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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인식과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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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미디어 제작의 편중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대중들의 트로트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결과로 청취자들은
트로트라는 음악 자체 보다는 트로트를 매개로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경향
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트로트 열풍의 시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바탕으
로 한 스타탄생이라는 결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트로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상을 반영하는 증거
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많아져 여러 세대가 같이 시청할 수 있다는 트로트의 인기현
상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반면, 트로트에 대한 거부감이나 과잉편성
에 대한 미디어 태도에 부정적인 결과 값도 보였는데, 이는 트로트 유행에 따른
과잉수요에 의한 방송국의 과잉편성 문제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는 예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
는 이러한 미디어의 관행들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사가 맘에 들지 않아 시청하지 않는다.’ 라는 문항의 결과가 평균을
웃도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트로트 관련 미디어가 종편 위주로
시작되고 또한 트로트 관련미디어가 종편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종편 프로그램은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방송
국마다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개개인의 방송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에 대한 인식 결과 ‘우승을 해도 스타가 되기는 어렵
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무분별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으로 인해 우승자에 대한 인식의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 공정성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트로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트로트 관련 미디어에 대한 인식 결과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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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트로트 장르의 인기 현상을 잘 반영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반면에 트로트와 관련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트로트 장르의 현재 높은 인기도에 반해 트로트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대중음악,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미디어, 인식

