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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중음악산업 연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
했던 세계음악시장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과 예술경영 측면에서의 차기 사업기획
관점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음악상품 중 내수전용 상품으로
서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아우르는 성장가치를 제시한 그룹 BTS의 사례를
두고 아티스트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전략을 소비자가 피동적으로 감흥하여 받아
들였다는 기존의 유사연구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국의 음악산업을 매개체로 설정
해 근원적 원인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존 연구에서 성공사례로 지적된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를 통한 전파효과 외에 더욱 괄목할만한 실적수치상 기폭제 역할을 한 매체와
시기를 추가로 연구하고, 해당 매체의 경영적 환경과 필요전략들을 조사한다.
또한 BTS의 출연 이후 해당 매체의 경영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함으로서 왜
그들이 케이팝 아티스트에게 문호를 여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것인지 밝힌다.

[연구의 시사점] 아티스트와 소속된 기획사가 가진 전략적 자산과 음악적 소
양을 모방해 자신의 성공전략으로 답습하려는 시도는 비단 음악산업만이 아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산업의 고질적 병폐이지만, 그로 인한 실패사례
의 범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생산자의 일방적 상품성 강요가 아닌
시장과 매체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대 생성 과정을 발견하는 선구안을
가지고 시의성 있게 소구를 만드는 문화상품 기획의 한 방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심어 : BTS, 케이팝, 한류, 음악산업, 문화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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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싱글 ‘DNA’가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차트인 빌보드(Billboard)
Hot 100에 랭크되고, 연이어 역시 상당한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시
상식인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 이하 AMA)
에서 아시아 대륙 출신 아티스트를 공연팀으로 초대하는 사건이 발
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K-Pop 아티스트를 논할 때 최고 화젯거리
는 단연 BTS로 통칭 되는 7인조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하 BTS)이
라 할 수 있다. 로큰롤(Rock n’ Roll)로 대표되는 팝 음악의 역사를
1950년대로 기점을 잡을 때 60년 이상을 아시아 민족 아티스트에게
좀처럼 문호를 열지 않았던 보수적 팝의 종주국인 미국의 성향은
한국의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21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높아만 보
이는 벽처럼 다루던 담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아티스트가 세계음악산업의 안방자리로 상징되는 인기차트와 공연
무대의 주역으로 화제에 오르고 있으며, 더욱이 그 화제가 1회성으
로 그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지속성의 겸비까지 수많은 뉴스와
리포트, 서적들이 양산됨으로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르의 글 중 정보 인용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문장들이 핵심으로 다루는 사안을 보면 ‘상품의 성공비
결’에 대해 초기 단계 연구만을 다루는 인상이다. 상품이 지닌 내재
적 특성을 분석하는 행위도 필수적인 항목이지만, 그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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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일 또한 보완되어야 하는 덕목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
구에서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최근의 변화
사항들을 대입 접근해 본다면 다른 연구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유의
미한 결과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
가령 대부분의 보고서가 결론으로 제시한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은 ‘세계적 인기가수 등극’이라는 명제의 필요조건임은 분명하
나 그 ‘적극적 활용’만 충실히 한다고 해서 성공으로 가는 보장을
받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의문점에 봉착했다. 지금도 소위 ‘가요순
위 프로그램’이라는 TV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특정 슈퍼스타의 콘셉
트를 겨냥해 적절한 벤치마크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제2의 누군가’
를 꿈꾸는 가수가 데뷔 무대 후 주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소셜미
디어 피드만을 남기고 며칠 되지 않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경우
를 쉽게 볼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 회사의 경영이기도 하
지만 이제는 한류로 일컬어지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주요
한 사업 중 한 부류로 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유사주제 연구의
성실함과 신속성에 동의를 보내는 한편 미처 언급되지 않은 미국의
음악산업 역사와 변화들이 만들어 낸 전략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물
을 연결 지어 소개함으로 현재 유사한 아티스트를 운영 중인 기획
사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방송 사업자나 기타 미디
어 종사자들이 대비해야 하는 사업적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BTS가 데뷔 이후 지금까지 앨범, 음원 판매와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대해 추이를 살펴보고 미국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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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그들을 다루는 비중이 커지는 시기가 추세변화에 주는 영
향력을 비교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고자 한다.
a. 미국의 음악산업은 왜 K-Pop에 사업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
는가?
- 음반판매와 공연수입이 주 수익원인 미국의 음악시장은 고도성
장에 힘입어 파생산업인 순위차트 매거진과 시상식이 사업화되며
팝의 전성기인 19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이룬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미디어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변혁을 겪
으며 음악산업 전체가 총체적 난항에 빠지게 된 사실은 익숙한 사
실이다. 이 중 음반업체들은 2005년 애플의 아이튠즈(itunes) 런칭을
기점으로 피지컬(Physical) 미디어의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Digital)
미디어 판매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감행해 매거진 등 다른 음악관련
부산물에 비해 비교적 조기라 할 수 있는 2015년부터 상승세로 돌
아섰다. 여기에 앨범 단위 판매 위주 시장이 곡 단위로 변경되며,
밴드보다 솔로 아티스트가 2010년대의 새로운 스타덤에 떠오르는
등 시대상을 반영한 선호도 변화 또한 두드러졌다. 그러나, 체질개
선 시작이 그보다 늦어진 순위 매거진과 시상식 업계는 최근에 와
서야 긍정적인 변곡점을 보인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부각에 있어서
음원시장과 관점을 달리해 그들이 가진 매체의 판촉을 돋보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해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그 안에 케이팝의 소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바로 이 과정을 탐구하여 BTS라는 월드스타
탄생의 원인을 증명하고자 한다.
b. 미국의 BTS 전략은 음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2000년대 이후 매체로서 기능이 축소되었던 빌보드는 한때 포
미국 미디어업계와 방탄소년단(BTS)의 상관관계 연구

박장혁

207

기상태였던 부가사업 ‘빌보드뮤직어워드’(Billboard Music Awards,
이하 BBMAs)를 재개최한 후 결국 시청률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
려 수익성 견인을 이끌었는데, 이 과정에 있어 BTS의 출연효과가
상당하였다. 또한 시상식의 제작사 역할을 맡은 ‘딕클락 프로덕션’
(Dick Clark Production, 이하 DCP) 역시 이 시점 직후 방송사와의
갱신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했으며, 그래미어워드(Grammy Awards,
이하 그래미) 등 BTS 마케팅에 소극적이던 경쟁행사의 콘텐츠까지
벤치마크를 하게 만드는 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그룹 BTS의
출연 전후의 DCP 제작의 방송물에 대한 시청률 변화와 대표적 경
쟁 관계인 그래미의 시청률 변화를 비교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c. 미국진출을 감행했던 한국 아티스트 중 BTS가 높은 성과를 거
둔 원인은 무엇인가?
- 소위 K-POP 시장의 대표적 강자로 표현되는 거대 규모의 기
획사 출신 아티스트에 비해 과거만 하여도 규모가 현저히 작았던
기획사 출신이라는 단서는 BTS의 데뷔시절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
하는 소개문이다. 그런 이들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논할 때 ‘SNS의 활용법’은 확산의 시발점 정도로 보는 견해
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80년의 뉴웨이브(New Wave) 음
악장르가 영국과 유럽권 아티스트 중심으로 창작되고 발전되었을
무렵에도, 유독 미국은 자국의 음반제작자들이 지역 라디오에 영업
하여 이룩한 자국 출신 아티스트의 방송횟수를 무기로 빌보드차트
내에서의 영국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최소화했으며, 자국의 음악종사
자들이 투표인단으로서 시상여부를 결정하는 그래미 역시 폐쇄적인
색깔을 지켜왔다. 물론 지금의 미국 음악산업 역시 위에 언급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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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틀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음악산업 규
모의 악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심화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긍정적 시
그널을 보여온 BTS가 자신의 경쟁력을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기대심
리를 자극하였을 것이다. 한편 그 이전 시점까지 미국진출을 시도한
한국 아티스트의 소셜미디어의 활용도가 비교적 낮았음은 분명하지
만, 궁극적으로 미국시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음원, 방송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 매체에서만 각광 받는 아티스트는 ‘그들만
의 리그’로 분류된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시도했던 미국시장 진출의 전례들을 고려
할 때 어떤 장점이 호평 받아야 하고, 어떤 단점이 BTS를 통해 극
복되었는지를 미디어산업 특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d. 이러한 신드롬의 영속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 성공요인의 분석 연구가 지닌 숙명은 성공의 영속성과 확산의
가능성 제시 역할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현 시점에서 BTS가
현재의 인기보다 더욱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들을
모델링하고, 과거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의 경우처럼
비틀즈(The Beatles)를 통해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라는 또
하나의 미국시장 장벽을 뚫은 영국진영의 아티스트가 나오는 신화
를 케이팝이 재현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적 전략이 필요하지를 결론
으로 제시하려 한다.

