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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음악의 화가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 균형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 다. 이는 많은 언론들이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해 체시장이 불균형을 이

루고 있다는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기 함이다. 연구방법은 페터슨의 문화생산론을 차용하 고 분석 상은 

국내 디지털 음원유통 1 인 멜론 가요음악차트의 2000-2014년 주간 Top10을 사용하여 이  차트에 진입

한 아이돌 음악만을 선별하여 양 연구를 하 다. 연구결과 아이돌 음악은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 구

성에 불균형을 래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며 음악시장의 장르 다양성에 기

여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음악의 생산이 

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정부 련기 은 검증된 사실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확  재생산을 한 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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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how idol music popularity influences on equilibrium of ecosystem in 

Korean popular music market. Because most of media & press reported that idol music caused 

unbalance of whole market so this research issued it. Research method is borrowed production 

of cultural perspective of Peterson and subject of analysis is selected idol music from Melon 

weekly music chart(2000-2014), which is No. 1 digital music distributor. The result showed idol 

music did not bring unbalance of ecosystem structure in Korean polular music market and found 

it contributed diversity of music genre in music market by introducing various musical style all 

the more. This kind of untested information should not cause idol music production leading new 

Korean Wave to shrink.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has to do policy making based on 

verified fact in future and it should be handled as important matter for sustainable and expansive 

reproduction of Korea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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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한국의 콘텐츠산업 2014년 수출총액은 54억 달러로 

2010년 비 약 80%의 성장을 보 으며, 특히 2014년 

음악콘텐츠의 수출은 3억 1천 달러로 2010년 비 

300%이상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 이는 지 까지 

한국음악의 주된 수출 국가는 일본과 국으로 아시아 

지역이 다수를 차지해 문화  근 성(cultural proximity)

의 문화  속성이 해외진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  K-Pop이라고 불리는 음악콘

텐츠는 국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국, 유럽, 아

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으로 향력을 확 시키

며 한류의 표 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 다. 한류 콘

텐츠가 문화  장벽을 넘어서는 탈 아시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는 것이다[2].

K-Pop으로 명명되는 한국의 음악 콘텐츠는 부분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 형성되

었으며, ‘2010년 아이돌 그룹이 이끄는 신한류’라는 보

고서가 발표된 이후 언론  미디어는 드라마가 주도하

던 한류와 구분하기 해 아이돌 음악이 심이 되는 

한류를 신한류라 지칭하 다[3]. 특히 2012년 가수 싸이

(psy)가 강남스타일을 미국의 음악차트 빌보드 

HOT100에 9주 연속 2 의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K-Pop에 한 세계  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2013년 아이돌 걸그룹 크 용팝이 ‘빠빠빠’라는 곡으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지로부터 “강남스

타일의 싸이를 이을 스타가 탄생했다”라는 평을 듣는 

등 K-Pop은 계속 한류를 이끌어 갈 한민국의 표 

문화 콘텐츠로서 성장할 것으로 상이 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아이돌 음악의 화에 하여 많은 

언론들은 아이돌 음악 심인 K-Pop에 하여 다양성

이 필요하다든가[5], K-Pop이 천편일률 이다 등의 비

인 시각을 보도하며[6] 한국 음악시장이 아이

돌 음악으로 인해 한쪽으로의 쏠림 상(tipping effect)

이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7].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연구배경으로 하여 과연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해 한국 음악시장이 한쪽으로의 

쏠림 상으로 불균형을 이루었는가를 2000-2014년을 

연구시기로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음악 콘텐츠의 

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신한류의 표 인 문화콘텐

츠로 부각되는 실을 반 하여 K-Pop으로 불리는 한

국의 음악 콘텐츠  아이돌 음악을 연구 상으로 선택

하 다[8]. 이는 한국의 음악시장에서 아이돌 가수

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신한류를 주

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분의 언론

들이 재의 K-Pop은 아이돌 가수  아이돌 음악 

심이며, 그러한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해 한국

음악시장이 불균형을 이루어 체 음악시장의 생태계

에 심각한 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사 을 발견하고자 함을 연구목 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0-2014년의 한국 음악시장이 

아이돌 음악의 인기로 인하여 체 음악시장이 불균형

을 이루어 건 한 생태계 형성에 부정 인 향을 주었

는지를 실제로 규명함에 연구 목 이 있다. 즉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신한류를 이끌고 있는 아이

돌 음악의 생산이 축됨을 방지하고자함이다. 

