의 일본진
준): 싱글 37위·앨범 50위) 한국 최고 그룹으로 기대를 모았던 S.E.S.는 1998년 10월
일본에서 발매된 데뷔 싱글 앨범 '다시 만나는 세계'가 오리콘 주간차트 37위에 그쳤
고, 이후 6장의 싱글앨범과 3장의 앨범을 발매했지만 모두 50위 밖의 순위를 기록하며
참패했다. S.E.S.의 실패 원인은 현지 시장에 대한 경험 부족이 큰 원인을 차지했다.
<후략>
39) 매일경제, 2002-03-25, “보아, 일본 데뷔앨범 1위”
13일에 발매된 보아의 데뷔 앨범 ‘Listen to my heart’가 일본 오리콘 차트 앨범 부문
1위를 차지했다.<후략>
40) 특기할 점은, S.E.S.가 발매한 동일한 음반이 일본(일본어 가창), 대만(일본어 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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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상업적 성공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일본시장에 박정현, 이수영 등
의 많은 한국 가수들이 진출하였다. 이후 동북아시아 및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K-POP 콘서트가 각광을 받았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동방신기가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남자 아이돌은 현지 기획
사 쟈니스 소속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현지의 불문율을 깨고 많은 남
자 아이돌이 일본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2000년대 후반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1위의 음
악시장 미국에 자사의 K-POP 가수들을 진출시키는데, YG Ent.의 세븐
(2008), S.M. Ent.의 보아(BoA)(2008), JYP Ent.의 원더걸스(2009), S.M.
Ent.의 소녀시대(2011)가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이후 현지에서 직접 프
로모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SMTOWN이 프랑스(2011)에, 동방신기 해체
후 결성 된 JYJ가 스페인(2011), 독일(2011), 남미의 칠레(2012), 페루
(2012)에, 싸이(PSY)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진출하는 등 한류문화콘
텐츠로서의 K-POP의 영역은 2014년 현재 전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POP의 글로벌한 도약에는 싸이(PSY)의 사례에서도 드러나
듯, 과거와는 달리 YouTube등을 통한 온라인 사전 프로모션으로 물리적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춘 기술적 배경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한국어 번안 가창)에서 각기 다른 대중적 인기와 상업적 성패를 얻었다는 것이다.
S.E.S.는 일본에서 일본 정규 1집 음반 ‘REACH OUT’으로 음반판매량과 차트 순위 측
면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음반으로 대만 삼립 텔레비
전 HITS CHART 동양권 부문에서 11주간 1위, 1999년 연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 대
만의 경우 당시 일본어 가창 음반이 개방되지 않았던 한국과는 달리, 동양권 차트는 한
국‧중화권‧일본 음반의 각축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인기와 상업적 성공을 동시
에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S.E.S.의 대만 팬들은 당시 대만 발매를 전담한 현
지 레이블 Rock Records의 성공적 프로모션 등을 중요한 이유로 들기도 한다.
해당 음반은 2001년 한국에서 ‘Surprise’라는 한국어 번안 가창 음반으로 발매되어 ‘꿈
을 모아서’ 등의 노래가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높은 세일즈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MISIA의 ‘つつみ込むように...(감싸안듯이...)’의 작사‧작곡자인 시마노 사토시(島野聡)
작사‧작곡의 음악적 완성도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즉, 음악이나 가수 자체의
요인도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성공에 중요하지만 기획사의 현지화 프로모션 능력 등이
해외에서의 상업적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 S.E.S.가
당시 강수지가 소속된 일본의 스카이 플래닝과 계약하고 Vap에서 음반을 발매한 반면,
2000년대 초 진출한 보아의 경우 아무로 나미에와 하마사키 아유미의 일본 대형 음반
레이블 AVEX TRAX와 계약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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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국 위주로 이루어졌던 기획사들과 아티스
트들의 홍보활동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편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그 영
역을 확대했다. 일례로 S.M. Ent.의 보아의 2001년 3월 일본 현지 데뷔
쇼케이스41)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소속사 공식홈페이지42)를 통해 실
시간 동영상으로 생중계되었다. 이후 보아는 유사한 방식으로 2008년 11
월 ‘YouTube Live’를 통해 미국 데뷔곡 ‘Eat You Up’의 일본 공연을 딜
레이 중계(15~30분 딜레이 중계)했다43). 이러한 홍보 루트의 디지털 혁
신은 기존의 국지적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이론적으로는 전세계로 아티스
트 홍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 단초가 되었다.
가장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YG Ent.의 싸이(PSY)(2012)의 경우, 위의
미국 진출 가수들과는 달리 YouTube에 업로드한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면서 현지 프로모션 없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후 미국 현지의 대
형 기획사와 손을 잡으며 직접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 K-POP 가수들의 해외 진출의 경우, 현지 프로모
션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에서의 인기 유지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싸이(PSY)의 성공은 국경의 경계를 허무는 범주
를 넘어서,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새로운 도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K-POP의 국제적 확산은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
41) 헤럴드경제, 2005-07-02, “보아가 다른 한류스타와 다른 점은...”
<전략>보아는 2001년 3월,일본 도쿄 록본기 벨파레에서 열린 쇼케이스를 통해 데뷔했
다.당시 현장에는 국내 취재진 10명을 비롯 아시아에서 수백명의 취재진이 모였다.<후
략>
42) http://www.smtown.com
43) 마이데일리, 2008-10-27,“보아, 美日 생중계 무대서 미국진출 첫발…'유튜브 라이브'”
<전략>보아(BoA)가 세계에 생중계되는 라이브 무대에 올라 미국 진출곡 '잇유업(Eat
You Up)'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보아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
가 주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라이브 이벤트 'YouTube Live'에 출연하며 오
랜만에 무대로 컴백한다. 'YouTube Live'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도쿄에서 릴레
이로 펼치는 대규모 라이브 이벤트로,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
하 한국 시각 기준) 진행된다. 1부인 미국 공연은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샌프란시스코 포트 메인센터에서, 2부인 일본 공연은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도쿄
신키바 스튜디오 코스트에서 열린다.… <중략> …공연 실황은 미국 공연은 실시간 생중
계로, 일본 공연은 딜레이 중계(15~30분)로 'YouTube' 사이트를 통해 방송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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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확산에도 기여했으며,
정부의 세종학당44) 등의 해외 한글교육 프로그램이 K-POP 팬덤 등의
한류문화수용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류문화콘텐츠의 확산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 및 고
유의 문화와 결부되는 속성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속성은 때로는 국
가 간 외교행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일례로 보아는 2003년 일본 총
리관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한ㆍ
일 정상회담 만찬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류 붐 이래로 보아 및 배용준 등의 한국 스타들이 일종
의 민간외교관 역할을 했던 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45), 과거 규제와 검
열의 대상이었던 대중문화예술산업과 아티스트들의 한류붐 이후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에 대한 국제적 팬덤이 증가하자, 한류
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한류문화수용층과 기획사 간의 네트워크도 더욱
체계적으로 결속되었다. S.M. Ent.는 공식 Global FanClub의 운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으며, 2014년 현재 동 소속사 그룹 EXO
의 글로벌 팬클럽인 EXO-L은 2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46). 한
편 S.M. Ent.는 2012년 ‘뮤직 네이션(MUSIC NATION) SMTOWN 선포
식’이라는 가상 국가(VIRTUAL NATION) 선포식을 갖고, 여권 등을 발
매하는 등의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기도 했다47).
44) 서울신문, 2014-08-28, “[공직 파워 열전]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전략>문화정책국은 … <중략> …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순간적 열풍에 그치
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4개 나라에서 130여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
다.<후략>
45) 매일경제, 2003-06-04, “보아 한ㆍ일정상회담 만찬 초청받아”
46) 한국경제, 2014-09-01, “[특징주]에스엠, 2분기 실적 부진에도 '강세'…이유는?”
<전략>권윤구 동부증권 연구원은 “지나간 실적보다 하반기 개선될 실적과 다양한 수
익모델이 창출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동반신기, SM타운, 슈퍼주니어,
EXO 등의 콘서트가 매출로 인식돼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라
인, QQ 등 모바일 메신저 스티커와 게임, 구글·아마존·스포티파이 음원 매출 등으로 수
익원이 다각화됐다”며 “240만 명에 육박하는 EXO 글로벌 팬클럽인 ‘EXO-L’ 자체 플
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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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획사의 글로벌 마케팅은 내용 및 형식면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한류문화수용층에의 심리적 물리적 접근도를 높이고 있다. 일례로
SMTOWN 할로윈 파티는 2-3년 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속 아티스트
대부분이 참여하는 기업 행사로서 트위터 @SMTOWNGLOBAL에 사진
이 올라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팬을 겨냥한 일종의 현지
화 마케팅을 온라인상에서 뿌리내린 것이다. SM 소속 연예인들만 참석
하는 해당 할로윈 행사에서 SM소속 가수들은 Super Star SMTOWN(약
칭 슈스엠)이라는 자사 출시 음악 게임을 하며 온라인 게임 마케팅을 병
용한다. 해당 할로윈 파티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나 콘텐츠 스토리는 서양
문화권에 기반한 온라인 콘텐츠로서 전세계 K-POP팬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듯 K-POP 한류의 흐름은 기획사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티스
트, 한류문화수용층인 세계 각국의 팬, 그리고 정부의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을 기반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를 형성하며 인터랙티브(interactive)
한 발전양상을 보이며 심리적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글로벌화 되고 있
는 추세이다.

47) 스포츠조선, 2012-08-21, “[엔터비즈]이수만(SM) 제국, 위대한 실험인가 무모한 자신
감인가?”
<전략>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수장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국가 건설의 꿈'이 첫
삽을 떴다. 지난 18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을 메운 4만여 명은 한목소리로 '뮤직
네이션 SM타운(MUSIC NATION SMTOWN)'의 탄생을 외쳤다. 각 국가의 국기가 휘날
리는 가운데 이들은 '에스엠의 음악으로 전세계가 하나되는 가상국가(버추얼네이션)'를
출범시켰다. - K-POP 콘텐츠 사업, 이렇게 돈이 된다! 국가 건설을 선언한 이번 'SM
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Ⅲ' 서울 공연엔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 30여개국 음악 팬들이
몰려들었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뿐 아니라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등에서 달려온 팬
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공연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Ⅲ' 글로벌 패키지를 산
4000여 명도 포함됐다. … <중략> … 우선 이날 행사에 참석한 SM 팬들에게는 패스포
트가 발급됐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해 사진 및 개인정보를 받아 발급
된 이 패스포트를 소지한 사람은 SM이 주최하는 전 세계 공연 및 이벤트 참가 시 스탬
프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특전을 제공받는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M의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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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흐름 : 김대중 – 박근혜 정부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 별로 한류문화
콘텐츠정책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48). 본 연구 주제에 따라 <그
림 3> 좌측의 맥락요인 및 중앙의 정책, 우측의 성공사례 및 이하의 세
부 목차에 따른 정부 별 서술 모두 한류문화콘텐츠 중 스타시스템을 중
심으로 하는 대중문화콘텐츠, 특히 K-POP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 김대중 – 박근혜 정부 한류문화콘텐츠정책 흐름도
제1차~제3차
한류 태동기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일본대중문화개방
클론, 대만 차트
49)
형성]
2위(1998)
김대중 정부
‘한류’ 용어 확산
2차 개방(1999)
50)




․대중가요공연 :
2000석 이하 규모
실내 장소공연
3차 개방(2000)
․대중가요공연 :
실내외 구분 없이
전면 개방
․음반 :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

1998 - 200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

(1999)
 H.O.T. 중국 베
이징 콘서트(2000)

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99～‘03)(1999)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
초 마련 및 안정적 재원의 확충, 전략분야
중점육성 거점 조성 및 제작․수출 지
원51)
문화산업비전21(2000)52)
․음악산업 :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
(2000년 당시 18위)로 음악산업의 종합
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체제 구축, 해외
진출 거점 확보로 중국․동남아 시장 지
배력 확보
․영상산업 : 21세기 세계 주요 영상산업
국으로 도약 목표
․문화산업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 문화산

48) 각 정부 별,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처리를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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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2001)53)
21세기 문화대국․지식경제강국 구현목표
문화콘텐츠산업 종합 지원체제 구축, 문화
콘텐츠산업 급속성장 전망 및 문화콘텐츠
와 CT(Culture Technology)의 부상 - 국
가경쟁력 핵심과제로 전략적 대응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확
대54)
- 전략지역에 해외시장 진출 거점 확보
1차: 일본에 기 설치된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사의 활동 강화(‘01)
2차: 중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韓流”의 파
급 확산 지원(‘01)
3차: 미국 및 유럽 지사 설치 추진(‘02 이
후)
-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마
케팅 지원
- 경쟁력 있는 ‘스타프로젝트’ 발굴 및 집
중지원
-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행사 개최로 콘텐
츠 배급 기지화
- 문화콘텐츠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지원

한류 과도기
보아, 일본 오리
콘 앨범 차트 1위
(2002)


1998 – 2003.2.

49)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일본 대중문화 개방 현황', (박조원·김휴종·김형석·백유진, 2001
: 2 재인용)
50) 항류, 일류에 이어 한류라는 표현이 대만, 중국, 한국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 이후 한
국 문화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공식적으로 제작, 배
포한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음반 및 포스터의 제목으로 사용되어 확산 (장규
수, 2011: 168)
51) 문화관광부(2000.2.24.), “문화산업비전21 <요약>”, pp.2-4
52) ‘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 (‘99～‘03)’의 보완, 문화관광부(2000.2.24.), pp.7-19
53) 문화관광부(2001.6.),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1999년 발표된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99～
‘03)｣중 콘텐츠산업 분야의 사업을 보완 발전시킨 실천계획 : 동 자료 소개문 인용)
54) 문화관광부(2001.6.), pp.23-24
55) 박조원·현무암·이원정·권민아·지현숙(2005),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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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일본대중문화개방
55)

음반 : 일본어 가
창음반 전면개방
방송 : 대중가요
- 케이블TV․위성
방송 : 전면개방
- 지상파방송 : 부
분개방56) (국내에서
의 일본 가수 공연
중계 방영, 일본 가
수의 방송출연 및
일본어 가창) 단, 일
본어 가창 뮤직비디
오 제외


2004

아시아송 페스티벌
(ASIA SONG
FESTIVAL)
대중음악을 통해 아
시아 문화교류의 장
을 열고, 각국의 이
해관계 증진에 이바
지하기 위해 개최58)
․주최:
- 한국문화산업교류
재단(구 국제문화산
업교류재단)
(2004-2012)
- 아시아송페스티벌
조직위원회(2014년
기준)
- 사단법인 한국음
악 콘텐츠산업협 회
(2014년 기준)
․후원: 문화체육관
광부(2014년 기준)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질적 성장]
노무현 정부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
(2005)57)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
화(Culture)의 3C를 활용한 문화․관광․
레저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목표
1. 국제수준의 문화산업시장 육성 : 디지
털 융합시대의 핵심 문화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1) 음악산업 : 2010년 아시아 음악강국
실현
1) 음악산업 :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i) 산업 및 유통구조 개편을 통한 시장경
쟁력 강화
ii) 해외 시장의 전략적 개척 지원
2) 음악산업 : 추진방안
i) 디지털 음악시장 유통구조 개선
ii) 독립음악제작사(Indi-label) 지원
iii) 해외 음악시장 개척
(2) 방송영상산업 : 2010년 방송영상 선진
국 진입
2. 문화산업 유통구조의 혁신
3. 저작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 : ‘한(韓) 브랜드’ 세계화 지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2006)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003 – 2008.2.

2004 - 현재

56) 박조원·현무암·이원정·권민아·지현숙(200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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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류

배용준 욘사마
신드롬, ‘겨울연가’
일본 붐(2003-2004)


제2차 한류

동방신기 일본
오리콘 싱글 차트
1위(2007)


K-POP 가수들의
미국 진출 도전
세븐(2008)
보아(BoA)(2008)
원더걸스(2009)
소녀시대(2011)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도약]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2012(2008)59)
1. 문화 비전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60)
2. 4대 목표
․멋있는 한국인 : 창조적 문화 예술의 나
라
․잘사는 한국인 : 콘텐츠산업으로 부유한
나라
․정겨운 한국인 : 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
광의 나라
․신나는 한국인 :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
기는 나라
3. 추진전략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소통과 개방의 전략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4.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2009~2013)
제 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1~2013)(2011)61)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5.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 기반 강화
콘텐츠산업진흥법(2010)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개관(2011)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2011)62)
- 5대 추진 전략 1. K-POP의 경쟁력 확보
2.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3. 비즈니스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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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류

남미 및 유럽
K-POP콘서트 개최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2011)

K-POP
WORLD
FESTIVAL
[1,2회 이명박 정부]
․주최: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
외교부, 문화체육관
광부, 창원시, KBS
(2011년 기준)
[3,4회 박근혜 정부]
․주최: 외교부, 문
화체육관광부, 창원
시, KBS (2014년 기
준)
․내용: 각국 해외문
화홍보원 주관 예선,
본선 진출자 한국
초대, K-POP 스타
및 기획사 멘토링
후 창원시에서 본선
및 축제 (2014년 기
준)64)

2011 - 현재

4. 해당 지역과의 상호 호혜 교류 환경 조
성
5. 대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한류문화진흥단(2012)

2008 – 2013.2.

싸이(PSY) ‘강남
스타일’,‘빌보드
HOT100’ 차트 2위,
영국 UK 싱글차트
1위 등 해외 37개
국 1위63)(2012)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발전]
박근혜 정부

콘텐츠산업 정책비전(2013)65)
1.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2. 국정기조: 문화융성
3. 추진방향
(1)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 예술인 창작지원과 안전망 구축
(2)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3) 문화국가 만들기
4. 추진기반
(1)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문화재정2%,
문화기본법)
(2) 문화의 가치를 전 부처로 확산
(3) 국민 생활과 현장에서 ‘문화융성’ 실천
5대 콘텐츠 육성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K-POP, 영화, 방송콘텐츠 등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장르를 집중 육성
- 음악: K-POP 공연장 건립(’13～’16년)
및 글로벌뮤직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개최
(‘13.10) 등을 통해 아시아음악산업 허브화
(K-POP 공연장: 일산 한류월드, 1만 5천
석 규모, 체험 형 대중음악박물관 등)66)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2013.7.)
정부 범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화융성추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2014)67)
1. 정책비전: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2.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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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지속

EXO 및 다수의
아이돌 그룹의 글
로벌한 인기 (2013)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2) 인문․전통의 재발견
(3)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4) 문화가치의 확산
-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문화기본법(2014)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
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대중문화산업법)(2014)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
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
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

2013 - 현재

57) 문화관광부(2005), “문화강국(C-KOREA) 2010”
58)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asiasongfestival.com)
59) 문화체육관광부(2008.12.), “문화비전 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
습니다”, p.14
60) 문화체육관광부(2013c),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1.총괄”, p.18
61) 문화체육관광부(2013c), p.65
62) 문화체육관광부(2011.6.22.),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012 음악산업백서>: 433에서 재인용)
63) 문화체육관광부(2013e),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3.콘텐츠”, p.239
64)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국내스마트관광팀 담당자 허락 하에 논문 게재)
http://korean.visitkorea.or.kr/kor/inut/where/festival/festival.jsp?cid=1388273
65) 문화체육관광부(2013.3.28.),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가 있는 삶, 행
복한 대한민국”
66) 문화체육관광부(2013.3.28.), p.20
67) 문화체육관광부(2014.2.13.),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융성, 국민 체
감의 시작”

- 69 -

(1)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문화산업정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집
중 육성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CT(Cultu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문
화콘텐츠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정책’의 정
책기조에 맞춰서 문화콘텐츠의 진흥 정책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수립하
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 등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문화산업 인프
라 구축과 자금 지원에 힘썼다. 이와 관련 창작역량 확충을 위해 한국문
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1.6: 11).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음반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등의 성과(문
화관광부, 2000.2: 23)를 이루어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기획사들
이 코스닥 상장 등을 통해 대형화 되는 것에도 정책적으로 일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대중문화콘텐츠의 특성상 각종 민관
협력 등을 통한 한류문화거버넌스 양상 역시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콘텐
츠정책에 있어서 민 관은 과거 규제와 검열의 시대로부터 지원과 상호협
력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이양하였다.
문화콘텐츠정책 중 한류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한류’가 본격화 된
1990년대 말부터 정책의 배경요인 및 성과 등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문화관광부(2000.2)는 한류의 중화권 인기에 주목하여 국내가요를 선정,
영어․일본어․중국어 음반을 제작하여 해외시장 진출 여건 조성에 힘썼
다(문화관광부, 2000.2: 93-94). 또한 문화콘텐츠정책의 해외 지원 범위를
연차적으로 미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계획을 세웠다(문화관광
부, 2000.2: 96).
김대중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자금 지원 및 문화산업 진흥 중
심의 정책적 움직임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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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세분화 전문화 하는 등 질적 발전 및 한류의 지속화에 힘썼다. 더불어
협치(governance)68)를 문화콘텐츠정책의 추진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정책
화 하였다.
특히 음악산업과 관련하여 2003년 3월에 발표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 K-POP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한 형태69)로 볼 수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 제정된 ‘음악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K-POP융성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류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등장하였다. 참여
정부는 동북아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아시아 중심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을 다양하게 펼쳤다(문화관광부, 2004.6.8.: 26). 노무현 정부는 한류의 세
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문화관광부, 2005:
46-48). 한류의 파급효과 관련,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문화관광
부, 2005: 10)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문화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류의 일방적 확산으로 인한 거부감 등을 해소(문화관광부,
2005: 19)하고자 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지
속 가능한 한류를 지원(문화관광부, 2003.3: 13, 43-46)하였고,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이 시행되었다(문화관광부, 2004.6.8.: 26). 또한, 한일 문화교
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양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특성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68) 문화관광부(2005), “문화강국(C-KOREA) 2010 –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p.18
69) 문화관광부(2003.3), p.13, <그림>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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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한류의 지속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 하는 동시에, 글로
벌한 범위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한류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여
건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류문화진흥단(2012)’
을 설립하는 등 정책 기구로서도 공식적으로 한류 관련 기관을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다70).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정책적으로 보다 전문화 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 관광상품화 등이 추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27).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2011)’을 발표하여, 5대 추진
전략으로 ‘K-POP의 경쟁력 확보’,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즈니스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 조성’, ‘해당 지역과의 상호 호혜 교류
환경 조성’, ‘대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등을 밝혔다71).
또한,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통해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
적 정비가 시급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였다72).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방송계, 연예기획사 등의 의견을 청취73)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계 표준계약서의 정책적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는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
거버넌스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70) 한류문화진흥단 출범 이전에는 문화침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한류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2-173).
71) 문화체육관광부(2011.6.22.),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433에서 재인용)
72) 문화체육관광부(2011.5.23.),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식(2011.5.12.)”
73) 연합뉴스, 2011-03-25, “정병국 “연예산업 수익배분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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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기치로 하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2013)’를 설립하는 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화융성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6조 원의 예산을 배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74).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 하여, ‘대중문화예
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2014)’을 법제화 하였고, 방송․영
화․음악 등에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 하도록 하였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3.28.: 22).
박근혜 정부는 상호문화교류의 기치 하에, 민 관의 연계 등을 통해 범
정부적,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을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주요 추진전략
으로 활용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4-36).
특히, 인프라 육성에 더불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대중
문화 문화예술 전통 문화 등의 한국 문화 전반의 지속적 세계적 확산을
추구하고, 세종학당 등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도 체계
적으로 연계(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8)하는 등 질적 팽창 또한 거
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를 이명박
정부로부터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2014년 11월 10일 한 중 FTA 타결로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중화
권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되었다75).
특히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는 기획사의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
라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역할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향후 지속
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74) 문화일보, 2014-09-18, “고용·복지에 115조 투입…‘창조경제’ 예산 17% 늘려”
75) 연합뉴스, 2014-11-10, “<한중FTA> 중국 내 한류 탄력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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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례1]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
1.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
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은 아시아 대중음악 교
류를 활성화 시키고,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전아시
아인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며76) “Asia is One”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국의 이해관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되는 아시아 대표 대중음
악 축제이다77).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한류가 일방적 문화수출이라
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아시아의 상호협력과 쌍방향 문화교류라는 인식
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78)”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에서의 한류문화
콘텐츠로서의 특성은, ‘아시아 중심 쌍방향 문화교류 한류의 일방적 전파
라는 부정적 이미지 지양79)’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중심’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론의 국정기조 및 당시 한
류의 지역적 범위가 아시아에 머무른 것에 기인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을 통해서도 이러한 특성을 볼 수 있다.
‘쌍방향 문화교류’는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기조 중 하
나로서, 이러한 상호교류와 협력에의 의지는 문화정책비전인 ‘창의한국
(2004.6.8.)’에도 드러나 있다.
‘한류의 일방적 전파라는 부정적 이미지 지양’은 노무현 정부의 지속가
능한 한류의 지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혐한류 및 반
76)
77)
78)
79)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http://www.kofice.or.kr) - 아시아송페스티벌
2014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asiasongfestival.com)
국정브리핑, 2004-11-24, “제1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2008.7.14.), “제5회 아시아송페스티벌 행사 운영·홍보 대행업체 선정”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jobView.jsp?pSeq=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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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등이 확산되면서 지속 가능한 한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
으며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역시 한류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결정 및 집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1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까지 11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행사의 출연국가 및 출연진,
관객 수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표 4> 아시아송 페스티벌 역대 결과(2004-2014)80)
구 분
제1회 <2004년>
일시 / 장소 2004. 11. 16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최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관광부, 주한 외국대사관, 한국관광공사, 삼성전
후원
자 애니콜81)
참가국 7개국 9개팀
(한국)보아, 동방신기 (일본)하마사키아유미
출연진 (중국)손남, 양곤 (대만)F4 (홍콩)여명
(태국)빠미 (베트남)미탐
관객
1만여 명 (해외 1,060명)
해외방영 국내외 10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35개 매체, 72건 보도
구 분 제2회 <2005년 - 2005 APEC정상회의 축하행사>
일시 / 장소 2005. 11. 11 / 부산 사직체육관
주최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후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BS, 삼성전자 애니콜
참가국 7개국 12개팀
이정현, 장나라, 이루 (일본)아아카와
출연진 (한국)동방신기,
나나세, 고토마키 (중국)최건, 우천, 손남 (대만)소유
80)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아시아송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asf.kofice.or.kr);
2013‧2014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
“ASF 역대 홍보 결과”, 내부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연도미상, 제공년도 2014b),
“ASF 역대 결과 보고”, 내부자료; 주요 일간지 보도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 재정리.
* 관객 수의 경우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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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 (홍콩)진혜림 (태국)라나코민스 (베트남)밀린
7천 5백여 명 (해외 1,460명)
국내외 10여 개 국
국내외 50개 매체, 200건 보도
제3회 <2006년>
2006. 9. 22 / 광주 월드컵경기장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구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
재단)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광주광역
시, 한국관광공사
10개국 13개팀
(한국)동방신기, 버즈, 씨야 (일본)아라시, 코다쿠미
(대만)TANK (홍콩)진혜림 (태국)카트리
출연진 (중국)손남
아 잉글리쉬 (베트남)호 쿠인 흐엉 (싱가폴)채건아
(필리핀)키치나달 (몽골)3Girls
관객
국내외 3만 2천여 명 (해외 2,920명)
해외방영 국내외 10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55개 매체, 220건 보도
구 분
제4회 <2007년>
일시 / 장소 2007. 9. 22 /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주최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국정홍보처,
후원
SBS, ARIRANG
참가국 9개국 15개팀
(한국)동방신기, 이효리, SG워너비, 슈퍼주니어
마이 (중국)조미 (대만)장혜매
출연진 (일본)쿠라키
(홍콩)양영기 (태국)GOLF&MIKE (베트남)람 츠엉
(필리핀)바비 알말비스 (인도네시아)피터팬
관객
국내외 4만 5천여 명 (해외 4,399명)
해외방영 국내외 10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80개 매체, 436건 보도
구 분
제5회 <2008년>
일시 / 장소 2008. 10. 3 - 5 /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관객
해외방영
보도건수
구 분
일시 / 장소
주최
후원
참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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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후원
참가국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방송교류재
단, SBS, ARIRANG
12개국 24개팀
(한국)샤이니, 2PM, U-KISS, 브라운아이드걸스, 동방
신기, SS501, 소녀시대, 신승훈 (일본)베리즈코보, 즈
안나, 윈즈 (대만)임유가, 비륜해 (홍콩) 막문위
출연진 치야
(몽골)비엑스 (싱가폴)조시궈메메 (태국)펙, 아이스
(말레이시아)린림 (베트남)호퀸흐엉 (필리핀) 리버마
야 (인도네시아) 아그네스 모니카
관객
국내외 5만여 명 (해외 5,000명)
해외방영 국내외 30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145개 매체, 734건 보도
구 분
제6회 <2009년>
일시 / 장소 2009. 9. 19 /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주최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서울특별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 SBS
참가국 9개국 14개팀
(한국)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2NE1 (일본)V6,
미히마루지티, (중국)리위춘 (대만)라지상
출연진 각트,
(홍콩)정이건 (태국)K-OTIC (인도네시아)아그네스
모니카 (베트남)호응옥하 (우크라이나)루슬라나
관객
국내외 4만여 명 (해외 4,200명)
해외방영 국내외 30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340개 매체, 1,400건 보도
구 분
제7회 <2010년 - G20 콘서트>
일시 / 장소 2010. 10. 23 /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구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
주최
단), 서울특별시, 유니세프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
후원
사, 한국방문의해, KBS
참가국 6개국 12개팀
(한국)보아, 비, 이승철, KARA, 2AM, 포미닛, 비스트
출연진 (일본)AKB48 (중국)장정영 (대만)정원창 (말레이시
아)광량 (태국)비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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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조직위원장 : 영화배우 성룡
관객
국내외 5만여 명 (해외 15,000명)
해외방영 국내외 35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400개 매체, 2,481건 보도
제8회 <2011년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구 분
개최기념>
일시 / 장소 2011. 10. 15 / 대구시 대구스타디움
주최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대구광역시, 유니세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BS
참가국 6개국 13개팀
(한국)비스트, 이승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지나,
출연진 U-KISS, 미쓰에이 (일본)AAA, 퍼퓸 (중국)주필창
(대만)하윤동 (홍콩)고거기 (태국)타타영
관객
국내외 4만여 명 (해외 10,000명)
해외방영 국내외 39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400개 매체, 2,385건 보도
구 분
제9회 <2012년 - 2012여수세계박람회>
일시 / 장소 2012. 8. 4 / 여수EXPO 특설무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주최
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나항공(협찬)
참가국 6개국 14개팀
(한국)김현중, 엠블랙, 틴탑, 타이거JK & t윤미래, 씨
제국의아이들, 에일리, B1A4, 용감한 녀석들(스
출연진 스타,
페셜게스트) (일본)아쿠아타임즈 (중국)웨이천 (대만)
임유가 (싱가폴)범문방 (태국)캔디마피아
관객
국내외 3만 8천여 명 (해외 1,200명)
해외방영 국내외 40여 개 국
보도건수 국내외 323건 보도
구 분
제10회 <2013년>
일시 / 장소 2013. 10. 9 /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주최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가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참가국 4개국 15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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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XO, 2PM, 블락비, 걸스데이, 제국의아이들,
다이나믹 듀오, 크레용팝, 노브레인, 이디오테잎, DJ
출연진 KOO(클론의 구준엽), 윙크, 슈아이, (일본)아오야마
테루마 (홍콩)G.E.M, (필리핀)M.Y.M.P / (한국)보아
(BoA), 슈퍼주니어, 씨스타 등은 영상인사로 참여82)
관객
국내외 1만 2천여 명
티켓 수익금은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캠
비고
페인에 사용83)
제11회 <2014년 –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구 분
전권회의>
일시 / 장소 2014. 11. 2 /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ASF 아시아송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사)한국음악콘
주최
텐츠산업협회, 부산광역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참가국 4개국 9개 팀
(한국)EXO-K, 블락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틴탑,
헨리, 레드벨벳 (중국)조미84) (대만)드림걸
출연진 걸스데이,
스 (인도네시아)아프간 (필리핀)카일라 (일본)EXILE
멤버 쇼키치
관객
국내외 3만여 명
14개국 방송 및 온라인 통해 실시간 생방송,
해외방영 아시아
KBS월드 채널을 통해 YouTube 중계85)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4b)에 따르면,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사업목
적은 ‘한국을 아시아 대중문화 허브로 대내외 제고’ 및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아시아 대중음악산업의 부흥에 이바지하고,
전 아시아인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는 혐한류 기류를 지양하고,
쌍방향 교류를 지향하며,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를
추구하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81) 조이뉴스24, 2004-11-18, “애니콜, ‘제1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 개최”
82)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2013-10-09, “‘2013 아송페’, 아시아★총출동..가을밤 수놓다”
83) 인터파크 홈페이지 -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매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3010221)
84) S.M. Ent. 소속가수, 슈퍼주니어에서 중화권을 타겟으로 하는 유닛인 Super
Junior-M의 멤버이다. M은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어를 뜻한다.
85) 노컷뉴스, 2014-10-31, “K-POP 열광 아시아팬들, 부산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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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를 표방하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개최 초
기부터 해외 주요 방송국과의 협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한류문화거버
넌스의 네크워크 구조를 해외 방송국으로까지 확장하였다. 예컨대 노무
현 정부 시기의 제1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한국의 KBS, 일본의 NHK,
중국의 BTV, 홍콩의 ATV 등86) 국내외 10여 개국에 방영 되었다.
이러한 홍보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도 연관되어 2007년 제4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후원에는 기존의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더
불어 국정홍보처가 참여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12년 제9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국내외 40여 개국에 방송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아시아 14개국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되고, KBS
월드 채널을 통해 유튜브에서도 중계되었다87).
역대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보도실적은 이하의 <표 5>로 정리한다.
<표 5> 2004 – 2012 역대 아시아송 페스티벌 보도실적88)
정부
노
무
현
정
부
정부
이
명
박
정
부

구분

2004년
국내외

2005년
국내외

2006년
국내외

2007년
국내외

35개

50개

55개

80개

매체

매체

매체

매체

72건

200건

220건

436건

2008년
국내외

보도
2009년
국내외

보도
2010년
국내외

보도
2011년
국내외

보도
2012년

145개

340개

400개

400개

국내외

매체

매체

매체

매체

323건

734건

1400건

2481건

2385건

보도

보도

보도

보도

보도

보도
실적

구분

보도
실적

86) 조이뉴스, 2004-11-18, “애니콜, '제1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 개최”
87) 노컷뉴스, 2014-10-31, “K-POP 열광 아시아팬들, 부산 집결”
88)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 “ASF 역대 홍보 결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연도미
상, 제공년도2014b), “ASF 역대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을 주된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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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홍보 네트워크의 확보 결과 국내외 매체들에 아시아송 페스티
벌이 <표 5>와 같이 다수 보도되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내부 자
료인 ‘ASF 역대 홍보 결과89)’에 따르면, 제1회부터 제8회까지 7928건이
보도되었으며, 특히 2011년 제8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홍보 기간 동안
해외언론보도를 제외하고 언론에 보도된 행사 관련 기사 및 방송 총
2385건을 ‘광고환산지수법’으로 측정한 결과 약 35억 3천만원의 홍보효과
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a).
이와 같은 국내외 홍보망을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다. 이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참가팀 수, 무대 시간 배분
등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K-POP 한류 스타 및 신인 가수들을 아시아
국가들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효
과를 거두었다. 이는 쌍방향 문화교류형 한류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를 추진하는 역대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89)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 “ASF 역대 홍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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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태
(1) K-POP 정책의 특성
한류문화콘텐츠정책으로서의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문화정책 비전인 ‘창의한국(2004.6.8.)’을 통해 ‘한류’관련 비전을
발표하면서,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
단’등 민간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 신뢰 증진을 추구하고
‘Asia Song Festival’을 개최하도록 하였다(문화관광부, 2004.6.8.: 26-27).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행사목적에 대하여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7.10.)은 ‘아시아 대중음악 교류와 화합’, ‘종합음악페스티벌로 발전,
한국과 서울을 아시아 최대 국제 음악 허브로 각인’, ‘국제 수준의 대중
음악 축제의 장’, ‘해외관광객 유치, 전략적 관광 상품화 활성화90)’, ‘한류
의 일방적 전파라는 부정적 이미지 지양, 상호주의적 대중음악 교류환경
조성91)’ 등을 들고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주최를 문화관광부가 지원하
는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산업교류재
단)92)이, 후원을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지속적
으로 맡았던 것도 결국 위의 정책과정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한류의
지속화를 지향하면서도, 혐한류 및 반한류의 확산을 지양하고자 쌍방형
문화교류, 상호협력을 지향하고 해외 관객들의 유치를 통하여 당시 노무
현 정부가 추진한 문화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한류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
킬 수 있는 국가 브랜드 파워를 강화(문화관광부, 2005: 19)하고자 하였
90)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7.10.), <제안요청서 - 제5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
(Asia
Song Festival 2008) 행사 운영·홍보 대행업체 선정>, p.3
91) 문화체육관광부(2008.7.14.), 제5회 아시아송페스티벌 행사 운영·홍보 대행업체 선정
(http://www.mcst.go.kr/web/s_notice/notice/jobView.jsp?pSeq=3990)
92) 2004년 제1회 – 2012년 제9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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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정책 목표 또한 개최 원년부터 아시아 10여 개국 주요 방송사에 방영
된 집행 과정을 통해 드러나 있다.
또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아시아 문화교류에만
한정 짓지 않고 국가적 행사와 다양하게 결부시키는 한 편, 지방자치단
체 등과 연계하여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공부문 간
시너지도 창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제2회는 APEC정상회의
의 축하행사를 겸했고, 제7회는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제8회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
렸고, 제9회는 2012여수세계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 현장에서 개최되
었으며, 제11회는 부산 ITU 전권회의를 기념하여 열렸다. 이는 국가적
행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홍보를 겸하는 효과도 있었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본 정책의 시행 주최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문
화체육관광부의 자료 등을 살펴보면, 개최 원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대중
음악축제93), 2014년 현재는 아시아 대표 대중음악 축제94)라는 긍정적 평
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지
속된 K-POP 한류행사가 아시아송 페스티벌 외에는 드물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성공지표 중 하나인 ‘행사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증명된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은 아시아
송 페스티벌의 내적, 외적 성과로서 ‘아시아음악산업리더포럼’ 등을 통한
아시아 음반산업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행사로서의 자리매김, 해외 관람
객 증가, 반한류 기류의 전환, 해외 매체 보도를 통한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 K-POP 신인 가수들의 아시아 홍보 효과를 통한 한류 스타로서의
성장 등을 긍정적 성과로 들었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저예산과 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아티스
트에게로의 최소한의 참가비 지급 등의 운영상 난점, 지자체 클러스터
연계의 지역 순환 개최로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경우 섭외 및 공
93) 국정브리핑, 2004-11-24, “제1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94) 2014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asiasong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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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운영상의 난점 등을 들었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언론의 경우에는 10대 팬클럽 위주의 관람 문화로 인하여 현장에서 빚
어지는 각종 문제, 아시아 가수들에 대한 사전 홍보물 부족 등의 행사의
미비점과 주최 측의 미숙함을 지적한 바 있다.