1. 서론
대중음악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익숙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2009년 엠넷의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대중음악, 아이돌,
힙합, 록, 뮤지컬 등에 이어 최근에는 트로트 장르까지 여러 음악장
르를 아우르며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신
인을 발굴함으로써 질적인 다양성 확보와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하
나의 새로운 대중음악 시장이라는 외연 확장을 동시에 이루어냄으
로써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은 대중음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너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시청자들의 피로감 증가와 단순히 흥
행몰이를 위한 따라 하기 식의 제작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낮은 완
성도, 미흡한 아티스트 사후관리, 심지어는 더 나아가 오디션 프로
그램을 대형기획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정행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디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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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 한 이유에는 경연 프로그램의 유행
으로 인한 음악 프로그램 장르의 편중성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기가 있는 쪽으로 방송
제작이 편중되는 것은 우리나라 방송계의 고질적인 문제’1) 라고 지
적 하였다. 이는 방송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라 할 수 있
지만, 이러한 편중 현상이 계속 된다면 시청자들의 피로감 누적으로
인해 특정 음악 장르의 유행이 짧아질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대중
음악성의 질적 다양성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은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약 10년여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음악 프로그
램의 음악 장르 편중 현상 또한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트로
트 장르의 편중현상은 기존의 음악장르 편중현상과는 달리 더욱 심
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트로트를 향유하는 계층들의 특징과 현재
세대별 미디어 이용행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양종회(2009)의
음악장르에 대한 문화적 취향 연구에 따르면 트로트를 향유하는 계
층은 주로 노년계층과 인터넷 사용이 적은 집단이 라는 연구 결과
를 밝혔다. 또한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
들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과 OTT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매체인 TV의 이용자의 대부분은 노년층이면서 모바
일 기기의 사용이 젊은 층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때문
에 장르적 편중성이 심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1) <지상파까지 트로트 “지겹다vs재밌다”>, 광주일보, 2020.3.10. www.kwangju.co.
kr/read.php3?aid=1583766000691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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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트로트 장르에 관한 높은 관심과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인식들이 혼재 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인식과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미디어
제작의 편중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트로트라는 한 가지 음악 장르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방송 포맷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방송 미디어 제작의 편중
성 문제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이러한 편향성 문제는
방송제작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
한 다각적 논의에 앞서 현재 대중음악 시장과 방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트로트 음악과 오디션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들의
인식연구결과가 미디어 제작의 편향성 문제의 한 가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오디션 프로
그램 관련 기사와 시청자 댓글에 의한 반응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는 기존 언
론의 보도 태도나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과 여론을 통한 논의가 아
닌 객관적 연구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가 음악방송 실무에서 고려
할만한 하나의 실증적 자료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
아가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공유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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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트로트 관련 선행연구 고찰
트로트(Trot)의 어원이 되는 폭스트롯(Fox-Trot)은 원래 랙타임
스타일의 리듬 패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트로트라 용어는 처음부
터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유행가’ 속
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가 포함되어 있었다(장유정, 2015). 트로
트가 정확하게 음악의 장르 명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
로 본다(장유정, 2015). 장유정(2021)의 연구는 트로트의 정의에 관
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논의들을 벌여왔다고 말하면서, 이 가운
데 트로트를 우리가요로 정의하거나(장유정, 2021), 전통가요, 성인
가요, 애가(哀歌), 아리랑 등의 트로트를 대체할 다양한 용어들이 논
의 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트로트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장유정(2021)은 연구에서 트로트란 용어가 그간 50
년 이상 불려왔기에 지금 와서 트로트의 갈래와 정의를 살피고 인
위적으로 트로트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 지적한다. 이에 트로트
를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트로트에 대한 왜색논쟁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장유정(2020)
에 따르면 트로트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 외에는 굳이 일본
색을 운운하면서 트로트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지적한다. 장유정
(2003)의 과거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트로트를 고찰한 연구에서
트로트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당시에 유행하여 현재까지 불리는
75곡의 트로트를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적인 관점에서 엔카와 트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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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사용되는 5음 계인 ‘요나누키 음계2)’를 트로트 왜색 논쟁의 근거
로 사용하고 있는데(장유정 2021), 사실 5음계는 전 세계 민속음악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음계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트로트가 왜
색을 띄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장유정(2021)의 연구에서는 일본에 대한 식민지배의 앙금과 일본
에 대한 부정적인 양가감정이 트로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
한다. 이는 실제 광복 이후 일본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일본 문화
를 왜색이라 거부하는 한편,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맹신하고
선호했던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이에 마음으로는 트로트가 끌리지만
머리로는 트로트를 밀어내려 하는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마저 생겨
났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트로트에
대한 양가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과거와
달리 트로트의 음악 장르적인 스타일도 변모 왔고, 현재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 가능한 트로트의 전 국민적인 인기도를 본다면 과거의
인식 또한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청
취자들의 인식연구 통해 한국 대중음악에서 트로트로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알아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트로트가 대중음악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가지는지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유정(2021)의 연구에서는 과거 트로트를 뽕짝 혹은 클래식과 같
은 다른 음악장르와 비교했을 때 고상하거나 고급스럽다는 기준에
서 벗어나 천대하는 경향 역시 한국사회에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학
계에서도 트로트가 필요 이상의 천대를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2) 요나누키(よなぬき)는 말 그대로 4음(よ)과 7음(な)을 뺀(拔き) 5음계를 말한다(장유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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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음악 취향의 선악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듯이 중요한 것은 양식
이나 갈래가 아닌 얼마나 영혼과 진심을 담았는가의 여부라 말하며,
트로트가 클래식이 되는 이유로 이를 설명하며 연구자의 의견을 주
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트로트의 천대경향은 문화취향
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양종회(2009)는 음악
취향이 계급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구분되는지 알아보는 연
구에서 트로트의 주 선호 계층이, 도시 하층민, 노동자계급, 육체노
동자, 쁘띠 브루주아 계급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혀냈다. 이러한 인식
은 트로트 천대경향을 반영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재 대한민국의 트로트의 인기를 보았을 때 위의 선행 연구는 현재
대중들의 트로트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트로트에 대한 현재의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트로트의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히 트로트 열풍이라는 말을 실감케 할 정도로 트로트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붐을 일으켰다가 가라앉을 현상을
넘어서 이러한 트로트의 높은 인기는 한동안 지속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로트 광풍 현상이 해를 넘어가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음악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어 다양한 장르
의 시청콘텐츠를 시청자들이 선택 할 수 없다는 점과 너무나 과열
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오히려 트로트에 대해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층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부정적인 이미지와 태
도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러하다. 이에 본고 에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 현상에 관해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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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의 선풍적인 인기에 관한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에 열린 내일은 미스터
트롯 서울 콘서트의 경우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한 사람 중 20대가
약 10명 중 4명이 넘는 비율을 보였다고 하며, 이는 전체 예매자의
43.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로 30대가 36.5%로 높았고, 그 뒤를 40
대, 50대, 10대 순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된다3)(연합뉴스, 2020). 이
는 2030세대가 무려 전체 예매자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인데, 온라
인 예매가 익숙지 않은 부모세대의 티켓을 자녀세대가 대신 예매한
비율을 물론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상은 트로트의 인기가 전
세대에 걸쳐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는 콘서트 현장에서 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
로 TV조선에서 방영된 미스터트롯의 경우 시청률 30%라는 높은 방
송 시청률을 보였으며, 이는 역대 예능프로그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에 해당 된다. 이러한 점을 미뤄 볼 때 확실히 트로트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트로트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트로트 광풍 현상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2030세대가 유입되며 트로트에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은 2020년 한 해에 여실히 입증되었다. 방송에서는 물론 길거리에
서 조차 ‘찐찐찐’, ‘네가 거기서 왜 나와’와 같은 트로트의 가사는
일상대화로 혹은 유머코드로 2030세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 그
만큼 트로트의 소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나 203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재석의 ‘유산슬’