한국의 표 문화 랜드인 한류를 신한류라는 이름

으로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음악이 이러한 올바르지 않

은 정보로 인해 한류의 확  재생산과 그 지속가능성의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

는  박근혜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창조경제시 에 새

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창조경제시 는 신과 창조의 문화를 바탕으로 지식 

기반화 되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

업의 주축이 된다는 에서도 본 연구가 시 의 흐름에

도 합하다는 것을 알게 해 다[9].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1.1 신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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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  드라마가 주도하 던 한류는 2010년을 

기 으로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신한류로 이동하게 

된다. 신한류의 특징으로는 과거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

던 것이 유럽, 남미, 동 지역으로 확 되어  세계 동

시다발 으로 소비되는 양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10]. 

이는 소녀시 와 카라가 외국 여자가수로는 일본 오리

콘 음악 차트 역사상 최 의 기록을 갱신했다든가 슈퍼

주니어가 만 KKBOX 차트에서 30주 연속 1 의 기

록 그리고 원더걸스가 노바디(nobody)라는 곡을 미국 

빌보드 음악차트 HOT 100에 한국인 최 로 76 를 기

록하는 등의 사실에 기 한다[11]. 

1.2 아이돌 음악과 K-Pop
1996년 SM 엔터테인먼트가 H.O.T라는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을 생산하여 화에 성공하 다. 이는 

재의 기획형 아이돌의 시 이며 그 후 다수의 음반기획

사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수많은 아이돌 음악을 양산

해 내었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은 2010년 ‘아이돌 그룹

이 이끄는 신한류’의 모태가 되었다. 

일반 으로 K-Pop이라함은 Korea Pop 혹은 Korean 

Popular Music을 지칭하는 용어로 넓게는 한국의 모든 

음악을 통칭하는 말이다[12]. 그러나 우리가 한류

를 의미할 경우에는 한국 가수에 의해 가창되고 안무를 

하며 그리고 해외 팬들에게 극 인 반응을 받는 한국

음악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13]. 삼성경제연구소는 K-Pop의 정의를 아  한

국음악을 총체 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이

돌 가수, 그룹이 부르는 한국의 스음악으로 한정하기

도 하 다[14]. 

이러한 K-Pop열풍은 직 인 경제  부가가치 창

출뿐만이 아니라 국가 랜드와 상품 인지도 제고 등 

효과도 큰 한국의 략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

며, 신한류의 직·간  경제  효과는 2010년 기  

무려 약 4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15]. 

1.3 한국대중음악시장 소비형태 변화  
본 연구는 소리바다라는 무료공유 음악사이트가 

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최근시기인 2014년으로 연구

시기를 선택하 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음악시장

은 음악 소비의 형태가 유형의 physical CD에서 무형의 

digital file로 변화되는 시기이다.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은 2000년 450억 원에서 2003년 

오 라인 음반시장과 균형을 이루다가 2004년 이동통

신업체들이 디지털 음악유통시장에 참여하면서 2010년

에는 약 6,000억 원의 규모로 성장을 이루었으며[16], 

2013년에는 7,0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하 다[17]. 국

내 디지털 음원시장은 멜론, 엠넷, 지니, 소리바다 등이 

90%의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18] 이들을 디지털음

원 유통사라고 부른다.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 유통 유율 1 인 로엔 엔터

테인먼트의 음악차트인 멜론의 경우 2004년부터 디지

털 음악 일의 매량을 순 에 반 하 다[19]. 한 

본 연구시기인 2000-2014년은 2000년  반 H.O.T, 

젝스키스, god 등의 1세  아이돌 그룹과 2004년 이후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 , 카라, 2PM 등의 2세  아이

돌 그룹 그리고 그 후 2NE1, 씨스타, 비스트, 티아라, 포

미닛, missA, 엑소 등 재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많

은 아이돌 그룹들이 인기를 얻어 음악소비의 심에 있

는 시기이기도 하다. 

