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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후발산업국인 한국 K-Pop의 인기는 독특하다. 추격이론의 에서 K-Pop의 등장을 분석한다면 창조

산업의 략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련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에 착

안해 본 연구는 K-Pop기업의 내부역량, 시장공략방향 그리고 제품 략을 기존에 연구되었던 제조기업 추

격 략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첫째, K-Pop기업이 음악생산에서의 인하우스(수직통합) 시스템 

도입과 기업규모 확장을 통해 앨범제작이라는 비연속  로젝트를 효과 으로 수행하는 로젝트 실행역

량을 구축했음을 확인했다. 둘째, K-Pop기업들은 일 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했고, 로벌 시장에서 상품성

을 검증받은 장르를 심으로 기회의 창을 히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K-Pop기업은 앨범시장에서 진

 신을 극 활용했다. 이것은 한국 제조기업의 추격 략과도 유사 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K-Pop기업

들은 성장과정에서 한국 제조기업의 경험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K-Pop∣인하우스 시스템∣기회의 창∣점진적 혁신∣추격전략∣

Abstract

The rise of K-Pop in the latecomer environment is unusual. There is little research on K-Pop 

from the catch-up perspective though it would yield some insight into a strategic direction of 

creative industries in the latecomer environment. Thu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firm 

capability, market development, and product strategy of K-Pop firms with ones of manufacturing 

firms during the catch-up period. It reveals first that K-Pop firms developed project execution 

capability to carry out discrete projects effectively by adopting in-house (vertical) system in 

music production and increasing the size of firms. Second, they pursued global market and 

utilized the window of opportunities based on a proven music genre. Third, K-Pop firms pursued 

the incremental innovation in the product development. Since these characteristics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catch-up strateg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Korean catch-up experience 

could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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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규모 유형자본 없이 고도의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통 인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한국

의 경우 창조산업에 해 많은 심을 기울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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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이었지만, 이제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창조산업을 바라보고 있다. 

그 지만 창조산업은 이제까지 한국기업들이 집 했

던 산업부문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 우선 창조산업

의 투입물은 물론 산출물 역시 물리  형태의 것이 아

니고 핵심 경쟁력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다. 

한 제조업과 같이 연속  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모여서 일을 하는 

비연속  로젝트의 성격이 크다[1-3].

K-Pop의 성장은 그 기 때문에 독특하다. 한국의 

음악을 지칭하는 K-Pop은 2000년 부터 로벌 시

장에서 심을 받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K-Pop에 한 심이 

지역 으로 균등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아시아에 편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4]. 하지만 한국과 같은 제조

업 심국가가 표  창조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K-Pop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부분은 K-Pop과 유튜 로 

표되는 미디어 환경변화의 계나 K-Pop 산업을 떠받

히는 인력구성과 같은 것에 심이 있었다[5-9]. 하지

만 아직 K-Pop을 생산하는 기업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K-Pop 콘텐츠를 생산하는 K-Pop기업이 제조부문과 

유사하게 추격 략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음을 검증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 통해 우리가 흔히 산업  

특이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창조산업의 경우도 근방

법에 따라서는 기존 제조기업의 추격 략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실무 으로도 본 연구는 K-Pop기

업과 정책 문가에게 다양한 시사 을  수 있다. 

K-Pop 산업과 제조업이 유사한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K-Pop기업들은 발 경로에 있어 이미 수십 년 

앞서있는 제조기업의 시행착오로부터 다양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1년간의 연간 100  음반을 제

작한 제작음반사들을 상으로 K-Pop기업의 역량과 

선택 략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K-Pop 

시장을 크게 기업내부, 주력시장(기업환경) 그리고 제

품(콘텐츠)특징, 세 분야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배경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통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경제  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2]. 창조  결과물을 만들어내

기 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실험이 요하다. 기존 결

과물과는 다른 무엇이 요구되는 콘텐츠 실험을 해서 

개별 로젝트가 핵심제작단 가 되고 구성원의 다양

성(diversity)이 강조된다. 다양성을 만족할 수 있는 

로젝트 진행을 해 능력 있는 개인이 일시 으로 모여 

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재능 있는 개인을 선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이 행사 기능을 담

당하기도 한다[1][3]. 기본 으로 유통과 자본공 은 

기업이 주도하고, 실제 가수와 로듀서를 섭외하여 음

악을 생산하는 것은 소규모 독립 이블(label)의 역할

이다[10].