3)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2030 세대'가 표 싹쓸이(종합)>, 연합뉴스, 2020.02.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1067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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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과 트로트의 예능프로그램 침투로 말미암아 트로트의 장르가
점점 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10대부터 무
려 9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간의 인기를 얻는 예능 및 다양한
장르와 결합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 한 번 2030의 트로트의 관
심을 급증하게 만든 이슈로 2020년 8월 20일에 발표된 나훈아의 신
곡 앨범 아홉 이야기의 수록곡인 ‘테스형 열풍’이다. 테스형의 솔직
한 가사는 2030세대에게 각광 받으며 한때 주요 음원차트에서 1위
를 차지하며 방탄소년단과 경쟁하기도 하였다. 또한 추석연휴 나훈
아 콘서트에서 해당곡이 방영된 이후 한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의
인기 키워드로 테스형이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 연령대별로 20대가
37%, 30대가 34%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의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테스형의 2030세대 열풍 현상에 있어 음악전문가,
평론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은 코로나 시대의 상황과 경제적, 사회적
으로 힘든 2030세대에게 솔직한 가사와 거침없는 표현 등이 2030세
대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말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는
기존 대중가요의 아이돌 중심의 음악편성의 피로감 또한 한 몫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반영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트로트 광풍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붐이 일어나는
현상과 그 동안 소외받아온 장르에 젊은 층이 유입되는 현상은 매
우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지만, 이로써 우리네 방송의 병폐 중
하나인 모든 방송들이 트로트라는 한 소재의 늪에 빠져드는 건 과
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
러하다(정덕현, 2020). 특히나 최근 계속되는 트로트 위주의 방송편
성과 트로트 예능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시청률
이 크게 높지 않거나,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쌓인다는 불만 또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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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러한 현상에 ‘TV만 틀었
다 하면 트로트다.’, ‘다른 장르에도 트로트가 접목되어 듣기가 거북
하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 때 주요 포털사이
트의 연관 인기 검색어에 ‘트로트 식상해’, ‘트로트 지겨워’ 등의 키
워드가 등장하는 등 너무 과열된 트로트 광풍현상의 우려의 목소리
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트로트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소수의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연구 대상으로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
재의 트로트 열풍 현상이 일어나기 전 대부분의 연구는 음악 장르
라는 군안에 트로트가 속해 있는 하위 장르 정도의 역할을 해왔거
나, 주로 트로트의 발전양상과 관련된 트로트의 역사에 연구주제가
많이 치우쳤기 때문이다. 과거에 수행된 선행연구로 장유정(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의 트로트의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손민정(2013)의 선행연구에는 문
화연구의 관점에서 대중음악의 주체와 타자의 정치학이란 연구 주
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장유정(2003)의 선행연구에서
는 1945년 이전의 한국 트로트 곡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시적 자아
를 적용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김현옥(2011)의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과 대중정서의 상관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대상으로
2000년도의 트로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나마 최근 들어 트로트가 인기를 얻으며, 몇몇 연구자들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희
연(2020)의 연구에서는 트로트 음악에 관한 사회적 가치 및 현재 트
로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김
희선 한경훈(2019)의 연구에서는 현대에 들어와 트로트가 변화함에
따라 수용층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한국 임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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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문(2020)의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적용해 트로트 가수
조명섭 동영상의 유튜브 반응을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조명
섭의 유튜브 콘텐츠의 시청 동기로 쾌락적 충족, 사회적 충족, 실용
적 충족이 유튜브 콘텐츠 시청의 동기가 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트로트 광풍 현상을 노스탤지어 마케팅
과 연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기도 하였다(황윤철, 2020; 황윤철 양윤철,
2020).
우정인(2021)의 연구에서는 트로트 광풍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
선을 보이고 있는데, 대중매체로 대표되는 텔레비전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수용자의 특성과 상호관계에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로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나 배경과 함께 결합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므로 취향의 범위와 사회적 현상은 프로
그램 제작의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한 방송의 히트는 경제적 이
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방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여타 프로그램에까
지 영향을 끼치며 동일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만연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트로
트 관련 예능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1.2.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 문헌 고찰
오디션(audition)은 음악계나 연예계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채
용 시험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연예기획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오디션
이나 경연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지속
되는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탄생하게 한 견인차 역할을
한 프로그램은 것은 2009년 방영된 M.net의 슈퍼스타K 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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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슈퍼스타K 이전에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지
상파방송을 통해 기획된 ‘악동클럽(MBC)’, ‘박진영의 인재육성프로
젝트(SBS)’등 다양한 대중음악 인재발굴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었
고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훨씬 더 이전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966년 TBC-TV가 주최했던 ‘전국 남녀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회부터 ‘젊음의 대재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1969년 까지
진행 된 오디션 프로그램(김형찬, 2015)은 록 재즈 등의 밴드음악
을 기반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며, 이후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폐지된 MBC의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에 이르기까지
당시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의 문화적 주축이 된 한국의 대표적인 음
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사라지는 가운데 한국 오디션의 프
로그램의 원형은 일제 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 오케
(Okeh)레코드의 이철 대표가 가수 장세정 선발하기 위해 평양 방송