“22일 펼쳐진 제4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
다. 아시아 대중문화 교류의 장으로 음악을 통해 화합하겠다는 행사 취
지가 무색해졌다. 문제는 해외가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 <중
략> …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서 무명가수 취급을 받아야 했다. 객석 대
부분을 채운 10대 청중은 이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 <중략>
… 행사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 못한 주최측도 문제다. … <중략> … 내
년 5회 페스티벌에서는 소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입장권을 배포하는 방
식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5)“
신인 가수를 아시아 대중문화수용층에 알리고자 하는 신인상 시상에
대해서는 시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하였으며, 섭외한
아티스트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지적되었다.

“''2008 아시아송페스티벌''이 아쉬움 속에 끝났다. … <중략> … 아시
아 최고 가수상, 아시아 최고 신인 가수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팬들
이 많았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설명되지 않으면서 어떤 가수들이
상을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중략> … SS501 측은 "
기자회견장에 갔는데 좌석 등을 마련해주지 않아 회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주최측의 진행상 실수를 했으면서도
아티스트에게 이를 떠넘긴 것이다.<후략>96)”
95) 뉴시스, 2007-09-26, “아시아송페스티벌 후유증…화합은 커녕 ‘싸움질’”
96) 노컷뉴스, 2008-10-05,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쉬움 남기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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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연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행사 오프닝 지연과 음향 및 영
상 송출 사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1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하 아송페)이 음향사고와 공연 지연 등
미숙한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 <중략> … 당초 5시부터 시작되기로
했던 국내 신인가수 쇼케이스가 40분이나 늦어지면서 본 공연도 지연됐
다. … <중략> …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무대에서는 음향 사고와 영상
사고가 발생해 이들이 무대를 다시 시작하는 해프닝을 겪었다.97)”
아시아 탑 아티스트들을 섭외한 대형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못한 공연 진행 및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를 표방함에도 개별 무대에 부족
한 홍보, 시야 확보가 힘든 객석 배치도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아시아 별들의 공연은 최고였지만, 미숙한 운영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 <중략> … 하지만 10회에 달하는 역사와 주최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진행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 <중략> … 해외 아
티스트들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곡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 … <중략> … 이날 공연
티켓은 5000원 정도에 판매됐다.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역까지 판매
되면서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관객들이 발생했다.<후략>98)”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사례로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정책과정은 의제설
정, 정책결정, 정책집행의 개별 과정마다 민관 협력, 관관 협력, 네트워크
구조, 협업과 참여 등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속성은 노무현 정부의 문화산업정책 비전 중 하나인 지방자
치단체의 클러스터 연계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정책평가
97) 스포츠동아, 2011-10-17, “★들 총출동 ‘아시아 송 페스티벌’ 왜 이래?”
98) 노컷뉴스, 2013-10-10, “‘아송페’ 가을 밤 수놓은 아시아의 ★들…미숙한 운영 아쉬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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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 일방적 한류 확산의 지양 및 쌍방향
문화교류, 해외 한류 관람객 유치 증대, 한국 K-POP 신인들의 아시아
홍보 등의 본연의 정책 목표는 긍정적으로 달성하였으나, 대형 공연에
걸맞지 않는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라는 정책 취
지에 맞지 않는 홍보의 미비 등은 개선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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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관련된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99) 문
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등의 고정적 주최 및 후원 기관과 ‘서울특별
시 대구광역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한국방문의 해 G20정상회의준비위원
회 부산광역시’ 등의 각 해의 행사 특성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 등의 유동적인 후원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주최 측에
서도 매년 지차제와 클러스터 연계 개최를 표방하여 여러 개최지에서 개
최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본 연구에서는 10년 가까이 본 행사에 관련된 고정적 주최 및 후원 기
관을 중심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공공기관을 살피고자 한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상호 네트워
크와 협업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의지
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1회부터 9회부터 주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기관이다. 아시아문화산
업교류재단(2003)의 명칭에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동북아 균형론에 근거
한 정책방향이 드러나는데, 이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6)으로, 이명
박 정부에 이르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3a: 168-169). 동북아 균형론에 근거한 정책적 의도는
‘2008년 북경올림픽과 연계하는 등 아시아 대표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100)’이라는 국정브리핑(2004.11.24.)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2013a)는 한류문화진흥단(2012)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류’라는 용어의 사용과 부서 명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적으로
우려의 의견이 많았고, 문화 침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한류라는
99) 제1회 – 제9회 기준, 본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였으며 본 한류문화거버넌스
네 가지 주체의 특성 중 가장 특성이 유사한 공공 부문으로 포괄하여 서술.
100) 국정브리핑, 2004-11-24, “제1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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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류 관련
단체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에도 한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법정법인화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3a: 172-173).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부터 제11회에 이르
기까지 꾸준히 본 행사를 후원 및 주관하고 있으며, 2012년 아시아송 페
스티벌 측에서도 밝힌 바 있듯,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본 행
사에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101) 주된 후원 기관이다.
2006년

<표 6>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예산10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17,000,000원 320,000,000원 400,000,000원 340,000,000원
금액 730,000,000원
103)
104)
105)
107)
이상106)
* 2008-2011년의 경우 총예산이 아님.
101) 2012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http://asf.kofice.or.kr/)
102) 예산의 경우 외부 공개가 어렵다는 재단 측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언론 보도 및 2008-2011년 ‘ASF 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자료를 근거로 확보 가능
한 회차만을 본 연구자가 재정리하였다. 2008년-2011년의 경우 총 예산이 아닌 특정
성격의 예산만을 본 연구자가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103) 조이뉴스, 2006-09-24,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외화내빈’”
<전략>올해 아시아송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기관이
줄줄이 후원해 약 7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후략>
104)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7.10.), “제5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
2008) 행사 운영·홍보 대행업체 선정 – 제안요청서”, p.5
* (협찬 예산 제외) 용역금액 총예산: 약 517,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금액임)
105)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9.7.9.), “제6회 아시아송페스티벌(The 6th Asia Song
Festival 2009) 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 – 제안요청서”
* 용역금액 총예산 : 약 32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금액임)
106)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0.6.15.),““2010 아시아송페스티벌” 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
– 제안요청서“, p.3
* 소요예산: 400,000,000원 이상
* 확보예산: 100,000,000원 + 대행사 협찬금 300,000,000원 이상
107)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6), ““제8회 아시아송페스티벌” 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 –
제안요청서“, p.3
* 확보예산 : 34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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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2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한류확산조성 사업 부분의 국고 예
산으로 제작되었고108),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표 7>과 같
이 대부분의 회차에서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출연 가수
들도 최소한의 퍼디엄(공연체제비)만을 지원받고 아시아 국가 간 상호문
화교류라는 가치에 동참하였는데109), 이는 민간만의 사업이었다면 불가
능에 가까운 공적 사업의 특성이자 결실로 볼 수 있다.
<표 7> 2004 – 2014 역대 아시아송 페스티벌 입장료110)
정부
노무현
정부
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
박근혜
정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입장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2012년
조건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입장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구분

2013년

입장료

5000원112)

2014년
3000원113)

무료111)

5000원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수익의 경우, 제7회에는 ‘유니세프와 공동주최를
통해, 행사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여 아시아 톱스타와 함께하는 국제 자
108)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연구소(2006. 3.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음악
페스티벌 사업 실행계획 연구” (출처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cct.go.kr/), p.131
109)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6.9.7.), “아시아 9개국 톱스타, 빛고을 광주에 모인다”
(출처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공식 홈페이지 : 온라인 홍보실 KOFICE NOTICE
http://www.kofice.or.kr/g200_online/g200_online_01_view.asp?seq=6548)
110) 주요 일간지 보도 및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
리.
1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33000원) 구매자의 경우, 공연 무료 관람.
112) 티켓수익금은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쓰임.
(출처 – 인터파크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매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3010221)
113) 온라인 지정좌석 예매 잔여석(3층) 3000원, 그라운드 좌석 5000원
(출처 – 2014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http://asiasongfestival.com/2014/index.html#go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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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음악행사로서 대외 인지도 제고(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0.6.15.: 2)’
라는 행사목적을, 제8회에는 ‘유니세프(UNICEF)와 공동주최를 통해, 전
세계에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 자선음악행사(아시
아판 We Are The World)’로서의 대외 인지도 제고(한국문화산업교류재
단, 2011.6: 2)’라는 행사목적을 가지고 유니세프 등에 기부되었다114). 행
사 기관이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로 이관된 후에는 유료로 전환되
었으나, 티켓의 수익금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사용되었다115). 이와 같은 수익금 용처의 공익성 또한 아시아송 페스티
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후원의 경우 참여정부의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의지를
‘한류관광의 해 출범식(2004.3.5.)’ 등을 통해 드러낸 것(문화관광부,
2004.6.8.: 26)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와 관광산업의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비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해외에서 많게는 한 해에 1만 5천여
명 이상의 한류문화수용층들이 관객으로 참여하여 실제로도 관광산업과
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행사목적을 보면, ‘최고의 인기와 재능을 갖춘 아시아 각국
가수를 초청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관광객을 유치, 전략적 관광
상품화 활성화에 기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0.6.15.: 2; 한국문화산업
교류재단, 2011.6: 2)’ 등으로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전략적 관광상품임을
114) 뉴스타운, 2011-10-11, "'2011 아시아송페스티벌 주제곡 발표 및 유니세프 엔보이
임명' 특별 기자회견"
<전략> <2011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자선음악
제로서 모든 수익금을 빈곤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전 세계에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축제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제곡 음원을 발매하여 음원 판매 수익을
유니세프에 전액 기부하여, 동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는 극심한 기근 현상으로 고통 받
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지부티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사용
된다. 주제곡 ‘Dreams Come True’는 본 공연 피날레에 슈퍼주니어 동해와 소녀시대
서현을 포함한 아시아 모든 참가 가수들이 함께 부른다. <후략>
115) 인터파크 홈페이지 -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매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3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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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듯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한류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더불어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
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행사
개최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관 관 협력의 한류문화거버넌
스를 통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한국방문의 해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과 상호 연계하여 행
사 장소 및 행사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국가적 행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 경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은 앞서 살펴본 클러스터 연
계 개최 효과와 더불어 매우 유연한 네트워크 및 협업과 참여의 사례를
보여준다.
예컨대 2006년 제3회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광주올
림픽경기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창의한국 - 21
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2004.6.8.)’에서 제시된 한류 및 문화산업 관련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활성화, 광
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책 비전,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국
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전신) 등을 통한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의 교류행사 개최 등의 한류 관련 비전과 모두 연계되어 있
다. 이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인 광주아시아음악
타운(GAMT) 사업의 음악 축제 사업을 추진116)하던 광주광역시의 정책
목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이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아시아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
116)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연구소(2006.3.31.), p.1,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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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 <중략> … 이번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개최지역인 광주가 한류
관광사업과 연계되어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117)”
즉, 비단 해외 한류 확산에만 머물지 않고, 한류 관광객 유치를 지역
적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개최 및 지역 문화산
업 활성화의 정책적 가치 추진은 제11회까지의 아시아송 페스티벌 고유
의 특장점이었다. 이는 지역 축제에 드러나는 문화거버넌스의 양상에 한
류문화콘텐츠 중 특히 K-POP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 개방성 다수의 관
객이 즐길 수 있는 집단성 등의 특성이 결합한 긍정적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상 어느 지역, 어느 행사와 결합하더라도 민 관 그리고 방송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아시아 전역과 전세계가 함께 즐기며 융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함께
국가 내의 각 지역의 고른 인지도 향상, 국제교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014년 제11회부터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및 ‘아시아송 페
스티벌 부산 조직위원회’의 공동 주최가 확정되었다. 2014년 이후에도 부
산에서의 지속적 개최가 확정되었고 조직위원장을 부산이 지역구인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 맡는 등 한류문화거버넌스 상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참
여와 협업’ 전 분야에서 특정 지역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를 부
산의 국제적 대중음악행사 유치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 순환 개
최를 통한 지자체 클러스터 연계 및 한류관광객 유치를 통한 다양한 지
역에서의 지역경제 및 아시아 상호교류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목표의 특
장점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부산 국제 영화제(BIFF)와 같이 국제적 대중음악축제
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아시아 상호교류의 가치에 기여하는 한
류문화거버넌스 내의 긍정적 변화가 될지 여부는 국가적 지원 및 지방자
117)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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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의 협업에 달려있다고 본다. 특히 이를 통
해 변화된 지역적 접근성도 본 행사의 지속성 및 여타 지자체 시민들의
아시아 상호교류형 대중음악공연 향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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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사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있어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기획사의 역
할은 비단 민 관 협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관객 동원력 측면에
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로 조직적인 10대 팬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대
형 기획사 소속 가수들 중심으로 행사의 라인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류
문화콘텐츠로서 K-POP의 위상이 가진 스타시스템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함께, 흥행과 관련된 상업적 측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측면으로 보인다.
제1회(2004)부터 제11회(2014)까지 대한민국 대표의 면면을 기획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제1회의 경우 대한민국 대표는 S.M. Ent.의 가수들만으로 이루어졌으
며 보아(BoA)와 동방신기가 출연하였다. 이후 S.M. Ent.는 매회 행사마
다 빠짐없이 자사의 소속가수인 보아(BoA),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
시대, 샤이니, EXO, EXO-K, 헨리, 조미, 레드벨벳 등을 통해 참여하였
다. Y.G. Ent.의 경우 빅뱅, 2NE1 등을 통해 참여하였고, JYP Ent.는
2PM, 2AM 등을, DSP 미디어는 SS501, 카라(KARA)를, 일본에 다수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배용준의 키이스트는 소속 가수 김현중을 통해 참
여하였다.
이러한 대형기획사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
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류 스타인 소속 가수의 출연을 통해 다수
의 국내외 K-POP 한류 팬층을 결집시켜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흥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특정 기획사 소속 가수에 대한 모호한 기준의 시상
및 행사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제5회 행사에서 아시아 최고 신
인 가수상 수상과 관련하여 수상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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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아시아 최고 가수상, 아시아 최고 신인 가수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팬들이 많았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설명되지 않으면
서 어떤 가수들이 상을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샤이
니의 경우 한국 외 아시아에서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음에도 아시아가
주목하는 신인 가수상을 받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후략>118)”
2014년의 경우, 대한민국 대표 가수 7팀 중 4팀, 중국 대표 가수가 모
두 S.M. Ent.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가수이다. 이들 중에는 갓 데뷔한
레드벨벳과 같은 신인도 있다. 이와 같은 대형 기획사 위주의 라인업은
본 행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류 스타의 배출은 자본
력과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규모를 갖
춘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기획사 네트워크는 코스닥 상장사인
대형 기획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기획사에서 체
계적인 팬클럽 관리를 통해 결속력이 강한 글로벌 팬덤을 유지시키고,
이들이 결국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주요 관객이 된다는 점에서 본 정책의
지속적 성공 여부는 섭외에 응하여 본 한류문화거버넌스에 참여하고 협
업하는 대형 기획사들에게 비중 있게 달려있는 셈이다.

118) 노컷뉴스, 2008-10-05,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쉬움 남기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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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티스트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 중 아티스트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있어
서 독자적인 역할을 점하기보다는, 기획사와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통하
여 기획사와 결합된 형태로 행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
았듯 단지 해외 진출이 가능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성공 및 유지하고
한류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해외 인맥, 체계적 시스템, 유
통망 등이 더불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 서태지가 음반사로부터 인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가요계
의 선배들과는 달리, 신인으로서 모험에 가까운 1인 기획사를 세우고 스
스로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었던 시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정착 이후 대형 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법적 지위도 보다 관련 법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반
면, 대형 기획사들 역시 합법적으로 보다 견고히 체계적인 한류 스타 관
리에 나서면서 아티스트의 독자적 한류문화콘텐츠 생산이나 해외 진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경우, 기획사와의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공공기관과의 직접적
인 민 관 협력 네트워크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예컨대 동방신기의
경우 제1회부터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최다 출연, 최다 연속 출연한 가수
임에도 불구하고, 구 동방신기 해체 이후에 결성된 JYJ는 한 번도 아시
아송 페스티벌에 출연한 바가 없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최다 출연한 가수는 S.M. Ent.의 동방신기이다.
특히 동방신기는 비단 출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동원과 유지
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동방신기가 맨 마지막 무대
를 장식함으로써 다수의 관객석을 점하는 동방신기의 팬들 역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고, 이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흥행과도 결부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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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그럼에도 2007 아시아 송 페스티발이 표면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보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동방신기라는 국내 최고의 아
이돌 그룹의 공연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던 것이다. 동방신기를 보기
위해 모인, 객석의 대부분을 차지한 팬들은 공연 시작 4시간 이상이 경
과된 밤 11시 무렵에 드디어(!) 동방신가 등장한 후 시상식 진행이 완료
될 때까지 공연장을 지켰다. … <중략> … 가령 아시아 송 페스티발이
시작된 이래 국내, 국외 유일하게 4년 연속 출연 및 공연 마지막을 장식
해온 동방신기 없이, 과연 금년 아시아 송 페스티발과 비슷한 규모 관객
을 동원할 수 있을까. <후략>119)”
이러한 동방신기의 역할은 같은 소속사 S.M. Ent.의 슈퍼주니어, 소녀
시대, EXO 등의 대형 팬덤 동원력을 가진 아티스트에게로 이어지며,
YG Ent.의 빅뱅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취지에 걸맞게 참여하는 대한민국 아티
스트의 면면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는 한류 K-POP 스타들과
다양한 아시아권의 스타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정현, 장나라 등의 출
연과 대만판 ‘꽃보다 남자’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누린 대만의 F4,
일본의 아라시, 하마사키 아유미 등이 그러하다.
일본의 아라시의 경우에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출연을 아시아 프로모
션과 결합시켜 아시아송 페스티벌 측이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제3회 아시아 송 페스티발에 일본 대표로 참가한, 5명의 멤버로 이루
어진 그룹 아라시는 특히, 초청 가수로써 행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라시는 아시아 송 페스티발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체적인 홍보
활동의 하나로 하루 동안 아시아 3개국을 순회하는 독특한 이벤트를 진
119) 세계일보, 2007-10-02, “2007 아시아 송 페스티벌, 아시아는 있고 축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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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태국을 시작으로 대만에 이어 한국에 방문하였다. 이 이벤트는 …
<중략> … 아라시와 아시아 송 페스티벌을 동시에 홍보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제3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은 이제껏 단합할 계기
가 없었던, 아라시의 국내 팬들에게 공연 관람 및 응원을 위하여 한 곳
에 모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실제로 공연 후 SBS를 통해 방송된
영상을 보면, 객석을 채운 관객 중에 아라시를 응원하는 인원이 상당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중략> … 제3회를 맞이한 아시아 송 페
스티벌을 ‘아시아 축제’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120)”
또한, 아시아 상호 문화교류라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우크라이나 등에서 다수의 가수가 참여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 아시아
문화권의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문화교류를 하고 신뢰를 나누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내 문화예술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
고를 위해 ‘아시아 문화동반자 1만 명 확보’ 정책으로 일본과 중국을 제
외한 아시아 10여개 국가에서 10년간 1만 명 초청을 목표로 상호문화교
류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문화관광부, 2005: 48).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
은 맥락에서 해외 국가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문
화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80-81).
즉,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위와 같은 정부의 국가 간 상호 교류 및 인
적 교류를 통한 이해와 신뢰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른 아시아 문
화교류의 장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각 국가의 아티스트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긍정적 성공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아티스트의 출연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주요 방송사의
120) 세계일보, 2007-10-02, “2007 아시아 송 페스티벌, 아시아는 있고 축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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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를 가능하게 하고, 각국 국민들에게 파급효과를 내어 아시아 상호문
화교류의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출연진이 다수를 점
하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무대를 통해 한류문화융성의 선순환구조를 창
출한다. 일례로 일본 NHK-bs2, 중국 CCTV, 홍콩 TVB, 대만 AzioTV,
GTV 등121)의 방송사가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자국에 중계 방영하는 등,
2008년 제5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기준으로 국내외 30여 개국이 본 행사
를 방영하였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아티스트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통해
민 관협력의 성공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외 네트워크 구조를
이어나가 아시아 상호교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지속
적으로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관객 동원면에서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하는 성공요소가 되고 있다. 더불어 협업과 참여를 통하여 본 행사
외에도 신인 가수 위주의 전야제나 아시아 신인 아티스트 쇼케이스, 아
시아 아티스트들의 팬미팅 등의 부대 행사가 다수의 관객 동원을 통해
성공하는 것에도 일조하고 있다.
다만, 장르의 다양화, 중장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티스트의 출연
등은 개선점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정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 수차례
출연하는 동안, 지금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바운스’ 등의 음악으로 미국 등의 해외 한류팬에게도 어필하는 조용
필122)이나 ‘강남스타일’로 한류의 글로벌화를 이끈 싸이(PSY) 등이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다는 점은 정책목표인 아시아 상호문화교류의
K-POP 장르 및 연령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121) 마이데일리, 2008-09-17, “샤이니-2PM-유키스, '아송페' 전야제서 韓대표 신인 격
돌”
122) 스포츠한국, 2013-04-29, “[K코드 in LA] 10년 K-POP이 공존하는 LA”

- 99 -

(5) 한류문화수용층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 한류문화수용층은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경우 국내외 관객 및 국내외의 시청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한류 스타들의 팬인 해외 관객들과 국내외 시청자들이 한류문화거버넌스
에서 쌍방형 문화교류를 통한 한류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표, 즉, 한
류문화융성을 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 한류문화수용층의 역할은 ‘아시아송 페
스티벌의 지속화 규모의 유지 K-POP 한류문화의 확산’ 등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지속화’ 면에서, 한류문화수용층은 앞서 살펴
본 아티스트의 역할과 한류문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며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한다. 예컨대 동방신기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면, 객석의
다수를 점하는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본 행사를
성료할 수 있는 성공요인이 되고, 주최 측은 다음 해의 행사에 다시 동
방신기를 섭외하게 되며,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지속적 성공이라는 하나
의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규모의 유지’ 면에서, <표 8>을 참조하면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누적
관객수는 34만 5천여 명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아시아송 페스티벌
의 대형화에 성공한 것은 평균 4만 3천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것이 하나
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해외 관객의 참여도 두드러졌는데,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된 2010년의 경우 5만 여 명의 관객 중,
해외 관객은 1만 5천여 명이었다.
‘K-POP 한류문화의 확산’ 측면에서 다수의 해외 관객의 참여가 미치
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으나,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통
해 해당 숫자의 관객과 시청자만큼 K-POP 한류문화가 확산됨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동방신기의 출연을 일본의 NHK나 중국의 CCTV를 통
해 수차례 접하는 시청자의 수만큼 한류문화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활
성화 및 확산됨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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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04 - 2014 역대 아시아송 페스티벌 관람객 현황123)
정부
노

구분

무

국내외

현

관람객

정

(해외)

부
정부

구분

2004년

1만여 명
(1060명)

2005년

2006년

2007년

7천 5백여

3만 2천여

4만 5천여

명

명

명

(1460명)

(2920명)

(4399명)
2012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만여 명

4만여 명

5만 명

4만 명

(5000명)

(4200명)

(15000명)

(10000명)

2014년

이
명

국내외

박

관람객

정

(해외)

3만 8천여
명
(1200명)

부
정부
박

구분

2013년

근

국내외

1만 2천여

혜

관람객

명

정

(해외)

(미상)

3만여 명
(미상)

부

다만,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네트워크 결집력의 향상 측면, 아
시아 상호문화교류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 면에서는 고른 연령대의 관객
층 확산, 대한민국 이외의 아티스트에 대한 문화교류 등의 개선할 점도
있다. 아이돌 가수가 대부분인 K-POP 출연자들의 특성상 가족단위 관
객들보다는 10대가 다수를 점하는 측면124)은 출연 아티스트들의 연령 및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아시
아권 가수들을 접하는 아시아 문화교류보다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들을
123)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 “ASF 역대 홍보 결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연도미
상, 제공년도2014b), “ASF 역대 결과 보고”; 주요 일간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
자 재구성.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a)을 주된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124) 뉴시스, 2007-09-26, “아시아송페스티벌 후유증…화합은 커녕 '싸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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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한 참여 또한 적지 않다는 측면도 개선점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양상은 주최 측이 다양한 해외 가수를 소개하는 사전 팜플렛을 관
객수에 맞게 넉넉하게 배포하거나 디테일한 정보를 담은 사전 영상의 상
영 등으로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부분의 운
영 미숙125)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125) 세계일보, 2007-10-02, “2007 아시아 송 페스티벌, 아시아는 있고 축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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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POP의 융성에 미친 영향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인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
문화수용층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진 아시
아송 페스티벌은 ‘지속성 관객 동원 규모 최대 40여 개국에 육박하는 해
외 주요 방송사를 통한 중계방송 규모’ 측면에서 정책적 성공을 거두었
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융성, 즉 K-POP의 성공적 확산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서 작용할 수 있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주최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의 자체적 성
과 자료126)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속성’ 측면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의 양적 팽창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현재까지 총 11회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시아 혐한류 및 반한류 확산을 지양하고 아시아 상호문화교류의 장을
열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제1회와 제2회 아시아 송 페스
티벌은 한류확산조성 사업 부분의 국고 예산으로 제작되어 무료 공연으
로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인 관객 동원을 이루었다127). 즉, 이는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를 정책목표로 하는 동시에, 한류확산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일 사업의 지속성은 정부의 음
악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10년 이상의 사
업적 지속성은 아시아 문화권에의 K-POP을 통한 성공적인 지속적 교류
와도 연계되며 이는 관객 규모 및 해외 방송 송출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관객 동원 규모’ 면에서 앞서 ‘<표 8> 2004 - 2014 역대 아시아송 페
126)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 WEBZINE KOFICE - KOFICE ACTIVITIES 아시
아송 페스티벌의 발전방안 모색, 2008년 3월호, 통권 40호
127)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연구소(2006. 3.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음악
페스티벌 사업 실행계획 연구’ (출처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cct.go.kr/),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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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벌 관람객 현황’을 통해 언급되었듯 누적관객은 약 34만 5천여 명으
로, 그 중 해외 관람객들의 수치는 전체 관람객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더
불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5만 여명의 전
체 관람객 중, 1만 5천 여 명의 해외 관람객이 집계되는 등 성공적인 관
객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팀의 숫자 및 공연 시간 면에
서 행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K-POP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지고 이
는 K-POP 한류문화콘텐츠의 간접 확산으로 볼 수 있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 역시 해외 관람객 증가를 아시아 송
페스티벌의 대표적인 외형적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
기로 한다. 그에 따르면, 연도나 장소, 또는 개최지의 실내 외 구분에 따
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객의 증가는 한
눈에 느낄 수 있고, 2007년의 제4회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총 관
람객 대비 10%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국제적인 음악축제로 성
장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힌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또한, 이러한 성과를 통해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 단순한 일회성 음악
행사가 아닌 전 아시아인이 함께 하는 아시아의 축제로서 성장하고 있음
을 밝히며, 상호성에 기반을 둔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다양한
부가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이에 따라서, 매체를 통해 자국 내에서 즐기던 한국 문화산
업과 해당 국가의 정상급 스타들을 함께 보기위해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고, 그것이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통해 바라는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임을 더불어 밝혔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이후 2010년의 관람객 수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아시아송 페스
티벌을 관람하는 해외 관람객의 수는 총 관람객 대비 30% 이상으로 증
가하여, 최소한 아시아송 페스티벌 관람의 범주 내로 보더라도 한류문화
콘텐츠로서의 K-POP과 아시아 대중음악을 즐기는 해외 관광객의 다수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에 따르면 추석 전후로 개최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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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을 감안하여 1회부터 국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기에, 추후 본국에 돌아가 반한류 등의 부정적 기류를 잠재우는 구심
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국제문화산업교
류재단, 2008.2.29.). 이러한 문화적 전파나 부정적 기류의 전환은 계량화
된 성과지표를 통하여 밝힐 수는 없으나, 한류를 해외 관람객 초청을 통
한 상호문화교류를 통해 융성하고자 하였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
다.
이러한 관광객의 증가를 K-POP 한류의 확산에 대한 직접적 성공지
표로 연관시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일종의 간접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현상의 질적 확산에 대해서는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을 통해 살피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종 한류 성과자료에서도 직접지표보다는 문화산업
측면의 수출증가율128)이나 한류를 여행 동기 및 목적으로 하는 한류 관
광객의 증가129)를 간접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대 40여 개국에 육박하는 아시아 주요 방송사를 통한 중계방송 규
모’ 면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개최 초기부터 일본의 NHK, 중국의
CCTV 방영 등을 통해 다수의 채널을 확보하는 정책적 전략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결과 매년 아시아 대중문화권의 시청자들은 아시아송 페스티
벌을 시청할 수 있는 접근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로 출연하는 K-POP 한류 아티스트들의 노출 빈도 증가,
K-POP 한류문화콘텐츠 접근성 증가 등이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이 보는 성과와도 일치하는 지
표이다. 그에 따르면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한국의 KBS, SBS를 통해 매
128) 문화체육관광부(2013.3.28.)의 ‘K-POP으로 한류 세계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정부 관
점의 ‘K-POP 중요 성공지표’가 YouTube 조회수 및 수출증가율임을 도출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3.3.28.),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가 있
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p.23 자료 일부 인용)
129) 문화체육관광부(2013a), pp.120-122,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전략> 최근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급증한 데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
데, 한류를 중요 영향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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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방영되었고, 일본 NHK, 중국 CCTV, 대만 Azio TV, 홍콩 TVB, 싱
가포르 Channel U 등 아시아 10여 개국 이상 주요 TV에서 프라임타임
에 방영되면서 아시아 대중음악 교류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밝혔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또한, 아시아 각국 톱스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음악행사로 발돋움 하면서 아시아 유력매체들의
다수 보도 및 YouTube와 Google, Yahoo!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많은 접
속을 하고 있음을 성과로 제시하였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에 대하여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를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그
에 따르면, 다양한 해외 언론이 행사소식을 자국에서 전하는 것은 한국
이라는 국가도 함께 홍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보았다(국제문화산업
교류재단, 2008.2.29.). 더불어, 무국적성의 아시아 음악행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아시아 대표 음악 축제가 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아시아 대중음
악 교류의 중심에 한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시아인에게 각인될
것으로 보았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또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에 따르면, 아시아 송 페스티벌
의 기획 의도는 한국이 아시아의 문화 중심 허브로서 아시아 음악산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K-POP
신인 아티스트들을 아시아 대중문화권의 수용층에게 TV 및 각종 매체
를 통해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성과를 한류문
화콘텐츠로서의 K-POP 중심으로 요약하여 들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록그룹 “버즈”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출연 이후 일본 진출 계약을
하고, 오사카 등 일본 7개 지역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출연
당시 데뷔 1년이 되어가던 “동방신기”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 1회 출연
이후 일본 유수의 기획사 AVEX와 함께 일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2008년 현재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의 제2의 한류열풍 주역이
되었다고 밝혔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더불어 아시아 송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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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벌을 통해 아시아 신인상을 수상한 “이루”, “씨야”, “FT Island”의
경우 인기가 상승하여 각종 국내 음악 프로그램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하
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위에 제시된 구체적 성과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절대적인 요인이었
다기보다는 여러 성공요인 중 하나로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인상을 수상한 “FT Island”의 경우 일본에서, “이
루”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도 이러한 성과가 아티스트들 개인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국제 문화 교류와 공유를 통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상호 이해와 공영이라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는 성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국제문화산업교
류재단, 2008.2.29.).
2013년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카이스트와의 협업을 통하여 SNS 데이
터 분석을 통한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SNS상 인기도를 측정하는 연구영
역을 구축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산업통계자료를 도출시키는
등 새로운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130).
그러나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K-POP 한류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재
의 시점에서는 지역적 범주가 아시아권으로 한정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KBS 월드 채널을 통한 YouTube 중계를 통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듯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류 및 쌍방향 문화
교류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131).
130) 아시아경제, 2013-10-10, “10주년 맞은 '아송페' 성료…향후 이정표 제시에 큰 의
의”
131) 아시아경제, 2013-10-10, “10주년 맞은 '아송페' 성료…향후 이정표 제시에 큰 의
의”
<전략>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최광호 국장은 … <중략> …
“10년 전 한류가 동남아시아에 국한돼 있을 때 처음 기획됐던 아시아송페스티벌은 한
류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검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시아가 아닌
전 세계로 확장해 교류의 질과 양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11회는 ‘아송페’
가 다시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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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성공 문화적 파급성 해외 인지도’의 성공지표를 ‘산업적 성공’
의 경우 ‘해외 관람객 규모’, ‘문화적 파급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의 경
우 ‘해외 방영 및 해외 언론 보도 건수’ 그리고 ‘해당 공연 관련 동영상
의 YouTube 조회수 및 업로드 동영상 개수’ 등의 간접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앞서 ‘해외 관람객 규모’ 및 ‘해외 방영 및 해외 언론 보도 건수’를
<표 8> 및 <표 5>로 제시한 바, 본 사례가 2004 – 2012년 까지 확인
가능한 인원만으로도 4만 5천여 명의 해외 관람객이 관람하였으며, 8000
여 건의 국내외 보도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공연 관련 동영상의 YouTube 조회수 및 업로드 동영상 개수’의
경우, YouTube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로 검색할 경우 2014년 12월 3일
기준으로 15,300여 개의 영상이 검색되며, 최다 조회 수 순서로 정렬할
경우, 184,720회, 178,835회, 177,349회, 159,627회, 152,680회 등으로
(J-POP 아티스트 아라시 제외) 나타난다. 특기할 점은 조회 수 상위 업
로드 영상 18개(J-POP 아티스트 제외) 중 30%가 YouTube 내 KBS의
공식 K-POP채널인 KBS K-POP132)을 통해 업로드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한 요인으로서의 국내 방송채널의 협업과
참여의 파급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날 ‘asia song festival’로 검색할 경우 212,000개의 동영상
이 검색되며, K-POP 아티스트의 최다 조회수는 351,046회, 293,191회 등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YouTube 조회 수에는 한국인들의 조회 수도 합
산되어 있겠으나, 위의 상세 수치를 제시한 영상 댓글의 경우 대부분 해
외 팬들이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각종 간접지표를 통하여 본 공연이 K-POP융성에 미친 영
향이 물리적 수치상 대단히 크며,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
례임을 알 수 있다.
말했다.<후략>
132) http://www.youtube.com/KBS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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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송 페스티벌은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를 통하여
‘지속성 관객 동원 규모 최대 40여 개국에 육박하는 해외 주요 방송사를
통한 중계방송 규모’를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성과를 내었으며, K-POP
아티스트의 홍보와 신인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류문
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융성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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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 문화공동체133)’의 무국적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민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 시키고
홍보를 통하여 한류 관광객을 유치시키며, 기획사 및 아티스트와의 네트
워크 구조를 통해 한류문화수용층이 열광하는 대형 공연을 운영하고
K-POP 신인 아티스트들을 해외에 알리는 등134)의 성과를 내며 한류문
화거버넌스를 통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두드러진 특성을 갖고 있다.
한류문화거버넌스로서의 사례적 특성은 ‘아시아 중심 국가 주도형’으
로 볼 수 있다.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한류문화
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 중, 공공 부문의 주도적 행위가 두드러지게 드
러나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 발전론을 토대로 한 아시아 상호문화
교류 속성이 더불어 드러난다. 이러한 속성은 제1회부터 제9회까지 본
행사를 주최했던,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한류 관련
단체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68-169).
또한, 제1회와 제2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은 한류확산조성 사업 부분의
국고 예산으로 제작되었고(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연구소, 2006. 3. 31.:
131),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는 대부분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
사의 가장 고정적이며 장기적인 후원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
공사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과 연계되어 다수의 관객들을 통한
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정책적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목표와
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 중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한류문화콘텐츠의
속성상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시스템 및 유통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133)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6.9.7.)
134)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8.2.29.)