1.4 생태계
생태계(ecosystem)란 1935년 탠슬리(Arthur George 

Tansley)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사회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되었으며, 체 시스템

을 이루는 여러 개체 혹은 조직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스템을 형성하는 환경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20]. 

생태계의 개념은 상호 계성, 자기조   순환생산

성, 생태 구조  특성의 표 성 그리고 보존  험에 

한 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21]. 1993년 제임

스 무어(James Moore)는 기업 생태계라는 개념을 최

로 제시하 는데,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진하

고,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며 다음의 신을 도모하기 

하여 력하고 경쟁하는 것, 즉 ‘기업들이 새로운 

신으로 공진(co-evolve)하는 것’이라고 하 다[22]. 즉 

하나의 비 을 공유한 공동체가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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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핵심 기업을 심으로 공진화하는 형태의 비즈니

스 략이 비즈니스 생태계이다[23]. 

이러한 생태계는 수많은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개체들은 독립 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상호

작용을 주고받음으로써 그 결과  상하지 못했던 

상이나 질서가 출 하고 이러한 것이 되먹임(feedback) 

되면서 각 객체에  다시 향을 미치는 구조를 의미

한다. 생태계의 핵심가치는 공존, 균형, 지속성이며, 이

러한 가치가 지속되기 휘하여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선순환구조 형성이 매우 요하다[24].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아이돌 음악의 화가 

한국 음악시장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어떠

한 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 다. 

2. 연구방법론 및 연구설계
2.1 문화생산론 
본 연구는 미국의 사회학자 페터슨(Richard Peterson)의 

문화생산론을 연구방법론으로 차용하 다. 그는 미국

음악시장을 빌보드 음악차트로 양  분석하여 기

업(음반사)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유율을 분석하여 미

국 음악시장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분석하 다. 이

에 본 연구는 한국 음악시장에서 아이돌 음악의 

화 흐름을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차트인 멜론

(www.melon.com)을 연구자료로 하 고, 그  가요음

악차트의 Top10에 진입한 곡  아이돌 음악만을 선별

하여 분석 상으로 양 연구를 하 다.

이 문화생산론이라는 연구방법은 한국 음악시장

의 기업집 에 따른 수직결합과 생산시스템 연구의 분

석틀로도 사용한 선행연구가 있다[25]. 

[표 1]은 페터슨과 버거가 미국의 빌보드 음악 차트 

1948-1973년을 연구시기로 하여 25년간의 미국  음

악시장의 화 흐름을 분석한 표이다. 

페터슨은 이를 통하여 미국 음악시장을 4  혹은 

8  기업의 집 률과 음악 생산물의 동질성  다양성 

여부를 분석하 다[26]. 기업 즉 음악의 유퉁을 책임지

는 음반사가 음악의 생산자인 기획사( 이블)를 어떠한 

형태로 리 하느냐에 따라 체 음악시장의 생태

계에 동질성 혹은 다양성에의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7]. 즉 [표 1]에서 기업이 집 되어도 이블은 음악

생산에 념하고 기업은 유통과 홍보를 책임지는 개방

형 생산 시스템(open production system)을 통하여 

Warner Music 등 미국의 메이  음반사들은 음악생산

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유율을 증가시켰다.