2. 그룹 BTS 성공사례의 선행연구 분석
포털웹사이트의 뉴스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방탄소년단 성공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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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2017년 5월부터 언론의 원인분석 기사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앨범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61위로 등극한 시기였다. 미국
내 앨범의 판매고를 집계하는 메인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케이팝
가수들이 거둔 성과를 단순 비교할 시 이미 2NE1이 2014년에 같은
순위인 61위를 기록했었고, 더구나 2NE1의 경우는 미국 내 전체 판
매고 1만 장에 핫 100 차트 진입기록이 없이 앨범차트만 단 1주 랭
킹 후 순위 밖 탈락을 한 경우임을 떠올려 본다면 언뜻 ‘성공원인’
을 분석할 정도의 사건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BTS는 같은 해 4월에 BBMAs의 수상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직후여서 그 신빙성이 높았던 데다가 낭보 후 일주일이 흘렀음
에도 2주간 순위를 유지해 새로운 차원의 기대를 모았다. 1995년
미국의 가수 머라이어 케리(Mariah Carey)가 싱글 <어느 달콤한 날>
(One Sweet Day)을 발표하며 초도물량을 발매사인 소니뮤직이 모두
사들여 빌보드 싱글 1위를 등극시킨 후 다시 재판물량으로 소매상
에 납품하여 발매 2주차에도 1위를 이어가 화제를 모았던 초도물량
매입기법은 이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음반사의 재정 역량에 따
라 공공연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다.

“사운드스캔 음반판매고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에게 주목을 바랍니다.
곧 출시되는 머라이어케리의 신곡을 우리는 1위에 올릴 것이니 협조 바랍
니다.”

“Attention all Soundscan R&B singles panelists. Your product is
on the way. Mariah Carey, “One Sweet Day.” We’re going for No.
1 this week. Thanks for th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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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1996), Are Pop Charts Manipulated? 중
콜롬비아레코드에서 주요 레코드 상점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팩스서
신 내용
이 때문에 팝계에서는 히트곡의 인기도를 분석할 때 발매 2주차
이후 추이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그 기준이 변하기도 했다. 다행히
BTS를 대상으로 한 기대감은 적중하여 같은 해 9월 싱글 ‘DNA’가
앨범차트와 달리 방송횟수,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야 등극이 가능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67위로 올라가며 이전
시점에 미국시장에 문을 두드렸던 아티스트에 비해 온전한 히트상
품으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비추었기에 요인분석의 필요성은 더
욱 절실해진 것이다.
여러 매체 중에서도 금융계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투자의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적 빠른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중소 기획사 소속으로 공중파TV 등 전통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지
못하는 한계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극복’

[Contents]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
텐츠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강화

[Channel] 개별 미디어의 장/단점, 사용자 특성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에 적합한 채널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
한 통합적(holistic) 커뮤니케이션 전개

[Community] 특정 브랜드에 강한 애착을 가진 충성 고객집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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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으로써, 자발적 입소문 창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 방탄소년단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위의 연구결과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예시라고 한다면 음
악상품이라는 특성답게 감성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은 연구들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김문정은 5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1) 전 세계를 하나의 팬덤으로 통합하고, 공통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2) 현지화 전략보다는, K-Pop의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3)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함으로서 진화형 아티스트로 포지셔닝
하였으며

4)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5) 공백을 최소화 하는 미디어 및 활동 전략을 통해 팬덤의 이탈을 막았다.
김문정(2018), 방탄소년단의 미국 시장 진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위의 두 가지 분석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 언급된 히
트상품의 인기요소는 이미 2012년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다만 4가지로 분류한 항목별로 BTS의 활
동을 대입하니 소비자의 이상적 반응을 일으키는 네트워크 체인
(Network Chain)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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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민수(2012), K팝의 성공 요인과 기업의 활용전략 , SERI
위의 네트워크 체인은 2010년대를 위시해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
중화되며, TV 시청이나 데스크탑 PC의 이용행태가 모바일 단말기
로 대체되었고, 그에 따라 음악산업 역시 SNS와 스트리밍 미디어에
서의 반응이 상품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로 부각 되었으며, 그
핵심을 잘 어필하기 위한 덕목을 도식화한 것이다. BTS를 비롯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변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외적
인 요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전략수행을 한 BTS가 정상에 올랐
고, 그 각론을 다룬 연구가 경쟁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다만 성공사례 연구가 의미를 발하기 위해서는 BTS와 경쟁관계에
놓인 동료 케이팝 아티스트나 앞으로 데뷔를 준비 중인 신인 아티
스트가 적용을 했을 때 ‘성공의 비결’로 직결되어야 할 텐데, 만약
후발주자가 시장에 정착하는데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실패로 돌아
간다면 선의의 선행연구들이 자칫 막대한 기회비용손실의 시발점으
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한 사항들을 점차 보
완해 나가는 연구들 또한 필요하다 여겨진다. ‘소셜미디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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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밀하게 구성된 세계관’, ‘싱어송라이팅 능력을 겸비한 표현의
진정성’ 등은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공통된 성공요인 중
하나이지만 ‘필요조건’일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한계점
을 남긴다.
성공한 어떤 사람 A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게시물 수
치와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 군집해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성공공
식을 뒤따르려는 B가 같은 수치의 게시물을 만들고 유사한 형식으
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같은 성과를 낼 수 없기에 동일 명제에 대
한 요인분석을 보다 ‘필요충분조건’에 가깝게 보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일례로 BTS의 세계관 중 ‘데미안’ 등 명작문학에서 모
티브를 가져오는 시도가 주요한 인기요소라고 지적하는 일부 견해
에 대해서도 과거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또 다른 가수 2AM
이 2012년에 발표한 앨범 [스콧 핏츠제랄드의 사랑하는 방식](F.Scott
Fitzgerald’s Way of Love)에서 앨범콘셉트를 스콧 핏츠제랄드의 문
학작품으로 구성하는 시도를 이미 했음에도 그들은 해외시장 어필
은 상대적으로 미비했음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분석법은 결과론에
작용된 작은 요소들을 무리하게 주요원인으로 앞세우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의 발표 직후 발매된 싸이의 <강남스타일> 역시 위
네트워크 체인의 4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는데도, 일부 매체에서는
그의 ‘케이팝의 해외진출’ 역사를 논할 때 마치 ‘원히트원더’(One
Hit Wonder) 인양 치부시키는 뉘앙스를 간혹 발견한다. ‘원히트원
더’란 엄격히 말해 스페인 출신의 남성듀오 로스델리오(Los Del
Rio)처럼 <마카레나>(Macarena)말고는 빌보드 등 차트에서 후속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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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차트기록이 전무하거나 방송 등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40위 미만 랭킹곡 뿐일 때 칭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광의의 의미로
<젠틀맨> (Gentleman) 같은 탑10 히트곡이 후속으로 나온 싸이도
<강남스타일>의 ‘그 수준’의 재현이 아니었음을 과장되게 칭하는 듯
하다.
그들이 ‘원히트원더’의 산물로 칭하는 <젠틀맨>이나 2019년 현재
까지 발표된 싸이의 후속곡들 역시 ‘네트워크 체인’을 잘 지켰음에
도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은 까닭은 데뷔 시절부터 음악적인 성장과
정을 지켜봐 오며 엔터테이너로서의 톡톡 튀는 면모와 진지한 음악
적 고민 또한 겸비한 아티스트로 여기는 한국의 대중과 달리 해외
의 대중은 갑자기 한 곡의 히트곡을 통해 눈에 띈 아시아의 스타
등장을 두고 로스델리오나 브라질 민속리듬을 가지고 에로틱 댄스
붐을 일으킨 <람바다>(Lambada) 만을 남기고 점차 사라져 간 프랑
스의 카오마(Kaoma) 등의 선례와 비교하며 이벤트적 인기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무엇보다 유망주 아티스트를 발굴하
고 대형무대에 세우는 미국의 방송산업을 통해 가장 빨리 드러나게
된다. 현재의 방송산업은 유튜브와 점차 밀접한 관계를 취하고 있
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방송사는 고유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
며, 채널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조회 수와 광고수입을 부가 수익
원으로 의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여전히 TV수상기를 통해 방영되는 실시간방송에 대한 광고수입으로
유튜브에서 제아무리 높은 성과를 거둔 콘텐츠라 할지라도 그 무대
를 공중파방송으로 옮겨왔을 때 투자대비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레
거시 산업과는 무관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노출의 기회를 줄여간다.
또한,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논리처럼 조정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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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횟수를 체감한 대중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를 서서히 상실
케 되는 것이다.
박형준은 이런 관점에서 유의미한 문제의식을 본 연구보다 앞서
그의 저서를 통해 제시했다.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진심, 노력 등 피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면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의 성공
모델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되는 비즈니스에 활용하려 한다면 그 위
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박형준(2018), BTS 마케팅 , 21세기북스