- 110 -

서 특정 기획사 및 소속 아티스트들이 매년 네트워크 구조화 되어 협업
과 참여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티스트들의 경우 관객 동원
력 한류 K-POP 스타로서의 아시아 대중문화권에서의 인지도 등이 고려
되어 섭외되고 있으며, 이는 행사의 지속성 및 흥행 여부와도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1회에서 제11회에 이르는 역대 행사
동안, 기획사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S.M. Ent.의 소속 가수들이 가장 많
이 행사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티스트 중에는 동방신기의
출연 빈도가 가장 높았다. 동방신기의 경우 행사 마지막에 무대 순서가
배치되어 대규모 관객을 행사의 마지막까지 유지시키는 역할도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 중 한류문화수용층은 국내외 관객 및 아시아
주요 방송사를 통해 본 행사를 시청하는 시청자들과 KBS 월드 채널의
YouTube 중계 등을 통해 행사를 접하는 전세계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직접 관람에 참여하는 해외관람객이 행사 초기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행사의 양적 팽창으로 대규모화 되면서
더불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류문화수용층을 통해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이 더욱
확산되고, 주최 측이 긍정적 성과로서 밝힌 바와 같이 본 행사가 한국의
신인 아티스트들이 한류 K-POP 스타로 성장하는 교두보가 되는 것에
위의 한류문화수용층 또한 하나의 성공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아시아 중심 국가 주도형’이라는 한류문화거버넌
스 속성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시작된 민관협력 및 관관협력, 한국
문화산업교류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그리고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네트워
크 구조, 공공기관, 기획사, 아티스트 및 관객 그리고 국내외 주요 방송
매체 등의 협업과 참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인 1회부터 4회까지는 동북아 중심 아시아 문
화상호교류라는 문화비전의 기치를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 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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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정부의 한류문화콘텐
츠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형성기를 거쳐 바야흐로 질적 발전을 이루는 지
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특성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동 기간 동
안 정부는 민관협력의 범주를 해외 아티스트 및 해외 방송사로 확대시키
고 지속가능한 한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주요 방송사와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류문화콘텐츠의 홍보를 넘어 일종의 국가
브랜드 마케팅에 가까운 전략적 교류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간 주도라면 많은 공연 개런티를 지불해야 하는 국내외 톱스
타들을 아시아 국가 간 상호문화교류라는 기치를 통해 최소한의 체제비
만으로 초청하는 등, 공공기관 주도 행사만이 가능한 특수성 또한 드러
낸다. 즉, 이를 통해 아시아 톱스타들이 본 행사에 참여하고 협업함으로
써 한류의 쌍방향 교류형 확산에 기여하는 지속적 결실을 맺은 것이다.
K-POP 한류가 아시아 각 지역에 인터넷이나 현지 공연 등을 통해 확산
된 반면, 이와 같은 아시아 톱스타들과 아시아 각국의 주요 방송사와의
협업은 K-POP 한류 아티스트들을 인터넷이 닿을 수 없는 각국의 안방
및 가족단위 시청자 층에 직접 닿도록 하는 밀착형 홍보 및 문화 접근성
의 극대화 또한 이끌어내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5회부터 9회까지는 노무현 정부의 특성인 지방자
치단체의 클러스터 연계적 특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국가적 국제 행사와
의 연계가 두드러지며, 이를 통하여 행사 자체의 국제적 인지도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위상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0년 제7회의 경우, ‘아시아 최대 대중음악 공연으로 떠오른 본 행사를
확대하여 종합음악페스티벌로 발전, 한국을 아시아 최대의 국제 대중음
악 허브로 각인’ 및 ‘아시아에서 최초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 축하 행
사 일환으로 개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음악행사로
서 대외 브랜드 인지도 도약 기회’ 등을 구체적 행사 목적으로 들고 있
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0.6.15.: 1-2). 2011년 8회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 불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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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행사 일환으로 개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음악
행사로서 대외 브랜드 인지도 도약 기회’ 및 ‘유니세프와의 공동주최를
통한 아시아 유일의 국제 자선음악행사(아시아판 We Are The World)
로서의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을 들고 있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1.6:
2).
즉, 노무현 정부 시기의 아시아 문화교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도, 본 행사 자체를 지속가능한 성공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이미지를 제고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노무현
정부의 한류의 확산과 국가 이미지 상승을 결부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 등의 설립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
미지 제고를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국제적 이미지의 질적 상승은 계량화할 수는 없
으나, 본 사업을 지속 발전시킨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각국의 기획사와
아티스트와의 협업에 힘입어 본 행사의 관람객이 이명박 정부 시기 평균
4만 3천여 명으로 양적 팽창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보다도 UN산하 기구인 유니세프 등
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협업’ 및 수익의 기부를 통해 드러나는 ‘공익
성’의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업
및 기부 활동을 통해 본 행사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더불어 상승시키는 질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지속화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서 본래의 아시아 상호문화교
류의 정책목표를 양적으로 충분히 달성하면서, 정책적 목표의 질적 발전
및 확장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콘텐츠로서의 페스티벌
이 가진 유연한 속성, 즉 어떤 정책목표나 이질적 속성의 국제 행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홍보적 속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10회와 11회는 주최가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
회135)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이 지속되면서 민관협력의 속성
135) 국내의 주요 음반사 및 해외 직배사 등의 회원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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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한편으로 보다 국내외 주요 음반사 등 민간의 역할이 두드
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속성은 티켓이 3000 - 5000원 등으로 유
료화 되고, 해당 수익이 본 행사의 근본 취지인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관
련 사용처가 아닌, 음반사들에게 보다 긍정적 요인이 되는 ‘음악산업발전
을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쓰이는 변화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제11회에는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아시아송 페
스티벌 부산 조직위원회’의 공동 주최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부산에서의
지속적 개최가 확정되었다. 조직위원장을 부산이 지역구인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맡는 등, 이를 부산의 대중음악 행사 유치로도 볼 수 있
다136). 반면, 다양한 지방에서의 개최를 통한 지자체 클러스터 연계 및
한류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목표의 특장점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카이스트와의 협업을 통하여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등, 장르의
다양화 또한 추구하고 있으며,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가온차트와
도 연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라는 기치를 유지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는 국가 주도형의 속성을 지속하면서도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 중, 기획사 및 음반사와 아티스트에
비중이 보다 이양되고 있는 속성 또한 보여준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
KBS 월드 채널의 YouTube 중계를 통한 실질적 글로벌화에도 노력을
더하여 보다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류문
화거버넌스로서의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변화는 본 행사 초기의 아시아
중심 한류에서 K-POP을 필두로한 한류문화콘텐츠가 글로벌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2회의 진행을 토대로 변화된 성과를 논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
으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개방적 발전양상과 그로 인한 시청자층의
(출처 -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kmcia.or.kr/)
136) 부산일보, 2014-06-30, “‘아시아 송 페스티벌’ 올해부터 부산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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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확대와 K-POP 아티스트 및 한류문화콘텐츠 홍보 채널의 확
장, 기존의 광고 수익 등을 넘어 티켓 자체를 유료화한 수익의 다변화
및 확대를 통한 K-POP 음악산업에의 실질적 기여, 출연 아티스트 및
음악콘텐츠 데이터에의 과학적 접근등을 통한 섭외로 특정 기획사 및 장
르 편중 현상의 완화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장르의 다양
화는 해외의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한국대중음악 및 아티스트를 소개할
수 있고, 그들이 또 다른 한류문화콘텐츠가 되어 해외 진출을 할 가능성
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보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속성의 변화는 곧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아시아 중심 국가주도형이라는 본 행사의 한류
문화거버넌스의 사례적 속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지속성 관객 동원 규모
최대 40여 개국에 육박하는 아시아 주요 방송사를 통한 중계방송 규모’
를 통한 성과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본 행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속성 변화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통해, 본 행사
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들은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및 대한민국의 아
시아 대중문화 허브화, 한류관광객을 이끄는 관광전략 상품화’ 등의 구체
적 정책 목표를 민관협력, 네트워크, 참여와 협업의 상호작용을 거쳐 지
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이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각 주체가 긍정
적 상호작용을 통해 K-POP 한류문화콘텐츠의 아시아 대중문화권 확산
이라는 한류문화융성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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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례2]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1.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137)’는 2011년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후원으로 프랑스 파리의 ‘Le Zenith de Paris’ 공연장에서 열린138) S.M.
Ent. 소속 가수들139)의 합동 공연이다.
SMTOWN 프랑스 공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2013a)는 K-POP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것은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SMTOWN
콘서트를 기점으로 한다고 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8-19).
본 행사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2013a: 100-103) 및 각종 매체의 기
사를 종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관객 규모는 1만 4천여 명으로 티켓은 10분 만에 매진되었
고, 현지 유럽 K-POP 팬들의 청원으로 추가공연을 하였다. 관객의 98%
는 유럽 현지인이었으며 프랑스 뿐 아니라 영국,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
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온 K-POP 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140).
본 행사(사업)는 S.M. Ent.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SMTOWN 월드
투어의 일환이나, 후원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하였다. 본 행사는 프
랑스 한국문화원의 수강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코리안 커넥션(Korean
Connection)’을 통해 한류 K-POP 콘서트의 형태로 제안되어 프랑스 한
국문화원이 적극 협력하고, 기존에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프랑스 국영방
137)
138)
139)
140)

이하, 주로 SMTOWN 프랑스 공연으로 지칭.
뉴스엔, 2011-05-11, “SM타운 파리 공연, 폭발적 관심 힙입어 1회 추가 결정”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한국일보, 2011-06-13, “소녀시대·동방신기·슈퍼주니어에 유럽 1만 4천 팬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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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 2TV의 한류 취재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던 S.M. Ent.를 문화체육
관광부가 한국방문의 해 예산 지원을 통해 설득 및 섭외하는 형태로 이
루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0-103).
본 행사를 기점으로 한류 K-POP의 지역적 범주가 아시아를 넘어 본
격적으로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SMTOWN 프랑스 공연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에서의 한
류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은, ‘글로벌 한류의 신호탄 한류 정책 네트워크
의 전문화 유럽의 자생적 수요자 요청’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한류의 신호탄’은 아티스트 프로모션 및 공연 등을 통한 직접
적 진출 면에서 아시아의 지역적 범주에 머무르던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이 1990년대 한류 생성 이래로 유럽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것을
의미한다. 비록 S.M. Ent. 가수들의 합동 공연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는 시기적으로 이후 K-POP 가수들의 유럽 단독 공연141)의 선례가 되었
다. 지역적 한계를 넘은 K-POP 가수들은 남미142)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한류정책 네트워크의 전문화’는 본 공연을 위한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신규 네트워크 생성 이전에, 축적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노하우
로 기 형성된 네트워크가 활용되어 관관협력과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
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의 한류 정책네트워크, 프랑스 한국문화원 수강생들이 주축이 된 코리안
커넥션과 프랑스문화원의 네트워크, 프랑스 방송국과 프랑스 한국문화원
S.M. Ent.의 삼자 간 네트워크, 프랑스의 특파원들과 프랑스 한국문화원
141) 5인 체제의 구 동방신기 멤버였던 JYJ는 K-POP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바르
셀로나(2011.10.29.), 독일 베를린(2011.11.6.)에서 유럽 투어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출처 – 노컷뉴스, 2011-10-31, “'유럽투어' JYJ, ”작지만 한발 나가는 과정에 의미“[일
문일답]”
<전략>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단독 투어 콘서트를 연 JYJ의 공연을 보
기 위해 스페인은 물론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아르헨티나 등 국경
을 초월한 팬 3천여 명이 모였다.<후략>)
142) JYJ는 K-POP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남미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칠레 산티아고
(2012.3.9.)와 페루 리마(2012.3.11.)에서 JYJ 남미 투어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출처 - 동아일보, 2012-03-12, “남미에 첫발 내디딘 K-pop… JYJ 칠레-페루 단독 콘
서트 매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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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홍보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의 자생적 수요자 요청’은 이른바 하의상달(bottom-up) 방식의
한류문화수용층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내용 및
형식상의 특성을 의미한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수강생 출신으로 이
루어진 코리안 커넥션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의 K-POP 팬들의 자발적
요청에, 프랑스 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네트워크143)
를 통한 적극적 지원과 S.M. Ent.에 대한 섭외 및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의 공식 후원이 이어졌다. 이러한 형식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사례는 유
례가 없는 것이나,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해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한류
팬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주된 동인임을 알 수 있다. 현지 한류 K-POP
팬들의 경우 인터넷 및 현지 한국문화원을 통해 K-POP과 한국문화를
접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심리적 문화적 장벽이 낮았던
부분도 이러한 ‘K-POP 콘서트’ 선제안의 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류문화수용층의 본 공연에서의 역할은 단지 공연제안 및 관람
에 머무르지 않고 드골 공항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결집하여 SMTOWN
공연 가수들을 환영하고, 1회 공연이 매진되자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플
래시몹144)을 통하여 팬덤을 결집하고 추가 공연을 하는 등의 적극적 행
위 주체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본 공연의 한류문화거버넌스적인 성공사
례 특성이 결국 글로벌 민관협업, 그 중 한류문화수용층의 역할이 두드
러지는 속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본 공연의 일시와 장소 및 출연진, 관객 수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143)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주요 위원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한국
관광공사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year.com/)
144) 플래시몹(flash mob)은 사용자가 증가하는 현장을 의미하는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와 약속된 장소에서 동일한 집단행동을 하는 집단인 스마트 몹(smart mob)의
합성어이다. (용어 출처 – 머니투데이, 2012-08-10, “SM C&C, '전시+공연'여행상품으
로 시너지 속도“)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군중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이벤트를
벌이고 별도의 결속 없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플
래시 몹 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 등에 올리는 등 온라인을 통한 2차적 확산을 통해
다수가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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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개요145)
구 분
제1회, 제2회 <2011년>
2011.
6.
10.
/
일시 / 장소 프랑스 파리 ‘Le11.Zenith
de Paris’ 공연장
주최
S.M. Entertainment
후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출연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국내외 1만 4천여 명
관객
(98% 이상이 유럽 현지인 -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핀
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146))
MBC
- 2011년 7월 2일 방영 :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
방영
로 SMTOWN Live in Paris’ (MBC 창사50주년 특별
기획)
프랑스 국영방송 2TV, 프랑스 독일 합작 공영방송
Arte TV, 프랑스 경제 주간지 l’espress등 20여개 유
국내외 보도 럽 매체, 일본 산케이 스포츠, 닛칸 스포츠, 후지 TV,
한국 지상파 3사 및 대표 일간지들의 파리 특파원
등147).
‘2010 – 2012년 한국방문의 해 기념’ 공연이자,
2008년부터 시행된 S.M. Ent. 소속 가수들의 합동공
연인 SMTOWN 투어의 일환으로 개최. 1회 공연이
10분 만에 매진되어 현지 팬들의 플래시몹 등의 적극
적 요청으로 추가 공연 결정.
비고
YouTube의 S.M. Ent. 공식채널로 공연 하이라이
트 중계 및 S.M. Ent.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연 사진,
공연 리허설 및 공항 입출국 사진이 올라가는 등148)
본 공연의 K-POP 한류문화콘텐츠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글로벌 팬덤 네트워크 활용으로 2차 확산.
145)
146)
147)
148)

주요 일간지 기사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한국일보, 2011-06-13, “소녀시대·동방신기·슈퍼주니어에 유럽 1만 4천 팬 열광”
헤럴드POP, 2011-06-12, “케이팝을 유럽에 심었다. SM 글로벌 브랜드 파워 입증”
연합뉴스, 2011-06-08, “SM타운 佛 공연 유튜브로 전세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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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태
(1) K-POP 정책의 특성
한류문화콘텐츠정책으로서의 의제설정에 있어서 본 공연은 사전에 정
부 주도로 계획된 것이 아닌, 코리안 커넥션의 자발적 ‘K-POP 현지 콘
서트’ 청원에 프랑스 파리 문화원의 ‘매개 및 지원149)’ 역할을 통하여 문
화체육관광부가 움직인 하의상달의 형태를 갖는다. 즉, 기존의 한류문화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조가 발현되어 전례가 없던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의제설정 과정에 유연하게 적용된 예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프랑스 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
사의 협업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오랜 기
간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프랑스 현지인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프랑스 공영 방송의 2010년 한류 취재를
계기로 S.M. Ent.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1-102). 이에 더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연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한
국방문의 해 홍보 예산 지원을 결정하였고, 그것이 S.M. Ent.를 설득하
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2). 즉, ‘인프
라 확충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 진출 지원150)’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이
시점까지의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에 대한 정부의 ‘해외 진출 지
원’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공연’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고 한류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방향성을 견지하였다는 것이
기본적 특성이다. 더불어 정부가 단지 예산의 후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본 공연을 통한 정책집행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한국방문의 해 위
149) 문화체육관광부(2013a), p.103
150) 문화관광부(2003.3), p.13, <그림>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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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 대상으로 한국 관광 홍보를 실시151)하였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2013a)는 SMTOWN 프랑스 공연
을 시발점으로 K-POP 중심 한류가 글로벌화 되었다고 대중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2013a)는 K-POP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것이 본 공연을 기점으로 한
다고 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8-19). 즉, 본 공연을 통한 민관협
력의 정책집행은 한류 글로벌화 시작점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본 공연은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각 주체의 성공적 협업사례로 평
가받고 있는데, 당시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
수는 이를 이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판을 깔고, 현지인이 행사를 준비하고, 공연 주체인 S.M.
이 전면에 우뚝 서면서, 결국 이 공연은 프랑스(유럽) 대중음악계가 단
번에 K-POP을 인정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 <중략> … 유
럽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K-POP 콘서트야말로 민 관, 그리고 현지 관
객들이 공동으로 이룬 바람직한 성공사례라고 생각한다.152)”
이러한 정부의 자체적인 정책평가는 코리안 커넥션의 회장인 입양 한
인 막심 파케가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해외진출 유공자 분야 대
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153)된 것을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정부
는 본 공연을 한류문화콘텐츠 글로벌 진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하
고 있는 것이다.

151) 연합뉴스, 2011-06-08, “SM타운 佛 공연 유튜브로 전세계 공개”
152) 문화체육관광부(2013a), p.103
153) 부산일보, 2011-12-13, “서민 넥슨 대표‧막심 파케 코리안커넥션 회장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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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에 관련된 공공기관은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
부 한국관광공사’ 등이며, 이러한 관 관협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위원
회 자체로 민 관협력154) 거버넌스의 결실인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본
행사를 공식 후원하였다. 본 공연 사례에서의 각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
하여 문화체육관광부(2013a: 100-103)의 자료155)를 토대로 살펴보겠다.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은 약 30년 간 프랑스에서 한국문화를 알리
는 것에 노력해 왔으며 본 행사 역시 한국문화 수용 확대에 대한 장기간
의 노력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0). 코리안
커넥션 역시 프랑스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프랑스인들이 주축이
되어 2009년에 만든 단체이며(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1), 한국과 한국
인에 대한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것에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하나
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코리아 커넥션에서 ‘K-POP 콘서트’ 안이 나온
이후, 대형 공연장을 예약하고, 국고 지원을 신청하고, 한국의 대표 기획
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만드는 등(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2)
본 공연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에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정부, 기
획사, 현지 한류문화수용층 사이를 이어주고 국경을 넘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프랑스 한
국문화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현지인과 한국 문화 및 한국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지인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한류
154)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사업 목적 중의 하나는 ‘민간주도의 운영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통한 관광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이었다.
(출처 – ‘2010-2012 (재)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year.com/)
155) 문화체육관광부(2013a), pp.100-103, ‘파리 K-POP 공연에 대한 단상’ - 최준호 한
국예술종합학교 교수, 前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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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정책을 적용해 왔기에, 본 공연에서도 기존의 노하우와 기 형
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경우, 본
사례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과 함께 참여하
였으므로 더불어 살피기로 한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인 ‘문화강
국(C-KOREA) 2010(2005)’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정부는 한류현상이 질
적 문화 확산에만 그치지 않고 양적 발달, 즉, 실질적 경제 성과로도 연
결되면서 지속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광 및 레저 스
포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문화관광부, 2005: 9-10)
및 협치(governance)를 정책적 전략으로 삼았다(문화관광부, 2005: 18),
또한 한류를 개별 아티스트의 성과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상승을 더불어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무현 정
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계승되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간의 연계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
기, 배용준의 겨울연가 등을 통해 남이섬 관광 등의 한류문화콘텐츠 관
광이 급격히 활성화 되면서 한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정부의 노력이 다양화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팀을
중심으로 한류 관광상품화 및 한류와 연계한 한국관광 홍보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27). 이러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하여,
해외 유수의 방송사들의 한국 취재 및 한류 취재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
력이 진행되었고, 2010년 서구권 시장을 대상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
랑스, 러시아 등의 유력 언론에 대하여 54건에 달하는 방한 취재지원 사
업을 실시했으며, 본 행사의 성공요인이 된 프랑스 국영방송 2TV의 한
류 취재 역시 그 중 하나로서 프랑스 내 한류팬 확산에 기여했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a: 129).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된 협치(governance)전략이 계승된 이명
박 정부의 전문화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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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협력을 통한 프랑스 국영방송 2TV의 방한 취재를 통해 S.M. Ent.
와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의 관계가 시작되었고(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1-102), 프랑스 내 한류문화수용층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156).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행사의 정책과정에서 한국방문의 해 홍보
예산을 지원하여 S.M. Ent.를 설득하는 것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3a: 102). 이러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방문의 해 위
원회가 본 공연을 공식적으로 후원하면서 공연의 공식 명칭에도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이라는 민관협력의 상징적인 결실 또한 맺
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집행의 유연성 신속성 전문성은 축적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노하우가 긍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관료주의와 검열 및 규제 중심의 계층적 ‘거버먼트’가 아닌,
민관협력의 범부처간 수평적 ‘거버넌스’가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형태로 자
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인 것이다.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는 앞서 살핀 대로 후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
연장을 찾은 유럽 여러 나라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홍보를 실
시157)하였다. 이러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노력은 한류의 전략관광
상품화를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범부처간 한류문화거
버넌스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특히 한국관광
공사 파리 지사의 적극적인 관관협력과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공식 후
원 및 현지에서의 한국 관광 홍보 참여는 지역적 범주를 넘어 한류문화
거버넌스의 범부처간 협업이 전세계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
156) 문화체육관광부(2013a), p.101
<전략>프랑스 국영 2TV는 2011년 1월 3일 110분짜리 다큐멘터리 ‘숨겨진 힘: 한국’을
방영하여 동시간대 시청률 및 이후 한 달간 인터넷 재시청률, 시청자 포럼 참가자 수에
서 최고를 기록하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 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가 협조
하고, 방송사가 2010년에 10개월간 세 차례의 한국 취재로 직접 제작을 한 것이었다.
<후략>
157) 연합뉴스, 2011-06-08, “SM타운 佛 공연 유튜브로 전세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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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즉, K-POP을 필두로 한 한류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에 힘입어
한국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지역적 범주가
전세계로, 그 대상이 비단 한국 국민뿐만이 아닌 한류문화수용층 전체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류문화콘텐츠 자체의 확산과 더불어, 관
광객의 증대,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더 나아가 지구촌의 대중문화
발전에도 정책적으로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문화정책
비전으로 추진했던 문화국가158) 이념의 한류문화거버넌스를 통한 초국가
적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158) 문화체육관광부(2008.12.), <문화비전 2012 :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
겠습니다> 및 문화체육관광부(2013c),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2008.2–2013.2), 1. 총괄> 등에 문화국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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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사
본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S.M. Ent.의 민관협력 주체
로서의 역할을 본 사례의 공연 브랜드인 ‘SMTOWN LIVE’의 특성을 중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S.M. Ent.의 소속 가수들이 함께 하는 SMTOWN LIVE는 2008년부
터 시작되어 서울, LA, 파리, 뉴욕,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방콕, 싱가폴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단일 브랜드 공연이다159). 본 공연은 단지 ‘공
연 브랜드’ 자체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글로벌 팬클럽 관리
및 홍보 노하우’와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글로벌 취향의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속성이 어우러진, 복합적
특성의 한류문화콘텐츠이다. 이와 같은 SMTOWN LIVE의 속성은 곧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기획사로서의 S.M. Ent.의 복합적인 속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공연 브랜드로서의 SMTOWN LIVE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동 소속
사의 단체 공연 형태는 아시아에서는 S.M. Ent.의 보아(BoA)와 동방신
기의 일본 레이블인 AVEX 소속 가수들의 단체 공연이 대표적이었다.
AVEX의 단체공연은 1990년대 여름 이벤트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에
이네이션(a-nation)으로 정착되었다. S.M. Ent.의 보아(BoA), 동방신기
등이 에이네이션의 메인 스테이지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공연 형태는
일본 대도시를 돌며 회당 수만 명, 총 70만 명 이상160)의 관람객을 통한
159) 아시아뉴스통신, 2014-10-06, “‘SMTOWN LIVE’ 日 도쿄 공연 대성황… 누적 관객
100만 돌파”
<전략> 'SMTOWN LIVE'는 지난 2008년 첫 투어를 시작한 이래 서울, 뉴욕, LA, 파
리, 도쿄, 베이징, 상하이, 방콕,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한국 단일 브랜드 공연 최초 프랑스 파리 공연’, ‘아시아 가수 최초 뉴욕 메디슨 스퀘
어 가든 공연’, ‘해외가수 최초 중국 베이징올림픽주경기장 단독 공연’ 등 매 공연마다
괄목할만한 기록으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누적관객수 100만명 돌파(총 101만4000명)
의 대기록도 세워, 명실상부 최고의 글로벌 음악 축제다운 면모를 입증시켰다.<후략>
160) 스포츠경향, 2014-07-11, “AOA, 한국 걸그룹 대표로 日 대형 투어 에이네이션 참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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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세일즈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별로 특화된 굿즈(goods)의 판매를 통
한 수익의 극대화를 더불어 추구한다.
즉, S.M. Ent.의 대표 가수들이 한류 초기 다양한 J-POP 아티스트들
의 팬들로 구성된 해외 관객들 앞에서 20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는 접하
기 힘든 대규모 라이브 공연 경험을 쌓는 동시에, 세계 2위 음반시장인
일본 아티스트들의 공연 노하우를 직접 익힐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단일 소속사의 대규모 단체 공연이 비단 에이네이션에 국한된
공연문화콘텐츠는 아니다. 그러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통해서 볼 때
SMTOWN LIVE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유래한 문화콘텐츠라고 보기는
힘들며, 여러 공연 선진국의 노하우와 S.M. Ent.의 공연 노하우가 집결
된 일종의 웰메이드(well-made) 공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SMTOWN LIVE를 한류문화콘텐츠로 정
의 내릴 수 있는 것은, K-POP 아티스트를 통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전세계 한류문화수용층을 대상으로 K-POP 공연을 개최하며 한류문화콘
텐츠로서의 K-POP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SMTOWN LIVE의 지역적 범주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등으로
확장되며 상업적 성공과 함께 기획사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공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S.M. Ent.의 글로벌 한류문화콘텐츠 노하우는 비단 위와 같은
공연 문화뿐만 아니라 팬클럽의 관리 및 홍보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90
년대 말부터 소속 아티스트 별로 형성된 팬덤이 각기 별도의 팬클럽 담
당자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S.M. Ent.의 이러한 체계적이고 인터랙티
브(interactive)한 마케팅 노력은 2000년대 초반 국내외 팬들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글로벌 팬클럽 출범을 통해서 더욱 노하우를 쌓게 된다.
이와 같은 노하우가 YouTube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국제적
온라인 홍보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전세계 한류문화수용층에게 더욱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한류문화콘텐츠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이번 SMTOWN 프랑스 공연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항 입출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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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프랑스 현지에서의 리허설, 공연 등을 담은 사진 및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YouTube 및 페이스북에 업로드161)하여 공연의 홍보 및 마케
팅의 대상을 현지 관람객을 넘어 글로벌 네티즌에게로 확장하였다.
또한, S.M. Ent.는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세계 한류문화수용층의 취향에 맞는 한류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
산해 왔다. 일례로 보아(BoA)의 2002년 히트곡 ‘No.1’은 스웨덴 작곡가
의 곡이었고, 동방신기의 ‘미로틱’은 덴마크 작곡가의 곡이었다162). 안무
역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일본 및 미국 등의 전문 댄서들이 안무를 담당
하는 등 체계적인 국제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생
성된 S.M. Ent.의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한국적 감성이 더해져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즉, 단순히 단체 공연으로서만이 아닌, 공연 브랜드로서의 SMTOWN
LIVE의 노하우에 S.M. Ent.의 체계적인 글로벌 팬클럽 관리 노하우, 글
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K-POP 한류문화콘텐츠가 융
복합적으로 결합한 형태가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인 것이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기획사로서 S.M. Ent.는 본 공연에서 민
관협력의 주체로서 이미 공연 이전 대표적인 한류 기획사로서 2010년부
터 프랑스 국영방송 2TV의 취재에 적극 협조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2). S.M. Ent.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 한국문화원과의 민관협력
을 통해 프랑스 현지 한류문화수용층에게 긍정적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
다. 앞서 살펴보았듯 위 취재를 지원한 공공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국관광공사였으므로 S.M. Ent.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등과의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공연 이전 생성되어 있었
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네트워크가 코리안 커넥션의
‘K-POP 콘서트 청원’이라는 한류문화수용층의 행위와 만나 새로운 민관
161) 연합뉴스, 2011-06-08, “SM타운 佛 공연 유튜브로 전세계 공개”
162) 한겨레, 2014-01-23, “16년전 S.E.S.음반 첫 작업…요즘엔 먼저 찾아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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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네트워크로 질적 양적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코리안 커넥션의 ‘K-POP 콘서트’ 기획안이 한국의 다양한 기획
사 중에서 S.M. Ent.로 결정된 배경에도 위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는 프랑스 현지 청년층
의 요청에 답하고 S.M. Ent.의 기존 협력에 감사하는 의미로 소속 가수
두 팀의 공연 개최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 프로모션을 해주려는 초기 계
획을 세웠으나, 이후 다수의 수요층을 확인하게 되어 SMTOWN 콘서트
로 확대되었다고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2).
즉, 다양한 한국의 기획사들과 K-POP 한류문화콘텐츠 중에 S.M.
Ent.와 SMTOWN LIVE가 선정된 것은, 프랑스 현지인에게 방송을 통해
알려진 한류문화콘텐츠 기획사로서의 S.M. Ent.라는 브랜드와 그러한
S.M. Ent.의 체계적 공연 노하우를 통해 형성된 SMTOWN 공연이라는
한류문화콘텐츠에 더해져, 기존의 프랑스 한국문화원 및 한국관광공사
파리 지사 등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확장하여 작동한 복합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S.M. Ent.의 프랑스 파리 공연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하여
특정 기획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당
시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장은 언론사를 통해 이하와 같은 입장
을 표명하였다.