Table1 Table2

Year Label Firms 4firms 8firms Records
Number 
one

 records

% of performers

New Established

1948 11 11 81 95 57 9 29.3 48.8
1949 9 8 89 100 63 9 22.9 60.0
1950 11 10 76 97 66 12 38.8 40.8
1951 10 8 82 100 51 8 29.4 44.1
1952 12 11 77 95 56 13 28.2 43.6
1953 12 11 71 94 48 7 46.9 40.6
1954 13 12 73 93 56 11 43.6 46.2
1955 16 14 74 91 62 9 57.4 17.0
1956 22 20 66 76 59 11 55.3 19.1
1957 28 23 40 65 70 16 70.0 10.0
1958 35 31 36 60 77 15 61.0 10.2
1959 46 42 34 58 92 15 73.1 11.9
1960 45 39 28 52 95 18 60.3 14.7
1961 48 39 27 48 105 18 66.2 16.2
1962 52 41 25 46 107 19 60.0 20.0
1963 52 36 26 55 110 19 67.0 14.8
1964 53 37 34 51 104 23 68.6 7.1
1965 50 35 37 61 111 27 65.3 9.3
1966 49 31 38 61 120 27 55.1 10.3
1967 51 35 40 60 108 19 48.1 18.5
1968 46 30 42 61 90 16 57.5 19.2
1969 48 31 42 64 101 17 44.6 20.3
1970 41 23 51 71 97 21 55.8 14.3
1971 46 21 45 67 94 19 61.3 14.7
1972 49 20 48 68 101 22 57.1 11.9
1973 42 19 57 81 98 28   
자료 : Peterson, Richard and Berger, David. (1975), Cycles in 

Symbol Production: The Case of popular Musi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pp.160-161

표 1. Billboard Annual Top 10 Singles from 
1948-1973

 
문화생산론은 술자체의 본질보다는 술이 어떠한 

사회  맥락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지에 을 두어 

사회  변수들이 어떻게 문화의 형식과 내용을 제약하

고 있는지 경험 으로 설명하려 했다[28].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한국 음악시장에서 

아이돌 음악의 인기로 인해 체시장이 다양성을 상실

하여 체시장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부정 인 

향을 주었는지를 음악차트를 사용하여 양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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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문화생산론을 차용한 양적 연구

연구
설계

연구문제 
아이돌 음악의 대중화와 한국대중음악시장 불균
형 문제연구 

연구목  
아이돌 음악이 한국대중음악시장 생태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2000-2014

연구 상 
멜론 가요음악차트 2000-2014 Top 10에 진
입한 아이돌 음악

정보수집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표 2. 연구 방법론 및 연구설계 

[표 2]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  연구 설계 정리표

이다. 연구방법론으로는 페터슨이 미국의 음악시

장의 다양성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기 해 사용한 

문화생산론 방식을 차용하 다. 이를 기 로 아이돌 음

악이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 구성에 끼친 향을 

분석하 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아이돌 음악으로 인해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우려를 

지 하며 보도만 한 반면 그에 한 실제 인 검증연구

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이돌 음악이 한국

음악시장에 본격 으로 향을 미친 2000년부터 가

장 최근 시기인 2014년을 연구시기로 하고 아이돌 음악

만을 분석 상으로 한 최 의 연구라는 에 시사 이 

있다. 한 유형의 physical CD의 매가 격히 감소

하고 digital file의 매량이 소비의 주된 형태가 된 시

 상황을 반 하여 digital 음원 매량을 차트의 기

으로 한 멜론이라는 음악차트를 분석 상으로 선택한 

것도 부가 인 시사 이다.   

3. 한국대중음악시장의 아이돌음악 2000-2014
3.1 아이돌음악의 함의 
미국의 로페즈(Paul Lopez)가 1980년  미국 음

악시장에 ‘뉴 웨이 (new wave)’와 ‘랩(rap)’의 출 을 

신으로 보았듯이 본 연구는 이 기간의 아이돌 음악을 

한국의 표 문화콘텐츠, 즉 ‘한류’로서 인정받은 시기

라는 에서 연구지표로 사용하 다. 로페즈가 이 시기

에 뉴웨이 를 신으로 간주한 이유는 이 의 음악 스

타일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스타일의 율동

(performance)을 가미하여 재정립하 기 때문이다[29].

즉 뉴 웨이 의 음악  양식(musical forms)과 음악

 퍼포먼스(musical performance)는 이 시기에 굳건하

게 기 이 분명하 던 록(rock), 소울(soul) 그리고 디

스코(disco) 의 경계선을 무 뜨렸기 때문이었다[30]. 