최근 로벌 음악시장에서 음악생산에 한 기업

의 역할이 상 으로 커지기는 했지만, 이들은 여 히 

이블 분산화와 같은 조직 략을 선택함으로써 음악

 다양성과 기업가  활동을 최 한 보장하고 있다

[11]. 왜냐하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창조산업 기업

들에게 요한 성과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12]. 

하지만 이 게 개별 로젝트를 심으로 다양한 사

람들이 업을 반복 으로 수행하는 로젝트 기반 기

업에게 역설 인 문제는 자원 거 에서 기업성과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인 핵심역량을 어떻게 기업 내부

에 축 할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1][13]. 기업 고유

의 자원과 역량이 해당 조직의 경쟁우 를 창출하기 

한 요한 원천이라는 은 기존 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14][15]. 기업이 고유 핵심역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연속 인 학습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

었다. 그 지만 화, 음악, 만화, 미디어와 같은 창조산

업의 기업들은 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낮고 그에 따라 역량을 내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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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3][13]. 

신에 이들은 유동  인력 교환을 통해 외부 자원에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것이 지역 인 클러스터

로 발 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10]. 좀 더 말하면 지역

에 창조  신에 한 자원이 지속 으로 축 되면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 까지 창조산업과 그 기업들은 선발국을 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들은 역사 으로 다양

한 문화자본을 축 하고 충분한 인 라와 자원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창조산업을 선도해왔기 때문이

다.  

하지만 경제발 이 늦은 후발산업국가(latecomer countries)

에서 창조산업 기업들은 존재감이 미약하여 연구가 크

게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자본의 발달은 보통 해

당 국가의 경제수 에 의존 이다. 기 인 재화의 공

이 만족된 이후에나 문화나 창조제품에 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 보니 경제발 이 선발국

에 비해 늦었던 후발산업국가에서는 네트워크나 문화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산업을 발 시킬 

수 있었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16][3]. 

그 지만 K-Pop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음악은 

문화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형 인 후발산업

국 환경 속에서도 세계  성공을 거두었다[17]. K-Pop

의 성공이 아직 아시아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

만 K-Pop기업들은 음악산업 주류시장이라고 할 수 있

는 미권 국가에도 꾸 히 도 하고 있으며 그 잠재력

은 높다고 할 수 있다[4]. K-Pop의 성공에 해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첫째, K-Pop과 미디어 환경변화 사이의 

계를 탐구한 것이다[8][9]. 이들은 트 터와 같은 소

셜네트워크(SNS)와 유트 와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을 

K-Pop기업들이 효과 으로 활용한 결과 K-Pop이 국

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는 

내 요인으로 K-Pop 산업의 인력구성에 한 연구이

다[5][7]. 이들은 K-Pop에 있는 고 인력과 이들의 강

한 네트워크가 K-Pop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에 주

목한다. 마지막으로 거시  측면에서 한국이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닌 선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가  

인지도나 경제력이 K-Pop의 성장을 도왔다는 연구가 

있다[6].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K-Pop

을 생산하기 해 필요한 기업역량이 무엇인지를 연구

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럼 K-Pop기업들은 세계시장에

서 성공하기 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했는가? 이것에 

답하기 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 기업들의 추격 략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산업특성이 다르지만 한국

이라는 환경조건이 기업 략에 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기업들은 시장 지배  디자인

(dominant design)을 모방하면서 역량을 축 한 경험

을 가지고 있다. 모방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을 획득하

고자 한국 제조기업들은 기업의 규모를 확 하고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극 공략했다. 한 

지배  디자인을 습득하기 해 역진  엔지니어링을 

반복 으로 수행하면서 진  신의 실행을 통한 학

습(learning-by-doing)을 략 으로 수행하 다[18][19]. 