“공연 후원은 특정 기획사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K-POP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려는 것, … <중략> … 유럽에 SM 소속 가수들의 팬이
많아 그쪽에 먼저 제안하게 됐다. … <중략> … 유럽이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
다. … <중략> … 프랑스 공연에서 한류의 저변이 확대되면 유럽 전체
에 붐이 조성될 것 … <중략> … 한류 마케팅으로 관광 수요층을 확대
시킬 수 있고, 국가 브랜드 인지도까지 높일 수 있다. … <중략> … 한
류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관광공사의 궁극적인 취지가 일부 논란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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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163)”
즉, 정부가 S.M. Ent.를 통해 추진하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특정 기
획사의 후원이 아닌 한류문화거버넌스를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
과 참여를 통한 한류문화콘텐츠의 확산과 관광 수요층 확대, 국가 브랜
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일관된 요소라는 것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M. Ent.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 또한, 이러한 구체적 정
책 목표의 범주 내에서도 더불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본 SMTOWN 프랑스 공연의 사례는 단지 공연 자
체뿐만이 아니라 기획사의 체계적인 홍보 노하우를 통한 공연 전후의 다
양한 홍보 노력과 부대 행사가 더해져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새로운 네트
워크 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현지 관람객이었던 유럽 다수
국가의 한류문화수용층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산업계의 리더들과도 이
루어졌다. S.M. Ent.의 이수만 회장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컨퍼런스를
갖고 한류문화콘텐츠의 3단계 수출전략164)을 소개하였다. 한류문화거버
넌스 네트워크를 활용, 음악산업계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결속 및 홍보활
동을 병행하여 기획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K-POP의 지속적 융
성을 추구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연 이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측과 S.M. Ent.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일례로 이수만 회장은 공연 수
익을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기부하는 등 한류문화콘텐츠 확산 및 국가 브
랜드 이미지 제고에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행위 주체로서 간접적으로 참여
하였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공연의 국가 예산 지원을 돕고, 이수만 회
163) 오마이스타(오마이뉴스), 2011-05-06, “프랑스 한류 열풍=SM 열풍? - ‘SM 콘서트’
유럽 진출에 국가적 후원 괜찮나”
164) 문화일보, 2011-06-13, “이수만 회장 ”中서 한류 3단계 준비“ - IT넘어 Culture
Technology“
<전략> 이 회장은 한류의 단계별 설명도 곁들였는데, “지금은 한류 3단계”라고 했다. 1
단계는 한류 상품을 직접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합작으
로 작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현지 기획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창
출한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마지막 3단계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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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하여 이하와 같은 기부 목적을 밝히며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 기부165)한 사례 역시, 특수한 형태의 네트워크이자
간접적 민관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10,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에스엠타운 라이브
(SMTOWN LIVE)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루어서 에스엠 소속 가수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프랑스와 유럽 전역
에서 한층 높아진 만큼, 유럽에 한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한국
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프랑스 한국 문화원에 기
부하게 되었으며 기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166)”
결과적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기획사 S.M. Ent.는 본 공
연을 통해 단지 일회성 공연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민관협력 및 네트워
크의 결속을 견고히 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165) 문화체육관광부(2011.7.22.), “에스엠(SM) 이수만 프로듀서, 광고 출연료 주프랑스 한
국 문화원에 기부”
166) 출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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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티스트
본 공연에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아티스트의 역할 및 속
성은 ‘관객 동원력 체계적 트레이닝 시스템과 다양한 협업을 통한 글로
벌화 다국적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공연에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
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등이 출연하였으나, 단독 아티스트 공연이 아
닌 SMTOWN이라는 단체 공연의 특성상 개별 아티스트 중심이 아닌 위
와 같은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객 동원력’ 면에서, 본 공연이 특정 아티스트의 단독 공연이 아니기
에 아티스트 별 구체적 팬 동원력은 추산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에프엑
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 가수가 본 프랑스 공연 전후로 수만 명 규모
의 도쿄돔 단독 공연 등을 성황리에 마쳤거나, 2014년 현재 기획 중에
있기에 아시아권에서의 관객 동원력은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아티스트들이 결집된 본 공연이 2회에 걸쳐 총 14000
명 규모로 치러지는 동안, 두 차례 모두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 된 것은
유럽에서의 관객 동원력 또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동
방신기의 경우 대규모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검증된 일종의
흥행 요소를 지니고 있다. 2005년 한국 2집 앨범 ‘RISING SUN’의 쇼케
이스(Showcase)는 한국의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일본에서
도 여러 차례 회당 수만 명 규모의 돔투어를 성료하여 매년 수십만 명
규모의 해외 관객 동원력을 입증한 바 있다167). 슈퍼주니어 역시 일본에
서 돔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소녀시대는 일본에서의 아레나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4년 현재 첫 도쿄돔 공연이 확정되
167) 본 공연이 성료한 이후에도 이러한 관객 동원력은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
(출처 - 이투데이, 2013-12-10, “[엔터테인먼트株 해부] SM, 아이돌 해외공연 활발…
3분기 매출 41% 껑충”
<전략>에스엠은 올 3분기에 70만명의 관객이 든 동방신기 일본 돔 투어, 10만명의 슈
퍼주니어 일본 돔투어 … <후략>)

- 132 -

었으며, 샤이니 역시 2015년 첫 도쿄돔 공연이 확정되었다. 에프엑스 역
시 중국인 멤버 및 대만계 미국인 멤버 등을 통해 중화권 한류문화수용
층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관객 동원력은 SMTOWN LIVE가 상업적으로
계속 흥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로서의 아티스트가 K-POP 한류문화의 융성에 음반 및 음원판매와 더불
어 가장 직접적 수치로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기도 하다.
‘체계적 트레이닝 시스템과 다양한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는 한류문화
거버넌스의 또 다른 주체인 기획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나는 복합적 속성이다. 앞서 기획사를 통해 살펴보았듯 음악 및 안
무 등에서 글로벌 콘텐츠 크리에이터와의 합작과 더불어 체계적인 시스
템으로 원석을 갈고 닦는 장기간의 연습생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유럽
젊은이들에게도 어필하는 한류문화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
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록 현지 프랑스어로 노래하
지는 않았으나 언어를 초월하여 어필하는 아이돌 특유의 군무와 화려한
비주얼, 각종 투어 등을 통해 숙달된 무대 장악력 등이 글로벌한 수준으
로 다듬어져 유럽 관객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성’ 역시 본 공연의 아티스트들이 가진 장점이다. 이것은 아티
스트의 국적에 한정되는 특성이 아닌 한류 스타로서 쌓아온 아시아 각국
에서의 다양한 커리어와 그를 통해 만들어낸 한류문화콘텐츠의 속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다양한 국적의 관객과 능숙하게 마주할 수 있는
무대 매너 및 외국어 구사력, 그리고 진출한 여러 나라의 특성에 맞게
현지화된 다수의 음악콘텐츠를 보유하고 각국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캐
릭터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의 다양한 취향에 맞
출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성은 음악콘텐츠 외에도
각국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하여 각 나라의 방송문화에 K-POP 아
티스트의 속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각종 예능 콘텐츠를 통해 확대 재생
산된다.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은 SMTOWN LIVE 출연 아티스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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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팀이 보유한, 다양한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다국적성의 한류문화콘
텐츠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한류문화수용층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대단
히 넓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공연에서는 하나의 아티스트를 보고 있으
나 공연을 관람하는 한류문화수용층이 해당 아티스트에게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가 다양하기에 더욱 다면적인 매력을 보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며, 이 또한 본 공연 사례에서 흥행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 아티스트의 속성은 위의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공공 부문, 기획사와 한류문화수용층 사
이를 잇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기획사와 공
공 부문이 민관협업을 통하여 공연을 개최하더라도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마주하는 공연의 주인공은 결국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티스
트의 역할은 비단 공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통해 생성되는
사진 및 영상 등의 수많은 한류문화콘텐츠의 핵심적 흥행 요소로서의 속
성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럽 현지인들을 매료시키며 매진 사례를 통해 성공적으로 아
티스트로서의 매력을 어필한 아티스트의 역할은 비록 관객 동원력 외에
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으나 질적 파급력 면에서 다른 한류문화거버넌스
들이 생성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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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류문화수용층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 코리안 커넥션을 주축으로 하는 한류문화
수용층의 역할 및 속성은 본 공연 사례에서 ‘자생적 수요자 그룹 수요자
의 자발적 청원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등으로 나타난다.
‘자생적 수요자 그룹’ 측면에서, 지리적 문화적 거리로 인하여 K-POP
아티스트들이 직접 프로모션을 하는 아시아 지역 한류문화수용층보다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한류문화콘텐츠를 향유해야 했던 코리안 커넥션
은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수강생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즉
태생적으로 기획사 주도의 기존의 공식 팬클럽과는 다른 자생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의 자발적 청원’ 면에서 코리안 커넥션은 자체적으로 ‘K-POP
콘서트’를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이 또한 외부적 요인이나 상업적 동기
가 아닌 한류문화수용층으로서의 자발적인, 문화적 청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었으나, 하의상달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고 상업적 정책적 성공을 이끌어 내었다
는 측면에서 매우 특수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면에서 코리안 커넥션은 2009년 결성
된 이래로 한국어 캠프, 여름 어학강좌, 한국문화축제 등을 기획하고 프
랑스 파리 한국문화원과 함께 주관하는 등(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2)
의 민관협력을 본 공연 이전부터 지속해 왔다. 공연 구상 및 청원에 그
치지 않고 1회 공연이 10분 만에 매진되자 루브르 박물관에 결집하여 플
래시몹 이벤트를 통해 추가 공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특파원단이
전원 취재 하는 등의 협업 및 드골 공항 마중 이벤트 등이 민관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2-103), S.M.
Ent.의 공연은 더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코리안 커넥션과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다른 주체들 간의 민관
협력은 공연 이전부터 활발하였다. 예컨대 2011년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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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코리아 커넥션’의 공동 기획으로 현지 팬 5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2
주간 K-POP 스타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프랑스 주간지
‘르몽드2’의 기자가 동행 취재하고, S.M. Ent.도 방한 행사에 많은 도움
을 주는 등168)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드러
났다.
즉, 프랑스 문화원의 정책적 지원에 기반을 둔 자생적 수요자 그룹이
공연 구상 및 자발적 청원을 통하여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의제설정 과
정에 참여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이벤트 홍보를 통해
공연의 성공적 개최 및 흥행에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코리아 커넥션’의 적극적 활동의 구심점에는 회장을 맡고 있
는 입양 한인 막심 파케가 있었다. 그가 2011년 공연 이후 한국어 공부
를 위해 방한하여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를 주축으로 한
‘코리아 커넥션’의 SMTOWN 프랑스 공연에서의 역할이 드러난다.

“지난 6월 K팝 공연을 염두에 두고 그보다 두 달 전인 4월에 내가
만든 코리아 커넥션 회원 4천여 명 중 관리요원 55명을 인솔해 사전 답
사 차 서울을 방문 했었다. 또 작년 5월에 처음으로 혼자서 한국에 와
작전을 짰다. K팝을 어떻게 알리고 보급하는 지에 대해 내 나름으로 구
상을 시작하고 확신감을 가진 때는 그때부터였다. … <중략> … (회원
들의 집단 방문에 따른 경비는) 모두 각자 부담이다. 우리 모임은 자신
이 좋아서 가입한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이끌어 가고 참여하는 모임이다.
함께 서울까지 온 코리안 커넥션 회원들이 이번 파리에서의 K팝 공연의
분위기를 만들고 일으킨 주역들이었다. 또 시위도 참여해 우리의 주장을
성취했고.169)”
그러나 공연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리안 커넥션’의 회장 막심 파
168) 오마이스타(오마이뉴스), 2011-05-06, “프랑스 한류 열풍=SM 열풍? - ‘SM 콘서트’
유럽 진출에 국가적 후원 괜찮나”
169) 인터뷰365, 2011-10-28, “파리의 한류 메이커 막심 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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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는 2011년 10월 말, 위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까지도 공연에 관련
된 주체들을 한국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170). 자세한 전후
사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점은 지속적 한류를 위하여 고민해
야 할 부분이다.
위 인터뷰 이후 막심 파케는 2011년 12월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
드 해외진출 유공자 분야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171)되었으며, 2012년
5월 ‘코리안 커넥션’ 회원 6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관광공사 등에
서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K-POP 커버 댄
스 등의 이벤트를 벌이는 등172) 민관협력의 네트워크가 이어졌다.
하지만 한류가 일회성이 아니듯, 본 사례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
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획사뿐만 아니라 공식 팬클럽 이외의 자생적
한류문화수용층과도 지속적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정책적 성공이나 비즈니스의 차원을 넘어 한류문화콘텐
츠가 결국 문화의 한 양태라는 속성 또한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쌍방
향 문화교류로서의 한류문화의 성패에는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의 인간적 유대관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문화콘
텐츠 융성의 배경에는 한류문화수용층의 대한민국과 한류문화콘텐츠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 한류문화융성의 기저에 존재하
는 질적 요소이다.
170) 인터뷰365, 2011-10-28, “파리의 한류 메이커 막심 파케”
<전략> 도도한 예술의 도시 파리에 한류를 상륙시킨 막심 파케가 한국에 와 있다. 그에
게 신세를 진 사람들도 그가 서울에 온 것에 관심이 없는 듯 아직 만나 본 사람이 없다
고 말했다. 고려대 한국어학당에서 단기 과정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를 뒷바라지 하는 사람은 저가항공 티켓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젯플인터내셔널
원치승 대표인데 그도 막심에 무관심한 한류 사업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
다. 그는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고 싶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므로 전혀 서운한 감정이
없다고 … <후략>
171) 부산일보, 2011-12-13, “서민 넥슨 대표‧막심 파케 코리안커넥션 회장 대통령표창”
172) 연합뉴스, 2012-05-29, “佛 한류팬클럽, 서울 도심서 K-팝 커버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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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POP의 융성에 미친 영향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인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
문화수용층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진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는 ‘한류 글로벌화의 신호탄 K-POP 중심의 한류문화콘텐츠 융성
한류 콘서트의 중흥’ 측면에서 정책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
으며, 이는 동시에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융성, 즉 K-POP의
성공적 확산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류 글로벌화의 신호탄’ 측면에서 국제적 민관협력을 통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 본 공연이 한류문화콘텐츠로서 K-POP의 유럽 현지에서의
첫 공연이었다는 점 외에도, 관람객의 98% 이상이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유럽 현지인173)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총 14000여 명의 관객을 모은 본 공연은 2회 모두 10분 만에 매진되
었으며, 이는 본 공연이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계량화 된 수치로 보여주는 하나의 성공 지표이다.
이는 한류문화거버넌스에서 글로벌 한류문화수용층과 기획사 및 아티
스트의 네트워크 결속을 본 공연을 계기로 확장된 지역적 범주에서 견고
히 하였다. 본 공연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이자 글로벌화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S.M. Ent.의 경우 2012년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유럽
을 비롯하여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온 4만여 명의 글로벌 팬덤과 함께
‘MUSIC NATION SMTOWN 선포식’이라는 S.M. Ent.의 음악으로 전세
계가 하나가 되는 가상 국가(VIRTUAL NATION) 선포식을 갖고, 여권
등을 발매하는 등의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SMTOWN
LIVE WORLD TOUR Ⅲ' 서울 공연과 연계되었다174). 또한 이는 또 하
173) 한국일보, 2011-06-13, “소녀시대·동방신기·슈퍼주니어에 유럽 1만 4천 팬 열광”
174) 스포츠조선, 2012-08-21, “[엔터비즈]이수만(SM) 제국, 위대한 실험인가 무모한 자신
감인가?”
<전략>국가 건설을 선언한 이번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Ⅲ' 서울 공연엔 미국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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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략적 한류 관광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한류와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으며, 본 공연의 해외 관람객이 곧 K-POP
한류 여행객으로 추산되어 K-POP 융성의 간접지표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본 공연을 필두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아티스트들의
직접적 프로모션의 지역적 범주가 유럽 및 남미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는 과거 보아(BoA)의 일본 시장 진출 성공을 필두로 다수의 K-POP 가
수들이 일본에 앞 다투어 진출한 것과 같은, 일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다수의 기획사 및 아티스트 간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로
볼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장벽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전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 수요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실제 공연의 성공을 통해 대략의 수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도 현실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공연의 경우 ‘코리안
커넥션’의 현지 한류문화수용층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밑바탕이 된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K-POP 중심의 한류문화콘텐츠 융성’ 측면에서, 본 공연은 한류문화
콘텐츠 내에서의 K-POP의 중심적 역할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한류문
화콘텐츠의 글로벌화가 본 공연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
에서, 일종의 상징적 사건이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3a)는
K-POP이 고유명사가 된 것은 본 공연을 기점으로 한다고 보았다(문화
체육관광부, 2013a: 18-19).
이러한 전환에 민관협력 특히 현지 한류문화수용층의 체계적 준비와
정부의 K-POP 유럽 진출 지원 정책이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상
호 협업과 참여를 통해 성공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
실이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이돌 가수들 위주의 K-POP 붐이 일
다 등 전세계 30여개국 음악 팬들이 몰려들었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뿐 아니라 브
루나이 카자흐스탄 등에서 달려온 팬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공연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Ⅲ' 글로벌 패키지를 산 4000여 명도 포함됐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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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으나 아시아 중심의 10대 한류문화수용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한
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과거 한류 태동기의 H.O.T. 혹은 보아(BoA)의
일본 진출 성공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장르적으로 담당하지는 못한 측면
이 있었다. 그러나 본 공연을 통하여 한류문화콘텐츠의 상징적 전환기의
중추적 역할을 K-POP이 다시금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위
의 ‘한류 글로벌화의 신호탄’과도 중첩되는 요소가 있는데, 기존 한류문
화콘텐츠 장르 중에서 기존 유통경로를 넘어서 단기간 동안 직접적 프로
모션의 지역적 범주를 가장 빠르게 확장한 장르가 2011 – 2012년 기간
동안의 K-POP 한류문화콘텐츠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류콘서트의 중흥’ 측면에서 단일 공연 브랜드로서의 SMTOWN
LIVE의 위상 제고 및 확장, 각종 한류콘서트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공연 이후 SMTOWN LIVE는 2014년 현재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
파하는 등 글로벌 공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K-POP 아티스트들의 유럽 및 남미 등에서의 단독 공연 및 합
동 공연의 활성화, 방송국 주최의 한류 콘서트가 2011 - 2012년에 집중
적으로 개최된 현상 또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민관 협력을 통한 본 공연
이 K-POP의 융성에 미친 영향으로 들 수 있다. 이는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중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동
시에, 결국 K-POP을 비롯한 한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K-Culture의 전파 등을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부
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확장된 범주에서의 협업과 참여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위의 ‘한류 글로벌화의 신호탄’과도 중첩되는 요소가 있는데,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으로 공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종
한류콘서트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코리안 커넥
션’처럼 자국에서 공연을 개최해달라는 각국 팬들의 요청을 통하여 수요
파악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한류콘서트가 소위 돈이 된다
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한국에서 기획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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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활발한 활동이 어려웠던 JYJ의 경우 2011년 스페인과 독일에서
단일팀 최초로 단독 공연을 하고, 2012년 남미의 칠레와 페루에서 단독
공연을 매진시키는 등 한류콘서트 프로모션을 통해 신시장 개척 효과를
성공적으로 누렸다.
하지만 방송국 주최의 각종 K-POP 한류 콘서트의 경우, 2011 –
2012년 기간 동안 일본 주요 도시, 방콕, 베트남, 파리, 시드니, LA 등지
에서 30회에 가깝게 열릴 정도로 성행하였으나, 비싼 입장료와 K-POP
아티스트들의 겹치기 출연, 각종 굿즈(goods) 판매 등을 통한 무리한 수
익 창출 등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하였다175). 단적인 예로
2012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BS 뮤직뱅크’의 경우 저조한 티켓
판매로 철저한 사전 조사176)가 지속적 한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본 공연을 통해 유럽의 K-POP 팬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있었다. 이는 ‘코리안 커넥션’이 구체적 이벤트 등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면서, 유럽 각지의 K-POP 팬들의 청원이 줄을 잇
는 등의 현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본 공연이 2회 모두 10여 분만에
매진되는 등의 유럽 K-POP 한류문화수용층의 구매력 입증으로 이후 다
수의 유럽 공연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 공연을 통하여 K-POP융성에 미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특성
중 여타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정책과정과 차별화 되는 독특한 측면이기
도 하다. 즉, 한류문화수용층의 위상이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를 특성으
로 하는 대중문화의 수동적 혹은 수용적이었던 수요자이자 관람객에서
벗어나, K-POP 한류문화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여 K-POP의 융
175) 강승규(2011, 제18대 국회의원), “공영방송 KBS의 한류 콘텐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으로 확대돼야 (KBS) - 2011 국정감사 by 강승규”
(출처 - http://blog.naver.com/hiseoulkang/80141721772)
176) 한국경제, 2012-02-29, ““해외 문화원을 한류 허브로 만들겠다” - 프랑스 등 41곳
원장·홍보관 전략 회의“
<전략> 최근 KBS 뮤직뱅크가 파리에서 연 K팝 공연의 티켓 판매는 미흡했다. 철저한
시장조사가 부족했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평일에 공연했기 때문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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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여하는 등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네트워크 주
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본 공연의 사례에서 ‘코리안 커넥션’을 주축으로 하는 한류문화수용층
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기획사의 상업적인 공식 유료 팬
클럽과는 태생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에서도 차별화가 된다. 즉, 한류 비즈
니스 네트워크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국경을 넘은 인간적 유대감을 요
하는 문화향유층의 속성을 더불어 존중할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다. 이
러한 속성은 결국 글로벌 한류문화수용층에게 확장되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한류문화콘텐츠는 결국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융성이라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기조와도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본 사례의 ‘산업적 성공 문화적 파급성 해외 인지도’ 등의 한류문화콘
텐츠로서의 K-POP 성공지표를 ‘산업적 성공’의 경우 ‘해외 관람객 규
모’, ‘문화적 파급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의 경우 ‘해외 방영 및 해외 언
론 보도 건수’ 그리고 ‘해당 공연 관련 동영상의 YouTube 조회수 및 업
로드 동영상 개수’ 등의 간접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산업적 성공’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총 2회의 공연이 10여 분 만에
매진되어 총 14000여 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의 98% 이
상이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177)의 유럽 현지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래 1회의 공연으로 기획되었
다가 ‘코리아 커넥션’ 등이 주축이 된 유럽 한류문화수용층의 플래시 몹
등의 시위로 추가 공연이 개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일간의 매진 사
례는 분명 산업적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 파급성 및 해외 인지도’의 경우 우선 ‘해외 방영 및 해외 언론
보도 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국영방송 2TV, 프랑스 독일 합
작 공영방송 Arte TV, 프랑스 경제 주간지 l’espress등 20여개 유럽 매
체, 일본 산케이 스포츠, 닛칸 스포츠, 후지 TV 등의 언론 보도 등을 들
177) 한국일보, 2011-06-13, “소녀시대·동방신기·슈퍼주니어에 유럽 1만 4천 팬 열광”

- 142 -

수 있고, 여기에 한국 지상파 3사 및 대표 일간지들의 파리 특파원
등178)이 더해져 주요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르몽드 등의 유
럽 각 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동양 문화권에서 주최한 본 공연과
K-POP 현상 및 대한민국 정부의 한류정책 등을 보도179)하여 문화적 파
급성이 상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비록 해당 언론들이 모두 긍정적 보
도만을 전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인지도 면에서 전례 없는 보도의 확산
이었음은 분명하다.
‘해당 공연 관련 동영상의 YouTube 조회수 및 업로드 동영상 개수’의
경우, YouTube에서 ‘smtown in paris’라는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2014
년 12월 3일 기준으로 총 79,400 건의 유관 동영상이 검색되며, 이러한
동영상 별로 모든 개수를 합산하거나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다 조회 수 순서로 재정렬할 경우에 YouTube의 S.M.
Ent. 공식 채널180)에는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라
는 제하에 총 25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최다 조회수는 3,266,499회,
1,325,267회, 1,030,352회, 2,193,892회, 1,162,572회 등으로 정렬된다. S.M.
Ent.의 공식 영상과 비공식 영상을 합산하여 개별 영상의 조회수를 살펴
보면, 그 중 3,872,146회가 최다 조회수이며 이는 팬이 공연 실황을 캠코
더로 찍어 올린 소위 Fan Cam 영상이다. 즉, 위에 나열한 7개 영상의
총 조회 수만 합산하더라도 10,000,000 여 건을 넘는 누적 조회 수를 기
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지표로서의 본 공연 관련
YouTube 조회 수를 통하여, 본 사례가 ‘문화적 파급성 및 해외 인지도’
면에서의 성공사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YouTube 조회 수에는
한국인들의 조회 수도 합산되어 있겠으나, 위 7개 영상의 댓글의 경우
대부분 해외 팬들이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각종 간접지표를 통하여 본 공연이 K-POP융성에 미친 영
178) 헤럴드POP, 2011-06-12, “케이팝을 유럽에 심었다. SM 글로벌 브랜드 파워 입증”
179) 경향신문, 2011-06-13, “‘한류라는 수출품으로 길러진 소년·소녀들’…르몽드, K팝을
꼬집다”
180) http://www.youtube.com/SM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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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물리적 수치상 대단히 크며,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
례임을 알 수 있다.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를 통하여 ‘한류 글로
벌화의 신호탄 K-POP 중심의 한류문화콘텐츠 융성 한류 콘서트의 중
흥’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성과를 내었으며, 유럽 현지의 K-POP 한류
문화수용층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융성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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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2010 - 2012 한국방
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는 한류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K-POP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글로벌한 성공 사례인
동시에 S.M. Ent.의 공연 브랜드 SMTOWN LIVE 전세계 투어의 일환
이기도 하다.
SMTOWN 프랑스 파리 공연은 특정 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합동 공
연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민관협력을 통해 유럽 한류문화수용층의 자발
적 제안을 정부가 지원 및 연결하고 기획사에 요청하여 공연을 개최하
고,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단지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전후로도 각 주체의
협력과 협업이 지속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등 한류문화거버넌스를 통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두드러진 특성을 갖고 있다.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으로는 ‘글로벌 한류의 신호탄 한류 정책
네트워크의 전문화 유럽의 자생적 수요자 요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
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류 글로벌화의 신호탄 K-POP 중심의 한류문화콘텐츠 융성 한류 콘
서트의 중흥’ 등의 성과를 내었다.
한류문화거버넌스로서의 사례적 특성은 ‘글로벌 민관협업’으로 들 수
있다. 유럽 한류문화수용층의 ‘K-POP 공연’기획이 의제설정 과정부터
반영되는 등, 한류문화수용층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류문화수용층의 제안을 정부에서 받아
들여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파리 지사 등이 S.M. Ent.
에 공연 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방문의 해 홍보 예산 지원
을 결정하고,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공식 후원을 하는 등 한류문화거
버넌스의 모든 주체의 협업과 참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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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연의 한류문화거버넌스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민관협력의 특성은 글로벌한 민관협력의 형태로, 프랑스 현지 ‘코리안
커넥션’을 주축으로 한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
원, 한국관광공사 파리 지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등
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코리안 커넥션’의 ‘K-POP 공연’ 제안
을 바탕으로 한 하의상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한국 정부 및 S.M. Ent.와의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S.M. Ent.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방문
의 해 홍보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공연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공
연 브랜드인 SMTOWN LIVE를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
었다. 이러한 SMTOWN LIVE의 매진 등의 이면에는 ‘코리안 커넥션’의
치밀한 사전 조사와 각종 현지 이벤트도 뒷받침 되었다. 본 공연은 2회
에 걸친 매진으로 K-POP 글로벌 진출의 상징적 성공 사례가 되는 동시
에, 민관협력을 통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정책적 성공 사례가 되었다.
네트워크의 특성은 기존에 전문화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주체인 관
관의 네트워크와 민 관의 네트워크가 본 공연을 통해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은 본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각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및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소위 ‘코디네이
터(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4)’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단기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특성 또한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축
적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노하우와 범부처간 한류문화거버넌스 네트워크
가 없었다면 한국방문의 해 홍보 예산 지원 등의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
이 힘들었을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협업의 특성은 ‘코리안 커넥션’,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문화
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를 비롯하여 프랑스 현
지 특파원 집단에까지 드러나는 공통의 특성이다. 이는 앞서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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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상호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는 노무현 정
부의 문화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 창출, 일방적 한류 확산
을 지양하는 쌍방형 문화교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한류문화
콘텐츠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속성은 본 사례의 정책과정
의 전 과정에서 고르게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은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본 공연은
K-POP 한류문화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갈등해결기제로서
의 문화거버넌스가 아닌 한류문화융성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 협업은 일종의 문화마케팅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 브랜드 이미
지 향상의 효과도 더불어 누렸다. 프랑스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
부심이 강하며, 이를 기점으로 유럽 및 미국 언론 등의 대서특필이 이어
져 K-POP에 대한 각종 홍보 효과가 있었다. 즉, 설혹 모두 긍정적 논조
의 기사를 게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유럽의 주요 매체에 K-POP 공연과
아티스트, 그리고 한국 정부의 협업이 기사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지
도 상승 등의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는 유럽 내 한류문화수용층
에 일종의 방아쇠 효과가 되어 각종 공연 청원이 이어져 한류문화수용층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고, JYJ의 스페인 및 독일 단독 공
연, 남미 칠레 및 페루 공연 등의 각종 K-POP 한류 콘서트의 성공적
활성화 등이 이어졌다.
이는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여타 기획사들도 심리적 장벽을 없
애고 유럽 및 남미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
다. 한국의 국내 음악 시장이 음원유통구조 등으로 고사해서 시장개척에
의 자구책이 한류의 시작이었다는 의견도 있듯이, 당시 K-POP 한류의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던 기존의 아시아 시장을 넘어 국외로 지속적 확장
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더불어, 소비자 수요 조사를 진
행하기 힘든 지역에서 자생적 수요계층 생성 현황, 구매력, 시장성이 국
가의 예산지원 및 지원정책으로 파악되어 K-POP 기획사들과 아티스트
들에게 일종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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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들은 ‘글로벌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융성 한류 정책 네트워크의 전문화 글로벌 한류문화수용층의
적극적 한류문화거버넌스 참여’ 등의 결실을 민관협력, 네트워크, 참여와
협업의 상호작용을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시켜 나아갈 것으로 보
인다.
즉,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는 이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각 주체가 민관협력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K-POP 한류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한류문화융성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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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례 분석 결과의 검토
1.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변화
<표 10>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정부 별 변화 양상 :
김대중 – 박근혜 정부
한류문화
거버넌스
양상
한류문화
콘텐츠정책
시기별
분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
형성기

질적 성장기

인프라 확충,
자금 직접
한류문화
지원,
세분화 및
콘텐츠정책 IMF 타개책,
전문화,
특성
문화산업의 거버넌스 도입
국가
기간산업화
음악산업진흥
법제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관한 법률
정비
(1999)
(2005)
아시아,
미국에 해외
진출 지원기지
해외 진출 설립 추진,
지원 해외 유수방송
한국음반홍보,
음반기획사의
벤처기업화

동북아 중심,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한류와 문화
및 관광산업
연계,
국가이미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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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
도약기

발전기

글로벌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
K-Culture
(대중 전통
문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표준계약서
(2011)
한류문화
진흥단
(2012) 설립
-정부 내 최초
한류공식기구,
국가브랜드
제고,
한류문화
수용층
정책과정 참여

‘문화융성’,
문화체육관광
예산6조원
시대,
K-Culture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법
(2014)
범정부 협업
및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공관 해외
문화홍보원
한류 지원
기지화,
세종학당 확대
한류 한국문화
연계 전파
체계화

한류문화거버넌스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
부, 박근혜 정부까지의 각 정부 별로 나타나는 시계열적인 변화 양상을
<표 10>으로 정리하였다. 크게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에서 규제형 혹
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한류문화거버넌스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인프라 확충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 진출 지원181)’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및 종합적 진흥 정책 이
래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기, 노무현 정부의 질적
성장기, 이명박 정부의 도약기,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의 발전기를 거
쳐 세분화 전문화 및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김대중 정부는 IMF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초고
속 인터넷,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문화산업정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CT(Cultu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
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정책’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문
화콘텐츠의 진흥 정책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1999)’ 등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자금 지원
에 힘썼다. 이와 관련 창작역량 확충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을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1.6: 11). 문화콘텐츠정책 중 한류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한류’가 본격화 된 1990년대 말부터 정책의 배경요인 및
성과 등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며, 문화콘텐츠정책의 해외 지원 범위를 미
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계획을 세웠다(문화관광부, 2000.2: 96).
김대중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자금 지원 및 문화산업 진흥 중심
의 정책적 움직임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세분화 전문화 하는 등 질적 발전 및 한류의 지속화에 힘썼다. 더불어
협치(governance)를 문화콘텐츠정책의 추진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정책화
181) 문화관광부(2003.3), p.13, <그림>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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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류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등장하였다.
참여정부는 한류의 일방적 확산으로 인한 혐한류 및 반한류 등을 지양하
며, 아시아 국가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류를 지향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이 시행되었다.
한류의 파급효과 관련,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고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참여정부는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K-POP과 J-POP을 대표하는 양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북아시아 중심의
정책 기조 및 아시아 한류 붐에 따라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역시 아시
아 중심으로 집중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움직
임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류의 지속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 하는 동시에,
글로벌한 범위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한류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여건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을 단장으로 하는 ‘한류문화진흥단(2012)’을 설립하는 등 정책 기구로서
도 공식적으로 한류 관련 기관을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182).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정책적으로 보다 전문화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국관광공사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
관광의 전략상품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아티스트에게 불리한 계약 조
건으로 인한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통해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
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방송계, 각종
연예기획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중문화예
술산업발전법’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182)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류 관련 단체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에도 한류라는 단
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재단을 법정법인화 하지 않는 등, 한류문화진흥단 출범 이전에
는 문화침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한류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
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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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계 표준계약서의
정책적 초석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는 규제형 혹
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기치로 하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
회(2013)’를 설립하는 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화융성을 강력하게 추
진하였다.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6조 원의 예산을 배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강
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
업법)(2014)’을 법제화 하였고, 방송․영화․음악 등에 분야별 표준계약
서를 개발 및 보급 하도록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22). 박근
혜 정부는 상호문화교류의 기치 하에, 민 관의 연계 등을 통해 범정부적,
범국가적 문화거버넌스(협치)를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주요 추진전략으
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육성에 더불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대중문화 문화예술 전통 문화 등의 한국 문화 전반의 지속
적 세계적 확산을 추구하고, 세종학당 등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
련 교육과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등 질적 팽창 또한 거듭하고 있다. 박
근혜 정부는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를 이명박 정부
로부터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2014년 11월 10일 한 중 FTA 타결로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중화
권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되었고, 중
국 기획사들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한국의 기획사를 인수 합병하는 등
새로운 한류문화거버넌스 양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류문화
거버넌스 각 주체의 역할 면에서, 특히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는 기획사
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변화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 대응책이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역할 면에서, 정
부의 역할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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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 분석 및 종합
앞서 연구문제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K-POP의 과거 성공사례에 대
한 배경요인으로서 주요 문화콘텐츠정책의 영향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양상을 띠는지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사례 연구를 통해 K-POP의 과거 성공사례에 대한 배경요인으
로서 주요한 문화콘텐츠정책의 영향이 거버넌스적인 특성을 보이며 상호
작용하는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출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세 가지 특성은 ‘민관협력 네트
워크 참여 및 협업’이었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네 가지 주체인 ‘공공 부
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은 위의 세 가지 특성을 보이며 정
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융성에 기
여하였다.
한류문화융성과 관련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한류문화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왔고, 그런 점이 본 연구 사례인 ‘아시아송 페스티벌’
및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에서도 잘 드러난다.
두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융성
의 성공사례이자 거버넌스라는 특성은 같지만, 한류문화거버넌스 요소
및 정책과정의 구체적 관점 별로 보면 각 사례 별로 기준점 및 구체적인
전개방식에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 각 사례의 거버넌스적인 특성을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각 주체 중심으로 사례 별로 분석하고, 둘째, 거버넌스 특성 별로 두 사
례를 간략히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관하여
제3장에서 제시한 간접지표 등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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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송 페스티벌(ASF)’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분석 구
조183)
‘아시아 중심 국가 주도형’ 한류문화거버넌스라는 사례적 특성의 아시
아송 페스티벌의 경우 각 정권별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되었기에 이하의
모형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세 가지 정권 별로 큰
흐름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ASF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은 공공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 순의 크기로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 공공부문
의 비중이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는 한류 관련
교류 단체인 KOFICE(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가 주최하고 국가가
후원하였다. 공공 부문 주도의 정책과정에서 대형 기획사와 아시아 한류
아티스트, 해외 주요 방송사 등이 민관협력, 네트워크, 참여와 협업의 행
위 주체가 되었다. 관객의 경우 수동적인 정책의 수혜자 등에 머물거나
관람 후 촬영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의 자발적 홍보 행위도 겸했다.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로서
동북아 중심,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한류와 문화 관광산업과의 연계 및
협치(거버넌스) 전략, 한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한류 문화산업과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연계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ASF’는 위 특성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183) <그림 4>, <그림 5>, <그림 6>의 각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의 비중 차이를 상대적
크기 차이로 도식화하였다. 각 정권 별로 개별 주체의 크기 차이는 동일한 정권 시기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들 사이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었음을 밝힌다. 단, 각 주체의
시계열적 비중 변화의 기준점은 최초 개최된 <그림 4>의 노무현 정부로 설정하였다. 한
류문화융성의 크기는 직접적 양적 측정이 불가하여 관객의 규모 및 외신 보도건수 등을
간접 지표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원의 크기는 영향력의 비중, 화살표 방향은 영향력
의 방향, 거버넌스 각 주체 간의 화살표 굵기는 영향력의 크기 및 관계의 강도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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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
ASF – 노무현 정부(2004년 제1회 – 2007년 제4회)
정책결정