국과 함께 기획한 콩쿠르를 현재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형으로 본
다(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 콘텐츠 진흥원). 이처럼 국내 오
디션 방송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계층에서 향유되고 오랜 기간 지속되
어온 한 가지 대중문화 현상인 만큼 이러한 문화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역사적 연구이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사회 문
화현상의 관점 분석한 연구 또한 이루어 졌다. 이와 관련 되어 진행
된 몇 가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영(2012)은 오디션 프로그램
을 공동체 주의적 시각에서 연구하였으며, 예술성과 성취의 탁월성
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이에 반해 과포맷화 된 경향에 대한 비판,
심사위원의 심미적 판단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양적 결과에 대한
비판, 내적 외적 보상에 관한 비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오디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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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논의 하였다. 오서현과 나건(2019)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모방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프로그램 속에서
나타는 모방행위는 단순한 추종이 아닌 창의적 의도로 이어지는 과
정이라 주장하였다. 최소망과 강승묵(2012)은 오디션 리얼리티 쇼의
서사 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리얼리티 쇼에 나타
난 경쟁을 통한 스타탄생이라는 서사가 영웅 신화를 정당화하고 음
악적 구성요소들이 거래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을 극화
된 리얼리티 쇼에 몰입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리
티 쇼를 통해 영웅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미디어 권력이 경쟁의 당
위성을 묵인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또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방송 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되
는 콘텐츠이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쟁 행위라
는 특수성을 띄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연, 인재채용 행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디어의 이용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특
수성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시청행위와 시청동
기, 수용태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미디어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재신 외 연
구진은(2012)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자 투표 참여방식의 시청행위,
오디션 참가자의 동질성인식, 오디션프로그램 공정성 인식으로 시청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시청몰입은 시청 만족도에 대
한 영향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장민지(2018)는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자들을 게이미피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시청자 투표 시스템이 시청자들
을 단순히 수용자가 아닌 참여하는 주체로 변형시켰다고 주장 하였
으며, 이를 기존의 단순한 시청행위에서 벗어난 확장된 시청행위이
며 자발적인 ‘수행’과 ‘실천’ 행위로 보았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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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2011)은 그의 연구에서 슈퍼스타K에서 사용된 ‘대국민 참여
와 선택 방식’은 시청자를 프로그램에 개입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시청자가 수용자와 참가자의 관계를 순환하며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용자변화 시켰다고 보았다. 박신영(2011)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정도와 참가의향이 제3자 효
과에 미치는 영향과, 제3자 효과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시청정도와 참가의향, 제3자 효과, 부정적 인
식, 규제 지지 의견 등이 선형적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
으며, 시청정도와 참가의향이 낮을수록 제3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
며, 제3자 효과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규제
의견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김미라(2011)
는 오디션 쇼의 수용자들이 느끼는 진정성의 차원을 ‘제작진의 조
종’, ‘솔직함’, ‘결과의 신뢰성’, ‘출연자의 기이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수용자들의 관여’, ‘재미’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작진의 조종’
이 ‘수용자 관여’와 가장 연관성이 높았으며, ‘결과의 신뢰성’이 ‘재
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은 다채널 유료방송과는 달리 종합편성의 채널 특성
을 지니기에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채널들을 편성하여 무료로 보편
적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전범수, 2011).
그러나 실제로는 주 시청 시간대 드라마나 오락 장르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방송의 다양성이 약화되는 측면까지 나
타나고 있다(전범수, 2011; 임성원, 구세희, 연보영, 2007).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둔 매체로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
구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장르별
로 다양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나 시청점유율,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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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판매율 등의 성가평가 요인들로 인해 민영방송과도 치열하게 경
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여 시청률
리스크를 높이는 것 보다는 유사한 장르의 인기 프로그램을 집중적
으로 편성하여 내부적인 시장 실패를 최소화 시키고자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치열한 방송 프로그램 간의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
청자들이 선호하는 장르의 프로그램들에 집중하여 제작 및 편성해
야 한다. 이에, 기존의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높은 품질의 프로그
램을 제작하고 유료방송 다채널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특정 장르에 대한 충성정도를 정의하는 장르충성
도는 특정한 장르에 대해 시청자의 일관된 선호를 의미한다(심미선,
한진만, 2002; 전범수, 2011).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장르가 누적되
면 이는 장르자본으로 개념화 되어 기존 장르의 소비함수가 된다
말한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하여 특정한 장르 소비
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청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특정 방송 프로그
램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화로 이루어진 장르 시장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가치 인식 이후에 프로
그램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에서의 편성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최세경, 2012). 편성의
정의는 방송사의 필요에 따라 시청자를 구성하기 위해 날마다 혹은
주 단위로 프로그램을 배열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최세경,
2012; Paterson, 1990). 방송사는 두 가지 차원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우선 방송사는 편성을 통해 얻고자하는 일차적 목표를 최대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방송시장은 수용자 상품시
장과 콘텐츠 상품시장으로 구성된 이중적 상품시장구조(dual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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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place)의 특성을 지니며 방송사는 콘텐츠 상품으로서 프로그
램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따라서 방송사는 경제적 목적
에 따라 시청자를 자사 프로그램에 더 많이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
도록 유인하기 위해 편성되며 이는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
로 하는 전략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최세경, 2012).