또한, 박형준은 본 건에 대해 막연한 문제점 제시로 그치지 않고
BTS의 성공을 경영학에서 다루는 ‘산업수명주기’에 비유하며 그들이
등장한 2010년대를 케이팝이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직
전인 도입단계의 끝 무렵에 등장한 성장단계로 규정함으로 그간 한
류산업을 쇠퇴기로 여기던 일부 의견을 긍정적 관점으로 전환 시켰
다, 또한 이번 신드롬을 ‘3의 법칙’(3명 이상의 집단에서 2명 이상의
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나머지 1명도 다수의 의견에 동
조하는 현상)에 비유해 대중음악의 동조소비현상을 사례로 소개하여
실질적인 실행단계의 단서까지 제공했다. 그러니까 본 연구의 주제
를 선행연구와 비유해 설명하자면 위 저서에서 성공요인으로 앞세
워 지적한 ‘타이밍’, ‘타기팅’, 그리고 ‘화제성 전파’의 중요성을 구체
화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BTS의 음악을 두고 해외 소비자들이 모
이게 된 계기와 단계별로 확산된 시기를 찾고, 그 시점에 공통으로
존재한 미국의 음악산업 움직임 특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BTS의
성공요인을 좀 더 보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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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TS의 연도별 인기상승 추이
아래 그림은 그룹 BTS가 데뷔 이래로 판매한 앨범수, 스트리밍
횟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존에 발표된 선행연구에 이
사실을 대입해 보겠다. 많이 알려진 대로 그들은 다른 가수들의 인
기공식과 달리 TV쇼 프로그램 출연에 의존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인기만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 왔다고 가정하여도
아래 그림의 포물선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림 2> <BTS의 연도별 인기상승 추이>, 가온차트 데이터를 재구성함
BTS가 소셜미디어 활동의 메인창구로 활용해 온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 말로 그 내용을
보면,

‘태국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엑소의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이 2014년 최고의 해시태그 트렌드에 오른 것을 비롯해, #BAP1004

(2위), #동방신기(3위), #방탄소년단(4위), #Something(8위), #소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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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미스터(10위), #Lonely(11위) 등 상위 30위 내에 총 17개가

K-POP 관련 트렌드였다.’
문완식(2014), <2014년 골든 트윗 GD최다 팔로워 최시원. 亞도 장악>, 스타뉴스

2014년 당시 BTS의 전체 한국시장 대상 인기도는 위의 기사 속
순위인 4위보다 확연히 낮은 순위로 인지되던 때로 해외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대형기획사와 연예인 출연 관계가 밀
접했던 방송사를 제외한 뉴스매체가 중심이 되어 다뤄지기 시작했
다. 그렇다면 BTS의 해외발 인기의 시작점의 실상 파악을 위해 BTS
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당시 근무했던 전 직원
과 인터뷰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언론에서 알려진 대로 당시 BTS는 제가 기획자로 일했던 다른 아티스
트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결성 당시부터 대표이사가 직접 밴드의 콘셉트를
만드는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티스트의 발언
이나 음악성 표출에 있어 회사가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당시
소위 주류 기획사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던 것을 우리도 벤치마크 한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타사와 달리 자본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흔히 말하는 ‘돈 되는 행사’라면 가수를 마구잡이식으로 투
입 시키는 작태를 과감히 지양했던 점 등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대중들이 바로 알아준 것은 아니에요. 데뷔 초창기
에는 다른 신인가수와 마찬가지로 막막한 사정이었고, 소셜미디어 업로드
도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중 유독 유튜브 채널의 방문자
수만 홀로 급등한 날이 발생했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지
만, 안무의 독창성에 대한 호감을 표하는 외국인 방문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회사는 그런 수요층의 특성을 간파하고 경쟁사가 아티스트
관리를 명목 삼아 철저히 배척하던 멤버별 소셜 계정을 과감히 따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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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드 횟수와 퀄리티를 높이는 등의 변화가 실행되었고, 해외팬은 물
론 뉴미디어 친화적인 한국의 신세대 팬층의 증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남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음반기획자