유사한 개념으로서 ‘아이돌 음악’은 하나의 음악 장르

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음악 역사에 본격

인 새로운 형태의 음악  스타일(musical style)로 등장

하 고, 본 연구기간  K-Pop이라는 이름하에 신한류

를 주도하 다는 함의 이 있다. 

3.2 아이돌음악 대중화 우려
2007년 소녀시 , 카라, 원더걸스 등의 형 아이돌 

걸그룹 데뷔 이후 이들을 심으로 2010년 ‘신한류’라는 

용어가 탄생하 다. 이후 부분의 언론은 이러한 아이

돌 음악의 화로 인해 한국 음악시장이 한쪽으

로의 쏠림 상으로 인한 편 화에 한 우려의 기사화

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보도시기 기사 제목 언론사

12.2.17 아이돌·방송이 장악한 가요계 쏠림현
상 심화 이데일리 

12.2.18 아이돌에 쏠리고 방송에 치이는 가요계 뉴스앤미디어 
12.3.30 아이돌 음악 중심 K팝 다양성 필요 매일경제 
13.10.15 국내 대중음악에서 아이돌 음악 편중현

상 심각 노컷뉴스

13.12.16 식어버린 아이돌, 뜨거워진 오디션, 온
돌 같은 거장들 서울신문 

13.12.19 연제협, 아이돌 위주 공연탈피, 다양성 
꾀한다 SBS CNBC 

14.4.16 아이돌 일색 음악방송, 이젠 존재이유 
고민할 때 헤럴드경제 

14.4.21 TV는 왜 아이돌을 좋아할까 TV데일리 
14.6.3 천편일률 K-팝 극복, 한류콘텐츠 저변 

확대 힘써야 세계일보

14.7.8 韓 음악시장, 아이돌에 편중, 다양성 필
요해 OSEN 

자료 : 언론보도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3. 아이돌 음악 대중화 우려 주요 언론보도 

[표 3]은 주요 언론에 보도된 아이돌 주의 K-Pop

에 한 우려의 언론 보도 제목을 정리한 표이다. 이들

은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한 한국 음악시장의 

쏠림 상과 나아가 한류 콘텐츠의 변확 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모두 한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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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장이 아이돌 주로의 방송과 공연의 과다를 걱정 

할 뿐, 아이돌 가수의 인기로 인해 음악장르가 편 되

었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 는지에 

하여는 구체 인 설명이 없다. 즉 아이돌 가수가 구

사하는 곡이 모두 스 음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

고 아이돌 가수의 TV등 미디어에의 많은 노출 상을 

생태계 불균형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심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발견하기 해 본 연구를 진행한

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이러한 언론보도의 지 과 같이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하여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문제 을 래하 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3.3 아이돌 음악 양적 연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아이돌 음악 화에 따른 

한국 음악시장 불균형의 문제 제기에 하여 그것

이 올바른 정보인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양  연

구를 진행한다.

연도
Top10
곡 수

아이돌곡 
수

아이돌
곡 비율

체
가수 
수

아이돌
가수 수

아이돌가
수 비율

2000 95 15 15.79 63 7 11.11
2001 94 11 11.70  71 8 11.27
2002 90 13 14.44  69 13 18.84
2003 106 11 10.38  86 16 18.60
2004 112 16 14.29  81 13 16.05
2005 81 10 12.35  54 12 22.22
2006 93 9 9.68  69 14 20.29
2007 86 13 15.12  63 16 25.40
2008 76 25 32.89  49 14 28.57
2009 99 48 48.48  63 25 39.68
2010 141 64 45.39  84 36 42.86
2011 132 52 39.39  88 32 36.36
2012 128 45 35.16 76 24 31.58
2013 147 45 30.61 94 33 35.11
2014 143 48 33.57 99 26 26.26
자료 : 멜론 가요주간싱글차트 2000-2014를 연구자가 재구성

표 4. 아이돌 음악 및 아이돌 가수 점유율 2000-2014

[표 4]는 한국 음악시장 2000-2014년의 15년 동안 

아이돌 음악의 차트 유율을 문화생산론에 입각하여 

멜론 차트 Top10의 진입여부에 따른 양  연구정리표

이다. 