2.2. 연구방법
2.2.1. 연구문제 제시
이에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음악청취자의 트로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취자의 트로트를 주제로 한 미디어(예능 오락, 서바이
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
한가?

가장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음악청취자들의 트로트에 대한 인식, 태
도 등을 살피고자 트로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음악청취자를 음악 관련 산업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트로트를 소비하는 주체는 음악청취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트로트와 관련된 연구들은 트로트의 기원 및 정의에 관한 논쟁, 트
로트의 역사적 변천사 과정 등의 장르로서의 트로트 자체에 관한
연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트로트 장르의 소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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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 연구, 트로트 프로그램
시청자 행태 연구 등의, 정작 트로트를 소비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청취자 즉,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트로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금의 트로트
광풍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트로트 관련 서바이벌 경연프로그램과
같은 트로트 관련 미디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트로
트와 트로트 관련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전반적인
인식, 견해, 태도 등을 탐색적(Exploratory Research)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종국에 트로트 소비의 마지막 지점은 청취자의 미디어를
통한 트로트 소비라 볼 수 있으며 트로트 소비행태는 미디어(Mass
media), 뉴미디어(New media) 등을 통해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및 디바이스의 놀라운 발전에
힘입어 과거와 같은 매스미디어(Mass media 예: TV, 종이신문, 라
디오 등)중심에서 뉴미디어 등을 통한 실시간 상호소통 등의 새로운
기기와 미디어 채널을 통해 트로트 관련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며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매스미디어인 TV중심의 방
송프로그램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으나, 변화한 환경에 맞도록 트로
트 소비자인 청취자, 일반대중의 트로트 장르의 미디어 관련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사료된다.

2.2.2. 데이터 수집과정
본 연구의 특성상 음악청취자 즉 일반대중의 전반적 인식, 생각,
태도와 관련된 현황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의 방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
는 설문조사(Online survey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표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체 리서치 패널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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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리서치 전문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2차 온라인 데이터
(Secondary data)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데이
터는 2020년 12월15일부터 12월18일(4일)동안 온라인으로 설계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체 보유 패널들에게 무작위 할당 추출법
(Random sampling)에 따라 진행 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는
연구가 진행된 시점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음악을 청취한 경험
이 존재하는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실행되었으며, 양적연구에 있어
특히나 추론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한
통계 검증은 설문대상자인 표본의 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
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군의 전체에 가깝도록 비교적
많은 수의 표본을 수집하여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총 1,000명(N = 1000)의 표본 결과를 수집하였
으며 이를 통계분석검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하단의 <표-1>과 같다.
<표-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빈도 수

퍼센트(%)

남성

500

50.0

여성

500

50.0

20대

250

25.0

30대

250

25.0

40대

250

25.0

50대

250

25.0

서울

333

33.3

인천/경기

303

30.3

5대 광역시 및 자치구

194

19.4

기타 지방

170

17.0

1,000

1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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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통
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R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Jamovi 1.2.27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음악청취자인
일반 대중들의 거시적 차원에서 인식, 생각, 태도를 살피는 것이 목
적이므로, 이를 위해 트로트 장르, 장르 선호도, 오디션 경연프로그
램, 미디어 이용 행태 등의 신문방송학, 대중음악 질적 문화연구 관
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고려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설문 항목(item)들은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총
17문항의 설문 문항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연속형 변수
로 리커트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기술통계량(Descriptive
analysis)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평균(Mean), 표준편차(SD, 이하; Standard Deviation)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표본 샘플의 타당성
(Validity)을 검증 및 확인하고자, 정규분포 검증(Normality assumption
check)을 위한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값 등을 살펴보았다.

2.3. 연구결과
2.3.1. [연구문제1] 검증 결과
연구 결과 제시에 앞서, 우선 양적연구에서의 표본구성인 샘플링
(Sampling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을 연구자의 연구 성격과 가장 일치되도록 이에 부합하는 표본들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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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의 값이 3이상이거나 첨도의 값이 3-7이상의 값을 보이면 표본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N=1000명의 표본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왜도(Skewness)의
경우 -0.005부터 0.825의 값을 보였으며 첨도(Kurtosis)는 -0.0198부
터 -0.806의 값을 보여 본 연구 대상의 표본선정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1]에서는 음악청취자인 일반 대중들의 트로트란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트로트란 장르
에 대한 개인의 태도, 정서, 인식 결과 청취자의 태도와 관련된 질
문으로 1) 다른 트로트 가수보다는 유산슬이라는 인물에 더 호감이
간다(M = 3.00). 2) 나는 트로트는 싫지만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존재한다(M = 4.11), 3) 트로트란 음악 장르가 너무 상업화 되었다
(M = 3.95).의 각각의 결과를 보였다. 첫 번째 문항의 결과를 살펴
보면 5점 척도 측정의 기준으로 평균값이 보통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응답자인 음악청취자들의 트로트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유명배
우의 등장과 같은 화제성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현상과 동시에 트
로트란 하나의 고유한 장르 및 아티스트에 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트로
트란 장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트로
트 가수는 존재한다는 응답에 대한 평균값이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
다(M = 4.11). 해당 결과는 대중들이 장르로서의 트로트에 대한 태
도와는 상관없이 트로트 아티스트에 있어서만 높은 관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결과는 현재의 트로트 열풍 현상으
로도 설명 가능한데, 현재의 이러한 현상이 트로트란 장르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트로트란 장르와
는 상관없이 아티스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선호, 관심정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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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트
로트란 장르가 지나치게 상업화 되었다는데 있어 평균 정도 이상의
비교적 높은 평균 값(M = 3.95)을 보여, 작금의 트로트 열풍 현상
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쳐 있다는데 일반 대중들은 대체적으
로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2> 트로트 장르에 대한 태도
트로트 장르 태도1 트로트 장르 태도2 트로트 장르태도3
N