데뷔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2013년 7월 BTS는 enews24와의 인터
뷰를 통해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데뷔 전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유튜브 등을 통해 인지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활동 초창기에는 BTS의 음악과 비쥬얼적
요소들이 원인이 되어 공중파방송을 통해 이들의 음악을 즐기기 힘
든 해외지역의 팬들이 접속이 용이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지하고
몰려들게 되고, 아티스트를 알리는 창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소
속사 측이 소셜 마케팅에 공을 들여 아티스트의 인기도가 해마다
성장세를 그렸다는 접근도 추측 가능한 가설이다.
그런데, 비록 태국에 한정지어 예를 든 것이지만, 2014년 한 해
동안의 해외 소셜 헤시태그에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상위권의 실
적을 거둔 BTS가 아시아 외 국가나 한국시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대
우를 받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 트위터코리아가
집계한 전세계 트윗 수를 집계한 ‘골든트윗’ 조사에서 케이팝 관련
순위의 10권은 모두 SM, YG, JYP의 것으로 한국에서의 방송 인기
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당시 BTS의 한국의 앨범판매고를 보면
데뷔 1년 만의 성과임을 감안할 때 확연한 상승세인 20만 장 수준
으로 끌어 올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은 지극히 경쟁그룹
엑소에 편중(1백만 장 판매)된 형태였으며, 그 뒤를 슈퍼주니어 관
련 앨범(50만 장), 동방신기(30만 장)가 큰 격차를 두고 앞서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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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라는 단일 기획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까지 나
타난 시기였다. 싱글 히트도 엑소나 슈퍼주니어의 규현 솔로곡이 각
광을 받은 것에 반해 BTS는 연간 차트 100위에 단 한 곡도 등극시
키지 못했다. 당시 이런 현상은 또 한 팀의 아이돌 그룹 B.A.T.에게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것으로 한국의 팬들은 자신의 선호도 순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해외팬들의 움직임을 이때 까지만 해도 이상기
후쯤으로 여기고는 여전히 TV 방송의 출연빈도에 영향을 받은 기존
선호도를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불균형적 현상은 소셜미디어부터 서서히 균형을 찾아갔는
데, BTS는 전년도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트위터 대한민국으로부
터 2015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골든 트윗으로 선정되었으
며, 글로벌 톱 키워드에서 음악 부분 6위에 오르는 등 한국 뮤지션
중 전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수준까지 성장했
다. 그럼에도 한국 내 앨범 판매는 격차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엑소의 170만 장에 여전히 밑도는 50만 장 수준에 그쳤으며,
싱글은 여전히 연말 10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국가를 불문하고
BTS의 인기가 상승추세임은 공통되었으나 상승세의 속도는 해외 혹
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더 신속한 반영을 보여 준 것이다.
2016년에 들어서는 앨범판매에서도 달라진 양상이 나타났다. 전
체 앨범판매량은 엑소가 188만 장을 판매해 여전히 40여만 장을 앞
서갔지만, 단일 앨범으로 비교를 하면 BTS의 두 번째 정규앨범
‘Wings’는 엑소의 모든 앨범을 제치고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 되었으며 싱글차트 역시 앨범 ‘화양연화’ 수록
곡인 <불타 오르네>가 85위에 랭크된 것이다. 이는 두 앨범이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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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5월과 10월 사이에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해외의 선호도와 이
윽고 맥을 같이하도록 영향을 준 사건들이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4. 빌보드의 주목
미국에서 발표되는 노래와 앨범의 인기순위를 매주 차트형식으로
발표하는 음악전문 매거진 빌보드(Billboard)는 서문에서 밝혔듯 미
국의 인기순위를 넘어 세계인의 인기곡 척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통
용되었다. 미국이 세계의 기준이 된 까닭에는 줄곧 세계음악시장 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IFPI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에 59
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2위인 일본을 2배 이상의 격차로 앞서갔
다)였으며, 영어라는 세계공통어를 기반으로 타국에서도 활발히 소
비되는 월드스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집계하는 인기차트
라는 점 등이 우선 떠오른다. 여기에 차트를 집계하며 미국을 무대
로 활동 중인 팝스타들의 동향을 뉴스를 주간지 형식으로 배포함에
따라 인터넷의 발달 이전 시점까지 각국 언론이 이를 경쟁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차트 순위를 라디오 방송으로 제작한 ‘아메리칸 탑40’
등도 각국에서 중계방송되는 등 1990년대까지 최고의 권위를 떨쳐
왔다.
그런데, 빌보드는 세계인의 대표기준으로 보기에는 미국 출신의
아티스트가 아닌 팀이 차트에 진입이 어려운 특징이 늘 논란을 낳
아 왔다. 발간 초창기에는 마을 곳곳에 설치된 쥬크박스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지한 노래를 싱글이나 앨범으로 구매하는 형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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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방송횟수와 음반판매고 만으로 집계하던 빌보드의 히트
곡은 전적으로 시장협상력을 지닌 미국출신 가수의 제작자 몫에 달
려있었다. 그럼에도 천편일률적인 히트곡들에 싫증을 느낀 일부 소
비자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록밴드의 음악을 하나둘 라디오에 리퀘
스트하며, 1962년 토네이도스(The Tornados)와 1963년 비틀즈(The
Beatles)가 연이어 영국밴드로서는 좀처럼 달성이 어려웠던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도달하는 진기록을 만든다. 지금 돌아보면 비틀즈의
음악이 미국에서 정상의 인기를 기록했음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
지만, 당시는 이를 ‘영국의 문화침공’이라는 호칭까지 붙여가며 언론
들이 연일 대서득필을 하였으니 미국시장의 폐쇄성이 얼마나 대단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빌보드의 출신국 차별은 아시아권 국가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
용해 왔는데, 일본의 경우 큐 사카모토(Kyu Sakamoto)가 일본어로
부른 <스키야키>(Sukiyaki)가 1963년에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
했음에도 1979년 듀오 핑크 레이디(Pink Lady)가 <어둠속의 입맞
춤>(Kiss in the Dark)로 37위를 차지하기까지 무려 16년간 후속 히
트곡을 낸 가수가 나오지 못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더욱 잣대가 엄
격하여 2012년에 와서야 싸이가 2위에 오르며 실질적 포문을 열었
다.(Hot 100 싱글차트 최초 진입기록은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2009
년에 76위로 1주간 랭킹, 일부 언론에서 김시스터즈가 1962년에
<Charlie Brown>으로 7위에 오른 것이 최초임을 주장하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는데, 빌보드 공식 웹사이트의 히스트리 검색 기능과
1955년에서 1999년 사이의 모든 핫 100 히트곡을 기록한 ‘Joel
Whitburn’s Pop Annual 1995-1999’ 책자에는 모두 이 기록이 빠져
있기에 기사로만 발견되고, 물증이 제시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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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현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가요계의 황금기로 흔히 일컬어
지는 1990년대에도 해외진출에 만큼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
기 시작하는 움직임 정도가 보였던 시기로 영미권의 인기차트에 진
입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인사업
체인 국도레코드에 CD 유통을 일임하고 발표한 김범수의 영어 번
안버전인 <하루>가 2001년 피지컬 싱글음반의 판매량으로만 인기도
를 집계하는 ‘핫 싱글스 세일즈차트’에 51위까지 오른 일이나, 브리
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 등 당대 미국시장을 이끌던 인기여가
수의 프로듀서 팀을 영입해 2009년에 제작한 보아의 셀프타이틀 영
어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127위로 1주간 랭킹 된 일,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례 등, 성과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언론과 대중은 ‘쾌거’
등의 찬사를 동원해 한 아티스트의 성공을 넘어 ‘국가의 성공’ 내지
는 ‘민족의 성공’으로 의미부여를 했다.
특히 이전의 미국진출 사례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아티스트
측이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체나 아티스트에 제안을 하고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재화를 선제공하는 관계를 맺음
으로서 그들의 인지도와 경험치에 힘입어 현지시장에 동화되고자
하는 전략을 취했던 반면, 강남스타일 사례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상
의 조회 수 신드롬이 먼저 발생한 후 거꾸로 미국의 사업체가 아티
스트에게 역으로 공동사업 제안을 했다는 점이 해외진출 역사의 본
질을 바꾸었다. 그 결과 인기차트의 최고 순위기록이나 영속성에 있
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케이팝의 해외진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닌
세상의 모든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본질로, 수요가 먼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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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성공이 쉽게 뒤따른다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 음악계에서
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 이후 2015년 4월 빌보드의 케이팝 칼럼
니스트인 제프 벤자민(Jeff Benjamin)은 자신의 트위터에 흥미로운
글을 게시했다. ‘BTS의 활동에 주목할 것이며 빌보드는 새로운 차트
뉴스를 처음으로 알릴 것이다. 빌보드 200에 오를 수 있을까?’(I’ll
be watching BTS very carefully and Billboard will have chart news
first! Can BTS chart on the Billboard 200?!?)라는 내용으로 오른
글이 당일 한국의 각종 언론에 보도자료로 번역되어 배포되었다. 해
당 트윗이 생성된 당시는 이미 앨범 [화양연화 pt.1]이 미국 아이튠
즈 톱 앨범차트 15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빌보드 200에도 영향을 받
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취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프 벤자민은 마
침 2014년 내한하여 BTS의 무대 등을 참관한 직후였으며 그의 투
고활동기간 중 이미 미국 아이튠즈 차트 상위권이나 빌보드 200에
진입했던 다른 한국가수에게는 이토록 확신에 찬 미래상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빌보드 측이 BTS를 두고 각별한 협력관계
를 준비 중인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불러왔다. 또한, 같은 해 12월
에 발표된 후속앨범인 [화양연화 pt.2]의 경우에는 칼럼니스트의 트
위터가 아닌 빌보드의 정식 기사형식을 빌어 역시 ‘빌보드 200 진입
이 예상되는 앨범’으로 의견을 공표하며 지지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
였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예견대로 앨범 ‘화양연화 pt.2’는 2015년 12
월 17일자 빌보드 200에서 한 주간 5천여 장을 판매해 171위로 1주
간 랭크되었으며, 2016년 5월 21일자에는 [화양연화 Young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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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주간 6천여 장을 판매한 기록으로 107위에 올랐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자에는 앨범 [Wings]가 1만 6천 장을 판매한 기록으로
한국 아티스트 출신으로 신기록인 26위까지 올랐다.
주지한 바대로 빌보드 200에서 신기록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가요
계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었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음원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된 21세기 음악계의 실질적 인기도를 가리는 핫 100
차트에 진입할 것인가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빌보
드는 그러한 관심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2017년 2월에는 BTS의 신
곡 <‘봄날>이 핫 100 순위 진입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곧
장 같은 달 21일자 차트에서 메인순위는 아니지만 마이너차트인 ‘언
더 버블링 핫 100’(Under Bubbling Hot 100)에 15위로 진입시킴으
로서 메인차트 진입 숙원에 한 단계 가까이 가도록 이끌었다.(앨범
[You Never Walk Alone]은 빌보드 200에 61위로 진입) 그리고, 4
월이 되자 또 다른 차원의 낭보가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2017 빌
보드뮤직어워드(Billboard Music Awards, 이하 BBMAs)의 ‘톱 소셜
미디어 아티스트’(Top Social Media Artist) 후보 등극 소식이었다.
이전 시점까지는 한국의 미디어와 인터넷상 소셜미디어, 그리고 투
어활동 만으로 세계시장에 자신을 알린 BTS가 이윽고 팝의 본고장
미국의 미디어에 출연이 본격화된 시발점이었다. 기록적 측면에서는
이미 싸이가 2013년 시상식에서 6개 부분 후보에 오른 바 있었지만,
이후 4년 여간 공백기가 이어졌으며 수상까지 달성할 경우 6년 연
속 수상자였던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의 사례처럼 세계 아이돌
시장 팬덤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
으켰다. 화제성이 높았던 만큼 일부 매체에서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중 한 기사 문구를 소개한다.
미국 미디어업계와 방탄소년단(BTS)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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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가 서양 아티스트와 케이팝 아티스트 간의 팬덤 경쟁심리를 이
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

(The ‘Top Social Artist’ is effectively meaningless (even more than
normal awards), but it should help them hype the show by starting
fanwars between fandoms of Western artists and K-pop, as well as
in the K-pop fandom itself.)
IATFB(2017), [BTS earns Billboard nomination for meaningless
award used for fandom wars], Asianjunkie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소수의견이긴 했지만, 당시만 하여도 톱소
셜아티스트 부분 후보선정 기준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았기
에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빌보드 관계자가 이틀 뒤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명 역시 신속히 대응해 오히려 선정기준이 분명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BBMAs의 후보선정은 빌보드의 인기차트에 근거하며, 누구도 후
보선정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탑소셜아티스트 상의 후보는 소셜

50 차트에 근거합니다’ (All BBBMAs nominations are based on the
charts, no one “decided” any nominee. Top Social Artist is based on
the Social 50 chart)
제프 벤자민 트위터, 2017년 4월 12일

2016년 3월 18일부터 2017년 3월 16일까지의 차트 순위를 근거
로 선정된 2017년 시상식 후보에서 BTS는 15주간 소셜 50에서 1위
를 차지해 23주간 1위를 차지한 저스틴 비버의 뒤를 이었으니 후보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아시안정키의 논거는 맞지 않는 셈이었다.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011년부터 신설해 매년 다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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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수상자 역시 차트 결과에 의해 결정했던 탑소셜아티
스트 시상이 BTS가 후보에 오른 2017년부터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
를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그 덕에 1년 통산 차트기록
은 2위였지만, 2016년 10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1위를 기록해 온
BTS가 투표 시점에서는 사실상 1위나 마찬가지였던 추세였기 때문
에 후보 노미네이션 첫해에 수상까지 거머쥐는 경사로 이어졌다. 또
한, 이날 출연과 수상의 여파로 2019년 현재까지 세계 정상의 아티
스트로 등극을 코앞에 앞둔 거센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한국의 음악이 세계에 알려지는 쾌거를 다루는 성공사례
분석을 잠시 뒤로하고 과연 빌보드와 미국의 음악 관련 업체들은
어떠한 경영적 성과를 바라보고 시상식 정책까지 바꾸어가며 BTS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인지 살펴보겠다.