Lall[20]과 Westphal et al[21]는 기업의 역량을 로

젝트 실행 로세스를 기 으로 로젝트 실행역량, 

로젝트 생산역량, 로젝트 신역량 혹은 로세스 공

학역량, 로세스 생산공학역량 등으로 구분하 다. 이 

 후발산업국이 역진  엔지니어링을 통해 지배  디

자인을 빠른 시간에 성공 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로젝트 실행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다[22-24]. 로젝트 실행역량은 목표가 구체 으로 설

정된 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 한 인력과 자원

을 투입해 일을 성공 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이를 해서는 구체 으로 해당 로젝트가 

실 가능한지 단하고, 로젝트 과정을 리하며, 자

원을 조달하여 실제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필요하다

[22]. 지배  디자인의 모방이라는 구체  목표를 가진 

한국 제조기업들은 내부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면서 

다수의 모방 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로젝트 실행

역량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일단 로젝트 실행역량을 

구축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화와 수직통합화를 통해 

타 역에서도 기술추격 활동을 성공 으로 이루어 냈

다[25]. 이것이 한국 제조기업 추격 략 핵심 내용이다.

K-Pop기업의 경우도 로젝트 실행역량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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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일 수 있다. 창조산업에서의 기업 활동이 비연속된 

개별 로젝트를 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기업 내부

으로 로젝트 실행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한 성공 

요인일 수 있으며, 한국의 신시스템 안에서 K-Pop기

업들 역시 로젝트 실행역량을 축 하기 용이한 환경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명, 산업마다 로젝트의 개념  차이는 존재한다

[13]. 추격 략 측면에서 제조기업의 로젝트는 주로 

외부에서 습득한 기술을 학습하고 내재화 시키고 이것

을 계열기업에 하는 과정을 지칭한다[22]. 반면 

K-Pop기업에게 로젝트는 개별 음반을 제작하는 작

업으로 제조업의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두 분야에서 수행하는 로젝트 산출물의 유사성 보

다는 과정상에서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앞에서 정의했

지만 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로젝트 산출물이 결정

되고 나면 그것을 수행하기 해 조직내부에서 다양한 

자원과 행 자들의 계를 조정하는 작업은 요한 과

제다. K-Pop기업의 음반제작 작업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로젝트 실행역량이 축 되기 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로젝트의 목표가 명

확히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산업의 경우 로

젝트의 목표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명확하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 K-Pop기업들은 

해외에서 검증을 받은 특정 장르를 주목했다. 10  음

악소비자를 한 스장르는 이미 미국과 국 시장에

서 그 가능성이 확인 된 분야인데, 로벌 시장에서 이 

역의 공백이 만들어졌고 이 시기를 한국 K-Pop기업

은 고들었다[26][27]. 그들은 우선 한국에 이것을 수

입해 국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 고 곧바로 이

를 수출하여 로벌 성공을 거두었다[4].

음악산업에서의 기회를 확인한 K-Pop기업들은 성공

을 해 목표를 분명히 하 고 여기에 로젝트 실행역

량이라는 내부자원을 결합하 다. 그 결과 K-Pop은 놀

랄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회의 창과 기업역량

의 결합이 만들어낸 산업추격활동의 형 인 패턴이 

제조산업 뿐 아니라 창조산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결과이기도 하다[28]. 

III. 데이터수집 및 분석틀 

1. 연구데이터 
본 연구는 ㈜한터정보시스템(이하 ‘한터’)에서 제공

하는 한터차트 연간 100  음반을 연구 상으로 설정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 음반을 분석단 로 하여 

차트가 발표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의 연

간 100  음반, 총 1,100개 음반을 상으로 연구를 수

행했다. 

하지만 1,100개의 음반  본 연구에서는 정규음반만

을 연구 상으로 한정했다. 즉, 편집음반, 베스트음반, 

OST 등 기존에 만들어진 음악 혹은 특수목 으로 제

작된 음반들은 연구에서 제외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왜

냐하면 비정규 음반들은 K-Pop기업의 음악  결과물

이라기보다는 특정 이슈로 만들어진 기획음반의 성격

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인기가 해를 넘어가면서 연속된 2개년도 차트에 

반복 으로 등장한 음반도 동일음반으로 간주하여 차

년도 것을 제외하 다. 그리고 본래 하나의 음반이지만 

음반화보, 상DVD 등 부가물 변경으로 음반이 재발

매된 경우 역시 앞과 동일한 이유로 연구 상에서 제외

하 다. 그 결과 422장의 음반을 제외한 총 678장의 정

규음반을 최종 인 연구 상으로 확정하 다.