999

1000

1000

Missing

1

0

0

Mean

3

4.11

3.95

Std. error mean

0.0257

0.0273

0.0264

Median

3

4

4

Standard deviation

0.811

0.864

0.836

Minimum

1

1

1

Maximum

5

5

5

Skewness

-0.276

-0.825

-0.638

Kurtosis

0.106

0.447

0.364

<그림-1> 트로트 장르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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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트로트 장르태도2

<그림-3> 트로트 장르태도3

2.3.2. [연구문제2] 검증결과
[연구문제2]에서는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 즉 미디어 태도와 관련
된 1)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지만, 출연 방송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시청하지 않는다(M = 4.02). 2) 공영방송 TV, 종편 TV 가리
지 않고 무분별하게 트로트만 방영하는 느낌이다(M = 3.30). 3) 요
즘 트로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트로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M = 3.00). 4)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는다(M = 3.02). 5) 어른들 위주의 트로트 프로그램이
많아져 함께 시청하기가 어려워졌다(M = 2.93)에 관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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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첫째, 선호하는 트로트 아
티스트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 방송사 자체에 대한 개인의 부정
적 인식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트로트 프로그램 시청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 = 4.02). 최근
들어 물론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
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은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편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해석 가능하다. 실제 지금의 트로트 열풍 현상의 견인적인 역할을
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해당 두 프로그램이 모두 TV조선이란 특
정 종편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서 지상파 프로그램보다 높은 시청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
청자들이 TV조선이란 방송사에 대한 평소의 부정적 인식이 충분히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종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해당 미디어를 대하는 태
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송가인, 김호중, 임영웅
등의 트로트 슈퍼스타의 탄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으
나, 동시에 방송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을 시
청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몇몇 종편방송사들을
중심으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 및 생산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인 SBS 혹은 MBC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와 같은 방송
사에서도 종편과는 차별화된 트로트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기획 및 제작된다면, 종편방송사에 비해 보다 두터운 신뢰와
공신력을 담보로 하고 있는 해당 방송사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반응 할 것이라 사료 된다.
셋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
려 트로트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평균 수준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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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어, 비록 우후죽순으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
작되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방송편성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트로트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으
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로 트로트
란 장르와는 상관없이 예능프로그램에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출연하
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 값 수준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M = 3.02)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예능오락과 같은 트로트와는 관련 없는 프로
그램에 빈번히 출연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으로 생각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른들 위주의 트로트 프
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다는데 있어서는 평균 수준 이하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M = 2.93),
트로트에 대한 현재 태도가 단순하게 과거와 같이 높은 연령대 혹은 중
장년층이상의 세대에서 선호한다는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
트로트 관련

트로트 관련

트로트 관련

트로트 관련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1 미디어 태도2 미디어 태도3 미디어 태도4 미디어 태도5
N

999

1000

1000

1000

999

Missing

1

0

0

0

1

Mean

4.02

3.3

3

3.02

2.93

0.0269

0.0317

0.0287

0.0288

0.0347

4

3

3

3

3

0.85

1

0.908

0.91

1.1

1

1

1

1

1

Std. error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5

5

5

5

5

Skewness

-0.788

-0.29

-0.121

0.132

-0.165

Kurtosis

0.649

-0.507

-0.122

-0.43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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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트로트관련 미디어 태도1

<그림-5> 트로트 관련미디어 태도2

<그림-6>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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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4

<그림-8>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5

또한, 현재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서바이벌 형식의 오
디션 경연프로그램이란 장르형태로 구성되었다는데 있어, 트로트 오
디션 경연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또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1) 재능 있는 사람들의 발굴을 위해 오디션이나 노래경연 프로그
램은 필요하다(M = 3.30). 2) 오디션 노래경연 프로그램이 많아지
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M = 3.95). 3) 요즘
오디션이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M = 3.42).
4) 국내 오디션 노래경연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극적 전개로 편집되
는 경향이 존재한다(M = 2.94)로 질문하였다. 해당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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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러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
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
해 볼 수 있겠다. 이는 과거 오디션 경연프로그램들에서 트로트와
같은 장르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트로트
란 장르에 한정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
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트로트에 한정
된 미디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 역시 평균 이상의 값
을 보이고 있어(M = 3.42), 이 또한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에 있어 심사 과정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
하다. 실제 과거 몇몇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결과를 조작하
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 대중들의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은 더욱 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심사공정성 관련 문항으로 1)
오디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이 하는 심사 평가는 공감
이 간다(M = 3.00). 2)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과정은 공정하다(M
= 3.65) 역시 질문하였다. 해당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아직 부족하지만 공정성에 있어서
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로트 오디션 경연프로그램
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우
승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1) 오디션 노래 경연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해도 스타가 되기는 어렵다(M = 3.22). 2) 오디션 프로그램
을 통해 데뷔한 스타는 신비감이 덜하다(M = 2.58)로 질문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트로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여도 스타
가 되기는 어렵다는데 평균값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M = 3.22),
몇몇 소수의 화제성 있는 스타 트로트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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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광풍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4>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태도
트로트 오 트로트 오 트로트 오 트로트 오
디션 프로 디션 프로 디션 프로 디션 프로
그램 태도1 그램 태도2 그램 태도3 그램 태도4