5. 빌보드의 경영관점 변화
1894년에 광고지로 사업을 시작한 빌보드가 음악전문지로 거듭나
게 된 데에는 1900년대 초부터 활성화된 주크박스의 보급과 연관이
있었다. 광고를 전문으로 하던 빌보드에 주크박스 제조업체의 광고
물량이 몰리며, 광고주에게 어필할 목적으로 음악계의 기사를 게재
하던 형태는 곧 전국의 주크박스가 설치된 업소에 인력을 파견해
1944년 ‘뮤직박스머쉰차트’(Music Box Machine Chart)를 만들기에
이른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빌보드차트의 전신으로 인기곡
차트라는 형식을 100년 가까이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항상 시
대에 맞는 기준으로 경영방식을 바꿔 온 전략이 숨어있었다. 1950년
대 들어 이동감상이 가능한 포터블 라디오가 보급되자 집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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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 받던 주크박스는 하향길에 오르고
빌보드는 1957년에 주크박스 차트를 폐지하여 오늘날 차트집계 방
식의 초석인 방송횟수와 소매상의 레코드 판매를 알리는 쪽으로 편
집방향을 수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로 접어들며 mp3 등의 디지털
파일 재생기기가 보급 러시를 이루자 2005년 핫 100의 집계기준에
랩소디(Rhapsody)나,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스토어의 판매고를 포함
하였고, 2013년에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동영상을 포함한 유튜
브 서비스가 붐을 이루자 이 또한 주요한 차트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보드는 근래 들어 장기간 경
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종이 기반 잡지판매를 주된 비즈니스 모
델로 삼던 모든 회사가 견뎌야 하는 숙명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음악계의 기사나 아티스트의 사진을 무료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고, 2005년 아이튠즈 등장 전후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차트열람
서비스가 보급되며 결정타를 맞은 듯했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
NPR은 칼럼을 통해 최근 급감된 판매부수를 공개했는데, 내용은 아
래와 같다.

1990년대에 4만 부 정도를 유지하던 빌보드의 판매량은 2014년 들어
1만7천 부 수준으로 떨어졌다.
Anastasia Tsioulcas(2015), [Why Is ‘Billboard’ Asking Industry
Execs If They Believe Kesha?], NPR

케이팝이 빌보드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계기 역시 빌보드의 판매
부진 극복책 중 하나로 읽혀지는데, 2008년에 설립한 일본지사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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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 지역 등지에 외식업 진출을 비롯한 호조를 보이자 2011년 ‘케
이팝 핫 100’ 차트를 신설하고, 한국가수들을 하나둘 소개하기 시작
했는데, 당시 한국지사 설립 등 사업확장을 위한 포석 및 미국 내
상당수의 인구를 지닌 이민자 집단 대상 어필 전략이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런 전초적 배경은 2014년으로 넘어오며 미국의 연예전
문지 헐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를 오랜 경영난으로부터
구원한 수훈장 제니스 민(Janice Min)이 투자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Guggenheim Partners)가 추진한 인수합병을 통해 빌보드의 겸직 대
표를 맡으며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했다. 헐리우드 리포터의 성공전
략은 가볍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사진 위주로 편성하는 것으로 다
른 매체들이 다룬 기사를 옮겨 적거나 업계동향 등의 주제를 축소
하고, 대신 스타들의 개인사나 패션 등을 늘려야 한다는 철학을 바
탕으로 사진부 기자를 대거 채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전략은
2014년 이전의 빌보드와 정확히 반대되는 성격으로 사진과 가쉽으
로 어필되는 음악기사를 꾸미던 중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사정권에
들어왔음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집필진의 방한과
‘BTS 응원 트윗’도 제니스의 취임 이후의 일이다.

6. 딕클락 프로덕션
미국을 대표했던 TV쇼 ‘아메리칸 밴드스탠드’(American Bandstand)
의 진행자였던 딕클락(Dick Clark)은 1973년 당시 독점상태나 다름없
던 음악시상식 그래미어워드에 경쟁할 아메리칸 뮤직어워드(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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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Awards, 이하 AMA)의 제작자로 변신을 꾀한다. 워낙 ABC
방송사가 중계를 도맡아 오며 광고판매의 효자상품 역할을 했던 그
래미는 돌연 시상식의 주최 측인 ‘레코딩 아카데미’(The Recording
Academy) 측이 경쟁 방송사인 CBS에서 웃돈을 받고 중계권을 이전
시켜 ABC로서는 급히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능수능란했던 방송 진행자로서의 자질처럼, 그가 설립한 제작사
DCP는 경쟁상품이었던 그래미가 지닌 보수적 단점을 정확히 겨냥
하여 소비자들의 음반구매량과 방송횟수를 합쳐 수상자를 정하는
친대중적 성향을 주창하며 시상식은 세계인에게 양대구도로 인지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쇼인 ‘딕
클락의뉴이어락킨이브’(Dick Clarke’s New Years Rockin’ Eve, 이하
NYRE), 영화시상식 ‘골든글러브시상식’(Golden Globe Awards, 이
하 GGA) 등을 제작하며 증권시장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대규모
의 방송제작사로 성장했다.
그런데, 2012년 회사의 주축인 딕클락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구겐
하임 파트너스로 피인수된 프로덕션은 2014년 구겐하임이 인수한
또 하나의 기업인 빌보드가 사업성이 부족해 한차례 폐지했던 BBMAs
의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DCP는 이 전략으로 인
해 AMA, NYRE, 그리고 BBMAs까지 총 3가지의 굵직한 쇼의 캐스
팅을 좌우하는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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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CP의 음악쇼 제작주기
케이팝과 관련된 DCP의 캐스팅 파워는 이미 2012년 싸이를 통해
증명된 바 있는데, 딕클락 측은 11월 18일에 개최한 AMA에서 싸이
를 비슷한 콘셉트의 래퍼 엠씨해머(MC Hammer)와 합동무대를 파
이널 무대로 편성해 화제성을 극대화시킨 후 12월 31일에 열린 NYRE
에 연이어 캐스팅하는 전략으로 2000년 이후 최고의 뉴이어쇼 시청
률을 기록했다. 이토록 전략적 캐스팅에 능했던 DCP는 BBMAs 제
작을 맡은 이후 그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AMA의 광고
물량 수주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다수의 쇼를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전략을 취해 AMA의 2015년 방송 시청률 상승과 함께 경
영성과가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2016년 시상식의
시청률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자 차기년도 시상식의 대책을 세워야
만 했다.
하락의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첫째로 전년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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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던 원디렉션(One Direction)이 해체선
언과 함께 시상식에 불참해 10대 여성층 시청자의 이탈로 이어진
점, 여기에 수상부문 중 유독 톱소셜아티스트 부분만 저스틴비버가
6년째 독점 수상을 함으로써 시상식의 흥미가 떨어져 보인다는 점
도 가폭제 역할로 작용하였다.(AMA는 여성과 10대 시청자 대상 시
청률 1위를 기록하던 방송 프로그램이다) 저스틴비버와 관련해서
DCP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싸이가 출연했던 2012년
의 AMA가 시청률에서는 참패했던 까닭이었다. 당시 저스틴비버는
AMA의 출연진 중 대표 스타 격의 존재였기 때문에 소속사를 이끌
던 음반제작자 스쿠터브라운(Scooter Brown)은 자신이 관리하는 연
예인을 싸이를 포함해 출연진의 30% 가량 의무적으로 출연시키는
패키지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 여파의 책임을 AMA가 떠안게 된 셈
이었다.(적절한 기회를 통한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자연스러
운 바램이었을 것이다) 또한 2013년에는 DCP가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다. 2012년의 기록과 달리 돌연 1996년
이후 최고기록을 달성한 이 날 행사를 연구해 보니 테일러스위프트
(Taylor Swift)가 수상 후 마일리사이러스(Miley Cyrus)가 공연을 하
며 마치는 파이널 구성에서 시청률이 급등한 것이 이날 기록의 주
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때 AMA 키워드가 걸린 트윗 건수가 급
증함을 발견한 것이다. TV 방송의 시청자 수는 12만 명인데 트위팅
이 6만 건을 기록하고, 관련 트윗의 열람자가 10만 명 이상을 기록
한 결과를 보며 DCP는 차기 시상식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파이널 무대를 구성하는 정책으로 TV 광고와
온라인 광고 수주를 올리는 전략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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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년간 AMA 시청률 추이)
이러한 연유에서 톱소셜아티스트상 후보 자격이 된 BTS가 첫선을
보이는 시상식에 수상까지 이어져 화제성이 극대화되고, 원디렉션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시상기준을 실시간 투표로 바꾼 것이 아니냐
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BTS의 BBMAs 캐스팅은 2003년 재즈싱어 노라존스 (Norah
Jones)의 그래미 석권 사건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2001년 9월 11
일에 대형테러사건 이후 줄곧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미국은 그래미 역시 2002년 초에 열린 행사에서 사회상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구성을 하였다가 20% 이상 시청률이 하락하는
고통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3년에는 대중 인지도가 전무
했던 노라존스에게 6개 부분을 시상한 것이 세계적 화제를 일으키
며 예년 시청률로 회복된 전례가 있었다.(노라존스 본인 역시 시상
식 이후 앨범판매량이 10배가량 상승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
하였음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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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년간 그래미 시청률 추이
결국 앞서 기술한대로 DCP의 예상은 적중하였고 사전 차트집계
수상이 아닌, 시청자 투표로 선발한 톱소셜아티스트 상의 경과는 누
적 트윗 수가 뒤처지는 상황이었음에도 BTS가 80% 이상의 압도적
인 지지율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림 6> BBMAs 공식 트위터가 발표한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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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1월에 열린 AMA에서는 시청률이 2.4%에 머물러 전년 대
비 소폭 상승을 기록했으나 시청자 수에서 90만 명가량 증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까닭은 동시간대가 경쟁 방송사인
NBC에서 풋볼리그(NFL)의 결승전을 중계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전후 시간의 광고단가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맞불
을 놓는 편성을 배치한 탓이었다.(또 다른 경쟁사인 CBS와 FOX의
프로그램 시청률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면 그 치열한 경
쟁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BTS 캐스팅의 결과 여성 및 10대
시청자가 급등하였기에 타깃 광고를 수주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다
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16년 시상식을 시청하지 않았던 신규 시청자가
2017년 시상식을 시청한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무려 86%가 신규
시청자였다. 여기에 90만 명의 여성 위주 시청자가 대부분 신규 유
입 시청자라면 이날 출연한 아티스트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함 역시
증명된다.