K-Pop 음반을 통해 기업들의 략과 신활동을 분

석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상 음반의 가수 혹은 그

룹의 데뷔경로, 음반장르, 기획사 규모 정보를 추가 으

로 수집하 다. 우선 아티스트인 가수와 그룹의 데뷔경

로는 한국음악산업 회에서 구축한 ‘K-Pop Archive’ 

(http://k-pop.or.kr)와 신문기사를 주로 활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개인 DB  음반

정보가 가장 체계 으로 정리되어 있는 '매니아DB' 

(http://www.maniadb.com)도 함께 이용하 다. 음반장

르의 경우는 한국 음악스트리  시장 유율 1  기업 

‘멜론’의 정보를 이용하 다. 마지막으로 기획사 자료는 

‘K-Pop Archive'와 ’한터‘를 통해 수집한 후 개별 기업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자공시DB(www.dart.fss.or.kr)

와 매칭하 다. 

국내음반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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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업을 진행하는 K-Pop기업의 특성상 국내음반시

장 자료로 기업 략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 으로 객 성이 담보된 해외음반

매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부분 

K-Pop기업이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시

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음반시장 자료가 공개

자료 에서는 K-Pop기업의 활동을 가장 객 으로 

보여  수 있는 자료라고 단했다.    

2. 분석틀 
이번 연구의 목표는 K-Pop기업들의 신 략을 확

인하는 것이다. 기업내부와 외부환경(시장) 그리고 제

품분석은 기업활동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고 으로 

사용되는 구분틀이다[29]. 실제 분석에서 개별항목의 

하 핵심요소들은 K-Pop기업의 추격 략을 분석하는 

본 논문의 목 을 고려해 선정하 다. 구체 으로 기업

내부 트에서는 기업의 조직  행동과 로젝트 실행

역량에 을 맞출 것이다. 기업환경에 한 분석은 

K-Pop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주력시장에 한 내용이

다. 마지막으로 제품 자체에 한 분석은 기업이 어떤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이다. 이러한 구분

틀은 K-Pop기업의 신활동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부문에서 한국 K-Pop기업의 략  특징을 분석

하기 해서 앞서 설명한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다

양한 자료들로부터 시계열 기  통계치를 추출하여 살

펴보는 것은 K-Pop기업이 가지는 신활동의 주요 특

징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IV. K-Pop기업 음반제작활동 분석

1. 기업내부: K-Pop기업의 수직통합적 인하우스
(in-house) 시스템  

추격 략의 요 특징  하나는 기업이 수직 통합된 

조직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기 한국 제조기

업을 살펴보면 이들은 수직 통합된 그룹집단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했다[30]. 

수직 통합  구조를 가지는 기업들은 외부기업과의 

력에 소극 이다[31][19]. 즉, 기업 혹은 기업집단 내

부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축 하는 내부자 심의 기업

구조가 추격 략의 요 특징이다. 이것은 로젝트 실

행역량이 축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로젝트 

실행역량은 목표가 분명한 로젝트를 반복 수행하면

서 시행착오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내재화 한 결과물이

며, 한국 제조기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로젝트 역량을 

축 했다[22]. 

이제 한국 K-Pop기업을 살펴보자. 세계시장의 음악

기업들은 느슨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비연속  로

젝트를 통해 음악을 생산한다. 한국의 K-Pop기업은 

로벌 음악기업과는 다른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네트워크 형태 보다는 수직 통합된 내부구조에

서 음반을 생산한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체 오디션 등을 통해 가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하

우스(in-house) 시스템이다. 가수와 제작자 그리고 음

악 로듀서가 우연한 계기로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 한 계획에 따라 특정 기업 안에서 작업하여 

음반을 생산하는 구조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

하우스 시스템이다[4][32].

구체 으로 한국의 K-Pop기업들이 가수지망생들을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발탁하여 이들에게 노래, 춤, 

어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훈련을 시킨다. 실력이 일정 

수 에 올라가고 음반 기획과 이미지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 최종 선발되어 가수로 데뷔하게 되는 것이다. 보

통 선발국 음악기업의 경우는 독립 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가수들을 음악 이블들이 발굴하면 기업이 투

자와 마  등을 수행하여 수익을 나 는 구조로 한국

의 인하우스 시스템과는 차이가 난다[3][4]. 한국의 시

스템은 가장 유사하다고 불리는 일본 시스템하고도 

비되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가수 발굴 단계는 한

국과 유사하지만 이들을 극 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은 미약하고 해당 가수의 구체  콘셉트도 팬들에 의해 

데뷔 사후에 정해지는 참여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26].