의제설정

아시아
문화상호교류,
관광전략상품

문광부,
KOFICE,
지자체 등

ASF 개최 결정,
한류확산조성 사업
부문 예산편성결정

해외 관람객,
해외 시청자,
해외 네티즌 등

ASF
1회-4회

동방
신기 등

S.M. 등
아시아 최초
대중음악축제

ASF 개최

정책평가

정책집행
원의 크기 : 거버넌스 행위 주체의 활동 비중
화 살 표 : 영향력의 방향
화살표 크기 : 영향력의 정도

노무현 정부는 아시아 상호교류 문화정책 비전을 통해 한류 관련 교
류 단체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184)을 문화관광부를 통해 지원하면서,
한류확산조성사업 부분의 국고예산으로 무료 개최하도록 재정지원을 한
다. 공공 부문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참여와 협업’을 통해 ‘ASF’라는 한
류문화콘텐츠를 주도적으로 형성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ASF를 통해 김대중 정부 시기 코스닥 상장 및
184) 2006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9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으로 명칭변경

- 155 -

아시아 한류 스타를 통해 성장한 대형 기획사들에게 ‘국제적 공연 기회
국내외 홍보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제1회에는 한
국 대표로 S.M. Ent. 동방신기와 보아(BoA)만이 출연하였다. S.M. Ent.
의 민관협력은 현재까지 매회 나타난다. 이는 ‘한국 대표 기획사’라는 인
식을 아시아에 심어주는 동시에, 예산 투자 없이 아시아권 방송사 네트
워크를 통한 해외 홍보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국가 주도 행사
의 섭외 대상으로서 민관협력 주체 역할로, 공공 부문 대비 비중은 적다.
아티스트는 대형 기획사의 프로모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장기 연습생 시스템, 미성년이 다수 포함된 연령대, 한류
스타로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 등이 맞물려 관객 동원력 외에 구체적인
행위주체로서 독립적 특성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획사에게 미친 ‘국
제적 공연 기회 국내외 홍보 인지도 제고’라는 정책적 영향이 고스란히
아티스트에게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동방신기185)의 성공과정을 통해 ASF가 예비 한류 K-POP 스
타의 홍보 네트워크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K-POP융성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서 ASF 역할은 주최 측도 성과로 밝
힌 바 있다. 특히 NHK는 일본 전역에 송출되어, 한류초기 해외홍보 면
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기 매회 연속 출연을 K-POP융성의 비중 있는 성
과요인, 한류스타 성장 이후는 흥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층은 크게 해외 관람객과 해외 시청자로 나눌 수 있다.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어 티켓 수익 없이 광고 수익 등을 내었으나,
해외관객은 규모면에서 행사의 성공 및 지속성, 관광상품화 측면에서 당
시 문화 및 관광 연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해외
관람객의 경우 동 시기 누적 1만 명에 육박하였고, 총 관객 대비 평균
185) 2004년경에는 K-POP 한류 융성의 지역적 범위가 동북아시아 중심이며 초창기 동남
아 진출 양상을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기, 세계 2위 음반시장인 일본에 진출한 동방신
기의 성공사례의 경우 K-POP융성의 간접 사례 또한 될 수 있다. 동방신기는 2003년
한국 데뷔 후, 2004년 11월 제1회 ASF 출연 직후인 같은 달에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
매하였다. 이후 2006년에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랭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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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점유로 매회 그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외 팬들이 촬영하여 YouTube에 올린 각종 영상(소위 Fan Cam)
등은 공식 영상과 합산하여 2014년 현재 누적 15,000여 건으로 부수적
홍보 효과가 있었다. 해외 관람객이 적극적 참여와 협업을 통하여 온라
인 홍보 등의 주체로도 행위한 것이다.
해외 시청자 대상의 아시아 각국 방영의 경우 국내외 10여개 국가로
일정했으나 보도건수는 제1회 대비 제4회가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다. 언론 보도 건수는 주최 측이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성과로 제시한 바 있듯 산업적 효과가 있다. 특히 당시 한류의 지역적
범위는 동남아시아로도 갓 확산되는 초창기였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효과는 거버넌스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한
K-POP융성의 성공지표이자,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층을 통하여 관광산업 연계 및 국가 홍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은 가장 수동적이었고 적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는 통일된 발언권을 행사하는 단일 집단이 아닌, 관광
상품 소비자 집단군의 일원 역할이었으며, 무료 관객으로서 티켓 구매력
에의 비중 또한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POP융성을 가늠하는 간접 지표인 ‘지속성 관객 동원 규모
해외 주요 방송사 중계방송 규모’ 측면을 통하여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K-POP융성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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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
ASF – 이명박 정부(2008년 제5회 – 2012년 제9회)

의제설정

정책결정

아시아
문화 상호 교류
관광전략상품
국가이미지제고
문체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KOFICE 등

S.M., YG
JYP 등

해외 관람객,
해외 시청자,
해외 네티즌 등

ASF
5회-9회
동방신기
빅뱅, 비 등

아시아 대표
대중음악
종합축제
정책평가

ASF규모,
해외 홍보
확대 개최 결정

ASF 개최
정책집행
원의 크기 : 거버넌스 행위 주체의 활동 비중
화 살 표 : 영향력의 방향
화살표 크기 : 영향력의 정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ASF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은 공공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 순의 크기로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 주체 간
비중의 순위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동일하나,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
문화수용층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행사의 대규모화, 한류 스
타들을 보유한 대형 기획사들의 약진, 다수 K-POP 아티스트들의 한류
스타로서의 성장 및 파급 효과의 확산, 해외 관람객 수의 증가, 해외 홍
보 매체 및 보도 건수의 비약적 급증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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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는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한류문화진흥단(2012)의 출범을 통해
한류 관련 기구를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 내에 발족시켰다. 한류문화콘텐
츠정책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비중을 높였다. 이는 아시아송 페
스티벌의 행사목적 및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 위원회’의 글로벌 한류
공연186) 후원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특징은 글로벌화 및, 한류문
화수용층과의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경우 글로벌 종합페스티벌로의 도약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홍보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드러난다. 반면 한류문화수용층의 위상 제고
는 기존의 노무현 정부 시기와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잘 드러나
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된 행사의 성격 등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각종 전야제 등의 부대 행사 개최로 한류문
화수용층이 공연관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참여폭을 확대하도록 하
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 본 행사의 공공 부문 네트워크는 국제 수준의 국가
행사와 연계되는데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지자체 클러스터 연
계를 글로벌 행사로 보다 확장한 것이다. 유니세프와의 협업을 및 수익
금 기부를 통한 공익성도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핀 국가 브랜
드 이미지 제고 및 한류 문화 쌍방향 교류의 글로벌화와도 맥을 같이 한
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관광 상품과의 연계 및 부처간 협업도 지속되
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비중은 과거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무료행사의 돔 규모의 대규모화 및 유지를 그 이유로 들 수
186) 일례로 ‘K-POP WORLD FESTIVAL’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12월, 앞서 카자
흐스탄, 페루,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8개월의 예선을 거쳐 최초로 개최되었다. (출
처 – 스타뉴스, 2011-12-06, “전세계 16개국 참가 K팝 페스티벌 열린다”) 이는 외교
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각국 해외 공관을 통해 예선을 펼치고 한국의 창원시
에서 본선을 갖는 대규모 한류 행사이다. 2014년 현재 60여 개국에서 참가하고, 일부
국가는 예선전을 현지 방송국에서도 중계하는 등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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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획사의 경우 S.M. Ent.의 비중은 여전히 높으나, Y.G. Ent., DSP,
키이스트 등의 한류 K-POP 후발 주자들의 약진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에서의 기획사 비중이 높아졌다. 더불어 예비 한류 스타인 K-POP 신
인들을 아우르는 전야제 개최 등 한류 관광객 유치, K-POP 신인 홍보
및 참여 기회 확대, 국제 종합페스티벌 정책의 영향으로 보다 다양한 기
획사가 참여하였다.
아티스트의 경우 여전히 기획사 연계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하여 참여
하였기에 위의 기획사로의 정책적 영향을 더불어 받는다. 그러나 신인들
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대형 한류스타가 된 아티스트들의 참여, 장르의
다양화 등이 본 거버넌스 내의 비중 면에서의 확장의 이유라 할 수 있
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기, 갓 데뷔하여 본 행사 신인상을 수상했던 샤
이니 등이 2015년 도쿄돔 공연이 확정되는 등 K-POP 신인의 국제적 홍
보효과 또한 아티스트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으로 들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층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 평균 총 관객수 4만 3천여
명, 평균 해외 관객수가 7,000여 명에 육박하는 등 규모의 확장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한류문화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한류문
화수용층의 비중도 높아졌다. 이는 대규모 관객 유치를 통한 행사의 대
형화 등의 정책적 영향을 반영하며, 행사의 국제적 위상 제고 역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한류 관광객 유치 전략상품화 등은 주요 행사 목적으
로서, 한류 관광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융성에 대한 대표적인
간접지표임을 앞서 개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살펴보았다.
홍보 면에서 노무현 정부 대비 누적 국내외 보도 건수가 7배 이상 증
가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 해외 40여 개국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하
는 등, 해외 방영 규모가 약 4배 증가하였다. 이는 K-POP융성의 성과지
표로 볼 수 있는 홍보 면에서의 간접 지표이다. 또한 중국 CCTV 등의
대형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대규모 중국 시청자들에게도 접근도를
높였던 것도 상호교류형 K-POP융성의 간접지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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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민관협력의 네트워크 구조가 보다 견고
해졌으며, 글로벌화된 정책의 특성이 해외 방영국의 급증으로 함께 반영
되고 있다. 이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대규모화, 글로벌화 등의 상호작
용 양상은 K-POP융성에 대하여, 대규모 홍보 및 한류문화콘텐츠 확산,
K-POP 신인 홍보 전략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비중 있는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행사 자체의 지속성, 대형화, 홍보의 세계화는
K-POP융성에 있어서 산업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문
화 자체의 확산 효과도 있다. 이는 계량화 할 수는 없으나 통계 수치로
드러나는 해외 방영 국가 및 보도건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 시기 본 공연을 통하여 K-POP융성의 범주가 이전 정부 대비 확
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체 참가팀 중 K-POP 가수들의 비중이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단일 국가 최다 팀 참여, 전체 참여 가수 대비 무
대시간의 비중, 무대 순서(피날레) 등의 비중 면에서 K-POP 가수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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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그림 6>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
ASF – 박근혜 정부(2013년 제10회 – 2014년 제11회)
정책결정

행사 주최 이관
글로벌상호교류
장르 다양화

ASF글로벌화,
온라인
홍보 채널확대

문체부,
부산시 등

해외 관람객,
해외 시청자,
해외 네티즌 등

ASF
10회-11회

(사)음콘협
S.M. 등

EXO 등

아시아 최대
대중음악
종합축제

정책평가

ASF 개최
정책집행
원의 크기 : 거버넌스 행위 주체의 활동 비중
화 살 표 : 영향력의 방향
화살표 크기 : 영향력의 정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ASF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은 공공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 순의 크기로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순위의 비
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 대비, 기획사 등의 민간 주체의
비중은 거의 비슷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음반사 및 기획사들의 연
합체인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로의 주최 이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쇄효과로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였
다고 볼 수 있으나, 대형 기획사, 특히 S.M. Ent.의 참여가 두드러져 아
티스트들의 영향력의 경우 장르적 다양화 외에 큰 차이는 없다.
- 162 -

박근혜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특성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
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문화융성’의 기치 안에서 범정부적 한류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다. 저작권 관련 음악산업계의 보호 및 음원 유
통구조의 개선에도 보다 비중을 두었다. 위 정책적 특성은 (사)한국음악
콘텐츠산업협회 이관 후, 2013년 첫 유료화된 티켓 수익이 저작권 캠페
인에 사용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체육관광
부와의 홍보 네트워크도 전문화된 한류정책 협업의 활용이다.
공공 부문의 변화는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ASF 부산 조직위원
회 등의 공동 개최를 통한 2014년부터의 지속적 부산 개최를 들 수 있
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는 지자체 및 민간 중심으로의 비중의 이양
이며, 기존 다양한 지자체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및 한류문화
수혜 활성화, 다양한 지역을 통한 국가 홍보 등의 특성을 과감하게 선택
과 집중을 통해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위원장을 부산이 지역구
인 국회의원이 맡는 등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국제 행사의 지자체 중심
의 유치로도 볼 수 있다187).
민간 부문의 변화는 앞서 살핀대로 음반사 및 기획사 들의 비중이 높
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카이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SNS를 통한 가
수 섭외 등으로 보다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한 것도 하나의 특성
이다. 하지만 신인의 비중 면에서 여전히 S.M. Ent.의 역할이 두드러지
는 등, 전체 비중 면에서 대형 소속사 소속의 아티스트의 역할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 홍보 측면에서 기존 보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시에, KBS 월
드의 YouTube 공식 채널등을 통한 글로벌화 및 온라인 공식 중계 등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이는 본 사례의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를 통한 쌍방향
한류 교류라는 아시아 중심 특성이 점차 전환되고 글로벌화에의 구체적
노력이 온라인을 통해 전개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시아 14개국 방영
및 온라인 생중계 또한 이와 같은 문화교류의 일환이자 변화로 볼 수 있
187) 부산일보, 2014-06-30, “‘아시아 송 페스티벌’ 올해부터 부산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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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시도로 K-POP융성에 보다 글로벌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의 가장 큰
특성은 특정 지방의 연계, 행사의 구체적 글로벌화, 학계와의 협업 등을
통한 네트워크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
상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기 등에 언급한 특성 외에, K-POP 융성에 간
접적으로 글로벌 저변 확대 등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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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TOWN 프랑스공연’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분석 구조
SMTOWN 프랑스 공연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이 각 거버넌스 주체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위 주체 간 상호작용 패턴의 거
버넌스적 특성이 이명박 정부 시기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 양상이 K-POP 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SMTOWN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은 ‘글로벌 민
간협업’의 사례적 특성을 지니며, 공공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
수용층 순의 크기로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층과 아티스트
의 비중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한류문화수용층의 거버넌스
내의 위상 제고는 앞서 개별 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정책과정에서의
적극적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에 기인한다.
‘K-POP 공연’을 최초 제안한 것은 현지 한류문화수용층인 ‘코리안 커
넥션’이었으며 이를 프랑스 한국 문화원이 적극 지원 및 정부, 기획사와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매개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문의
해 홍보 예산 지원을 통해 S.M. Ent.를 설득 및 섭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의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기존 한류 관광 정책 네트
워크 등도 활용되었으며,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공식 후원으로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라는 공식명칭의 본 공연이 개최되었다. 공연 매진 및 추가공연
결정에도 ‘코리안 커넥션’의 적극적 협업 및 참여가 있었다. 이에 현지
한류문화수용층의 정책과정에서의 비중 및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상대적
비중이 같은 시기 ASF 주체 간 상대적 위상보다도 대단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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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 :
SMTOWN 프랑스 공연 – 이명박 정부(2011.6.10 - 11.)188)
정책결정

의제설정

한국방문의 해
홍보예산지원결정,
추가공연 결정

코리안커넥션의
개최안, 추가안
파리문화원지원
문체부
파리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 해

코리안 커넥션
유럽 한류팬덤
SMTOWN
프랑스 공연
1-2회

S.M. Ent.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SMTOWN
프랑스 공연
1-2회 개최

K-POP최초
유럽직접진출
정책평가

정책집행

원의 크기 : 거버넌스 행위 주체의 활동 비중
화 살 표 : 영향력의 방향
화살표 크기 : 영향력의 정도

188) SMTOWN 프랑스 공연 사례의 경우, 정권 별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일회
성 공연이었다. 따라서 <그림 7>의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크기는 본 단일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점 없이 표현한 것임을 밝힌
다. 다만 <그림 5>와 <그림 7>의 각각 그림 당, 동일 그림의 주체들 사이의 상대적 크
기 차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 ASF와 SMTOWN 프랑스 공연의 한류거버넌스 내
한류문화수용층 역할 차이를 보이고자 하였다. 한류문화융성은 직접적 양적 측정이 불
가하여 관객의 규모 및 외신 보도건수 등을 간접 지표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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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특성은 본 사례에서 국가 브랜
드 이미지 제고,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의 공식적 참여의 적극성,
한류에 있어서 문화 관광산업의 정책 네트워크 전문화, 해외 문화홍보원
의 한류 허브화 등으로 나타난다.
공공 부문의 문화 관광산업 정책 네트워크의 전문화 측면에서, 문화체
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를 주축으로 해외 유수 방송사들과의 네트워크
가 글로벌 협업 및 한류 관련 취재 지원 등을 통해 본 공연 이전에 형성
되어 있었다. 프랑스 국영 방송의 한류 취재의 경우 프랑스 한국 문화원
의 협조가 더해져 그 과정에서 S.M. Ent.와의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이뤄졌다. 이는 글로벌 상호문화교류형 한류, 국가 브랜드 홍보 등을 표
방하는 정책적 특성 또한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세분화 전문화된 한류
정책은 기획사와 아티스트 수용층에게 이하의 영향을 미친다.
기획사 S.M. Ent.의 경우 기존에 유럽에의 직접적 프로모션이 전무했
으며 이는 여타 한국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본 사례 이전의 한류
는 아시아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세계 2위의 음반시장 일본 진
출과, 아시아 최다 인구 보유국인 중국 진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프로모
션 전략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본 사례의 정책과정에서 한류문화수용층
의 제안 및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기획사 설득 및 섭외 과정을 보면 기
획사의 역할은 일반적인 민간의 한류진출과 비교할 때 수동적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의 역할 비중이 큰 것은 결국
SMTOWN LIVE라는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대표적인 K-POP 단일 공
연 브랜드로 참여하여 콘텐츠면에서 공연을 성공으로 이끌고, 현지
K-POP융성에 기여한 것에 기인한다.
아티스트의 경우 기획사의 SMTOWN LIVE 집단 프로젝트 내의 수
동적 주체로 기획사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본 공연에 참여한다는 점에
서 비중은 크게 높지 않다. 이는 ASF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대다수 출연진의 개별 한류 관객 동원력은 공연 전후 가수 당 도쿄돔 공
연 및 공연 계획 확정, 아레나 투어 등을 통해서도 수차례 입증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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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공연의 실질적 흥행을 담당하고 두 차례 매진을 통해 티켓 파
워가 입증된 바, 한류문화거버넌스 내 비중이 기획사 다음으로 크다.
한류문화수용층의 경우 ‘코리안 커넥션’을 주축으로 전체 정책과정에
서 유례없이 높은 참여를 보였다.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상호문화교류
특성의 영향으로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적극적 지원을 얻었으며, 철저한
자체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획사들이 조사하지 못한 유료 관객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단일 단체의 결집력을 통해 추가 공연 이벤트, 홍
보 이벤트 등으로 현지 이슈화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내 비중
이 ASF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이러한 활동 및 단체 결성의 배경적 요인이 프랑스 한국문화원
관련 프로그램 수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상호문화교류정책의 영향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정책평가에서도
2011년 콘텐츠 어워드 해외 진출 유공자 부문에 단체의 회장 막심 파케
가 선정되는 등, 정부와의 네트워크 또한 지속되었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은 해 각 해외 문화원장 한류 허브화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는 자체적
으로 본 행사를 정책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POP 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ASF 사례와 같이 공연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관객동원 규모, 유럽 및 일본 유수 언론 취재, YouTube
유관 영상 개수 및 조회수, 지역적 범주 측면에서 유럽 직접 진출의 신
호탄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관객 동원 규모 면에서 2회 매진
된 총 14000명 규모 관객의 98%는 유럽 현지인이었으며, 국가 구성도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는 현지에서 열린 K-POP
공연이 전무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와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이나, 규모 및
매진 측면, 매진으로 인한 추가공연 편성 측면에서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외 언론 취재 면에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12.19.)의 프랑스
현지 보고189)에 따르면 르몽드, 르피가로 등의 대표 일간지가 본 사례와
189)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12.19.), ‘2011 한류동향보고서’,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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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한류 프로젝트 전략을 공연 전후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 본 공
연은 20여개의 유럽 및 일본 매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로 전달되었고
비단 공연 자체만이 아닌, K-POP 시스템, 아티스트, 국가 한류정책 홍
보 등의 지역적 범주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내의 K-POP 인지도를 제고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본 연구의 간접지표인 YouTube 영상의 개수 및 조회수의 경우, 개수
는 8만 건에 육박한다. 공식 및 비공식 영상을 종합할 때 상위 7개 영상
의 누적 조회수만 보더라도 1천 만 건에 육박한다. 이 중 현지 관람객이
올린 공연 비공식 영상 또한 수백 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참여와
협업의 양상도 보여주었다. 이는 유럽 현지 뿐 아니라 아시아권에 영향
력이 높은 출연진의 면면 및 S.M. Ent. 공식채널의 구독층을 고려하면
아시아권 K-POP융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6월 11일 YouTube의 S.M. Ent. 공식채널을 통해 업로드 된
샤이니와 f(x), 소녀시대의 공연영상은 다음날 프랑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3~15위에, 팬들이 직접 찍은 공연영상은 13일 기준으로
최다 즐겨찾기 영상 20위 내에 7건이 랭크됐고, 10일 공연 전 미리 모여
단체응원을 하기 위하여 프랑스 팬들이 만든 페이스북 모임 ‘Welcome
SM Town in Paris’에는 총 2800여 명 중 1111명이 참석을 약속하기도
했다190).
지역적 범주 면에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유럽 직접 진출
의 신호탄인 이유는 첫째, 본 공연 이전 유럽 현지 K-POP 한류콘서트
의 선례가 없었다는 점, 둘째, 적극적 소비층 확인 후 2011년 가을부터
각종 유료 한류콘서트가 유럽에서 잇달아 개최, 셋째, 유럽 및 남미
K-POP 팬덤의 공연 청원 플래시 몹 시위 이벤트 모방 등의 가시화 및
적극화 등에서 일종의 방아쇠 효과였음을 간접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의 개별 기획사들이 구체적 시장성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유럽 시
장의 유료 소비자층이 가시화되었다는 측면은 K-POP 융성에 대한 간접
190) 텐아시아, 2011-06-14, “SM은 어떻게 K-Pop을 대표하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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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들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4월 본 공연 1회 분 티켓이 매
진191)되고 225유로에서 500유로까지 암표가 거래192)되는 등, 정책결정자
들의 원래 기대보다 더 큰 수용층의 호의적 반응 및 K-POP 수요층의
구매력, 유료 한류문화콘텐츠에 대한 현지인들의 가치 판단, 시장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수의 한류콘서트가 개최되는 동인이 되었다.
위 KBS 뮤직뱅크 파리 공연의 경우에도 유료로 진행되었으며, ‘코리
안 커넥션’이 공식 홍보 기관193)으로 활동하고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협
조하는 등 본 사례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현지 한류콘서트로 확장된
형태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사례가 공연 개최의 직접 동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공연 이후 유럽에서의 K-POP 공연 현황은 <표 11>과 같다.
지역

<표 11> 유럽 내 K-POP 공연 현황194)

공연일

프랑스 파리 2011.06.11
- 06.12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1.10.29

영국 런던

2011.11.03

영국 런던

2011.12.05

공연장

공연명
르 제니스 SMTOWN
드 파리 INLIVE
PARIS
JYJ
포블레
유럽투어
에스파뇰
콘서트
오프닝 갈라
애비로드
콘서트
스튜디오
‘샤이니
인 런던’
오투
유나이티드
브릭스턴 큐브 콘서트
아카데미 뷰티풀 쇼

주최 및
관객 수
주관
S.M. Ent. 1만 4,000명
& MBC
(2일)
씨제스
엔터테인먼 3,000여 명
트
S.M Ent.

800여 명

큐브
엔터테인먼 4,000여 명
트

191) 본 공연의 티켓 가격은 최저 51유로, 최고 111.5유로였으며, 총 2회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출처 – 매일경제, 2011-06-12, “유럽에 문화 역수출 … 한국 車ㆍ화
장품ㆍTV 구매력 높아진다.”)
192) 프랑스 현지 일간지 렉스프레스 보도 (출처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12.19.),
‘2011 한류동향보고서’, p.184에서 재인용)
193) 박언영(2012.1.26.), ‘유럽의 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막심 파케를 만나다’
(출처 – 파리의 한국아줌마 http://blog.daum.net/parismadame/87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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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2012.02.08
독일 베를린 2012.02.12
프랑스 파리 2012.04.06

K-POP
페스티벌
1만여 명
– 뮤직뱅크 KBS
인 파리
유나이티드
큐브
콜롬비아 큐브
콘서트
엔터테인먼
3,000여 명
할레
뷰티풀 쇼
트
SUPER
르 제니스 SHOW
드 파리 in PARIS4 S.M. Ent. 7,000여 명
베씨
스타디움

본 사례 이후로 유럽에 K-POP이 확산 되는 양상은 한류문화수용층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각종 팬 커뮤니티의 경우, 공연 등
의 직접 프로모션이 있었던 아시아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활동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본 공연 이후 유럽을 비롯한 남미 등의 커
뮤니티 역시 적극적인 활동 양상을 보이며 체계화되는 등, K-POP 커뮤
니티 저변 확대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본 공연을 계기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프랑스 K-POP 팬
들195)이 가시화 되어 추가 공연 청원 플래시 몹 등의 적극적 활동을 하
였다. 이를 기점으로 여타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도 각국에서 현지 공연
청원을 하는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 또한, K-POP 그룹들의 노래를 부르
고 춤을 추는 플래시 몹은 이후 독일, 폴란드, 남미, 미국 등지에서 팬들
이 공연을 열망하면서 취하는 일종의 시위 방식으로 정착하면서 커버 댄
스 등의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오고 있다(이수안, 2012: 126-127).
본 사례를 통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의 활동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b: 488), 이후 유럽
의 한류문화수용층은 보다 체계화 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K-POP 정보
를 교환하고 단발성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단순히 소비하는 초기 팬덤에
서, K-POP을 재해석하고 자신들의 또래문화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
194)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2b), <한류 포에버 – 세계는 한류 스타일>, p.489, ‘[표Ⅵ
-14] 유럽 내 K-POP 공연 현황’에서 재인용, 본 연구자 일부 재구성.
195) 동아일보, 2011-05-26, “佛 팬모임 ‘코리안커넥션’ 회장 막심 파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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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4a: 387-388).
즉, 기존의 수용층은 소극적 수용층이었고, 자생적 커뮤니티였다가, 파
리 공연 이후 양상이 바뀌어 적극적 소비자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류문화수용층은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책 대상으로서 한류문화수용층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내의 위상도
더욱 제고되었다. 본 사례 1회 공연 티켓 매진과 비슷한 시기인 2011년
봄에, K-POP WORLD FESTIVAL의 첫 예선전이 본 공연 사례와 같은
해외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한류문화수용층을 대상으로 열렸
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예선이 열렸으며, 현재 60여 개 국으로 확대되
었다. 전세계 한류문화수용층의 활동이 가시화 되자, 정부도 수용층을 글
로벌 한류 정책의 주요한 참여 주체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사례 직후 해외 한국문화원의 한류 허브화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는 등, 해외 주재 공공 기관을 통한 한류문화수용층과의 글로벌 민관
네트워크 형성, 이를 통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융성 및 지속
화에의 정책적 노력과 영향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이 시기의 정책적 특
징 및 성과요인으로 들 수 있다.
더불어, 본 사례 이후로 유럽 언론들이 한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
을 갖게 되었으며, K-POP, 아티스트, 기획사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 한
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 한국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등에 대
한 유럽 미디어의 관심이 확대되었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b:
497-499). 이는 국가 홍보 효과로도 이어져 정책 목표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문화홍보원장들의 한류 허브화 전략 회의에서도 논의되었
듯 본 사례와는 달리 후발 사례인 KBS 뮤직뱅크의 프랑스 파리 공연의
경우, 관객 데이터 등의 철저한 사전조사의 부족, 2회 공연의 1회 축소
및 대형공연장 대관196), 현지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평일 공연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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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진 등의 흥행에 이르지 못한 점197) 등은 한류문화거버넌스 및 정
책의 개선점으로 나타났다.

196) 박언영(2012.1.26.), ‘유럽의 한류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막심 파케를 만나다’
(출처 – 파리의 한국아줌마 http://blog.daum.net/parismadame/8792501)
197) 한국경제, 2012-02-29, ““해외 문화원을 한류 허브로 만들겠다” - 프랑스 등 41곳
원장·홍보관 전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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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특성 비교 분석
두 사례의 분석결과를 <표 12>와 같이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한류
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융성의 성공사례이자 거버넌스라는 특성은 같
지만, 한류문화거버넌스 요소 및 정책과정의 구체적 관점 별로 보면 각
사례 별로 기준점 및 구체적인 전개방식에 차이가 드러난다. 이를 간략
히 살펴보겠다.
<표 12> 사례1과 사례2의 분석 결과 – 한류문화거버넌스 특성
사례적 특성
민관
협력
한류
문화
거버 네트
넌스 워크
요소
협업
과
참여

아시아송페스티벌198)
아시아 중심 국가 주도형
한류문화거버넌스
(1 –9회) KOFICE
(10-11회)한국음악콘텐츠산업
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아시아 아티스트
1. 문체부(문화관광부),한국관
광공사의 KOFICE 지원
2.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문화 관광산업 연계,
관광전략상품화
3. 지자체 클러스터 연계
4. 주최-기획사-아티스트
5. 주최 측 국내외 유수 언론,
아시아 한류문화수용층 아티
스트,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 아시아 각국 아티스트 최소
개런티 출연: 문화교류 협력
- ASF 주최 지자체: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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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글로벌 민관협업
한류문화거버넌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S.M. Ent., 소속 아티스트,
프랑스 한류문화수용층
‘코리안 커넥션’
1. 프랑스 한국문화원, 한류문
화수용층 ‘코리안 커넥션’
2.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류 문화 관광산업 연계
3.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후원
4.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한류
취재 지원: 프랑스 국영 2TV,
S.M. Ent. 간의 매개 역할
5.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네트
워크 총 매개
- ‘코리안 커넥션’ 공연 제안
을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지원
- 문체부가 ‘한국방문의 해
홍보예산’ 지원을 통해 S.M.