<그림 7> 2016년과 2017년의 AMA 신규 시청자 분포도, Inscap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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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파급력이 비단 BTS 때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
으니 2개년도의 시간대별 시청률을 추가로 조사해 보았다. 이날 최
고의 시청률은 고인이 된 휘트니휴스턴(Whitney Houston)을 추모하
는 무대를 가진 크리스티나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가 기록하였
으나 BTS가 ‘DNA’를 공연한 순간 역시 전년 대비 높은 수치가 나
왔다. 또한, 소셜미디어 쪽의 반응비교로는 최고의 수치가 나온 점
또한 흥미로운데, 빅데이터 조사 업체인 Canvs가 AMA의 방송시간
동안 556,489 건의 소셜미디어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BTS가 출연하
자 AMA를 언급하는 게시물이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BTS를 언급
하는 게시물은 전체 게시물의 8.9%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림 8> 2017년 NYRE의 시간대별 시청률, TV by the Numbers, 2018
이번에는 같은 해 12월에 이어진 NYRE의 시청률이다. 한 달 전
에 출연한 AMA에서 공로상 수상자인 다이애나로스(Diana Ross)를
제외하고 현재 활동 중인 가수 중에서는 실질적인 파이널 무대를 허
락한 덕분에 인지도가 급등한 BTS가 출연한 2부의 시청률이 5%를
기록하며 동시간 대 1위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35% 가량
증가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2012년의 DCP와 싸이가 연합해
만든 성과를 재현한 셈이다. 특히 더욱 구체적으로 BTS가 출연한 오
후 11시 30에서 0시 30분 사이로 범위를 좁힐 경우 8.2%를 달성해
그래미와 함께 2017년 가장 많이 시청한 음악쇼로 기록되었다.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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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미디어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뚜렷한 성과를 밟아 나갔으니 2018
년에 빌보드 앨범 1위 정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7. BTS와 DCP, 각자 무엇을 얻었나?
BTS의 트위터 팔로워 수가 1백만을 달성한 시점은 2015년 6월의
일로, 백만 단위씩 증가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많게는 9개월, 적게는
4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 BBMAs 출연을 한 2017년 5월에는
한 달 만에 백만 명이 증가한 6백만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AMA 출연 직후에는 1천만을 달성했다. 미국 공중파쇼와 시상식 출
연에 대한 여파가 평소보다 약 4배의 확산력이 있었던 것이다.(외국
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던 한국의 인기도 이 기간 동안 급변한
사실 역시 앞서 기술하였다) 아래 그림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의 월별 트위터 팔로워와 트윗 수 추이를 그래프 화한 것
으로 2017년 BBMAs와 AMA 직후의 팔로워 증가가 최고조에 달했
으며, 확보된 팔로워 수에 힘입어 트윗 수도 동년 AMA 직후가 최
고조를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3개년 간 BTS의 트위터 팔로워 수와 트윗 수 변화 추이],
Socialblad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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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순위에 있어서도 수상자로만 등장했던 2017년 BBMAs와 달
리 AMA에서는 신곡 <DNA>의 최초 공연을 성사시키며, 이전 시점
까지 인기가도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방송횟수가 동반 상승되었
고 이에 힘입어 빌보드 핫 100에 68위로 랭킹 되는 성과를 달성했
다. 이전 시점의 빌보드 200 진입기록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일부
팬덤의 앨범 매입이나 스트리밍 행위의 영향권 하에 있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핫 100 진입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음악 팬층이 고
르게 반응하게 된 본격적인 스타성 발휘의 중요한 시점으로 평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0에서 확인되는 앨범의 발매 첫 주 판매량 역
시 트위터 팔로워 증가에 비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BTS의 앨범별 발매 첫 주 판매량 비교,
가온차트 데이터를 재구성함
또한, 이런 여세를 몰아 <Fake Love>(2018 BBMAs에서 최초 공
연), <Boy with Love>(첫 방송은 BBMAs와 같은 방송사인 NBC의
Saturday Night Live를 통해 공연했으며, 피쳐링 아티스트로 참여한
Halsey와 완전체 공연은 2019 BBMAs에서 최초 공연) 등 DCP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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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협업 하에 2년 연속 핫 100 차트 탑10 싱글을 배출하는 등 이
후 더욱 공고해진 성과를 거두며 명실공이 세계 최고의 남성 아이
돌 아티스트 자리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의 히트상품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상품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대방의 존재 또한 필수
적인데, 그런 점에서 DCP가 BTS를 두고 최초 출연여부를 결정한
시기에 걸어온 행보는 흥미롭다. DCP는 2016년 9월경 자사의 콘텐
츠인 GGA와 ‘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Miss America Pageants)를 중
국 완다그룹을 통해 중국에 진출시키는 내용을 협의하다가 아예 회
사전체를 계열사인 빌보드와 헐리우드리포터를 포함해 1조원 상당
의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 매각설
직후에 예정된 자사의 대형행사인 BBMAs를 두고 앞서 기술한 BTS
캐스팅 배경을 포함해 획기적인 전략들을 동원해 제작중인 방송콘
텐츠의 시청률을 만회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로 활용한 것으로 추
측된다. 하지만, 이 대규모의 인수합병 프로젝트는 때마침 양국의
외교문제가 악화되어지며 중국정부가 완다그룹에 압력을 가해 불발
로 이어지긴 했으나, 결국 이듬해 Eldridge Industries(엘드리지인더
스트리즈)가 출자를 해 드라마 ‘하우스오브카드’(House of Cards)로
유명한 Media Rights Capital(미디어 라이츠 캐피탈)을 빌보드, 헐리
우드리포터, DCP와 함께 동시에 합병인수해 Valence Media(밸런스
미디어)라는 미디어그룹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2017년
의 BBMAs부터 NYRE까지 이어진 BTS 출연작의 시청률 상승 행보
가 DCP를 대형 미디어그룹의 계열사로 이끈 공적에 기여한 바가
최소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종의 협력
관계 성격이었던 시상식 사업과 인기차트 사업이 비로소 한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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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공동운명체로 진행된 시점으로 BTS 등 케이팝이 미국사회에
소개되는 역할이 본격화된 계기이기도 하다.
또한, DCP는 2017년 BBMAs의 여성층 시청자 개선효과와 인터넷
방송 사용자 급증에 힘을 입어 같은 해 11월 ABC에서 NBC로 다년
간 방송계약을 이적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시간을 보도 프로그램으
로 경쟁을 하던 NBC는 CBS의 그래미와 ABC의 AMA와 견주어 ‘3
대 네트워크’의 위상을 음악시상식 방영권 확보로 세우려는 전략으
로 풀이되는데, 이 과정에서 DCP는 2017 BBMAs에서 충분히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재계약을 원하는 ABC와 신규계약을 원하는
NBC 사이에서 협상조건이 주목된다.