인하우스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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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한국 K-Pop 제작사들

이 가수를 기획하고 음반을 제작할 때, 상업  성공을 

해 철 하게 하양식 기획방식(top-down)을 용하

기 때문이다[33]. SM엔터테인먼트의 제작 순서를 살

펴 도 기업에서 가수의 이미지를 우선 으로 설정하

고, 실제 가수는 설정된 이미지를 고려하여 후속단계에

서 선발한다[34]. 하양식 기획에서 수직통합  인하우

스 시스템은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 제도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음악제작과 

매니지먼트가 분리될 필요가 없었기에 오랜 기간의 트

이닝이 필요한 인하우스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었다

[33].

인하우스 시스템이 K-Pop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상당히 높으며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은 2003

년부터 2013년까지 음반을 상으로 가수가 인하우스 

시스템 출신인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

의한 인하우스 시스템은 가수가 오디션, 길거리 캐스  

등을 통해 K-Pop기업에 의해 발굴되어 ‘연습생’신분을 

거치면서 강도 높은 트 이닝을 받은 경우다. 

가수의 데뷔경로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분명

히 할 것들이 있다. 우선은 최근에 유행하는 TV 오디션 

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경우를 인하우스 시스템으로 

구분할지 여부다. 본 연구에서는 오디션 로그램 출신

으로 음반을 발매했을 경우는 인하우스 시스템으로 분

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업 내부의 발굴시스

템에 의해 데뷔하 다고 말하기 힘들며, 한 일정 수

의 음악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트 이닝 기간 

없이 바로 음반을 발매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룹출신 가수가 다른 가수들과 함께 로

젝트 음반을 제작한 경우다. 이것은 출신 그룹의 데뷔

경로에 따라 인하우스 시스템 여부를 구분하 다. 하지

만 그룹이 해체된 이후 솔로 앨범을 낸 경우는 인하우

스 시스템의 연속성을 잃어버렸다 단하여 인하우스 

그룹에서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배우출신이 가수로

서 음반을 낸 경우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의해 발굴

되어 연기자로 데뷔하 고 음반을 해 별도의 트 이

닝을 받았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에 가수로 데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우스 시스템

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림 1]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인하우스 시스템이 

K-Pop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

년 이후에는 50%이상이 인하우스 시스템을 통해 데뷔

한 가수나 그룹들이 만든 음반으로 음악차트가 채워졌

다. K-Pop기업들이 채택한 인하우스 시스템은 내부에

서 가수 지망생을 발굴하여 훈련을 시키고 음반까지 생

산하는 로젝트를 반복 으로 수행하면서, 유사 로

젝트를 보다 효과 으로 리하고 조율하는 역량을 축

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음악 기업의 로젝트 실행역

량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음반제작 로젝트는 태생 으로 반복성이 낮다[21]. 

이런 상황에서 음반 로젝트를 내부에서 반복 으로 

수행하는 인하우스 시스템은 K-Pop기업들이 로젝트 

스 을 리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작업에 익숙해지

도록 하는데 도움을  수 있었다.

음악기업의 인하우스 시스템은 기업이 로젝트 실

행역량을 축 하는데 필요한 조직 구조이며, 이는 한국 

제조기업들의 추격 략과도 공통 이 많다. K-Pop기

업이음반제작을 길어야 6개월 빠르면 보통 3∼4개월 

만에 마무리 하는 것도 이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11].

 

그림 1. K-Pop 음반시장에서 인하우스 시스템 출신 가수 
음반비율 (2003-2013년)

2. 기업내부: 대규모 음악기업의 등장 
후발산업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 충분하지 않다. 그 기 때문에 추격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을 최 한 활용하기 해 기업들은 자신의 규모를 

키우는 략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로젝트 실행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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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최 화 시켰다[22]. 