이 시기의 아이돌 음악은 2007년을 분기 으로 증가

하기 시작한다. 2007년은 아이돌 K-Pop의 표 인 아

이돌 그룹인 소녀시 와 카라가 데뷔한 해이다. 2007년

부터 아이돌 가수의 곡들이 차트에서의 비 을 높여 가

며 2009년에는 체 Top10곡 수에서 아이돌 곡의 비율

이 약 48% 이상 수직 상승한다. 

2010년에는 아이돌 곡 수가 64곡으로 본 연구기간 동

안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러나 Top10곡의 수도 년 

비 40% 가까이 상승한 141곡을 기록하여 체 곡 수 

비 아이돌 곡의 유율은 약 45%로 년 비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

속 이어져 체 Top10곡 수 비 아이돌 곡 비율은 계

속 감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 곡 유

율의 감소 경향은 2014년에는 약 33%로 2013년의 30%

에서 소폭 상승한다. 

2010년부터 아이돌 곡 수의 비율이 어드는 이유는 

한국 음악시장이 2009년부터 아이돌 곡 외에 TV 

오디션 로그램에서 배출된 입상자들과 힙합, 록 계열

의 인디가수들의 곡들이 들의 인기를 얻어 차트에 

진입하여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 기 때문이다. 

즉 허각, 존박, 울라라세션 등의 오디션 로그램 입

상자, 긱스, 넬, 어반자카  등의 인디계열 아티스트 그

리고 인기 TV 로그램의 스페셜 이벤트인 가요제를 

통한 개그맨 유재석, 정형돈 등의 곡이 Top10에 진입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이돌 가수의 곡의 유율이 최고치에 이른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Top10 곡 비율 비 아이돌 

유율은 아이돌 곡이 38.77%, 아이돌 가수가 39.30%

로 각각 평균 39% 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을 과연 ‘아이돌 음악으로 인

해 한국 음악시장이 한쪽으로의 쏠림 상으로 인

해 생태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

을까에 문제를 제기한다. 

오히려 스음악으로 규정되는 아이돌 음악이 내부

으로는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르의 다양성을 향한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라드계열의 아이돌 솔로 가수 

‘아이유’는 2011년에 Top10에 5곡을 진입 시켰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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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돌 걸그룹 ‘시크릿’과 ‘티아라’도 각각 3곡을 Top10에 

진입시킴으로서 동일한 아이돌 가수의 곡이 히트 하

으나, 오디션 로그램 입상자들의 곡 등 비아이돌 가

수의 곡들도 상 으로 히트를 하여 아이돌 음악과 함

께 화를 이루었다.

즉 음악시장에서 성의 기 이라고 할 수 있

는 Top10곡 수 비 아이돌 곡 수는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 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 4]를 통하여 아이돌 가수의 음악이 

2000-2014년의 기간 동안 체음악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 유율울 보이고 있는지를 발견하 으며, 이것을 토

로 본 연구의 주장을 하고자 한다. 

 

3.4 연도별 아이돌 가수 증감 분석

자료 : 멜론 가요주간싱글차트 2000-2014 를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 아이돌 곡 및 가수 증감율 2000-2014

[그림 1]는 2000-2014년의 기간 동안 멜론 차트 

Top10에 진입한 아이돌 가수와 아이돌 곡의 유율 표

인 [표 4]를 기 로 하여 그것의 연도별 증감을 표 한 

그래 이다. 2011년을 기 으로 아이돌 곡 수는 감소하

며 아이돌 가수의 수도 2013년을 제외하고 에 띄는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체가수의 수가 증가하여 Top10에 진입한 

체 가수의 수 비 아이돌 가수의 유율은2010, 

2011, 2012년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3년에 

다시 유율은 상승하나 2014년에는 에 띄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본 연구는 아이돌 가수의 TV등 미디어에의 

반복 인 노출이 마치 체 음악시장의 생태계에 불균

형의 향을 주었다는 착시 상(illusion effect)으로 해

석한다. 아이돌 가수가 성을 확보하여 시장의 트

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이 음악시장의 

생태계 불균형으로의 귀결은 다른 시각의 문제라고 

야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본 연구는 오히려 차트의 Top10에 진입한 아이돌 가

수의 음악 장르가 스 음악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 다. 즉 록 장르의 FT Island와 CNBlue, 발라드 

장르의 아이유와 2AM, 그리고 힙합 장르의 빅뱅과 블

락비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음이 확인되

어 아이돌 가수들은 오히려 내부 으로 다양한 음악장

르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연구결과이다. 