8. 신드롬의 영속성 여부
금번 BTS의 신드롬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중요사항은 영속성 여부
일 것이다. 싸이의 사례처럼 메가히트 싱글이 쌓아 올린 아성을 후
속곡들이 무너뜨리지 못해 자칫 열기가 식어버리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현상을 만약 BTS도 따라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더 발전된 후
속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날까지 잠깐의 신화를 간직하며 인내해야
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징후에서 신드롬의
영속성은 긍정적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우선 2019년 당시 미국의 연예정보 매거진인 버라이어티(Variety)
는 빌보드와 헐리우드리포터는 대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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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리포터와 빌보드는 회사소유주인 밸런스미디어의 결정으로
인해 약 22명을 감축할 것이다. (Roughly 22 people have been affected

by layoffs at the Hollywood Reporter-Billboard Media Group, as
well as its corporate owner Valence Media, individuals familiar with
the staff reduction told Variety)
Matt Donnelly(2019), [Layoffs Hit Hollywood Reporter-Billboard
Media Group], Variety

약 20명 이상 규모의 해고대상에는 두 잡지의 쇼비즈니스와 뮤직
비즈니스 부분을 담당하며 빌보드 우먼 인 뮤직(Billboard Woman
in Music)을 기획한 다나 밀러(Dana Miller), 빌보드의 음악전문 에
디터인 제이미 클록(Jayme Klock)과 그의 팀원들이 포함되었다. 이
조치는 그간 두 잡지의 전문지 성격을 지켜오는데 공헌한 인물들이
이끄는 콘텐츠를 포기하고 앞서 기술한 사진과 가쉽 위주의 콘텐츠
에 주력해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한 측면으로는 DCP 외의 매체가 BTS 신드롬에 가세하기 시작
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래미의 시상식 출연섭외는 놀라운
이변이라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의 음반판매량과 방송횟수를 위주
로 수상이 정해지는 AMA나 BBMAs와 달리 그래미는 음악산업 종
사자를 대상으로 투표인단으로 임명해 수상자를 정하다보니 ‘성인층
이상의 전문가적 취향’이 위주가 된 대중성과 거리가 있는 작품이
상을 받아 온 행사였다. 이 때문에 1980년 MTV의 개국 이후 듀란
듀란(Duran Duran), 마돈나(Madonna) 등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로
스타덤에 오른 틴아이돌(Teen Idol) 아티스트의 음반판매 비중이 확
대되며 각종 차트를 휩쓰는 신드롬을 일으켜도 정작 시상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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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제되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앞서 기술한대로 주된 수익원인 방
송권 판매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청률이 위협을 받아도 노
라존스 같이 재즈 성향의 신데렐라를 탄생시켜 그들의 정통성을 지
키는 형식의 전략으로 일관하여 온 터였다.
그런데, 그래미의 선정기준과 잘 부합하는 알엔비 계열의 싱어송
라이터 브루노마스(Bruno Mars)에게 주요부분 수상을 몰아 준 2018
년의 시상식은 전년 대비 21%가 하락한 시청률로 낙폭이 큰 하락
률 외에 2009년의 1천9백만 시청자 이후 최악의 시청률이라는 오명
까지 쓰며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들이 2019년 시상식에 내놓은 히든카드는 사상
초고속으로 AMA의 구성을 벤치마크한 ‘BTS 캐스팅’이었다. 저스틴
비버의 경우 AMA에서는 2010년부터 주요상 석권과 공연팀으로서
활발한 노출이 된 반면 그래미는 그가 싱어송라이터나 소울 성향이
아닌 아이돌 아티스트라는 이유로 그로부터 6년 후인 2016년에 비
로소 공연무대를 허락한 전력이 있던 터였다. 그마저도 솔로 아티스
트 자격이 아닌 동료 일렉트로닉 뮤지션인 스크릴렉스(Skrillex)의 곡에
피쳐링 자격으로 오른 변칙 출연이었다. 또한, 2010년 이후 아이돌
그룹으로서 AMA와 BBMAs의 주요 무대를 누벼 온 영국 출신의 원
디렉션의 경우는 출연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터였는데, BTS에게는
AMA의 출연 후 불과 1년 반 만에 출연 섭외를 한 것이다. 다만 아
쉽게도 공연이나 후보 노미네이션은 허락되지 않았고, 시상자 자격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시청률 검증 의도를 보였다.

2019년 그래미는 소폭의 시청자 수 증가를 이루었으나 18에서 49세까
지의 연령대에서는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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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9 Grammy Awards show had slightly more viewers than
it did in 2018 but it fell to a new low among adults 18-49.
Rick Porter(2019), [CBS’ broadcast is just a smidge above 2018’s
numbers overall, but falls to a new low among adults 18-49],
Hollywood Reporter