이러한 추격 략은 K-Pop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용되고 있다. K-Pop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규

모를 확 하고 있다. 물론  규모로 봤을 때 다국  

음악 기업의 규모는 한국의 것을 크게 넘어선다. 하

지만 상 으로 한국 K-Pop기업들은 K-Pop 시장에

서 음반생산과정의 수직통합화를 가속화 하면서 몸집

을 불려왔다. 를 들어 SM, YG, JYP 라는 3개의 거  

기획사는 한국 K-Pop 시장에 막강한 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그림 2]는 K-Pop 시장에서 규모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시장 상장이나 

외부감사 등 법에 정해진 기 에 따라 공시 상으로 분

류된 K-Pop기업을 규모 기업으로 구분하 다. 

[그림 2]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K-Pop 시장에서 

규모 기업이 출시한 음반의 비 이 차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규모 기업을 심으로 성장동

력을 확보하는 추격 략이 K-Pop 산업에서도 확인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로젝트 실행역량의 강화가 가

져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음반이라는 

로젝트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효과 으로 그리

고 유사하게 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로젝트 

경험이 많고 실행역량이 높은 규모 음악기업이 시장

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본 조달에 용

이하다는 도 규모 음악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 이

다. 특히 음반제작에 필요로 되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특정 음반발매에서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자

본조달능력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11]. 

한 규모 음악기업은 네트워킹을 통한 보완  트

 확보에도 유리하다. 해외진출을 한 해외 트  확

보가 하나의 사례인데 이것은 주력시장 분석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림 2]에서는 추가 으로 상  5개 기획사의 음반

이 연간 100  음반 리스트에서 차지하는 비 인 CR5

를 표시했다. CR5에 따르면 주요기업의 시장 유율이 

높아지는 시장집 도 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

고 있으며, 이는 공시 상기업의 비율로 살펴본 규모 

K-Pop기업의 등장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2. K-Pop 음반시장에서 대규모 기획사 비중과 상위5
개사 시장비중 (2003-2013년)

3. 주력시장(기업환경): 수출지향적 모델과 
   기회의 창 활용 
주력시장과 련한 추격 략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출지향  사업모델이다. 

1950년과 1960년 반 까지만 해도 한국 제조업 기업들

은 수입 체  내수확  지향  성장모델을 추구하

다. 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성과에 인해 기업들은 수출

지향  성장모델로 선회한다[35]. 이후 수출지향  사

업모델은 한국 제조업기업들의 핵심 략이 되었다. 수

출지향  사업모델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기

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진한다. 수출을 염두

에 두고 생산시설을 설립하다 보니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설을 했고,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 상당한 생산성 향

상을 달성할 수 있게 다[35]. 둘째, 수출시장에서 생

존을 해 상품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것은 자연스럽게 기술역량의 강화로 이어졌고 제조업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18]. 

최근의 K-Pop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

고 가수와 음반을 기획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K-Pop기

업들이 해외시장에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해외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00년 후의 상황

을 살펴 도 당시 기업들이 해외시장 공략을 한 분명

한 략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를 들어 90

년  후반 국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H.O.T.’의 

경우 이들의 성공에는 SM엔터테인먼트보다는 이들의 

음반을 국시장에 처음으로 소개한 모험  소규모 유

통사의 역할이 요했다[32]. 기 해외진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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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인 ‘클론’도 만 ‘록 코드’의 기획으로 자국가수

가 ‘클론’ 노래를 번안하여 음반을 출시하 는데, 이것

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만에 진출하게 된 

경우다[36]. 즉, 기 해외진출은 우연  요소가 강했던 것이다.  

마침 당시 국내 음반시장이 침체되면서 기업들은 새

로운 생존 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우연  요소가 강했

지만 K-Pop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이들은 략 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다[33]. 표 인 사례로 SM의 ‘보아’나 ‘EXO’, JYP의 

‘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K-Pop기업들

은 연습생들에게 어와 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가르

치거나 처음부터 로벌 오디션을 통해 해외 문화에 익

숙한 재외한국인 혹은 외국인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32][37]. 수출지향  모델을 선택하면서 K-Pop기업들

은 많은 자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치열

한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달성하기 해 경쟁 으로 

음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게 된다. 한 해

당 국가에서의 성공을 해 지에서 마 과 유통을 

담당해  트 를 발굴하기도 한다. SM엔터테인먼트

가 일본 형음악사인 AVEX와 트 쉽을 채결하고 

'BoA'를 일본시장에 데뷔시킨 것이 표 인 사례이다

[33]. 이것은 국내시장에서 K-Pop 기획사들이 수직  

가치사슬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로벌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