즉 지 의 미디어에서의 비슷비슷한 아이돌 가수가 

보여 지는 양상은 한국 음악시장에서 아이돌 기획

사의 형 인 트 이닝 시스템에 의해 훈련되어 비슷

비슷한 아이돌 가수들이 양산된다는 제작 시스템의 문

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들의 취향을 반

한 방송사의 단에 따른 아이돌 가수들의 잦은 TV 노

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음악시장이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하여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귀결시키

기에는 그 인과 계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의미와 같다. 

3.5 아이돌 음악과 음악시장 생태계 
본 연구는 의 사실을 근거로 ( 어도) 아이돌 음악

의 화로 인해 한국 음악시장이 불균형을 이루

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기는 어려웠다.

그림 2.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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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은 본 연구의 연구 결과이다. 2000년 비 아

이돌 곡 수와 아이돌 가수의 수는 각각 약 3.5배 증가하

다. 그러나 체 Top10곡 수도 증가하여 체음악시

장에서의 아이돌 곡 수의 유율은 평균 40% 에 미달

하고 있다. 

본 연구가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해 한국 음

악시장이 한쪽으로의 쏠림 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에 한 문제를 제기한 근거이다. 2009년 아이돌 곡의 

차트 유율은 약48%로 최고치를 보 으나 이후 꾸

히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차트 유율도 평균 약 39%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스음악뿐이 아니라, 록, 발라드, 힙합, 

디스코 등 아이돌 가수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

며 차트에 진입하 다. 

아이돌 이라는 비슷비슷한 가수가 미디어에 반복 노

출되어 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상과 한국

음악시장의 음악장르의 편 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 히 언론은 다수의 아이돌 가수의 데뷔 

우려와 아이돌 그룹의 인기는 다른 장르의 쇠퇴를 가져

온다고 소개하고 있다[31].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오히려 아이돌 가수뿐

만이 아니라 많은 비아이돌 가수도 화를 이루었으

며, 아이돌 가수의 곡들도 형 인 스 스타일과 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구사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것은 기획사의 아이돌 스타 제작 시스템으로 인해 

피상 으로 보여지는 상을 부분의 언론들의 음악

시장 생태계 우려로 나타나는 착시 상으로 본 연구는 

주장한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음악의 

화가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 다. 연구방법론으로는 페터슨이 

미국 음악시장의 생태계 분석을 미국 빌보드지의 

음악차트로 한 것을 차용하 고, 분석 상은 국내 디지

털음원 유통 유율 1 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차트인 멜론 가요 Top10으로 하 다. 이  아이돌 음악

의 곡과 아이돌 가수만을 선별하여 양  연구를 하 고 

연구시기는 2000-2014년의 15년으로 진행하 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아이돌 음악의 화로 인해 한국 음악시

장이 한쪽으로의 쏠림 상을 보여 체음악시장의 불

균형을 가져온다는 많은 언론보도는 본 연구결과 검증

하기 어려웠다. 즉 연구결과 성의 기 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차트의 Top10에 진입한 아이돌 곡 수는 

체 Top10곡 수 비 평균 40% 미만을 보이고 있다. 

한 아이돌 가수의 수도 체 Top10에 진입한 체 

가수의 수 비 약 30% 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아이돌 가수의 미디어에의 잦은 노출이 체 음악시

장의 음악장르에서 아이돌 가수의 곡의 인기로 이해되

어 마치 체 음악시장의 생태계 괴 우려로 오해하는 

착시 상으로 규정한다. 