헐리우드리포터가 소개한 시상식 결과에 따르면 다행히 BTS가 출
연한 2019년의 시청률은 10만 명의 충 시청자가 증가한 1천9백9십
만 시청자를 기록했으며, 흥미로운 사실은 18세에서 49세 사이 시청
률은 0.3%가량 하락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
넷 방송에서는 역대 최고 이용량이 나와 10대 여성층 위주로 구성
된 BTS의 팬층이 최소 10만 명 이상의 기여도로 이날 시청률의 상
승을 견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통계 서비스인 Statista가
소개한 아래 자료를 보면 BTS의 기여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청자층을 18세에서 34세로 한정할 경우 시청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를 50대까지 확대해보면 최고 2% 이상
의 시청자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11> Grammy Awards TV ratings* from 2014 to 2019,
by age group, Statist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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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본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에는 그래미가 BTS의 활
동경력이 더 쌓인 미래시점에 공연이나 노미네이션 등을 허락할 경
우 시상식 시청률의 상승을 견인하는 시나리오를 예견했으나 막상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락이 된 2021년의 그래미시상식은 오히려 시
청률이 하락하는 이변을 낳았다. 2021년 3월 15일 헐리우드리포터
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의 TV 중계권을 가진 미국의 CBS가 방
영한 생방송은 전체 시청 건이 9백만여 건으로 2020년의 1천8백만
여 건에서 50% 가량이 폭락하는 사상최하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큰 발걸음을 내딛은 한국 아티스트
의 열기가 조기에 식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외적 요인 또한 공존
하였다. 미국의 TV 산업은 유튜브에 이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오
버더탑 서비스의 흥행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시기였고, 특히
2021년 시상식에는 주관사인 CBS 자체도 영화사 파라마운트(Paramount)
와 손을 잡고 런칭한 오버더탑 서비스 파라마운트플러스(Paramount
Plus)에서 동시중계를 감행한 첫해였기 때문에 공중파 시청률이 급
감한 것이 그만큼의 그래미시상식 사업성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의 팬데믹 현상 이후 미국의 모든 주요시
상식들이 거리두기 행사를 표방하는 바람에 객석을 가득채운 수상
자들이 연출해오던 재미가 반감되어 일률적으로 시청률 하락을 보
이고 있는 점도 이번 사건이 케이팝의 세계전파에 이상신호라고 단
정 짓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보다 현시점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견했던 AMA에 이어 그래미
를 순차적으로 점령하는 무용담 외에 케이팝은 또 다른 측면에서
특수한 전략으로 미국시장 내 행보를 보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BTS
에 이어 2019년에 두 번째로 빌보드 Top 200의 1위를 차지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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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가 된 슈퍼엠(SuperM)은 미국의 대형레코드 레이블인
캐피톨 레코드(Capitol Records)에게 유통을 맡긴 결과 당시 신규
마케팅 기법으로 마돈나(Madonna) 등의 가수가 시도한 콘서트티켓
과 CD의 번들상품 판매전략을 취한 바 있다. 공연티켓을 사는 소비
자 역시 해당 아티스트의 음반 또한 살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인기 있는 공연의 예매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
진다는 점과 스트리밍 등 판매 측면에서 우월한 대체제가 있는 CD
가 공연입장권이 판매될 때마다 함께 증정되고, 이 수치가 앨범판매
량으로 닐센 등 집계기관에 보고되어 마치 단시간 내에 앨범이 순
수하게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만드는 기법이 논란을 가져왔다.
특히 슈퍼엠의 케이스는 앞서 이 전략을 실행한 미국 현지 아티스
트 보다 진일보하여 앨범발매 첫 주에 미국 번화가 거리 한복판에
자신들의 전용 팝업스토어를 세워 임시운영하는 방법으로 콘서트티
켓 외에 티셔츠 등 각종 굿즈들이 CD와 함께 번들로 팔려나가게
만들기도 했다. 팝의 또 다른 강국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 수단이 문
제가 되어 번들로 묶인 CD의 판매고가 오피셜앨범차트(Official
Album Chart)에 반영되는 것에 제한 단서를 두었지만, 유독 미국의
빌보드차트는 이러한 수단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목을 받
고 있다.
위의 배경 하에 2020년 9월 케이팝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싱글
‘Dynamite’로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달성한 BTS의 비결 또한 일
정 부분의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간 케이팝이 앨범차트에 비
해 싱글차트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이유로 라디오 방송횟수
비중이 높은 집계방식을 들어왔다. 미국의 음악산업은 이제 스포티
파이와 유튜브 대표되는 스트리밍으로 인한 매출이 시장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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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으로 변화를 겪어 왔지만, 유독 빌보드만큼은 싱글차트의 집
계 기준 중 피지컬 미디어와 다운로드 방식의 디지털 매출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는 점이 굿즈 개념으로서의 음반구매자가 많은 아이
돌 아티스트에게 호재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그 아이돌 아티스트
집단 중 케이팝 아티스트가 직면해온 한계점이 바로 라디오 방송으
로, 앞서 기술한 미국의 현지 음반제작자들의 기득권과 광고수입 면
에서 흑인음악을 다루는 채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환경 탓에
케이팝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빌보드를 비롯한 다수 매체
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에어플레이가 점차 늘어났다.(다이너마이트
가 1위를 차지한 주에 10만회 이상 기록) 그러나 같은 주간에 경쟁
한 카디비(Cardi B)의 <왑>(Wap)이 BTS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스트
리밍 횟수를 기록하고 라디오방송 횟수에서도 7만회 가량 앞섰음에
도 1위 자리를 빼앗긴 원인이 바로 피지컬 미디어의 판매고였다.
2020년의 음반시장은 이미 싱글을 CD나 LP 등의 수단으로 발매하
는 행위는 사실상 포기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었지만 BTS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싱글을 과감히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해 판매했는데,
단독과 번들판매가 병행된 세일즈는 한 주 만에 30만 건을 넘으며
이 성과를 35%에서 45% 가량을 반영하는 빌보드차트의 정상으로
직행한 것이다.

9. 결론
9.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BTS의 미국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두고 기존의 유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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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제시한 성공 요인인 ‘진정성 있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비중
확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 확립’, ‘한국어 콘
텐츠를 고수함’, ‘싱어송라이터적 아티스트 면모 부각’ 외에 미국의
음악산업의 변화과정에 따른 신규 시장 필요성이 미국진출을 이끌
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추가요인을 증명하기 위해 BTS의 인
기도 측정의 주요 수단인 트위터 팔로워 수 증가율과 음반의 초도
판매량이 2017년 BBMAs 이후, 각종 시상식 출연 이후에 급증하였
음을 데이터로 검증하였으며, BTS의 미국진출에 있어 막강한 영향
력을 행사 한 현 밸런스 미디어 그룹 산하의 계열사인 DCP와 빌보
드가 BTS 출연 전후로 처했던 경영적 어려움을 시청률 상승과 인수
합병으로 개선하는 과정 또한 증명했다. 이러한 증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해외 현지 사업자와의 제휴형식을 취하며 성급한 시장안착
에 중점을 두었던 케이팝의 해외시장진출 전략은 싸이를 기점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자력 정착에 가능성을 남겼으며 BTS에 이르러
서는 오히려 현지 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경지로 발전
했다. 즉, 과거의 케이팝 아티스트 해외진출에 있어 통과의례처럼
지출했던 현지 업체에 대한 재화제공이나 높은 의존도가 BTS 케이
스에서는 거꾸로 미국의 미디어업체가 확보된 아티스트의 팬덤을
이용해 방송 등 자신의 상품을 활성화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으로 끌어올리며 이룩한 점이 특징이다.
둘째, BTS 신드롬을 통해 미국의 음악산업은 각 연령층이 장르별
로 유행패턴을 고르게 창출하는 시장에서 10대 연령층의 충성도로
유지되는 아이돌 스타에 의해 성장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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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요 관련업체의 구조조정이나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가시
화되고 있다.
셋째, 미국 음악시장의 판도마저 바꾸는 수준의 큰 변화는 DCP와
그래미를 예로 들었듯이 미디어업계의 경쟁 심화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한류는 싸이나 BTS 등 특정 아티스트의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마치 과거 브리티쉬 인베이전의 사례처럼 유사한 소구를 지닌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무더기 진출로 이어지며 슈퍼엠, 블랙핑크,
NCT127 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역시 앨범차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행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 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시장분석이 뒤따르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시장 흐름의 거시적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특정 학문에 근거한 미시적 관점으로 분석을 일관해 온 한
국의 음악시장 연구는 자칫 소모적인 모방 콘텐츠의 양산으로 이어
질 수 있고, 과거 한류의 활성화가 일본, 중국 등 특정 국가정책에
의해 표류기를 맞았을 때처럼 모처럼 잡은 기회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흔들리는 허약한 지경에 처할 위험요소로 이어질 위험요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9.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기존 유사연구에 필요충분조건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
과 추가적인 요인을 찾고자 하는 지적욕구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마치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아티스트의 차별점도 분명히 국내외
팬층에게 주요한 소구로 작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지적한 미국 음
악산업의 움직임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기존의 연구는 언급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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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략한 것일 수도 있다는 단서 역시 여지로 남겨 둔다. 즉, 어떤
연구 A가 ‘모든 공이 아티스트 한 팀의 자력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구체적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생략이 분석의 오류로 봐야하는 것인
가에 대해서는 조심히 다루어야 할 덕목이라 생각된다. 또한, 문화
상품의 가치를 두고 본 연구와 같이 단지 소비자나 매출의 증가 추
세를 따져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일 수 없다. 다만 음악이라는
콘텐츠는 어느 국가만큼이나 한국에서도 차세대 경제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연구가 상호보
완적 측면으로 참고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가 다루려 한 가
설의 특성상 기존 미디어 업체에서 다루어진 성공사례가 설문의 대
상이 될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고, 반대급부의 논거를 증명하려는 점
을 감안해 설문조사를 실행하는 대신, 해외 매체들이 공표한 자료들
을 근거로 결론에 도달하려 했음을 밝힌다. 향후 동일주제로 보다
심충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관련 현상에 대한 견해와 수용폭 등을 조사해 보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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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 Study between US Media Industry and BTS
- Focusing on the Media Group Chain on the Billboard Chart Park Jang Hyuk(Jean Park)
(Eumaksekye)
To reinforce our insight into the flow of the global music market, which was relatively
lacking in the research of the existing pop music industry, and our view of the next business
plan in terms of art management. With the case of BTS, a group that presented growth
value that transcends the limits and encompasses overseas markets among Korean music products
as of 2019, this research aims to prove its fundamental cause by setting up the U.S. music industry
as a medium as a supplement to the existing similar research that consumers have received
messages and strategies disseminated by artists in a passive way.
Therefore, in order to prove the above proposition, the media and timing that played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performance figures are further studied, as well as the dissemination
effect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YouTube and Twitter, which were pointed out as success
stories in previous research, and the management environment and necessary strategies of
the media are investigated. It also prov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dia’s management
performance after BTS’ appearance, revealing why they are shifting their strategy toward opening
doors to K-pop artists.
Whenever a new trend emerges in the music market, attempts to imitate the strategic
assets and musical qualities of artists and their management agencies as their strategies are
a chronic disease of all industries aimed at profit-seeking, not just the music industry, but
the resulting flood of failures is a tragic reality.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esent a method of planning cultural products that make a timely appeal with a pioneering
idea of first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markets and media, not the product maker’s unilateral
pitching, and discovering the process of generating consensus.
Key words : BTS, K-Pop, Billboard, DCP, American Music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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