타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ies)을 히 활

용했다는 것이다. 많은 K-Pop기업들이 성공을 거둔 음

악장르는 스 역이다. [그림 3]은 본 연구의 연구

상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음반 장르를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3]의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 

K-Pop의 음악장르는 비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와 발라드 뿐 아니라 R&B/

소울과 랩/힙합 역시 상당한 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3년에 들어서는 다른 역은 축

소되고 주류음악 장르는 스로 변화한다. 2003년 스 

장르는 약 20% 시장을 유하고 있었지만 2013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하 다. 그 동안 다른 음악장르 특

히 발라드의 경우는 약 35%에서 15%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K-Pop 음반시장 음악 장르별 비율
        (2003-2013년)

그럼 왜 한국 K-Pop기업들은 스 장르에 특화된 것

인가? 이것에 답하기 해서는 세계 음악시장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에서 20  사이의 가수지

망생을 발굴하여 스음악을 부르게 하는 형태가 

K-Pop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세계 음악 산업에

서 최 의 시도는 아니다. 스를 기반으로 일 트로닉

스와 힙합 리듬을 섞은 음악으로 10  음악소비자를 공

략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1980년부터 2000년 

반까지 등장했었다. 팬시팝이라고도 부르는 이 형태

의 표 인 가수는 '뉴키즈 온 더 블록(New Kids on 

the Block)'과‘백스트리트 보이즈(Backstreet Boys)'다. 

이들은 미권 팝시장에 등장해 선풍 인 인기를 렸

지만 2000년 반 이후 이들의 뒤를 이은 가수가 마땅

히 없었는데 이 빈틈을 K-Pop 가수들이 채운 것이다

[27][38]. 

한 음악산업이 차 디지털시장으로 옮겨가면서 

K-Pop 기획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음악

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IT라는 외부

보완기술이 K-Pop기업에 기회의 창을 제공해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SNS와 유튜  같은 뉴미디어가 표

인 인터넷 채 인데, 이것을 활용해 명성에 있어서나 

유통망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K-Pop기업들이 소비자

들을 직  만나서 자신의 음악을 소개할 기회를 획득하

게 된다. 이것은 특히 해외시장에서 효과  이었는데 

표 인 사례가 'PSY'의 ‘강남스타일’이다[8][9][33]. 

Lee and Malerba[28]에서 논의하 듯이 기회의 창은 

한국 제조기업들이 선발기업 추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반도체 산업의 D램 사례, 휴 폰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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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사례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혹은 흐름에 따라 로벌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

회의 창이 만들어 졌다. 한국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놓

치지 않고 선발국가를 추격하고 자신이 도약하는 학습

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러한 추격 략이 K-Pop기업들

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다.

4. 제품(콘텐츠): 점진적 혁신전략 
일반 으로 제품의 발  경로는 크게 3단계로 나  

수 있다. 시간 흐름 순으로 본다면 첫 단계는 시장에 없

던 유형의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는 과정이다. 시장 지

배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단계에서는 기업들

이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경쟁을 한다. 시장을 

표하는 지배  디자인이 탄생하고 기업들이 지배  디

자인을 심으로 자신의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마지막으로 지배  디자인이 정착되면

서 큰 틀에서의 제품 신은 어들고 신 다양한 

진  변형 모형들이 등장한다[39][40]. 

에서 설명한 3단계 과정을 우리는 제품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라고 말한다. 선발국의 경우는 시장

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하는 단계부터 사업이 시

작되기 때문에 앞에서 언 한 3단계가 정방향으로 흘

러간다. 그 지만 후발산업국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후발산업국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품 디자인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 기 

때문에 한국 제조기업들은 지배  디자인이 이미 결정

되어 있는 성숙산업에 진입하여 지배  디자인을 생산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신 생산과정 효율화나 제

품 지화 등 진  개선에 을 맞춘 략을 선택하

다[19]. 이것을 추격 략에서의 역진  주기모형

(reverse cycle model)이라고 말한다[18].

K-Pop이 세계 음악시장에서 살아남기 해 10  시

장을 한 스음악이라는 검증된 음반상품 생산에 

념했지만, 이것은 음악  다양성 부족을 래했다[17]. 