둘째, 아이돌 음악은 형 인 스 음악뿐이 아니라 

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스타일을 구사

하며 차트에서 성공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 아이돌 음

악으로 체 음악시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

는 오히려 아이돌 기획사들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생

산하며 내부 으로는 진화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음악시장의 장르 다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 연구 결과 오히려 비아이돌 가수의 곡들도 인기

를 얻어 아이돌 가수의 곡보다 더 높은 시장 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 다. 즉 비아이돌 곡 도 자생

으로 화를 이루어 아이돌 가수의 곡 과 균형을 이

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신한류를 주도하

고 있는 아이돌 음악의 생산이 축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이는 아이돌 가수가 성을 확보하여 음악시장의 

트 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체음악시장의 생

태계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

장이다. 이것은 체 음악시장에서 비아이돌 가수의 곡

도 화를 이루어 시장 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

을 간과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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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시장과 아이돌음악 
화 (2000-2014)

 내용

1. 아이돌음악 대중화로 전체시장 
쏠림현상 증명 어려움

· 전체 Top10곡 대비 아이돌곡 
점유율 40%미만 

· 전체 Top10곡 진입 아이돌가수 
점유율 30% 대

2. 아이돌 음악 대중화로 전체 음악
시장의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아이
돌 가수의 반복적인 미디어 노출

대중들의 취향을 반영한 방송사 등 
미디어의 결정

3. 아이돌 가수의 대중성 확보와 전
체시장의 생태계 불균형 이슈는 
별개의 문제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음
악 생산 위축되어서는 안됨

표 5. 연구의 시사점 정리표 

종합 으로 분석결과 아이돌 음악의 국내  해외 인

기가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에 불균형을 끼친다는 

것은 증명하기 어려웠다. 즉 아이돌 가수의 TV 등 미디

어에의 반복 인 노출이 아이돌 곡의 시장 령이라는 

착시효과(illusion effect)를 일으켜 체시장이 아이돌

로 인해 쏠림 상(tipping effect)을 보인다는 잘못된 정

보의 결과를 래하 다. 

이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한국의 음악 

콘텐츠 진흥정책은 아이돌과 비아이돌 가수의 단순 균

형에 이 맞추어져 있다. 아이돌과 비아이돌 가수의 

이분법  구분이 아니라 여 히 신한류를 주도하고 있

는 아이돌 음악의 확  재생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비아

이돌 음악의 한류 참여 가능성에 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의 이벤트로 인천한류

콘서트가 9월 17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었다

[32]. 18개의 공연 참가 이 엑소 등 모두 아이돌 가수

로 구성되었다. 한류라는 이름의 공연이 모두 아이돌 

가수의 음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가 

아이돌 음악과 한류의 확  재생산으로의 근에 한 

당 성을 제공해 다. 

문화체육 부는 2011년 아시아 지역의 한국 방송 

콘텐츠에 한 수요에서 주요 수입국의 다변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팝(K-Pop)의 향력 증가에 의

해 동남아 지역에 한 방송 콘텐츠 수출이라는 시 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망된다고 발표하 다[33]. 여

기서의 K-Pop도 아이돌 음악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아이돌 음악은 콘텐츠 수출  한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해서

는 아이돌 음악으로 인해 음악시장의 생태계 불균형 등

의 비 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검증된 정보에 근거한 

보도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 상을 반 하여 디지털 음원 

매량을 반 한 음악차트를 양 분석 하여 아이돌 음악

과 한국 음악시장의 생태계 구성에 한 최 의 연

구라는 학문 인 시사 과 검증된 정보에 기 한 한류

의 지속가능성에 한 정책수립의 실무 인 시사 을 

제공해 다(방송차트를 소재로 하여 한국 음악을 

아이돌 음악의 발 단계로 분석한 선행 연구는 있

다)[34].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한국 음악 시장에서 디

지털 음원 유통의 시장 유율 61%를 보이고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차트 멜론[35]을 연구 소재로 사용

하여 객 성을 유지하려고 하 으나, 이것이 한국 

음악시장의 표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의 보완책

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향후 본 연구의 주장

인 언론보도의 착시 상과 쏠림 상에 한 엄 한 분

석과 연구문제의 세분화, 구체화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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