심사

심사

태도1

태도2

오디션

오디션

아티스트 아티스트
태도1

태도2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issing

0

0

0

0

0

0

0

0

Mean

3.3

3.95

3.42

2.94

3

3.65

3.22

2.58

0.0317

0.0264

0.0355

0.0314

0.0351

0.0272

3

4

3

3

3

4

3

3

1

0.836

1.12

0.994

0.908

0.993

1.11

0.862

Minimum

1

1

1

1

1

1

1

1

Maximum

5

5

5

5

5

5

5

5

Skewness

-0.29

-0.638

-0.268

0.208

-0.121 -0.613 -0.00564 0.0321

Kurtosis

-0.507

0.364

-0.699

-0.256

-0.122 0.0198

Std. error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0.0287 0.0314

-0.671

-0.333

<그림-9>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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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태도2

<그림-11>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태도3

<그림-12>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태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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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심사 태도1

<그림-14> 심사 태도2

<그림-15> 트로트 아티스트 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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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트로트 아티스트 태도2

3. 결론
3.1. 결론 및 함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트로트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중들의 트로트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결과로
‘다른 트로트 가수보다 유산슬 이라는 인물에 호감이 간다.’ 라는 문
항과, ‘나는 트로트는 싫지만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존재 한다.’
라는 문항의 결과값이 평균을 웃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
해 청취자들은 트로트라는 음악 자체 보다는 트로트를 매개로한 예
능과 광고 활동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면서 트로트 관련 엔터테인
먼트 활동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트로트
열풍의 시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스타탄생이라는 결
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트로트가 너무 상업화 되었다.’라는 문항도 평균을 웃도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트로트라는 음악이 많은 소비되고
있음과 동시에,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트로트 가수들이 음악방송 외
110

통권 29호 (2022년 상반기)

에 광고, 예능프로그램에 빈번히 출연하면서 그들의 이미지도 무분
별 하게 소비되는 경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 할 수
도 있겠지만, 반면 현재 트로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상을
반영하는 증거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트로트에 대한 대중들의 긍정적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 더욱 빠
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트로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때
문이라 추측 해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 장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르 중
의 하나이며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는 음악장르이다. 이러한 특징은
트로트가 비록 특성 세대에서 주로 향유되는 장르라 할지라도 트로
트를 주로 듣지 않는 세대에게도 생소하지는 않은 장르로 인식될
수 있었다. 또한 트로트 장르는 과거의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현 세
대에도 향유 될 수 있도록 세미트롯 장르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이
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 세대에 걸쳐 향유되는 음악
장르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트로트가 가지는 친숙성이 위
에 나타난 음악적인 장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그리 높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퍼지고 유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른들 위
주의 트로트 프로그램이 많아져 함께 시청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문항은 결과값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 세대를 아우르
는 트로트 인기현상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
면 나머지 문항들은 트로트 관련 미디어 태도에 부정적인 결과값을
보였는데, ‘공영방송 종편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트로트를 반영하
는 느낌이다.’ 라는 의견과 ‘트로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져 트로트
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라는 문항이 평균값을 웃도는 결과를 보
대중의 트로트 장르와 트로트 경연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연구