의제
설정

정책
결정

1. 노무현 정부 동북아 중심,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정책비
전
2.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현 KOFICE) 지원 및 아시
아 상호문화교류 행사 지원
1. 위 재단을 통한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결정
2. 제1회, 제2회 ASF: 한류확
산조성 사업 부분 국고 예산
으로 제작
3. 제1회-9회 무료공연
제10회-11회 유료공연화
(수익: 저작권 캠페인 활용)

한류
문화
거버
ASF 개최 및 각 지방자치단
넌스
체 클러스터 연계,
정책 정책 국내외 기획사 및 아시아 탑
과정 집행 아티스트 출연
(한국의 경우 관객동원력 큰
K-POP 한류 아티스트 출연)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2.29.)>
1. K-POP아티스트 및 신인의
홍보성과, 한류성과
정책 아시아
2.
아시아
대중음악축제
평가 3. 예산의 최대
부족, 공연 및 관광
인프라 부족한 지방 공연 시
운영상의 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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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설득에 도움
- ‘코리안 커넥션’의 추가공연
시위 및 드골 공항 마중 이벤
트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1. ‘코리안 커넥션’ 공연 제안
프랑스 한국문화원 지원
2. 이명박 정부 한류를 통한
상호교류, 국가 브랜드 이미
지 제고, ‘문화국가’ 정책비전,
한류 문화 관광산업의 연계.
1. ‘코리안 커넥션’의 사전 조
사: 유료관객수치 확인
2. S.M. Ent. 소속가수 2팀
공연 -> 5팀 공연으로 확대
3. 한국문화원 매개, 문체부의
한국방문의 해 홍보예산 지원
4. S.M. Ent. 섭외
1.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공
식 후원을 통해 SMTOWN
공연 개최, 1회 매진
2. 1의 과정에서 ‘코리안 커넥
션’의 플래시 몹 시위 이벤트,
파리 현지 특파원 전원 취재
3. 추가 공연 결정, 2회 매진
4.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파
리 현지 공연장에서 해외 관
람객 대상 한국관광 홍보활동
<문화체육관광부(2013)>
1. SMTOWN 프랑스 공연을
시발점으로 대중들이 K-POP
중심 한류의 글로벌화 인식
2. K-POP이 하나의 고유명사
가 된 기점

<언론>
1. 행사진행 미숙 및 아시아
아티스트들에 대한 소개 부족
2. 10대 아이돌 팬 위주 관객

<정책의 환류>
- 아시아 최대 대중음악축제
라는 자체 평가를 거쳐, 글로
벌화에 대한 노력, 전세계 홍
보 강화
- 장르의 다양화로 아이돌 가
수 섭외 편중을 벗어남
-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 행
사진행 미숙, 음향장비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

<문화체육관광부(2011)>
- ‘코리안 커넥션’ 회장 막심
파케,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해외진출 유공자 분야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
- 유럽 K-POP 팬덤 커뮤니
티 활동 가시화, 적극화, 유럽
언론의 K-POP, 기획사, 한국
정부 한류 정책에 관심 표명
<정책의 환류>
- 단발성 공연이나, 성공적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자체평
가, 본 사례의 네트워크 구조
가 한류공연에 재차 활용.
- 2012년 2월 KBS 뮤직뱅크
파리 공연 : 프랑스 파리 문
화원의 협조 및 ‘코리안 커넥
션’의 공식 홍보 후원으로 개
최. (1만여 명 관객 관람)

위와 같이 두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특성은 각 공통요소 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융성은 이하와 같은 간접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 2004 – 2014년 (제1회 – 제11회)에 걸쳐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각 회당 특성을 ‘아
시아송페스티벌’의 범주 내에서 종합 서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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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례1과 사례2의 분석 결과 – 한류문화융성수준 반영 지표

한류
문화
융성
수준
반영
지표

아시아송페스티벌199)
2004-2011년 기준
해외 관람객 누적 44,039
(국내 관람객 누적 230,461
총 관람객 누적 274,500)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
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최대 40여 개국 보도, 일본
NHK, 중국 CCTV, 홍콩
ATV, 대만 GTV 등 주요 방
송 방영. 보도건수 2004-2011
년 기준 - 국내외 7,928건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총 2회 14,000여 명 중 98%
유럽 현지인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핀란
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
프랑스 파리
프랑스 국영방송 2TV, 프랑
스 독일 합작 공영방송 Arte
TV, 프랑스 경제 주간지
l’espress등 20여개 유럽 매체,
일본 산케이 스포츠, 닛칸 스
포츠, 후지 TV 등 일본 매체

1. ‘아시아송 페스티벌’ 검색
15,300여 개의 동영상 검색,
2. ‘asia song festival’ 검색
212,000여 개의 동영상 검색,
- 총 조회수 상위 7개 영상
누적 조회1,500,000여 건 이상
200)
총 11회
지 2004-2014년
정부, 이명박 정부,
속 (노무현
박근혜
정부)
성 - 국가 주도형 지속

‘smtown in paris’ 검색
79,400여 개 동영상 검색
- 비공식 및 공식 영상 합산
조회수 상위 7개 영상, 누적
조회수 10,000,000여 건 이상

해외
관람
객수
개최
지
국내
외
보도
건수
You
Tube
조회
수
및
영상
개수

2011년 6월 10–11일 총 2회
(이명박 정부)
-현지 수용층 청원을 수용한
추가공연 개최

<표 12>과 <표 13>을 통하여 두 사례에서 나타난 한류문화거버넌스
의 형성과 전개과정상의 특징으로는 정책 의제 설정의 국가 전략, 정책
목표의 산업적 측면, 접근방식, 협업적 측면, 영향범위, 한류문화수용자층
의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199) 2004 – 2014년 (제1회 – 제11회)에 걸쳐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각 회당 특성을 ‘아
시아송페스티벌’의 범주 내에서 종합 서술하는 것으로 한다.
200) 2014년 12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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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제 설정의 국가전략에 있어서, ‘ASF’는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SMTOWN 프랑스 공연’에서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차이가 있
다. 이를 통해 ‘ASF’를 처음 개최했던 노무현 정부와 ‘SMTOWN 프랑스
공연’을 지원한 이명박 정부의 정권 별 국가 전략의 차이가 드러나며, 정
부에서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을 활용하는 관점이나 초점 및 그
비중이 달라진 것이 드러난다.
정책목표의 산업적 측면에서, ‘ASF’는 국내적 관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K-POP을 활용해서 지역관광산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하
려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SMTOWN 프랑스 공연’은 기획사 중심의
특성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엔
터테인먼트 산업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을
정책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추진하는 차이가 있다.
접근방식에 있어서, ‘ASF’는 ‘top-down(하향식)’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 이에 비해 ‘SMTOWN 프랑스 공연’은 ‘bottom-up(상향식)’ 접근방식
을 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층 ‘코리안 커넥션’의 한류문
화거버넌스 내의 역할이 후자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했다. 이는 후자의
결집력이 단일 단체로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성에도 기인한다. 지역
적으로도 ‘ASF’는 해외 관람객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개최되어 결집이
어렵다.
협업적 측면에서 ‘ASF’는 정부주도형, ‘SMTOWN 프랑스 공연’은 기
획사 주도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기획사들이 공공행사 성격
이 강한 본 공연의 전반적인 연출에 두루 참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
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SMTOWN LIVE라는 단일 공연 브랜드 등을
활용한 기존 공연 노하우를 통해 공연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결
국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특성이 공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객 동원을
통해 입증된 민간 주도의 공연은 관람객들에게도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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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범위에서는 ‘SMTOWN 프랑스 공연’이 상대적으로 문화적 파급
성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는 YouTube의 동영상 개수 및 누적
조회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ASF’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연 자체의 유럽 및 아시아 한류문화수용
층 사이에서의 화제성, 팬들이 상대적으로 아티스트와 근접거리에서 캠
코더 촬영을 통한 비공식 영상(소위 Fan Cam) 제작이 가능했던 공연장
의 사정, S.M. Ent.의 YouTube 공식 채널 기존 이용자로서의 글로벌 한
류문화수용층 및 지리적 이유로 공연에 가지 못한 한국 팬덤과 아시아권
한류문화수용층의 시청 등을 그 이유로 추론할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자층의 특성면에서, ‘ASF’는 소극성, ‘SMTOWN 프랑스
공연’은 적극성의 차이가 있다. ‘ASF’의 한류문화수용층은 해외 공연 관
람객과 해외 주요 방송사의 시청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층 입장에
서는 해외 공연, 한국 정부 주도의 공연, 대규모 관광 상품의 소비자의
일원, TV 등 일방향 매스미디어를 통한 해외 콘텐츠의 향유 등의 측면
을 소극성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반면, ‘SMTOWN 프랑스 공연’ 수용
층의 경우, 적극성 요인은 의제설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적극 참여, 유료
관람객 데이터 사전조사, 루브르 박물관 플래시몹 이벤트를 통한 추가
공연 결정 기여, 기획된 드골 공항 환영 이벤트를 통한 적극적 홍보 등
을 들 수 있다.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본 연구와 같이 한류문화거버넌스적인 시각에
서 연구한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만, 앞서 제 2장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 본 연구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의 원형을 제시한 이종열
(2007)의 경우,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연구를 통하여 한
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교류 시스템 구축을 분
석하고 있다(이종열, 2007: 142). 이종열(2007)의 제언은 본 연구의 두 가
지 사례 모두에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특성임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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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수용층의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에 있어서 특히 SMTOWN
프랑스 공연에 참여한 ‘코리안 커넥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손승혜
(2011b)의 선행연구가 본 사례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 현지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위의 연구에서 손승혜(2011b)는 한류문화콘텐츠로
서의 K-POP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그 내용적 요인을 ‘새로움, 개방성,
절제성, 친근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손승혜, 2011b: 86-88). 손
승혜(2011b)의 연구를 통해 프랑스 현지 K-POP 한류문화수용층의 선호
요인 및 K-POP을 바라보는 현지인의 시각을 더불어 알 수 있었다.
향후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시각의 연구가 활성화
되면 각종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 한류문화거버넌스에 대한 양적 연구 등
이 진행되고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
넌스의 질적 양적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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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함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K-POP의 과거 성공사례에 대한 배경요인으로
서 주요한 문화콘텐츠 정책의 영향은 어떤 양상을 띠는가, 시기적으로
어떤 변화양상을 띠며 나타나는가’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 등의 각 거버넌스
주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한류 문화 융성을 K-POP 한류문화콘텐
츠 성공사례인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
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한류문화거버넌스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인프라 확충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 진출 지원201)’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및 종합적 진흥 정책 이
래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기, 노무현 정부의 질적
성장기, 이명박 정부의 도약기, 2014년 현재 박근혜 정부의 발전기를 거
쳐 세분화 전문화 및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한류문화거버넌스
는 크게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와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
화거버넌스’로 나눌 수 있다.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
거버넌스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정책’ 기조를
견지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 등의 법제도 확충 및 한국문화콘
201) 문화관광부(2003.3), p.13, <그림>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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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진흥원 등의 전문 기관 설립 등의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인 자금지원
을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명칭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정부의
각종 문화콘텐츠정책에도 한류가 배경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음반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 한류문화
콘텐츠로서의 K-POP 기획사들이 코스닥 상장 등을 통해 대형화 되는
것에도 정책적으로 일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대중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각종 민관협력 등을 통한 한류문화거버넌스 양상
역시 나타나게 되어, 문화콘텐츠정책에 있어서 민 관은 과거 규제와 검
열의 시대로부터 지원과 상호협력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이양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계승하는 동시
에,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정책적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음악산업과 관련
하여 2003년 3월에 발표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 K-POP 한
류문화거버넌스의 한 형태202)로 볼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K-POP융성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북아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아시아 중심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다양하게 펼쳤다.
본 연구의 사례인 ‘아시아송 페스티벌’ 역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아시
아 중심, 쌍방향 문화교류 등의 정책 기조가 드러난 행사(사업)의 일환이
었다. 노무현 정부는 협치(governance) 및 한류를 문화콘텐츠정책용어로
공식화하였으며, 한류를 관광산업 및 국가 이미지 향상과 연계하였다.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한류문화콘텐츠의 지역적
범주가 전세계로 확장되는 등, 도약기를 맞이한다. 유럽 진출의 시발점이
된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2011)’ 및 싸이(PSY)의 ‘강남스타일(2012)’ 등을 통해 한류문
202) 문화관광부(2003.3), p.13, <그림>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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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콘텐츠로서의 K-POP이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도약한 것은 이명박 정
부 시기 한류문화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
부는 ‘한류문화진흥단(2012)’ 등의 출범을 통해 한류를 본격적으로 정부
기구로 공식화 하고, 각종 전문화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추진한다. 특
히 이 시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의 법제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를 통하여 표준계약서를 정착시키는 등 각종 법제도를 통한 규제형 한류
문화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류의 활성화를 기화로 난립
하는 각종 기획사 설립과 그에 따른 아티스트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
여 기업윤리의 영역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시장의 자정 능력에만 맡길 수
없었던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류문화수용층이 정
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외 문화원 등을 통한 개방적 네트워
크 구조 구축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그들의 정책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정책을 보
다 발전시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을 법제화 하고, 음악산업
계에 표준계약서를 정착 시키는 등 규제형 혹은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
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하여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문화콘텐츠정책을 중점 육성하고,
특히 한류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K-Culture 정책을 계승하여 다양한 한
국 문화의 전파를 한류문화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음악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레나
형 K-POP 전문 공연장의 건립을 진행하는 등, K-POP 한류문화콘텐츠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지원과 참여
는 단지 문화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한류 관
광객의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가 이미지 상승, 상호문화교
류, 대한민국의 문화국가 이미지의 국제적 확산 등을 더불어 지향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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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송 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의 사례연구를 통하
여, 노무현 정부를 시초로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 시기 이어지고
있는 본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적 속성 및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변동
을 살펴보았다.
본 사례의 노무현 정부 시기 아시아 중심 상호문화교류 정책 및 한류
관련 문화 관광산업 연계 정책 기조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협
업을 통해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연계 등으로 지
역경제의 고른 발전 및 국가 홍보를 꾀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의 후원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전략 상품화 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명
박 정부 시기부터 아시아 상호문화교류라는 핵심 기치는 유지하되, 행사
목표의 지역적 범주를 글로벌로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보
다 결속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적 행사 및 유니
세프와의 협업을 통한 기부 등을 통해 ‘글로벌 공익 기여’ 및 ‘행사의 글
로벌 인지도 상승’ 등을 동시에 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주최를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로 이관하면
서 본 행사를 유료화하여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캠페인에 수익금
을 사용하게 하는 등 K-POP 진흥 정책의 특성도 더욱 부각되었다. 해
외 한류문화수용층에의 교류를 KBS 월드 채널의 YouTube 중계 등으로
확장하여 기존의 홍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인 공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의 특성이 정책과정에서 고르게 나타났
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음반사 및 기획사 등의 민간의 비중이 보다
높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본 사례는 전체적으로 ‘아시아 중심 국가
주도형’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양상을 보인다.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명박 정부 시기 이루어진
본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적 속성 및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변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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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의 글로벌 한류문화수용층의 위상 제고를 살펴보았다.
본 사례의 한류문화거버넌스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의 시발점이자, 기존에 범부처간 각종 한류 관련 정책 사업 등을 통
해 전문화된 네트워크 구축의 본격적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관협력의 경우 본 공연을 위해 최초로 구상되고 형성된 것이 아닌,
기존의 한류문화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의
적극적 지원 역할로 유럽의 한류문화수용층과 한국 정부 부처 간의 네트
워크가 형성된 것이다. 즉, 기 형성된 민 관 및 관 관의 네트워크들을 프
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이 적극 연결하여 확장된 글로벌 한류문화거버넌스
를 구축하였다. 이는 본 공연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성공요인 중 하나이며,
해외 문화원의 한류 허브화를 더욱 확대 추진하게 되는 정책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가 대형기획사 S.M. Ent.를 섭외하되, 관 주도 콘텐츠
를 따로 만들지 않고 SMTOWN LIVE라는 검증된 공연 브랜드, 즉 한
류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것 또한 협업과 참여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코리안 커넥션’을 주축으로 한,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의 한류문화거버
넌스 내에서의 위상 제고는 본 사례 이전에는 거의 선례를 찾아보기 힘
든 독특한 특성이며, 이후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의 한류문화거버넌스 참
여가 기존 수동적 소비자 혹은 관람객에서 적극적 제안자 및 정책과정
참여자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코리안 커넥션’은
자생적 수요층이나,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의 수강생을 주축으로 결성
되었다는 점에서 수십여 년 축적된 정부의 장기적인 문화외교정책 및 한
국 문화의 해외홍보정책의 결실이 맺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다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두 사례는 비록 공연이 열린 정권 별 시기, 지역, 지속성,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류 문화의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조 협업과 참
여 등의 거버넌스적 특성을 지니는 한류문화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 양상은 ‘산업적 성공 문화적 파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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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K-POP 융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본 사례를 통한 한류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질적 확산에
관하여는 비록 계량화 할 수는 없었으나, ‘산업적 성공’ 면에서 해외 관
람객의 규모 및 국제적 행사로서의 지속성, 행사의 단시간 내 매진, ‘문
화적 파급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해외 방영 및 보도 건수 등
을 통한 간접 지표를 통하여 K-POP 융성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
하였으며, 위의 연구사례들이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례임
을 입증하였다. 해외 관람객 규모의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성공 지표로 해외 한류 관광객의 증감 등이 활용되고 있기에, 이를 응용
하여 간접 지표로 활용하였음을 더불어 밝힌다.
앞서 살펴보았듯, 배경요인으로서의 한류문화거버넌스는 문화콘텐츠정
책에 세분화 전문화 및 글로벌한 도약과 예산 면에서의 양적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적어도 본 연구 사례인 ‘아시아송 페스티벌’
과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만, 그러한 영향의 주된 포인트
가 아티스트에게 직접 연관되기 보다는 주로 한류문화콘텐츠산업계의 기
획사에 밀착되어 있는 양상 및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 수동
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류문화수용층의 영향력이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SNS를 활용한 아티스트 섭외, 이명박 시기의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의 경우 ‘코리안 커넥션’의 역할을 통해 그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한류문화거버넌스에서 한류문화수용층의 영향력이 보
다 강해지고, 이에 따른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
업과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 및 한류문화콘텐츠의 정책과정 역시 인터랙
티브(interactive)한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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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았듯,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그 분야 또한 다양하다. 그러
나 국내 연구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문화축제나 도시개발 등에 관한 연구
에 활용되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해서는 드물게 시도되는 문화거버
넌스 연구이며, 국가적 수준에 대해 문화거버넌스를 이용해 설명하고, 한
류문화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사례를 연구한 것은 그 자체로서도 학술적
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특히 기존의 문화거버넌스 연구들과는 달리,
K-POP의 융성 사례와 같은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사례에 초점을 맞추
어서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주로 갈등의 해결기제로서의 문화거버넌스가 아닌, 마치 한
류문화콘텐츠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동일한 정책 목표를
위한 상호협력 구조의 한류문화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류문화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한
류문화콘텐츠정책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요소의 핵심은 한류문화거
버넌스의 세 요소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등이 해외 한류문화
수용층까지 정책과정에 적극 포용하여, 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고
수평적이고 신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한류문화수용층 중심으로 이뤄져
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은 상호협력 구조를 통해 한류
문화융성이라는 공통의 도달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특
성을 지닌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결국 소비층인
한류문화수용층에 대한 정책과정에서의 개방적 포용과 위상 제고는 일종
의 수요자 모니터링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동반자의 확보가 될 것이
다. 이는 전세계인과의 상호문화교류라는 한류문화콘텐츠의 정책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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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한류문화융성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주도적 비중을 차지
하였음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정부가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등을 통해 각 주체와 상호작용하
면서 한류문화융성에 미친 영향, 즉 한류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6조원
의 예산이 배정되고, ‘문화융성’의 기치 하에 대한민국 정부재정 대비 문
화재정 비율 2% 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
원회 등 범정부간 협업을 통한 한류문화융성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어 많
은 재정적 인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류문화융성에
대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가시적 정책효과,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
의 상호작용과 성공요인 등을 밝히는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한 함
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힌 정부 별 한류문화거버넌스 및 한류문화콘텐츠
정책 변화의 핵심으로는 민관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수록, 협업 및 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한류문화융성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류문화융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문화의 질적 양적 발달 및 변화에 맞추어
한류문화 역시 유기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맞게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
과 참여’ 등의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소가 신축성 유연성 있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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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일부 정권의 특성이 누락된 소수 사례의 선택 및
질적 연구로서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 성공사례연구에 있어서 단지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각
정권별로 보다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면 조금 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사례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루어져 지속성을 통한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었던 반면, 정작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형성하고 근간을 이룬 김대
중 정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다.
‘2010 – 2012 한국방문의 해 기념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라는 특정 정권 시기의 한류문화콘텐
츠정책 양상 및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단 2회의 단발성 공연이었고 다른 정권과의 시계열적 변동 양
상을 분석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각 정권 별로 특성화된 성공사례를 모두 분
석할 수는 없었던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및 한류문화거버넌스 연구에 있
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자료 및 기타 질적 자료에 많이 의존하였다.
한류문화콘텐츠의 특성 상, 양적 연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기에 질적 연구를 한 것이지만, 한류문화융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한류문화융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류문화콘텐츠의 각 분야별로 지표
나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류문화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
는지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고,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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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 정량적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이 지속적으로 융성하기 위해서는 바람
직한 한류문화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인 ‘공
공 부문 기획사 아티스트 한류문화수용층’에 대하여 한류문화거버넌스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략히 제
언하고자 한다.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공공 부문의 경우 대형 기획사 위주의
지원이 아닌 장르적 배분을 통하여 인디 씬 등에의 지원 노력을 다각도
로 하고 있으나, 대중음악계 전문가들이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정책적 개선점은 음원 유통구조 개선에 있었다. 본
연구 주제와 다소 벗어나 있어 비록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었으나
거듭 등장하는 지적이었다.
K-POP 내수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유통구조의 법적 정책적 개선을
통해 한류문화콘텐츠로서의 K-POP의 뿌리인 내수시장을 튼튼하고 건강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디지털 음원유통이 보편화 되면서 유통 사업자들
이 음원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관련 법제 개정 등을 하고 있지만, 2013년 세계 10위 음악
시장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유독 다양한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 콘
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높은 수익이 돌아가며, 문화수용층이 개별 음원을
소유하는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애플의 아이튠즈(iTunes) 도입이 봉쇄되
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 기획사 아티스트 국내 대중음악 문화수
용층의 음악산업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의 위상이 정부 개입의 유통 구조
재편을 통해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통
한, 국내외를 막론한 다양한 업체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비로소 K-POP
음악시장 구조가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될 것이며, 결국 기획사 아티스
트 문화수용층 및 정부가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K-POP의 질적 향상 여부와도 이어져 있다. ‘늘 반복되는 형태
의 댄스 음악, 장르 및 향유 연령층의 편중화, 90년대 한국 가요보다 수
- 190 -

준 낮은 음악, 저렴한 악기와 기타 콘텐츠의 사용으로 급조한 음악’ 등의
2014년 현재 한국대중음악을 향한 비판 이면에는 기형적 유통구조로 인
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 중, 특정 음원 차트 진입이 특정 유통사 위주로 진
행되고 수익 배분 구조의 기형화로 90년대와는 달리 음악만 해서는 기초
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결국
K-POP의 질적 저하와 연계된 위기로 볼 수 있다. 싸이(PSY)가 ‘강남스
타일’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음원수익이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 내수 시장에서의 K-POP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현실이다.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대형 기획사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
이나 정책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과연 특정 기획사들이 곧 K-POP이라 할 수 있
는지, 즉 그들이 K-POP을 대표하는지, 한류문화 저변의 확장에 기여했
는지에 대하여 이견도 있었다.
그러나 향후 한류문화거버넌스가 자리가 잡힐수록 현재 자사의 이익
위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기획사들의 노력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저변 확장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
다.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획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
로도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저변을 가진 것이고,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형
기획사의 뒷받침과 유통망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을 토대로 전세계를 무대
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K-POP 한류문화융성에의 간접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법제도 도입을 불러온 기획사들의 계약 문화 및 각종 관행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아티스트의 인권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아티스트들의 건강한 마
인드와 예술적 풍요 속에서 K-POP 문화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인 아티스트의 경우, 실제 엔터테이너들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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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체임에도 한류문화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류문화융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주체임에도 불구하
고, K-POP 아티스트들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은 상대적으
로 높지 않았다. 한류문화콘텐츠 생성에 있어서도 대형 기획사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예산 배분 등의 문제로 동소속사 소속
의 타 아티스트 스케줄과 조정을 해야 하는 등 집단적 행보가 두드러졌
다. 결국 ‘음악을 수출품으로 만든 제작사의 기획으로 길러진 소년과 소
녀들203)’이라는 르몽드의 비판은 이러한 일종의 무차별성에 기인하는 측
면도 있다. 향후 보다 아티스트 본연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독자적인 프
로모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류문화거버넌스 주체로서의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을 단
지 단발성 한류 전략 상품의 소비층으로 격하하지 않고 인간적 상호교류
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을 지속적으
로 이루게 할 것이다. 한류문화콘텐츠가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의 물리적
경계인 국경을 넘도록 하는 힘은, 결국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한국
과 한국 문화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YouTube 등을 통해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reaction video; 리액션 영
상)204)를 올리고 있는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은 단지 소비에 머무르지 않
는 한류문화 내에서의 일종의 하위문화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인 아티스트 및 한류문화수용층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업과 참여’ 면에서 정부 및 기획사 등과 비교할 때 보다 수
203) 경향신문, 2011-06-13, “‘한류라는 수출품으로 길러진 소년·소녀들’…르몽드, K팝을
꼬집다”
204) K-POP 뮤직비디오 등을 보고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이 자신들의 반응을 촬영하여
YouTube에 올리는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의미하며, 이는 한류문화콘텐츠
의 새로운 파생효과로서 해외 한류문화수용층의 적극적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리액션
비디오의 경우 대부분 뮤직비디오와 한류문화수용층의 반응이 한 화면 안에 편집되어
장면 당 모니터링 효과와 함께, 각 국가 및 문화권 별로 한류문화수용층의 선호 양상과
특징적 반응 등을 더불어 확인할 수 있다. 한류문화수용층은 YouTube 한류문화콘텐츠
에 달던 댓글 문화를 넘어 이러한 적극적 참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류 문화
의 또 하나의 하위문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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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의 접근 및 개선만 필요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대형 기획사의 소모성 상품 및 수
동적 소비자가 아닌 한류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등한 문화 구성원이라
는 점이 정책과정에서 중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류 문화가 결국 산업적 지표로 대변되는 전략 상품
이나 국가적 돈벌이 수단으로만 머무르지 않는,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애정이 뒷받침 된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을 정책과정에서 인지하고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면 백범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국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를 무대로 하는 한류 문화의 융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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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흐름 :
김대중 – 박근혜 정부
1.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서태지에게 문화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장본인
이며205), 취임 이전부터 영국 정부로부터 비롯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입각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정책
의 기조를 밝혀 왔다(김대중, 1997)206). 1998년 대통령 취임식에 마이클
잭슨이 참석207)할 정도로 국제적 문화교류에도 폭넓은 행보를 보였
다208).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취임 후
정책의제설정 등에 있어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중점 추
진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209).
당시 IMF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205) NewsPim, 2014-10-20, “서태지 컴백, “9집 앨범의 뮤즈는 딸…새 문화대통령 나오
길””
206)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수록곡 ‘시대유감’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되자 김대중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김대중, 1997).
207) 뉴스데스크, 1998-02-22, “마이클 잭슨,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참석 위해 입국”
<전략> 미국의 인기가수 마이클 잭슨이 김대중 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
늘 서울에 왔습니다. … <중략> … 마이클 잭슨은 이번 방문 중 쌍방울과 무주리조트
투자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본을 출자할지 아니면 단순히 부지만 매입할지를 이번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208) 김대중은 마이클 잭슨의 1996년 첫 내한공연 성사에 야당 총재로서 일조했다(뉴스엔,
2012-01-26, 정태원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故김대중에 부탁해 성사”).
209) 문화관광부(2001.6),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p.1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산업에 국운을 걸고 관련 시책을 추진”
(2001.2.14 문화관광부 연두보고시 김대중 대통령 지시)
“한정된 인적자원과 재원을 감안할 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의력 등 지적 기반이 우수
한 것이 경쟁의 핵심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한 CT와 콘텐츠산
업 발전에 전력을 다해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것”
(2001.6.22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 간담회시 김대중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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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의 경우
빌 게이츠와 손정의(손 마사요시)를 초청하여 조언을 얻고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구축이라는 정책결정 및 집행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브
로드밴드)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문화콘텐츠산업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판단210),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을 설립하는 등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김대중 정부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문화에 대한 규제의 시대를
벗어나 개방적·지원 중심의 문화정책을 다각도로 구체화 했다. 그 결과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도 혁신적 변화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차에 걸쳐 일본대중문화 개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중, 2차 개방(1999)에서는 대중가요공연에 있어서
2000석 이하 규모 실내 장소공연을 허용하였고, 3차 개방(2000)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전면 개방을 하였다. 또한 3차 개방에서는 일본어 가
창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을 개방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의 제정을 통해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으로 법제도를 정비하여, 문화
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화 했다. 또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211)
으로 가수 정태춘·서태지 등의 폐지운동212)이 있었던 ‘음반 및 비디오물
210) 김한길(2001.8.2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식 축사’ (문화관광부 장관)
<전략>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
망을 완성했다. 이것은 하드웨어가 완성된 것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문화콘텐
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후략>
211) 한겨레, 1991-02-10, “음반·비디오물 ‘사전심의 강화’법안 “실질적 검열장치”논란”
<전략>보호입법이 아닌 처벌입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이 법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곧 모든 음반·비디오물의 제작·배포·판매심의 등
에 적용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후
략>
212) 스포츠동아, 2010-11-17, “[스타, 그때 이런 일이] 정태춘·서태지 음반 사전심의 저
항…표현·예술창작의 자유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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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9년 한층 완화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했다.
문화산업을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요한 국가정책
으로서 범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213) 정책의지의 산물로, 김
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책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여러 차례 결정
및 집행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99～‘03)’을 보완․발전시킨
‘문화산업비전21(2000)214)’을 통해 문화산업215)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였
다.
본 정책은 ‘고부가가치 산업․국가 이미지 고양 산업․지식집약형 산
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환경 친화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닌 문
화산업이 ‘민족문화의 국제화와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산업’임을 밝
혔다. 정책 결정 배경으로는 선진국과 출발선상의 격차가 거의 존재하
지 않는 기회의 측면 및 문화산업 선진국의 세계시장 석권에 적극 대
처하려는 도전의 측면을 들었다(문화관광부, 2000.2: 7-10). 김대중 정
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또는 인터넷경제로 대변되는 지식기반경제는
정보 통신 기반 구축과 함께 정보콘텐츠의 육성을 통해 균형 발전되는
것이며, 정보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은 그
<전략>음반 제작자들은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에 가사 및 악보를 제출, 발매 전 심
의를 받아야 했다. 1933년 일제의 ‘레코드 취체 규칙’으로부터 시작된 사전심의제는 표
현과 예술창작의 자유, 검열 금지 등에 관한 헌법 정신과도 배치됐다. 또 전근대적인
문화 감시 및 검열과도 같았고 많은 대중음악인들은 꾸준히 폐지를 요구했다.
정태춘이 제기한 사전심의제 폐지 요구는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에 의해 또 다시
점화됐다. 4집에 실린 ‘시대유감’의 노랫말에 대한 공륜의 수정 지시 및 불가 판정을 받
자, 음반에 노랫말을 삭제한 채 연주곡만 넣었다. … <중략> … 음반 사전심의제가 실
질 폐지된 날인 1996년 6월7일 … <중략> … 같은 해 10월31일 헌법재판소는 음반 사
전심의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후략>
213) 문화관광부(2000.2), p.11
214) 문화관광부(2000.2), ‘문화산업비전 21 - 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
215)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상의 문화산업의 범위는 정책집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영상산업(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 등), 게임산업, 음반산업, 방송 및 광고산업,
출판산업, 캐릭터·패션디자인·전통문화 공예산업, 위 2이상이 혼합된 산업 또는 첨단 문
화콘텐츠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문화관광부, 2000.2: 7).

- 206 -

나라 문화정체성 확보 및 지식기반 경제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
었음을 밝혔다(문화관광부, 2000.2: 11).
이러한 문화산업 육성 의지는 문화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1998년 168억이었던 예산은 1999년 1,000억원(495%증액)으로, 이
후 1,786억원(78.6%증액)으로 증액되었다(문화관광부, 2000.2: 24).
문화관광부(2000.2)는 음악산업에 관한 구체적 비전 및 정책목표로서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음악산업의 종합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체
제 구축, 음반유통․물류구조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확보, 북경 한국음악
정보센터 설치 등 해외진출 거점 확보로 중국․동남아 시장 지배력 확보
등을 추진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음악산업지원센터’ 설립(2000년 10월)
을 통해 음반기획․제작 및 해외진출 등, 국내 대중음악산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유통전산화 및 공동배송망 운영 등을 통해 음
반산업의 유통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MP3 등의 음반 온라인 유통과 같
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0.2:
32-33). 또한 음악산업의 정책성과로서 음반산업의 발전 토대 구축을 들
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우수음반 기획 제작비 융자지원(40억원), 음악산업
진흥 국고예산의 대폭증대(’97년 9.4억원에서 2000년 145억원), E3 및
MIDEM 등 국제 주요 전시회 참가로 수출 증대, 가요 외국어버전(중,
일, 영어) 제작지원 및 한국 상징 음반 제작지원 등을 들었다(문화관광
부, 2000.2: 25-26). 더불어 문화산업 진흥성과로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잠
재력 확인 면에서, 대중음악 등의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으로의 성공
적 진출을 들며 대만․중국에서의 클론, 중국에서의 H.O.T.를 제시했다
(문화관광부, 2000.2: 26).
김대중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문화산업은 부정적 인식으로
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되었
으며, 음반산업이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문화관광
부, 2000.2: 23).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진흥정책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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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용어의 공식화와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장규
수(2011: 168-169)에 따르면 한류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 한국 대중문
화와 특정 스타의 인기가 급속히 확산되며 대만, 중국, 한국 등에서 자연
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가을 한국 문화부에서 한국 대중음악
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제목의 음
반을 중국 등에 배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문화관광부(2000.2)는 한류에 대해서 클론과 H.O.T.의 중화권
인기에 주목하여 본격적으로 향후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다.
해외시장 진출 강화와 수출전략상품 집중 개발의 일환으로 국내가요
를 선정,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의 외국어버전 음반을 제작하여 해외
에 소개․홍보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여건 조성(’99년 3종 12,000매)에
힘썼고, 해외의 국내 문화홍보업체와 외국 음반유통사, 방송사, 음악잡지
및 해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 활용권장을 추진했으며, 해외 유명레이블
제휴음반의 제작 지원을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0.2: 93-94).
더불어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와 수출활성화 여건 조성의 일환으
로 해외음악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였고216), 해외의 대중매체에 우리나
라의 대중음악을 고정적으로 방영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촉
진 및 국가 이미지 홍보 효과를 정책목표로 했다(문화관광부, 2000.2:
96).
또한 전략분야 집중육성을 위한 집적지 조성의 일환으로 음악산업 관
련 기획․제작, 수출, 경영, 정보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음악산업지원센터
(가칭)를 설립하여, 해외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홍보 및 수출지
원사업을 하도록 추진했다(문화관광부, 2000.2: 46).
문화관광부(2001.6.)의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 -’은 ‘문화산업비전21(2000)’에서 CT(Culture Technology)
216)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주요국가에 매년 1-2개소 설치(2000년: 중국 북경)를 목표로,
홍보활동을 상시화 하도록 했다(문화관광부, 200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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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디지털 및 콘텐츠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본 정책은 문화콘텐
츠의 ‘One-Source, Multi-Use’의 속성에 주목하여 21세기 문화대국․지
식경제강국 구현을 목표로 ‘고품질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문화콘텐츠산
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전략 콘텐츠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추진전략으
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종합 진흥체계 구축
을 통해 ‘법령․제도 정비, 창작역량 확충,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하도록 했다(문화관광부 2001.6: 10).
이에 따라 창작역량 확충을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
였으며, 중․일․미 등 전략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 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 2001.6: 11).
당시 문화콘텐츠산업 중 음악산업의 현황은 음반의 경우 국내가요 점
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중국․대만․베트남 등의 한류(韓流)바람으로 수
출액도 ‘95년 77억원에서 ‘00년 103억원으로 33.8% 이상 증가하였다(문
화관광부, 2001.6: 6).
특히 한류에 관해서는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확대를 목표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선진마케팅 기법을 도입․활용하여 우리 문화산업체
가 글로벌 메이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전방
위 지원을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1.6: 23-24).
전략지역에 해외시장 진출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특히 문화상품
의 현지화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차로 일본에 기 설치된 문화산업지원
센터 지사의 활동을 강화(‘01)하고, 우리 문화콘텐츠상품의 상설전시관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2차로 중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한류(韓
流)”의 파급 확산 지원(‘01)을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제작․녹음․영상편집
등 공용시설 구축으로 현지화 지원을 구체화하였고, 3차로 미국 및 유럽
지사 설치를 추진(‘02 이후)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마
케팅 지원을 계획하였다. 또한 경쟁력 있는 ‘스타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지원을 목표로 성공 가능한 유망프로젝트 조기 발굴 지원을 추진하였고,
기획부터 해외마케팅까지 One-stop 서비스체제로 일괄 지원하여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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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행사
개최로 한국을 콘텐츠 배급 기지화하고, 문화콘텐츠 국제공동제작 프로
젝트지원을 구체화된 계획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외국 유수 기업과의 문
화콘텐츠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적극 지원(‘02)을 추진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기 이미 한류의 지속화에 대한 각종 기관의 정책
연구도 이루어졌다217). 이러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한류를 단지 단발성 문
화 현상이 아닌, 국가의 기간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요 요인으로 주
목하고 이를 유지, 확대,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지원 의도를 엿볼 수 있
다.
위와 같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과는 기획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콘
텐츠 관련 기업·문화 수용층·아티스트 등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1997년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국가였다218).
이러한 기존의 창의적 기술력 및 PC 통신 이용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
로 형성된 디지털 문화콘텐츠 향유 문화에, 초고속 인터넷망의 하드웨어
구축과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육성을 양대 축으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부정책이 더해져, 국민들은 고화질․고음
질의 다양한 대용량 문화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초고속 향유하게 되었
다219).
217) 한국문화정책개발원(정상철·안성배·임호정)(2001),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한류(韓流)의 지속화 방안을 중심으로 -’; 국회정책자료집
(2001a), ‘대중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국회정책자료집(2001b),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열풍에 대한 보고서’; 한국무역협회(2001), ‘한류에 대한 중국인의 시
각 조사결과’ 등
218)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2012.7.17), “MP3 플레이어, 세
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3조원 날려”, p.1
219) 온라인 음원업체 및 쇼핑몰 그리고 PC방 등의 관련 상권도 폭넓게 형성되었다. 특히
1999년 해외 P2P서비스 냅스터(Napster) 및 2000년 국산 P2P서비스 소리바다가 등장
하며 mp3 공유가 활성화 되었고, K-POP마켓은 CD 및 카세트테이프 등의 피지컬 음
반 위주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K-POP 팬덤은 PC통신으로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자생적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터전을 옮겨 각국 팬덤과의 국제교
류의 단초를 마련했다. 싸이월드(CyWORLD) 미니홈피가 유행하며 BGM(Background
music) 서비스 이용 문화도 활성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사 및 아티스트의 홍보 루
트가 다양화 되었다. 또한, 다양한 음악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팬클럽 문화가 확산된 측면에서 K-POP 문화 향유의 폭은 혁신적으로 넓어졌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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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대중문화 개방 정책은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과거의 방어적
규제에서 벗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맞물려 양국 대중문화
의 개방적 교류의 신호탄이 되었다. 과거 불법복제음반(소위 해적판)이나
비디오카세트(VHS Cassette)의 형태로 PC 통신의 J-POP 마니아들 위
주로 공유되어 왔던 일본대중문화 콘텐츠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고
화질 및 고음질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사실상 진입장벽 없이 대중적으
로 확산된 시기와 맞물려,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불식
시키며 국제적 대중문화교류라는 정책적 결실을 맺었다.
‘음악산업’ 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선정한 김대중 정부의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2003.3.,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7-9). 유통
부문은 국제표준 바코드 부착근거를 신설(2002.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하였고, 불법음악서비스 사이트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불법음반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였다. 인프라 부문은
5000석 규모의 대중예술전문공연장 ‘올림픽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음
악산업 DB 구축을 추진하였다. 인력 부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중음
악교과과정을 개설(2002)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집행에 대한 노무현 정부220)221)와
이명박 정부222)의 정책평가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평가로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은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였음을 들고, 가장 큰 성과로서 ‘문화를 국가발전의 핵심동인으로
활용’하고,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골격을 완성한 점을 평가하였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a: p.167). IMF 위기 타개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산업을 기본 축으로 하되, 문화를
국가의 주요한 성장동인으로 삼았다고 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소비자들에게 음악이 기존 유료 구매의 개념에서 무료공유, 혹은 저가 다량 구매의 개
념으로 인식 전환된 부분은 부정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20) 문화관광부(2004), <2004 문화산업백서>
221) 문화관광부(2003.3.),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222) 문화체육관광부(2013a),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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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정부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 시절 4개 과로 운영되던 문
화산업국이 김대중 정부 시절 6개 과로 확대되었음을 들었다(문화체육관
광부, 2013a: 167). 구체적으로는 1999년 5월 문화상품과의 신설, 2001년
5월 문화상품과의 폐지 및 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문화콘텐츠
진흥과의 신설을 들었다(문화관광부, 2004: 5-7). 또한, 2001년 문화콘텐
츠진흥원의 설립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한 점을 들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3a: 167).
‘예산의 변화’에 있어서 문화산업국의 예산 증가를 들었다(문화체육관
광부, 2013a: 167). 연도별 문화산업국 예산223)을 보면, 문화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예산 배정 증가를 통해, 2000년에는 정부 예산 대비 문화 예산
1% 확보가 달성되었다(문화관광부, 2004: 7). 또한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구성 내역224)을 보면, 문화 산업 육성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
도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보았다(문화관광부, 2004: 8).
‘법제도의 정비’ 면에서, 1999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정을 들었
다(문화관광부, 2004: 9). 이를 통해 문화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져, 한국문화콘텐
츠진흥원 설립 등 구체적인 문화산업정책이 추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67)(문화관광부, 2004: 9).
‘문화산업 정책 영역의 확대 및 발굴’ 면에서(문화관광부, 2004:
16-17). 공연 예술의 산업화 논의 및 창작, 유통, 소비의 각 단계별 합리
화와 체계화를 통해 공연 예술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공연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정
책적 노력으로 공연산업의 시장규모가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본격적인 산
223) 문화관광부(2004), p.8, <표 1-2-1> 문화산업국 예산
224) 문화관광부(2004), p.8, <표 1-2-2> 문화 산업 관련 예산의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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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정착되도록 했다. 또한 문화산업을 벤처 사업의 시각에서 접근하
여 진흥 정책을 펼쳤다.
‘한류’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시기적으로 한류가 중국
과 대만에서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한류1.0 시대에 속한다고 보고 다
음과 같이 평가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67-168). 1990년대 중반부
터 시작된 한류를 당시 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
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진흥 정책이 한국문화 콘텐츠의 양적·질
적 성장에 기여했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한
류와 문화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선점들은 다음과 같았다(문화관광부, 2004: 19). 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시야 확보를 위한 문화산업 통계데이터의 축적을
들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시설투자 효율성의 개선을 위
해, 정책의 집중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급과
시설투자 위주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지양하고 투명한 유통 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문화산업의 창작 부문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정책으로 전
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괄하는 최초의 법령(김규찬,
2012: 62)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을 비롯한 진흥 및 육성 중심의 법
제도 정비는 규제 및 검열 위주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아티스트들의 자
유로운 창작을 혁신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등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중 70%이상을 차지하는(문화관광부, 2001.6:
4) 문화콘텐츠의 진흥 정책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각종
기관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한류 지속을 위한 지원 정책연구도 더불어 이
루어졌다.
한류 문화의 태동기를 함께 한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은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하드웨어와 문화산업 진흥정책이라는 소
프트웨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현재 한류문화융성의 기틀이 되었다.
이와 같은 김대중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 자금 지원 및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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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진흥 중심의 정책적 움직임은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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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특징은 다면성으로 정의할 수 있
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산업정책에 더불어 내용면에서 문화 복지 정책,
즉, 문화 공동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형식면에서는 문화콘텐츠
의 세분화·전문화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정책을 결정했다.
특히 동북아 균형 발전론에 따라 한류문화콘텐츠정책 역시 동북아를
중심으로 결정 및 집행되었으며, 문화산업정책의 출발점을 문화 복지로
보고 이와 같은 정책이념을 복원하여 다양한 지점의 공동체를 잇고자 하
였다225).
이러한 문화 공동체 정책은 노무현 정부 이후의 국가 문화정책 패러
다임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또 하나의 문화거버넌스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점으로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협치
(Governance)’가 문화비전 추진전략 중 하나로 공식적인 문화정책 용어
로 등장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226).
참여정부는 문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분배와 평등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c: 65). 이는 문화 복지 정책 및 문화 공동체 정책
노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무현정부에서 시도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분화·전문화된
접근방식의 특징이 드러나는 대표적 예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에 발표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227)’과 2006년 제정된 ‘음
225) 문화관광부(2004), p.18
226) 문화관광부(2005), ‘문화강국(C-KOREA) 2010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p.18
<문화강국(C-KOREA) 2010>은 국정목표를 ‘선진한국․선진경제’로, 비전을 ‘문화로 부강
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들고, ‘시장 친화적 구조 창출‧블루오션(Blue Ocean) 전략‧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 전략을 통한 3대 핵심 목표와 10대 핵심
과제를 들고 있다
227) 문화관광부(2003.3.),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p.12
정책비전 및 목표로는 ‘21세기 아시아 음악콘텐츠 강국 구현’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등
신규매체를 포함하여 2007년 음반산업매출 1.6조원, 세계 7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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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장기 계획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 발
표되었다는 점에서 음악산업 진흥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만연했던 mp3 불법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으로 인한
음악산업의 고사 방지228)229)가 새 정부가 당면했던 시급한 정책적 과제
였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정책의 의제설정에 있어서 비전으로 ‘창의한국’을
지향했으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형성된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문화
산업 정책의 골격을 토대로 변화하였다. 참여정부는 문민정부의 문화적
‘자율성’과 국민의 정부의 ‘창조성’의 두 이념을 함께 강조하여 통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창의한국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c: 11).
참여정부는 <창의 한국>, <새 예술정책>, <문화강국(C-KOREA)
2010> 등 중·장기 정책비전을 통해 ‘국민 문화 향유권 확보’,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의 성장동력화’, ‘문화의 지역분권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c: 11). 참여정부의 문화행정 이념으로는 ‘자율·참
228) 동아일보, 2003-07-22, “[건강한 인터넷] 공짜 음악 듣는 사이 음반시장 멍든다”
검찰이 국내 최대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인 벅스뮤직의 박성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가열
되고 있다. … <중략> … 음원 사용료에 대해 벅스뮤직은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
으나 문화관광부 및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정한 ‘회원 1인당 월 500원’은 1400만명의
회원과 지난해 회사 매출액 99억원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 <중
략> …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00년 4140억원 규모였던 국내 음반시장은 지난해 2800억원 규모로 급감했
다. … <중략> …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포
털, 커뮤니티 등의 업체들은 사이트 내 회원들이 음악 및 동영상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게재한 사실을 적발하면 게재자에게 복제 및 전송을 그만둘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후략>
229) 인터넷 음악서비스 회원가입자가 1,500만명을 상회하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
만 돌파로 가구당 보급율이 70%에 육박(문화관광부, 2003.3: 6)하였음에도, 문화부는
온라인상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 3년의 기간소요를 예상하였다(문화관광부,
2003.3: 1). 그러나 ‘멜론(Melon)’이 2004년 서울음반(현 LOEN Entertainment)에 의
해 설립되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SK그룹 계열사가 되면서 합법적 음원 서비스 시
장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는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정부의 정책적 예측 간의 일종의 속
도차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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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권’을 들 수 있으며, 특징으로는 민간자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문화의 중앙 집중 해소를 들 수 있다230).
그렇지만 문화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김
대중 정부와 다른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립하려는 움직
임을 보였다(문화관광부, 2004: 18). 문화산업 정책은 과거의 외형적 규
모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산업 발전 또한 기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화정책의 문화복지 확대 기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
으로 나누어 강조하였다(문화관광부, 2004: 18-22). 경제적 가치 측면에
서는 ‘소비자 정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단순히 저작권 보호 정책을 통해
창작활동을 고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산업의 소비자들이 낮은 경
제적 지위 때문에 당대의 문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
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창조적인 기획 및 창작 인력은 좋은 저작물
을 창조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자유롭게 접해 온 소비자들 가운데서 나오
게 될 것이므로, 엄격한 저작권 보호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
을 하였다.
비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대중적 미디어와 복제 기술의 발달에 기반
한 대중 문화산업의 중요 특성으로 문화 복지의 대중적 확산을 강조하였
다. 비시장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질 좋은 문화적 소비 통로를 확보하려
는 노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긍정하고, 수요 중심 정책의 효과를 기
다릴 수 있을 정도의 장기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화산업은 단순히 경제성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를 이어
주고 풍요롭게 하는 산업이며,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사회 전체 조형 및
민족의 미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문화
관광부, 2004: 18)이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정책의 공동체 기능을 강조하
230)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c: 11-13, <표1-1> 시기별 문화행정 변화(이명박 정부 이전)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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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문화정책 의제와 방향설정은 참여정부의 여러 문화정책결정에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세대성장동력산업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CT(Culture Technology)231)를 제시하였다(김규찬, 2012: 65). 이렇듯 문
화콘텐츠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투자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으로 한류를 본격 확산시키고자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64).
또한, 문화정책 비전을 밝힌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2005)’에
서는 ‘한류의 세계화’를 전략목표로 거론하는 등, 참여정부에서 ‘한류’라
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이면의 배경요인으로는 2003년 배용준의 ‘겨울연가’가
NHK 위성방송을 통해 일본에 방영되어 화제를 모으고, 2004년 NHK 지
상파 방송을 통해 재방영되면서 ‘욘사마’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가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232), 아시아를 아우르는 한류문화산업의 거대화와
폭넓은 저변 확대 및 일본 주부들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정 소비계
층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지 한류문화를 일본 내에서 소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관광을 통해 남이섬 등의 드라마 촬영지를
231) 노무현 정부는 ‘CT 비전 및 로드맵 - CT를 통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견인 (2005.7)’을 통해 CT의 체계적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추진배경으로는 ‘21C 패러
다임의 변화·차세대 성장동력과 CT· 코리아 콘텐츠의 파워 – 한류열풍’ 등을 들었으며,
특히, “한류”열풍이 문화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도 향상시켜 제조
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점에 주목했다(문화관광부·한
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7: 1-2). 문화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상호융합을 통하여 디지
털 시네마, 디지털 스토리텔링, e-book, u-Game, MP3, Edutainment 등이 CT 전략
제품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문화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7: 6), 음악산업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32) ‘겨울연가’의 경제적 효과는 1조원 이상, 주인공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는 3조원 이상
현대경제연구원(2004.12.22.), <한·일 “욘사마” 경제적 효과>
(문화관광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7: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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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등 관광 및 교육과 결합한 한류문화의 새로
운 쌍방교류 양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지자체와 한국 정부에서
남이섬을 드라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한류 관광객 유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관광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등,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이 관광정책
과 결합하는 하나의 배경요인이 되었다233).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변화 양
상은 한류 확산 국가에의 대응 방식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한류 인프
라 구축 및 직접적 홍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와
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
타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에서도 드러나듯, 한류 문화의 일
방적 확산을 경계하고 쌍방형 교류를 추진하였으며234), 반한류 혹은 혐
한류 확산을 지양하고 친한파 해외 예술인 양성에 고심하는 등, 산업 일
변도가 아닌 문화 고유의 사회적 속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와 관광
등의 결합 정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05년 독도문제 및 교과서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 한
류의 지속화 논의는 시기적으로도 불가피한 상황 또한 있었다.
정책결정 및 집행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형성된 문
233) 이는 2003년 보아의 첫 일본 단독 콘서트에 보아의 소속사 S.M. Ent.가 한국 팬클럽
과 결합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거나, 일본 레이블 AVEX TRAX를 통해 발매한 노래들을
BoA LINGUAL BLACK·WHITE(2004.02.27.)라는 한국어·일본어·영어 타이핑 소프트(타
이핑 게임 소프트웨어)상품으로 현지 회사가 발매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겨울연가에
대한 다양한 문화 향유 양상의 경우 문화수용층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붐이 관련 산업
양태를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234)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 간 경제무역관계는 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언
급하였다.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문화 산업 분야는 합작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으
며, 한중 양국간 전면적인 합작이 상호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문화, 교육 간 교류에 나타난 “한류” 현상이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발언했다.” (인민일보 2003년 7월 4일; 유세경‧이석‧정지
인, 2012: 2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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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콘텐츠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보다 세분화․전문화하여 변화하는 문
화산업 환경과 한류의 아시아 확산에 발맞추었다.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2004년 제4차 일본대중문화개방을 통
해, 일본어 가창음반을 전면 개방하였으며, 대중가요의 방송에 있어서 케
이블TV․위성방송을 전면 개방하고, 지상파방송을 부분 개방하였다235)
(박조원·현무암·이원정·권민아·지현숙, 2005: 11-13).
또한, 2003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하여 문화산업의 정의에 관
한 법 조항에 기획 분야를 포함236)시켜서 전문 기획사를 육성하려는 취
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문화관광부, 2004: 9).
문화산업 관련 세제법률 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고, 세액 감면 대상 중
소기업에 영화 산업, 공연산업, 방송업을 추가하여 일정기간 세액 상당액
감면 등의 혜택을 주었다(문화관광부, 2004: 13).
2006년 4월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37)’과 ‘음악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고, 10월 29일 각각 시행하였다. 후
자의 경우,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법제도를 정비하
여, 음악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화 했다. 특히,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238)’를 통해 K-POP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법
235) 부분개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일본 대중가수 공연의 중계 방
영, 일본 가수의 한국 방송출연 및 일본어 가창. 단, 일본어 가창 뮤직비디오는 제외하
였다. (박조원·현무암·이원정·권민아·지현숙, 2005: 12)
23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
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3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진흥법’과 통합
2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 2006.10.29.] [법률 제7942호, 2006.4.28., 제정]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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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 정부조직의 개편으로는 2004년 11월 문화산업국을 문화산업국
과 미디어국으로 분리하여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에 전력(문화관광부,
2004: 7)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영화 ‘박하사탕’ 등의
감독이었던 이창동(제40대, 2003.2.27.-2004.6.30.), 영화 ‘서편제’의 주연배
우 및 각본가이자,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이었던 김명곤(제42대, 2006.3.27.
-2007.5.7.) 등이 임명239)되는 등, 문화예술계 인사의 영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경향은 노무현정부의 문화정책이 근본적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
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려는 의도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문화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접근방식은 음악산업정책에서도 이어
진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부터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200
3)240)’을 통해 음악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본 정책의 추
진 배경은 인터넷 발달 및 디지털 음악파일(MP3) 등장 등의 신규매체발
달로 ‘음반중심(Package Media)의 시장에서 악곡(樂曲-Source)을 중심’
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문화관광부,
2003.3: 1). 참여정부는 음악산업을 문화산업의 핵심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았고, 한류열풍에서 볼 수 있듯 대중음악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요인에 따라 음악산업을 디지털과 감성으로 표현되는 21세기를 선도하는
핵심 문화 산업으로 인식하였다(문화관광부, 2003.3: 1).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정부는 비록 거버넌스 혹은 문화거버넌스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
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39) 문화체육관광부 열린 장관실 – 장・차관 소개 - 역대 장관
(http://www.mcst.go.kr)
240) 문화관광부(2003.3.),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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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241)’이라는 일종의 음악산업의 문화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문화관광부(2003.3.)는 음악산업 주체를 ‘음악산업계․음악창작자․방송
매체등 소비자․정부․학계’의 5주체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요 역할과 기
능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문화관광부, 2003.3: 13).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2003.3: 13). 참여정부
는 음악산업 주체를 ‘음악산업계․음악창작자․방송매체등 소비자․정
241) 문화관광부(2003.3), p.13, <그림> 음악산업 주체의 주요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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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학계’의 5주체로 분류하여 각각의 주요 역할과 기능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 음악산업계는 ‘양질의 음악상품제작, 유통구조 선진화,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음악창작자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 문화예술적 창작기
반조성, 연주활동활성화’를, 방송매체등 소비자는 ‘음악프로그램 다양화,
음악 애호가 문화 형성, 저작권 인식 제고’를, 정부는 ‘인프라 확충, 법
령․제도 정비, 해외진출 지원’을, 학계는 ‘대중음악연구, 산․학 협동, 정
책 연구’를 통해 ‘음악산업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으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
극대화를 통한 음악산업 선진화’, ‘산업주체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
스템 구축을 통해 음악시장의 투명성․다양성․효율성․경쟁력 제고’,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확충, 법령 및 제도정비, 해외진출
활성화 등 과제발굴’을 들었다(문화관광부, 2003.3: 13).
즉,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거버넌스
요소가 활용되고 있었음을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중, 마케팅 현대화 기반조성 항목에서 ‘해외시
장 마케팅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류 지속화 의
지를 드러내었다(문화관광부, 2003.3: 13, 43-46).
‘한류 지속화 지원’을 위해서, ‘아시아 문화교류 협의회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아시아 대상 마케팅 지원, 한국음악 프로모션 CD제작
및 제공, 현지인 발굴․양성 및 교류, 아시아 음악산업 세미나 및 문화산
업관계자 교류, 현지어 대중음악 정보지 발간, 한국문화 팬클럽 결성 촉
진 및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주의에 의한 한류 지속
화 지원으로 아시아 문화강국 구현’을 기대한 것이었다.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에서도, 해외시장 마케팅 관련하여 한류 지속화 지원 과제에 상대적
으로 많은 국고 예산의 투입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242).
242) <표>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2003) 세부사업별 예산 : 한류 관련
(문화관광부(2003.3), pp.53-54, ‘세부 사업별 예산’ 중 ‘한류’관련, 본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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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중국 외에도 미국에 해외음악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탈아시아 범주의 정책을 수립한 것과 달리, 노무현
정부의 K-POP에 관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아시아권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243)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2004.6.8.)’을
발표하면서, ‘한류’관련 비전을 밝혔다(문화관광부, 2004.6.8.: 14, 21,
24-27). ‘문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수출진흥위원회 구성 및
문화콘텐츠종합정보시스템(CEIS)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문화산업클
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 2004.6.8.: 14). 더불어,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를 통해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국립광주아시아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아시아문화교류, 문화연구, 문화교육’의 3대 기능
수행하도록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4.6.8.: 21).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단위 : 백만원)
<대과제>
마케팅 현대화 기반조성
중과제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국고

500

800

800

800

800

3,700

민자

100

200

200

200

200

900

국고

300

500

500

500

500

2,300

민자

600 1,000

1,000 1,000 1,000

4,600

국고

250

400

400

400

400

1,850

민자

450

500

500

500

500

2,450

국고

50

50

50

50

50

250

해외유명페스티벌
참가지원

국고

100

200

200

200

200

900

민자

100

200

200

200

200

900

국제음악전시회
‘AMF'개최

국고

50

500

1,000 1,000 1,000

3,550

민자

-

500

1,000 1,000 1,000

3,500

한류 지속화 지원
해외고정프로그램
확보지원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및
네트워크확대

구분

소과제

해외견본시 참가
영문 Web Catalog
구축

243)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Asia Song Festival’ 등을 통해 아시아 문화권의 상호
교류를 정책적으로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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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문화관광부, 2004.6.8.: 24) 및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2004.6.8.: 25).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를
통해, ‘한류관광의 해 출범식(2004.3.5.)’을 갖고, “한류”의 지속 확산을 통
해 우리문화가 아시아 문화변전소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
다(문화관광부, 2004.6.8.: 26).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주요도시에 ‘문화산
업교류협력센터’설치를 추진하였으며, ‘Asia Song Festival’을 2004년부터
개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등 민간단체 간 교
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추구하였다(문화관광부,
2004.6.8.: 26)244).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은 한류문화콘텐츠정책 면에서 동
북아시아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둔 것을 볼 수 있으며, 당시 급부상한 일
본에서의 욘사마 붐 및 보아의 상업적 성공 등에 대한 일본 마켓에의 집
중적 대처보다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균형적 교류와 발전
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 비전을 통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
의 아시아 중심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한류의 확산을 탈아시아의 범주로
미처 아우르지 못한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2005)245)’을 통
해,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의 3C를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체계화하였다(문화관광
부, 2005: 9). 또한 위의 세 가지 산업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고자 하였는데, 예컨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발전은 일
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한류국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도한다
고 보았다(문화관광부, 2005: 10).
244) 이와 같은 한류 관련 비전은 구체적 정책집행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일례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제3회 아시아송 페스티벌
의 광주 개최는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활성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정책 비전,
아시아 상호문화교류 등의 한류 관련 비전과 모두 연계되어 있다.
245) 문화관광부(2005), ‘문화강국(C-KOREA) 2010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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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 목표 중, 한류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목표는 ‘세계 5대 문화산
업 강국 실현’이었다. 더불어, 한류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한류 열풍
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문화관광부, 2005: 19).
특히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를 목표로, ‘코리아 플
라자(Korea Plaza) 설립’ 및 ‘「한(韓) 브랜드」 세계화 지원’ 등을 추진
했다(문화관광부, 2005: 46-48).
위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성과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문화수용
층·아티스트 등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브로드밴드의 전국적 확대와 문화콘텐츠의 확산,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향유를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통해 저변이 확대된 문화 수용층의
지속적 증가로 대한민국은 유튜브(YouTube) 이전인 2004년 세계 최초로
UCC(User Created Contents)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를 시
작246)하고 향유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문화산업정책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발
간한 ‘2004 문화산업백서’의 문화관광부 장관 발간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기업은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취향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콘텐츠
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수립
을 비롯한 법, 제도의 정비와 지원기관의 설립을 통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일본에 대한 한류 확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쌍방교류
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일본에서의 반한류 및 혐한류 확산을 지
양하고 한류의 지속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당시 각종 한·일 문
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아티스트들의 상호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제4차 일본대중문화개방정책(2004)과 한·일 수교정상화 40주년
246) 아이뉴스24, 2014-07-14, "판도라TV, 코넥스 상장으로 도약 나선다"
<전략>2004년 10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공유 포털 사업을 시작한 판도라TV는
세계 최초의 동영상 사이트로, 구글의 유튜브보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
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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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이 맞물리면서 아무로 나미에 등의 일본 정상급 가수의 내한공연
및 지상파 방영, 다양한 한·일 문화교류행사 등이 치러졌다247).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 ‘Mtv Buzz Asia Concert’에 중국, 일본, 동남
아시아의 해외 한류팬들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등 한류 붐을 관광수
익으로 연계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을 ‘한류관광의
해’로 지정, 한류스타들이 촬영한 한국홍보 CF를 해외에 방영하고, 160
여 만 부에 이르는 각종 해외홍보물과 온라인에 한류스타들을 최대한 활
용하였으며, 베세토(BEIJING-SEOUL-TOKYO)전략 하에 서울, 도쿄, 베
이징에서 “KOREAN WAVE 2004”행사를 개최하였다248).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집행에 대한 당시 참여정부의 자체
적 정책평가 및 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a: 168-170).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한류에 대한 성
과평가를 비롯한 종합적 진단과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한류
지원정책협의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류 지속 및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고, ‘한류의 세계화
247) 일본의 대표적인 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2004년 5월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 ‘So
Crazy Tour in Seoul’을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3회차 공연은 한국가수 비와 합동
공연을 펼쳐 한·일 대중음악의 상호교류의 장을 열었다. 단독 공연은 SBS를 통해 방영
되었다. 같은 해 7월 아무로 나미에는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서울에서 열린 ‘Mtv
buzz Asia Concert’에 참여, 다국적 관객이 모인 가운데 한·일·중화권 가수들과 성공
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11월에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하마사키 아유미가 참여하여 보
아를 비롯한 한국 가수들과 공연하는 등, 2004년에 일본 정상급 가수들의 내한 공연과
그에 따른 한·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일 우정의 해(2005)’를 기념하여,
2005년 4월 도쿄돔에서 ‘한·일 수교40주년 기념 한류콘서트’가 열렸고,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우정의 해 기념콘서트 – Friends’에 나카시마 미카가 참여했다.
248) 국정브리핑, 2004-07-23, “한·일·대만 ‘Buzz Asia Concert’”
<전략>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MTV가 주최하여 오는 2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한국-대만-일본 연합콘서트 ‘MTV Buzz Asia Concert’에 일본 400여명, 중
국 500여명, 동남아시아 800여명 등 해외 한류팬 200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약 30억
원의 관광외화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중략> … 공사는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의 해외지사를 중심으로 콘서트 참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였으며,
아시아 전역에 MTV를 통해 한국관광홍보CF를 방영하고 한국관광의 해외홍보 사이트인
tour2korea.com에 콘서트 참관권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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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국가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범부처적 지원정책을 검토하였다.
당시 한류의 성과로는 콘텐츠산업의 수출 증대, 주요 행사 계기별 한류
홍보에 따른 국가브랜드 제고, 쌍방향 교류 협력의 증대, 문화콘텐츠 창
작 역령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이명박 정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추진한 동북아 균형론에 근거한
정책방향이 드러난 사례로 정부 초기에 설립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2003)의 명칭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2006)으로, 이
명박 정부에 이르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6년의 ‘한 스타일’ 상징화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규정한 한류3.0
시대의 특징인 전통문화와 한류의 접목이 일부 시도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한류 3.0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았다.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특징은 문화복지 세분화 및 전문
화 문화거버넌스적인 접근방식 아시아 중심성 등으로 볼 수 있다. 참여
정부는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소비자 정
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계승하
되, 음악산업 관련 중장기 계획 등의 세분화·전문화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였으며,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더불어 동북아
균형론에 입각하여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고, 제작 지원 위
주의 진흥정책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방향 전환을 통해 질적 성장으
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였다249). 해외 한류팬덤의 방한이 급증했던
시대상황에 맞게 관광산업과의 결합 등의 정책적 변화도 모색하였다. 이
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은 한류문화거버넌스 특성 면에서 김
대중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249) 문화체육관광부(2008), <참여정부 문화관광 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c: 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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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국가비
전으로 제시하였는데, 문화정책의 경우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
및 ‘선진화250)’,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구체화되었
으며,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는 ‘공공성의 원칙’ 및 ‘효율적 운영’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16).
이명박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특징
으로는 글로벌 한류 정책으로의 도약을 들 수 있다. K-POP이 2011년
프랑스 파리 및 남미 국가들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비약적으로 확
산되고 2012년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노
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 한류 정책을 넘어선 글로벌한 한류문화콘텐츠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특히 2009년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브랜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문화를 통한 국격(國格) 제고’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 ‘문화한국 브랜드 제고’를 공식화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0-171).
더불어 2012년 ‘한류문화진흥단’의 출범을 통해 국가 조직 내에서의 한
류 명칭의 사용이 공식화·제도화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2). 또
한, 대중문화를 넘어서 한국문화 전반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인들과 공
감하는 한류 3.0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 문화 예술의 진흥과 함께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되, 정부의 역할을 한류 진흥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로 한정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류를 이끌어가겠다는
250) 문화체육관광부(2013c), p.16
<전략>‘선진화’는 과거 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 위에서 국가발전을 모색하며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
비전 속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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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님을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4).
이명박 정부는 법제도의 재정비를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보다
견고하게 뒷받침 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전부 개정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2010)’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으로
하였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동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동법 제4조), 제7조에는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들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부처
간 공동 협력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7조를 통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09년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의 업무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또한, 2012년 한·미
FTA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 등의 저작
인접권자 보호기간이 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 대폭 연장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12(2008)251)’을 통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밝혔다.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문화비전을 위해, 4대 목표로서
‘멋있는 한국인: 창조적 문화 예술의 나라’, ‘잘사는 한국인: 콘텐츠산업으
로 부유한 나라’, ‘정겨운 한국인: 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광의 나라’, ‘신
나는 한국인: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들었으며, 추진 전략으
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선택과 집중의 지
원체계, 소통과 개방의 전략,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문화를 통한 녹색
성장을 들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18).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는데, 음악산업 관련으로는 ‘음악산
251) 문화체육관광부(2008.12.), “문화비전 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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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두어,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
획(2009~2013)’ 등을 추진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21-2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 별 협력으로 콘텐츠산업의 진흥
을 이끄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
흥 정책이 다음과 같이 체계화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64-66).
2011년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을 통해,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을 비전으로 2013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7대 강국,
2015년까지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
계 마련,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 기반 강화’ 등의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정책의 추진에 있어 교류와 평등에 역점을 두었던
참여정부와는 달리, 평등 분배보다는 우수한 콘텐츠의 경쟁 및 집중 지
원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강화하였으
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 및
발전시켰다고 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65).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 결정 및 집행을 K-POP 정책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개관(2011)’을
통해 국내 및 해외 한류 팬덤의 수요가 증가한 K-POP 인프라를 확장
구축하였다. 더불어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2011)’을 발
표하여, 5대 추진 전략으로 ‘K-POP의 경쟁력 확보’,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즈니스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 조성’, ‘해당 지역과
의 상호 호혜 교류 환경 조성’, ‘대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강
화’ 등을 밝혔다252).
이명박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류문
화진흥단(2012)’의 출범을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일대 전기를 마련
252) 문화체육관광부(2011.6.22.),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4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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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전까지는 문화침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한
류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우회 전략을 펼쳤으나, 한류를 장
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기초부터 진흥하자는
목적으로 부서 명칭을 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2-173).
‘한류문화진흥단’은 한류 문화 전반의 진흥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
류문화 진흥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여 K-POP 등의 대중문화 한류를 전통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 전반에 걸친 K-Culture로 이어가고, 문화교
류 및 협력과 함께 쌍방향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한류가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78-79).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파급효과의 극대화, 한국 문
화 전반의 진흥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전통문화 부문, 제2
차 순수예술 부문, 제3차 콘텐츠 부문’ 등의 분야별 진흥계획을 발표하
고, K-POP 등의 대중문화산업과 관련된 제3차 콘텐츠 부문은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인과 함께 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 구
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79).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한류 시대를 맞이하여, K-Culture를 핵심장르로
하는 한류3.0시대를 지원하는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형성하였다. 문화체
육관광부는 한류를 그 시기와 특성 별로 한류 1.0, 2.0, 3.0으로 분류하였
다253).
253) 문화체육관광부(2013a), p.25, <표>