박관익 양원모 이준영

111

이고 있다. 이는 트로트 유행에 따른 과잉수요에 의한 방송국의 과
잉편성 문제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기 있는
미디어에 광고를 집중 시키려는 미디어 제작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는 예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미디어의 관행들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사가 맘에 들지 않
아 시청하지 않는다.’ 라는 문항의 결과가 평균을 웃도는 결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종편 트로트 프로그램의 시청율과 투표
율이 높은 현상과는 상반된 결과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인식이 시청
률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준다기보다는 종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있지만 대중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도록 만든 노력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종편 프로그램은 공중파 방송과는 다르게 방송국마다 고유한 특
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개개인의 방송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종편 프로그램은 공중파 방송에 비해 자유로
운 규제 환경에서 방송 제작이 가능한 반면, 무분별한 겹치기 제작
이나 자극적인 제작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환경은 시청자들의 단기적인 이목을 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이 반영된 결과 생각해볼 수 있다.
트로트 콘텐츠가 주로 제작되는 미디어는 TV이다. 전통 미디어인
TV는 쌍방향 매체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과는 다르게 일 방향
적 특성을 가진 매체 이므로 시청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방송국
의 편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위 연구 결과를 비추어 생각해볼
때, 현재 음악방송과 예능방송에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 편성과 트로
트 가수들의 출연이 많아짐에 따라 시청자들의 트로트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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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트로트에 부정적인 인식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트로트 관련 미디어 기획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트로트가 국민적 인기를 불러오게 한 프로그램
은 서바이벌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
된 인식결과에 대해 논의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
능 있는 사람들의 발굴을 위해 오디션이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경연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경연 프로그램이 지나치
게 많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부정적인 견해는 경연 프로
그램의 과잉 제작에서 오는 피로감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 할 수 있
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반해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방송 제작 환경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연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제작
은 시청자들의 시청 피로도 증가로 인한 시청률 하락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빠진 제작 환경은 아티스트 사후관리로 이
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재능 있는 아티스트 발굴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트
로트 장르의 유행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극적으로 편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항의 결과는 평균
값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근 계속
제작되는 가운데 방송 포맷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
고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우승자에 대한 인식 결과 ‘우승을 해도 스타가 되기는 어렵
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무분별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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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션 프로그램 제작으로 인해 우승자에 대한 인식의 희소성이 떨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 공정성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시청자들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여타 음악
장르와는 다르게 트로트 장르는 퍼포먼스 보다는 가창력에 집중하
는 음악 장르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연자들의 평가 결과
를 가창력 이라는 기준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고, 또
한 이들을 평가 하는 심사 위원들도 그 분야에서 가창력과 인기를
모두 얻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의 공정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결과를 추측해볼 수 있다.
트로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트로트관련 미디어에 대한 인식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트로트 장르의 인기 현
상을 잘 반영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반면에 트로트와 관련된 미디
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로트 장르의 현재
높은 인기도에 반해 트로트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의 부정적인 인
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미디어 제작의 편향성으로 인해 생긴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비대칭이 심화 된다면 궁극적으
로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해치게 되어 한국 대중음악의 질적 향상과
외적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계하여 방송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미디어가 대중음
악 환경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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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한국 음악계에서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단
순히 주변의 소문이나 미디어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음악장르의 인기가 아닌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현상
을 분석함으로써 트로트 현상의 인기의 정도와 이러한 인기 현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중음악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트로트 장르뿐
만 아니라 대중음악 관련프로그램 제작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함으로써 대중음악 프로그램 제작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대중음
악 장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앞으로의 향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 분석된 데
이터를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분석한 2차 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연구 이다. 2차 자료 분석은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본 데이터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을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분석과 인식차이 분석과 같은 단순 비교 분석을 통한 결과 제시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트로트 장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음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을 통해 추측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인
과 관계를 검증 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과 이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음악과 관련된 현상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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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나 심층면
접(in-depth interview)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인 질적 연구가 동반될 때, 트로트 장르와 오디션 현상에 대한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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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trot genre and the trot
audition program
Park, Kwan Ik(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Yang, Won Mo(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Lee, Jun Young(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is study is based on perceptions toward the trot genre and audition programs;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caused by biased media production can be
predicted.
First, this study’s results revealed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public about the trot
genre. It was observed that viewers tend to enjoy trot-related entertainment shows more
than trot music itself. Notably, it can be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trot craze began
with the creation of trot singing stars on audition programs. Furthermore, this can be
considered as evidence that reflects the current trend of trot popularit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on viewer attitude toward trot-related programs,
there was a mix of negative and positive findings. The positive results include the popularity
of trot shows that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s can enjoy together, as there are
now more trot programs than before that encompass all generations. The negative results
include viewer aversion to trot itself or to excessive programming, which was caused
by broadcasting stations deciding to produce too many programs that feature trot singers.
In particular, the high negative perception toward entertainment featuring trot singers
is an inevitable result of these media practices.
In addition, the statement, “I don’t watch the trot-related TV programs because I
don’t like the broadcasting station” was commonly given. This may be because the production
of trot-related programs was started mainly by general programming cable TV channels.
These TV channels have the freedom to make whatever shows they want, and they have
produced countless trot-related TV shows. The TV shows produced by the general
programming cable TV channels, unlike the ones made by the three major land-based
TV stations of South Korea-KBS, MBC, and SBS-have unique characteristic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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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specific broadcasting station. Subsequently, this creates differences in individual
preferences for different trot-related TV shows.
The study also shows that viewers do not believe that success in these programs guarantees
that the winners will become stars. This shows that the excessive production of trot-related
TV programs has made it hard for viewers to recognize who has won the audition.
Contrary to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se trot-related programs, a very positive
evaluation was given in terms of the fairness of the judging.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overall perception concerning trot itself and the perception
of trot-related media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 the popularity of the
current trot genre. Importantly, viewer perception towards the media related to trot was
negative. Contrary to the current high popularity of the trot genre, the existence of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trot-related media conten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media
content production.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principally, it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trot
craze that has gripped the Korean music industry.
Key words : Korean popular music, Trot, Audition program, media,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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