구분
시기
특징
핵심장르

한류 1.0
1997년~
2000년대 중반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드라마

한류 2.0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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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3.0
2010년대 초반
이후
한류의 다양화
K-Culture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한류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
중문화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세계인과 공감하는 K-Culture254)를 의
미’한다고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융·복합되면서
K-Culture라는 실체를 세계인들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를 한
류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25).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한국 대중음악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의 홍보
효과는 정책 목표255)중 하나였다. 노무현 정부도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2005)’을 통해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후원으로 ‘K-POP WORLD
FESTIVAL’이라는 글로벌 스케일의 K-POP 행사를 개최하였다. 즉,
K-POP 등의 한류문화콘텐츠를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라는 맥락은 같지
만 훨씬 더 구체화 되고 조직화된 홍보를 정책집행을 통해 펼친 것이다.
대중문화,
전통문화,
일부 문화예술 문화예술, 대중문화
아시아, 유럽 일부,
대상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전세계
중남미, 미국 일부
주요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20대
세계 시민
TV,
주요 매체 위성케이블
모든 매체
TV, 인터넷 YouTube, SNS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254) K-Culture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추진한 ‘한 스타일의 세계화’
를 일부 발전시킨 측면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2005년과 2006년의
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은 이명박 정부의 지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2006년 ‘한 스타일’ 상징화 사업은 한류3.0 시대의 특징인 전통문화와 한류의
접목이 일부 시도된 것으로 한류 3.0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한류 3.0의 방향이
한류 2.0 안에 내재해 있었다고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a: 169-170).
255) 김대중 정부는 해외의 대중매체에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을 고정적으로 방영함으로써
해외진출 촉진 및 국가 이미지 홍보 효과를 정책목표로 했다. 또한 해외방송사에 국내
가수 뮤직비디오, 음악정보자료(잡지, CD등) 제공 등을 추진했다(문화관광부, 200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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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협치(Governance)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정부 조직 내에서도 ‘한류문화진흥단’의 출범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가운데 한류와 유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3-174). 또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전략’ 등을 추진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역시,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11개 부처의 장관이 협력하도록 구성되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
조).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범부서 및 범정부적 정책 인프라를 창출하
였으며, 본격적으로 탈아시아의 글로벌 한류정책이 시작되었고, 단지 지
속 가능한 한류를 넘어선 K-Culture로 통합한 한류3.0을 준비하였다.
또한, 해외 국가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여러 국
가256)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교류를 지
원하고,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문화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c: 80-81)257).
이러한 이명박 정부 시대에 급속히 이뤄진 글로벌 한류는 산업적 측면
에서 한국 방송국들의 과열경쟁이라는 부정적 일면도 노출하게 되었다.
특히 2011-2012년 들어 급증한 각 방송국들의 각종 한류 콘서트로, 2011
년 국정감사에서도 방송국들의 K-POP 스타들을 동원한 해외 공연 티켓
판매수익 증진에 급급한 측면과, 고가의 티켓 및 콘서트 물품(Goods) 판
매, 빈번한 집단콘서트 등으로 인한 K-POP 한류 붐의 빠른 소모에 대
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58).
256)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몽골,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일본 등(문화체육관광
부, 2013c: 80)
257) 이는 노무현 정부가 국내 문화예술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10여개 국가에서 10년간 1만 명 초청을 목표로 상호문화교류 확대를 추
진했던 ‘아시아 문화동반자 1만 명 확보’(문화관광부, 2005,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 48)에서 진일보한 형태의 정책으로 보인다.
258) 강승규(2011, 제18대 국회의원), “공영방송 KBS의 한류 콘텐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으로 확대돼야 (KBS) - 2011 국정감사 by 강승규”
(출처 - http://blog.naver.com/hiseoulkang/801417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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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중
문화예술인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
년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날259)’을 선포하고 정부포상제도로서 ‘대한민
국대중문화예술상260)’을 제정하여, 대중문화예술 및 한류 확산 등에 기여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훈장 등을 포상하였다. 2011년 5월에는 ‘대
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를 열고, 청소년 연예인과 원로 대중문화 예술
인 및 매니저와 트레이너 등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261).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성과는 한류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문화
수용층·아티스트 등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류는 미디어들의 한류 관련 포럼 개최, 학계의 한류 관련 대학원 개
원 등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었다(문화체육
관광부, 2013a: 25).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등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및 KBS와 창원시 등의 협치(Governance)
를 통해, 해외 K-POP팬덤을 대상으로 전 세계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예
선전을 열고, 각국의 본선 진출자들이 한국에서 경연하는 ‘K-POP
WORLD FESTIVAL’이 2011년부터 성황리에 개최되어 전 세계를 대상
으로 하는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에도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13c)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공을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요약하면서, K-POP으로 증폭된 한류 열풍이 한국 영화,
한글, 한국 음식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2007~2011
년 동안 콘텐츠 산업 매출과 수출이 각각 6.4%와 21.9%의 연평균 증가
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위의 성과의 이면에는 국무총
259) 시사투데이, 2011-11-08, “대중문화예술인의 축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열려”
<전략>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긍심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11월 4째주 월요일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선포하고,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
자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시행하고 있다.<후략>
260) http://www.대중문화예술상.kr
261) 문화체육관광부(2011.5.23.),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 센터 개소식(20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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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
성한 노력이 있었다고 자평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2-3).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대한 평가는 2014년 현재 시기적
으로 이를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 스스로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70-171).
이명박 정부의 한류 정책은 ‘국가브랜드와 한류’로 표현할 수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한류문화진흥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한
류와 관련된 뚜렷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문화를 통한 국격(國格) 제고’에 주목하여 2009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정책목표 중, ‘세계와 공감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등
에서 한류와의 관련성을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문화한국 브랜드 제고’를 공식화 하고,
‘문화예술 한류’ 등의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세종학당 확산 및 한류
스타의 거리 조성 등의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사업으로 진
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2011년 대중문화사업팀을 신설하고, 같은 해 한류
미래전략포럼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한류 진흥정책을 수행해 나간 점을
들었다. 특히 대중문화사업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여러 부서에 산발
적으로 나뉘어 있던 대중음악, 연예산업, 패션, 한류진흥 등 대중문화 진
흥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동 시기가 문화를 통해 국가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높이
려는 노력이 한류와 만나는 시점이었다고 자평하였으며, 2011년 유럽에
서의 K-POP 열풍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류 지원정책을 준비하게 되었음
을 밝혔다.
한류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도움닫기 하는 것에 국가적 지원이 뒷받
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관의 협치(Governance)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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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국의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예산 및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 상주할 수 없는 취약점을 보
완하여, 해외문화홍보원 등이 적극적으로 K-POP 등의 대중문화 한류와
한글을 보급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K-POP 유럽진출 성공
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2011년 SMTOWN의 프랑스 파리 공연은 이러한
문화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이다262). 또한, 각국 외국인들에게 한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세종학당의 경우, 한류 붐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으며, 한류 팬덤 등으로부터 늘어난 수요
를 충족하고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에 참석하여 주요 연예기획사, 대중문화 관련 단체, 학계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듣고 연예산업 환경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2011년
을 대중문화예술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였고, 문화
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해 당시 자유업이었던 연예기획사의 등
록제 전환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263)’ 제정을 추진하였다264).
문화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대중문화예술계의 각종 인권 침해와 탈법 문
제에 대해 국가가 문화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구체적 정책 개입을 시도
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토론회에서 특기할 점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정부의 역할 및
관련 법제정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 및 업계 주체들 간의 의견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265).
262) 2011년 6월 10일, 11일의 ‘SM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공연은 프랑
스 현지 한국문화원이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했고,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프
랑스 젊은이들이 만든 협회인 ‘코리안 커넥션(Korean Connection)’과 함께 플래시 몹,
파리 공항 마중 이벤트 등의 다양한 기획을 성공적으로 협업했다. 문화원은 철저한 준
비를 마치고 S.M. Ent.에게 공연 요청을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방문의 해 홍
보 예산 지원을 통하여 S.M. Ent.를 설득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플래시
몹의 경우 위 협회가 300명을 모았으며, 특파원단의 전원 취재로 S.M. Ent.는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00-103).
26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2014)’, 박근혜 정부 제정
264) 연합뉴스, 2011-03-25, “정병국 “연예산업 수익배분구조 개선 필요””
265) 연합뉴스(2011-03-25)의 위 토론회 관련 텍스트 기사 및 동영상 뉴스를 토대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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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나 연예인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는 맥을 같
이 하였으나, 방법적 측면에서 정부는 법제화를, 기획사의 대표는 업계
내부의 자체적 윤리 위원회 및 조정기구 등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청소
년 연예인의 인권이나 학습권 보호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 위와 다른
기획사의 대표는 기본법으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권리를 또 다른 법령으
로 규제하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
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제화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방송 관계자와 기자는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열악한
제작환경을 광고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기 어렵다
고 주장하며 다른 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법조계에서는 상대적 약자
인 연예인의 출연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연예산업 관련자들이
협상력을 키우도록 단체화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당시 시작 단계인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학계와 업계에서는 실연자
등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표준계약서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여 정부의 시각과 실제 업계의 현실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와 관련,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연기자 협회는 연예인 교육에 대하여 한류의 혜택
을 보는 기업, 정부, 방송사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한, 학계의 대중음악 수익 분배 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는, 정부는 수익배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밝히면
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결국,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주체는 자율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정부 주도의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관련 법제화에 규제법이라
는 시각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 간
에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
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연예인들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론회에 참여한 각계 주체의 발언을 이하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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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혜자가 되는 청소년 연예인 등
과 직접적 계약관계인 기획사들은 정부의 계획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
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이후의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법 제정
을 관철시켰고 문화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정착시켰다는 측면에서 정
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 내에서의 역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정책’에 입각한 인프라 확충과 자금 지원 중심의 지원형
한류문화거버넌스라면,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거버넌스는 규제
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화거버넌스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한
류문화진흥단의 출범을 통해 정부의 한류 지원을 공식화 및 제도화하였
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한류의 시대를 진흥 정책을
통해 뒷받침 하였으며, 특히 K-POP 한류문화콘텐츠를 보다 구체적 전
문적으로 육성하는 등 글로벌화 된 K-POP 한류문화콘텐츠의 지속적 발
전을 위한 지원에 힘썼다266).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이
관계 부처 간의 협치를 통해 한류 행사를 주최하는 등 한류 관련 국가의
범정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콘텐츠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콘텐츠산업진
흥위원회’ 등의 정책적 컨트롤 타워를 가시적으로 설립 및 가동했다. 위
와 같은 점에서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의 도약이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
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66)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K-POP ARCHIVE로 35,000여 건 앨범 이관 및
신규 2,000여 건 앨범 수집 분류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음악정보통합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출처 – http://k-p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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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정책 의제설정에 있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267)268)’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시하였으며, 21
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자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임을 밝히고,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1).
이는 사회 각 분야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복합의 시대에 문화예술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사회통합269)에 대한 문화거버넌스적 정책 의지의
강력한 표출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의제설정에 따라 국정비전으
267) 문화체육관광부(2013.3.28.),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p.1
<전략> - 문화의 융성: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
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
- 문화를 통한 융성: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
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 <후략>
268) 동아일보, 2014-04-09, “첫째도 일, 둘째도 일…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문화융성”
[창조한국 프로젝트]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7>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략> ―문화 융성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 문화라는 가치가 우리 삶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르게 사는 법을 생각하자는 것이지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
니다.”<후략>
269) NewsPim, 2012-10-20, “박근혜 “5년 내 문화재정 2% 달성하겠다” - 예술나무 발
족식 및 예술가치 선언을 위한 1000인 선언 축사”
<전략>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 <중략> … “우리 시대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는 단순히 어려운 예술계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통합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
들고, 사회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며 … <중략> … “흔
히 현대사회를 융합의 시대라고 한다. 산업가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칸막이
가 무너지고 섞이고 뭉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시대이다. 저는 그 중심에
우리 문화예술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어떤 분야이든 문화
와 예술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영향력과 생명력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다”<후
략>

- 240 -

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들고 그에 따
른 콘텐츠산업 정책의 세부 추진방향(문화체육관광부, 2014: 21)을 정책
으로 결정하였다. 위의 국정비전과 국정 기조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콘텐츠산업 관련 핵심 추진과제는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였으
며, 창조경제270)의 중심축이 되는 콘텐츠산업을 통해 창의와 혁신 기반
의 창조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기여하고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콘텐
츠, 관광산업 등 한국형 창조산업271)을 육성하고, 스마트 환경 진전에 따
른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와 창업 지원, 투자 확대
및 문화서비스 확대로 신규 직업군 창출 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
을 전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2).
음악산업의 경우, K-POP 공연장 건립, 글로벌 뮤직마켓 개최 등을
통해 아시아 음악 산업 허브화를 계획하고,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음원 전송사용료 시스템에 대해,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의 구성
을 통해 ‘가입자 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 당’ 징수방식
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
270) 김경아(2009: 189)에 따르면,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Coy(2000; 김경아, 2009: 189
재인용)가 비즈니스위크(2000.8.28.)에 게재한 ‘The Creative Economy’라는 글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래에 살아남는 기업은 아이디어를 최상의 가치로 두는 기
업이고,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가 ‘창조
경제’이다(Coy, 2000; 김경아, 2009: 189 재인용). Coy(2000; 김경아, 2009: 189 재인
용)는 창조경제는 20세기의 산업경제를 대체하는 21세기형 경제사회이며, 이러한 창조
경제의 등장으로 아이디어가 큰 경제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고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이
그 지위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71) 임상오(2008: 18)에 따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
용한 것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이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정부는 작게는 노동당
정부에 대한 좌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넓게는 영국의 국가 이미지를 보다 역
동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것으로 전환할 목적(브랜딩 전략)으로 종래의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대신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하였다(Chris Smith, 1998, 임
상오, 2008: 18 재인용).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말하는 창조산업이란 “개
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부
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며, 여기에는 광고, 건축, 미술
품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와 비디오, 양방향 여가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
술, 출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TV와 라디오 서비스 등 13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임상오, 2008: 18).

- 241 -

고자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23).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은 ‘문화·행복·경제·통합·국격’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1).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 다양성 확보를 통해 ‘문화를 키우는
문화’를, 문화향유 기회 확보 및 문화중산층을 확대를 통해 ‘행복을 키우
는 문화’를, 콘텐츠, 관광, 스포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키우는 문화’를, 나눔과 배려의 가치 확산 및 예술과 스포츠의 생활화를
통해 ‘갈등을 없애는 문화’를,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한국문화 외연 확장
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문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에 도달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와 같은 문화융성을 체계적으로 이루고자 각종 법제
도 정비 및 정책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하였다. 특히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법제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에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기본법(2014)’을 통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문화기본법 제1조)’으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문화권(문화기본법
제4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2014)272)’을 통해 ‘대중
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272) 법제처(201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재인용)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
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
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정착
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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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으로 법제도
를 정비하였다. 일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종전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로 바뀌었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
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년 8월 1일자로
지정 고시 되었다273).
또한, 2013년 7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여, 범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화융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비전(2013)’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3).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과, ‘문화융성’의 국정기조를 천
명하고,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를 위해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지원과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삼았다. 또한, ‘문화로 창
조경제 이끌기’를 위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고
품격 한국관광실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더불어 ‘문화국가 만들
기’를 위해,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전
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전개를 핵심추진과제로 삼았다.
추진기반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 2%274) 확보
273) 텐아시아, 2014-09-29,“연예기획사 ‘신고제→등록제’ 시행, 불법 기획사 제재 나선
다”
<전략>한국콘텐츠진흥원은 … <중략>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중략>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
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법 시행으로 인해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5년 7월 28일까지 등
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후략>
274) NewsPim, 2012-10-20, “박근혜 “5년 내 문화재정 2% 달성하겠다” - 예술나무 발
족식 및 예술가치 선언을 위한 1000인 선언 축사”
<전략>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9일 “향후 5년 내에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매년 17%씩 문화재정을 늘려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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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기본법 등을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 문화의 가치를 정부 부
처 전체로 확산,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 실천 등을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관련 핵심추진과제로서 ‘문화로 창조경
제 이끌기’를 들고, 한류문화콘텐츠의 경우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
화, 뮤지컬’ 등의 5대 콘텐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하였다(문
화체육관광부, 2014: 22-23). 특히, K-POP의 경우 2013~2016년 전용 공
연장을 건립하고275), 글로벌뮤직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개최 등을 통해
아시아 음악산업 허브화를 추진하였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20),
방송․영화․음악 등에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 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22).
문화체육관광부(2014.2.13.)는 ‘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을 알리는
2014년 업무계획에서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으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을 들
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5).
특히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
업화’의 세부 시행 계획 중,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강화 및 첨단 문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3D K-Pop 공연, 홀로그램 활용 공연 등 융합기
술 R&D 확대를 들어(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26) 한류문화콘텐츠정
책과 첨단 기술의 결합 현황을 가늠케 했다.
또한, 민관의 협치(Governance), 범정부적 부처 간의 협치 등을 통해
문화거버넌스를 한류문화콘텐츠정책에 활용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드러
내고 있다.
는 … <중략> … “문화는 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원하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기본법을 재
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 <중략> … “OECD 각국의 정부예
산에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9%내외인데 반해 우리는 1.14%에 머물러
있다”며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서 문화재정 2% 달성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켜지
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후략>
275) K-POP 공연장은 일산 한류월드에 1만 5천석의 아레나 급의 규모로 조성하고, 체험
형 대중음악박물관 등을 건립하기로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3.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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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치의 확산’의 경우 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증대를 들고,
일례로 한류의 확산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의 미흡으로 업체들이 개별적
으로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 중임을 개선과제로 들었으며, 이
를 위해 문화융성 정책성과를 타 부처 지자체 민간 해외로 확산하는 개
선방안을 제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3).
‘문화 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의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 및 한류 지속
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칭)한류 3.0 민관합동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276), 한류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지역별 공
동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전경련 ‘문화관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조업 등 상품과 한류콘텐츠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4-36).
‘K-Culture로 신한류 창출’의 경우, 특히 외교부와의 협업으로 국제문
화교류 및 한류확산 거점으로 중동․중남미지역에 해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으며277), 코리아 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한류로 증가한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게 세종학당을 현행 120개소에서 130개소 등, 해외대학
및 관광공사 그리고 코트라 등의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
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8).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평가 활동 중 하나는 이명박 정
부의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평가와 이에 대한 계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및 문화가치의 확산을 위한 ‘문화영
향 평가 및 협업 강화’,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등으로 이어졌다. 또
한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공유저작물278)을
제공하는 등 문화콘텐츠 이용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76)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 국제교류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학계(세계한류학회 등), 언론, 대중문화예술단체 등 폭 넓게 참여(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6)
277) 2014년 이집트, 2015년 이란·페루, 2016년 아랍에미리트에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원
신설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14.2.13.: 38)
278) 공유저작물 -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의미.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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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범정부적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문화거
버넌스를 통해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을 지속 및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명박 정부의 K-Culture 정책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한류 문화의 확산
을 위해 세종학당의 확대 개설 등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율도 상당히 높으며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6조 원의 예산을 배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279).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를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지속
가능한 K-POP 한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류문화콘텐츠정책이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K-POP 홀로그
램 공연장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문화·관광의 융·복합적 결실을 창출하
려는 각종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아티스트·기획사·문화
수용층의 숙원이었던 아레나 급 전문공연장 건립의 구체화로 K-POP 인
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
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포상제도인 ‘대한민국대중문화예술상’을
이명박 정부로부터 계승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한28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81)의 제정을 통해 한류의 근간이 되는 아
279) 문화일보, 2014-09-18, “고용·복지에 115조 투입…‘창조경제’ 예산 17% 늘려”
<전략>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전년에 비해 10.4%
늘어난 6조 원이 편성됐고, … <중략>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전년대비 6000억 원
(10.4%) 증가한 6조 원이 배정됐다. 한류 형성을 돕기 위해 해외 문화원을 28개에서
31개로, 세종학당을 130개에서 140개로, … <중략> … 각각 늘리기로 했다.<후략>
280) 연합뉴스, 2011-03-25, “정병국 “연예산업 수익배분구조 개선 필요””
<전략>문화부는 이날 연예인 지망생이나 매니저의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대중문화
예술인 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자유업인 연예기획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며, 오는 6월24일 올림픽홀에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을 개관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후략>
28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담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대
중문화산업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관련한 세분화‧전문화된 정책과 장기적 안목의
정부 구조의 개편이 만난 긍정적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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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트들의 인권보호 및 기획사들의 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방송·영화·음악 분야별 표준계약서 정착을 구체화 하
였다. 이는 국가 주력 산업인 한류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각종 분쟁 및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업계의 자율
정화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규제 및 구체적 법치를 더욱 가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형 혹은 적극 참여형 한류문
화거버넌스의 특성을 이명박 정부로부터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2014년 11월 10일 한 중 FTA 타결282)로 인하여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중화권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
되었다283). 반면 중국의 기획사들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한국의 기획사
를 인수 합병하거나 주요 주주로 올라서는 등의 새로운 한류문화거버넌
스 양상도 가시화 되고 있다284). 한류문화거버넌스의 주체 중, 특히 기획
282) 산업통상자원부(2014), ‘FTA강국, KOREA’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a.go.kr
283) 연합뉴스, 2014-11-10, “<한중FTA> 중국 내 한류 탄력 기대(종합)”
<전략>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주 소비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FTA) 타결로 중국 내 한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문화체육
관광부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개방으로 한국의 공
연 기획사들이 현지에서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중FTA의
개방 수준은 중국과 같은 중화권인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의 공연 투자 허용이 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FTA
체결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 당국은 외국투자
자가 자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 형태로 공연 매니지먼트사나 공연장 경영업체를 설립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후략>
284) 스포츠한국미디어, 2014-11-16, “한중FTA, 날개 단 한류? 혹은 중국의 역습”
<전략>중국은 한국 기업이 49%의 지분을 갖고 한중 합작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ㆍ중 FTA 이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공동투자·제작 방식을
통해 중국 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 것. … <중략> … 양 국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진행
됐던 K-POP 공연 역시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 김은아 팀
장은 스포츠한국에 “이번 한ㆍ중 FTA체결은 한국과 중국간 문화 콘텐츠 합작 제작, 합
작 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부분과, 문화 콘텐츠 권리보호
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한ㆍ중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간의 합작 및
협력 활성화가 기대되며 권리보호를 통한 더 큰 수익의 창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중략> …이번 한ㆍ중 FTA를 통해 한류에 대한 중국의 입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
다. 최근 홍콩계 펀드(PEF)가 국내 대표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을 인수했다. 중국계 자
본의 국내 엔터업체 인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 <중략> …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ㆍ
중 FTA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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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이에 따른 중국 자본과의 합작 및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변화
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문화콘텐츠정책의 변화 및 한류문화거버
넌스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 대응책이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문화거버넌스 각 주체의 역할 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향
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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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문가 심층 인터뷰
구분
콘텐츠
크리에이터

문화정책
전문가

<표 2> 심층인터뷰 대상자 목록
이름 성별
직업
A 여 가수 겸 작곡가
공연기획자 겸
B
남 대중음악 콘텐츠
프로듀서
트레이너 겸
C
남 보컬프로듀서
D
여 연주자 겸 편곡자
E
남 학계 정책전문가
F
남
연구자
G
남
구성원

한류문화
해외 수용층

H

대중음악계
기획사

I
J

비고
K-POP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정책 수혜자
전직 한류 스타
보컬 트레이너
K-POP
전직
정부산하기관
구성원
정부산하기관
미국 거주, 미국
음악대학출신,
일본
여 작곡가 (재미교포) 2000년대의
및 미국의 한류
K-POP공연 등
10여년 현지관람
여 유관 업무 총괄 대중음악 관련
남 한류 스타 팬담당 전직 대형기획사

심층인터뷰는 2014년 3월 ~ 2014년 12월에 걸쳐 1회 1시간 ~ 3시간씩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모든 집단의 전문가에게 동일한 질문 목록을
통하여 한류문화콘텐츠정책, 한류문화콘텐츠, 개별 아티스트 관련 질문
등이 이루어졌으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통해
진행되었고, 답변에 따라 질문 목록에 없는 질문도 본 연구주제의 범주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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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제 콘텐츠 생태계까지 크게 고려한다는 점. 그러니까 다양성
이지, 결국에는. 고려한다는 것은. 그리고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가 이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 주고 창작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명박 정부 때는 거의 무시를 했던 지방 콘텐츠 산업 정책에 대해서 아마
새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확대될 거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제 지방 분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쳤죠.
김대중 정부는 이제 콘텐츠 산업 중앙정부 쪽에 틀을 만들었지만 지
역까진 못 만들었거든요. 지역은 그냥 하나의 이제 법적인 개념, 제도적
인 지원만 했는데 본격적인 지원은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그런데 이명
박 정부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새로 시작하려고 해
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류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굉장히 한류를 만드는 쪽에도 굉장히 관
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거. 역시 높이 평가를 하는 거 같아
요.” (문화정책전문가 E)
“(프랑스 공연은) 정부와 S.M. 윈윈(win-win)이 아닐지요. S.M.은 특
별히 유럽에 진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유럽에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성공했고
(인기가 있고 없고 간에), 정부는 하나의 업적(?)을 쌓았으니까요.”
(전직 대형 기획사 직원 J)
“(ASF에 협업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간집단은) 순수하게는, 해당
도시의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이상은 어떤
단체라 할지라도,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한 민간집단이 있을지, 정부주관
의 페스티발 이라서,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협업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일 텐데요. 도움이라면,
행사에 필요한 스텝 지원이라던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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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죠.” (가수 겸 작곡가 A)
“정부가 사실상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곳은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그
런 회사들이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음원시장 같은 곳을
먼저 손봐야하는 게 맞는 거죠. 거대기업들이 땅에다 줄 그어놓고 내 땅
이니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이익의 반을 내놔라 하는 꼴인데 이런
것들을 감시할 기관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없으니 이제 막장으로 치닫습
니다. 문화콘텐츠 뭐 기타 그런 기관들은 주위 얘기 들어보면 참 웃음밖
에 안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집행되는 문화진흥 이런 자금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뮤지션들에게 기회를 주게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이름 있는 회사들에 거의 들어간다더군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음악계라고 별다를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
고요. 그냥 음악 쪽에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알아서 뮤지션들이 경쟁력 갖추고 살아남아야겠죠.” (보컬 트레이
너 겸 프로듀서 C)
“무엇보다 내 생각에 프랑스인들이 혹은 유럽 사람들이 K-POP을 관
심 가지게 된 것은 굉장히 그들과 가진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
는 거라고 생각함. 뛰어나다던가 뭐가 더 좋아서(better)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반짝 하고 말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정부쪽이나 다른 업
계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치고 말 것 같다는 우려도
있다라는 것. 결국 순전히 예전부터 한국문화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로부
터 시작된 거 같은데 상황보고 있다가 정부가 숟가락 S.M.이 젓가락 옆
에 놓은 거네. 프랑스에서 콘서트 하나 한 거 가지고는. 시작이야 어찌됐
든 이것을 계기로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유럽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
록 정부쪽에서 투자와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해외 한류문화수용층 겸
작곡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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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는 K-POP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뿐만 아
니라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산업 (화장품, 요식업, 패션 등)까지 연관되는
거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에 대
한 이미지, 신뢰감, 소비욕구, 관광욕구 등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K-POP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콘텐츠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시장-유통과 분배-의 정상화, 표준계약
의 문제 등 대중음악씬의 근간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마치 대기
업 봐주기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형기획사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대중음악계 인사 I)
“예전에 저도 내역서를 보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고 또한 유통구조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덤핑해서 파는 유통구조를 개
선하고자 움직임이 있었으나 (스탑 덤핑 뮤직 등)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
았습니다. 시위에도 불과하고 아주 소소한 변화밖에 없었습니다. … (중
략) … 음반시장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 가장 핵심적인 음악유통망으로
온라인 음원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A라는 서
비스에서 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챠트 100위안에 들은
곡들의 유통사를 살펴봅시다. 앨범 란을 클릭했을 때 (발매사라고 표기)
유통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위 안에 들은 앨범 80~90%를 차지하
는 게 B사 그리고 C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주류 앨범이나 음원 수익
이 작은 뮤지션들의 유통사를 찾아보면 또한 위의 유통사가 아닌 것도
신기한 일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쉽게 이야기해서 음
원 수입 올리려면 대기업 유통사인 B사 혹은 C사와 유통하라는 겁니다.
(1)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 A -> (2)대중들이 인기 있
는 음악을 찾고 싶을 때 이용하는 챠트 : A100위 ->(3)챠트에 올라있는
곡 : B사나 C사의 음악 -> (4)대기업의 음원 수익 창출 -> (5)선점한
대기업을 위한 음원유통구조 생성, 음원 덤핑,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 (6)법으로 음원 요율체계 고착화 (수입의 50% 이상을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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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가져감)
이런 싸이클이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소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 합니다. 음악계
도 똑같습니다. 외국의 대기업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건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애
플의 경우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
라에 아이튠스는 서비스 자체가 안 된다는 것 – 우리나라 아이폰 유저
들은 굉장히 큰 음악기능의 반쪽도 사용 못 하고 있는 것이죠 – 결국
아이튠스는 … (중략) …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 음원시장의 특수성
을 들어 막았습니다 - 아이튠스에 음악덤핑정책은 없으며 무제한 스트
리밍 역시 없습니다. 또한 요율관계도 훨씬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무
엇보다 미국 계정 같은 것을 만들어 이용해 보고 결제해 보면 알 수 있
습니다. 음악을 발견하고 ->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1곡당 1000원이 약
간 넘는 금액 / 참고로 우리나라는 서비스 이용권 결제 유도 후 한곡에
60원 정도에 판매) ->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개념 (CD가 아닌 아이폰
에 음악을 저장하거나 동기화 하는 과정... 아이튠스100위 만들어서 자기
가 유통 관여한 음악 콘텐츠 올리고 그런 짓 안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의 구조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결론,
가장 첫걸음은 예술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일. 그 첫걸음은 그래서 아
이돌 음악을 안 해도 음악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 즉
유통 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뮤지션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음악밖에 없죠. 생계가 힘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위에 열거한 내
용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뮤지션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도 그나마 SNS같은 인터넷 덕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연기획자 겸 대중음악 콘텐츠 프로듀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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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댄스 음악에 치우쳐진 이 음악 시장에서 다른 장르의 음
악을 하는 사람이 살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 주지 않는 것조차 문제인데 하물며 구조적으로 잘나가는 음악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버에
있는 기획사들이나 매니지먼트 회사들도요. 정말 공들여 자기 색깔을 가
진 고급스러운 앨범을 내보겠다는 희망과 꿈을 갉아먹는 현실인 듯합니
다. 세계적으로 K-pop 페스티발이 열리면 항상 배부르던 음악 관계자들
만 더 더 배가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 또한 명분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인디음악 사업에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인디 세계에 눈을 돌
려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며 예술가들이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를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는 만들어 줘야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디 예술 씬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밟히면 장기적인 문화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뿌리를 그래도 가치 있게 생각하
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 (중략) …
인디 뮤직 씬 안에서도 많은 컴페티션이나 페스티발이 존재 했으면 합
니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능성 있는 밴드나 뮤지션에게 음반
지원금이 나온 걸로 아는데 좋은 시도는 되었다고 보지만, 벌써 십년도
넘은 일인데 더 이상 나라에서 신선한 정책이 없는 듯해요.. 그 시절에도
음반(녹음)이 나라가 만든 녹음실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녹음실을 사용해
봐서 아는데 완전 거지같거든요... 그치만 그 시도에 박수를 보냈었습니
다. 그 인디음악 지원 정책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지원 받은 뮤지션을 최
근에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노력에서 점점 더 나은 노력으로 가길 바래
봅니다.. 너무 많은 참신한 뮤지션들이 다른 일들을 해가며 삶과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오버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작곡가들 그런 연예인들이 좀
더 참신한 인디 뮤지션들과의 다양한 조우가 있으면 하고, 그들이 그런
다양한 뮤지션을 알아보는 안목도 있길 바래요. 왜냐하면 참신한 인디
예술가들은 뿌리니까요...!”(연주자 겸 편곡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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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것이 이제 99년, 2000년부터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시작 됐
고, 이게 10년의 역사가 지금 넘었는데, 길게 보면 뭐 15년, 더 길게 보
면 뭐, 그래 지금 보면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에든 그 사람들이 정책
적인 시각을 가지고 돈을 꽂고 했으면 우리는 잘 모르고 와 닿지 않고
욕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죠.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하고 편승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전에는 뭐, 우리
가 검열한다고 말하긴 뭐 하지만 굉장히 콘텐츠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쁘다. 애들이 음악이나 듣고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게임이 이제 그 극명한 사례인데.
적어도 이런 걸, 이런 성과들을 보여주면 정부 정책이 그거를 이렇게
막 못하게 막거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많이 도와
주는 거는 크게 뭐 없다손 치더라도 이전에 뭐 방해했던 것들은 많이 약
해진 거고. 음악에서도 뭐 방해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뭐 여
러 가지가 갔겠죠. 그래서 문화콘텐츠 그 자체의 힘을 발현할 수도 있게
끔 하는 기본 바탕으로 좀 더 작용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일을 하면은 최소한 이 사람들
이 자율적인 역량을 피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가능하면 줄이거나 만들지
는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 전에 같으면 게임 이거 뭐 애들 다 중독이
다, 앞장서다가 지금은 그래도 문화부는 그게 아니고 게임의 어떤 산업
적 효과를 얘기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 하잖아요.”(연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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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Factors deriving
the Cultural Enrichment of Hallyu
- Focusing on Cultural Content Policy -

Son, Sangm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Wave, often called as ‘Hallyu’, which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Korean pop culture enjoys the international
popularity, stands for the Korean pop stars who represents the pop
culture and arts industry, and more broadly, the Korean culture
overall including the cultural traditions.
The aim of the cultural content policy on Hallyu has been on
globalization of the Hallyu cultural contents, which requires to be
advanced to the next phase in terms of quality. The main goal of the
policy has been focused on developing the quality though
fragmentation, specialization and governance. However, despite the
empirical cases on remarkable popularity of the Hallyu, little has been
studied on the role of government policy effort and its proces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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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phenomenon.
This study would explain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 behind
Hallyu cultural content policy and its process with the case study on
K-pop based on the cultural governance as the theoretical frame. By
using the Hallyu cultural governance model, the study analyzes ‘Asia
Song Festival’ and ‘SM TOWN LIVE WORLD TOUR IN PARIS in
Commemoration of 2010-2012 Visit Korea Year’ as successful
examples of K-pop representing the Hallyu cultural contents.
Also it explores the theoretical model to expla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overnance which contributes to the cultural
enrichment of Hallyu, and makes a close observation on the shift of
cultural content policies and cultural governance on Hallyu with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In order to find the supporting evidence,
the research is established based on the official policy data from the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ong with other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s such as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 information from related
laws and media articles, and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cultural enrichment of K-pop focusing
on more fragmented and specialized cases in terms of cultural
governance. As a result, it is clear that the establishment of Hallyu
cultural governance has been serving the policy objectives to expand
Hallyu cultural contents and enhance the national image under close
cooperation, not by the cultural governance as a mechanism for
solving the conflict.
Second, through the discussion on Hallyu cultural governa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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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been developed the cultural
policy on Hallyu quantitatively as well as in terms of its quality,
which still runs through the current policy. At the same time, the
interaction among the major players of the Hallyu cultural
governance, i.e. public sector, management agency, artist and the
audience of Hallyu,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ooperaton among
public and private sector,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That is, the interaction among the key players of Hallyu
cultural governance contributes to the cultural enrichment of the
Hallyu.
Third, the time flow analysis shows that Hallyu cultural
governance and Hallyu cultural content policy has been targeting the
cultural enrichment of the Hallyu based on the cooperation. It can be
also understood as the shift towards the horizontal network
accompanying with the marketing like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study shows that the policy process should actively embrace the
overseas consumers of the Hallyu, and aim for more interactive,
horizontal and flexible network which is centered at the demands of
Hallyu. It also agrees with the objectives of Hallyu cultural content
policy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the global culture.
Keywords : Hallyu, Hallyu cultural content
cul t u r al gove r nance , Hallyu cul t u r al en r ichmen t,
policy , K-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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