이를 극복하기 해 K-Pop기업들은 가수들의 이미지 

측면에서나 생상품개발을 통해 차별화를 추구한다. 

음악산업에 있어 가장 핵심 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은 유사하게 만들지만, 다른 가수들과의 차별을 

해서 진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가수의 이미지 차별

화나 생상품 차별화 략을 선택한 것이다[41]. 

[그림 4]는 체 상 음반 에서 인하우스 그룹 멤

버의 솔로앨범 혹은 유닛그룹 앨범의 빈도를 나타낸 것

이다. 유닛그룹은 그룹 멤버의 일부가 기존 그룹활동과 

별개로 음반을 발매하고 음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

칭한다. 이들의 음악  방향성은 소속그룹의 것과 유사

한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별 가수들이 

가지는 이미지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시장에서 재포지

션 한 뒤 앨범활동을 펼친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이 연간 100  음반으

로 한정되어 이들 앨범이 차지하는 숫자가 높지는 

않지만, 체 시장으로 봤을 때 다수의 솔로 혹은 유닛

그룹이 성공 으로 활동 에 있다.  

한, 정규앨범 이외의 음반화보나 공연 DVD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패키지 형식으로 재발매하는 특수앨

범 역시 진  역에서의 생상품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0년 반 까지만 해도 이러한 형태의 앨

범은 많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림 4]에서 보듯이 최근

에 들어서는 많은 앨범이 이러한 형태로 발매되고 있으

며 연간 100  음반차트에도 포함되고 있다.1 십만 장 

이상의 매고를 올린 2004년 ‘동방신기 Hug' 앨범 화

보집 버 이 표 인 사례다.  

인하우스 그룹 멤버의 솔로나 유닛활동은 기존 그룹

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분화하고 매출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음반 리패키지와 

같은 특수앨범 역시 마찬가지다. K-Pop 음반 리패키지 

부분은 화보나 음반커버 등 이미지  요소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음반을 재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조업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진  신이라고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음반산업의 핵심인 음악  요소는 

그 로 이지만 이미지에 치 한 진  신을 통한 차

별화가 K-Pop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며, 

이것은 한국 제조기업의 진  신활동에 응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 특수앨범은 본 연구 연구 상에서 제외했었지만 [그림 4]에서는 이

들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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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K-Pop 솔로/유닛그룹앨범과 특수앨범 빈도 
(2003-2013년)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제조분야 추격이론의 에서 K-Pop

기업의 음반제작 특징을 분석하 다. 첫째, 기업내부를 

살펴본 결과 K-Pop기업들은 가수를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하여 내부 으로 육성하고 스스로 음반까지 제작

하는 인하우스 시스템은 앨범제작이라는 비연속  

로젝트를 반복 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다. 이를 해 라벨 심의 소규모 창작 기업

보다는 SM, JYP, YG, 큐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규모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제

조기업들이 수직계열화 된 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로젝트 실행역량을 키운 것과 유사하다.

둘째, 시장측면에서 K-Pop기업들은 로벌 시장을 

기부터 공략했고, 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을 검증받

은 장르를 심으로 기회의 창을 히 활용했다. 최

근 등장한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활

용 다. 마지막으로, 제조기업의 추격 략에서 사용된 

진  신 심의 상품개발방법이 K-Pop기업에서도 

유사하게 발견 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K-Pop기업이 로젝트 실행역

량이라는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 으며, 시장선정이

나 제품 신에 있어서도 제조기업 추격 략과 유사한 

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했다. 이것은 창조산업이라

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역에서도 후발국의 추격

략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0  스음악 시장

은 세계음악시장의 변화 과정에서 한국 음악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 고 K-Pop기업은 이 기회를 잡기 해 

필요한 로젝트 실행 역량을 구축했다. 즉, 후발산업국 

음악기업은 로벌 선발기업과는 다른 사업모델이 존

재하는 것이다.  

K-Pop기업의 추격 략은 한국 제조기업의 것과 유

사하다. 그 기 때문에 한국 제조기업이 추격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와 당시의 략  선택을 검토하는 것은 

K-Pop기업의 향후 망을 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를 들어 한국 제조기업들이 추격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  하나는 기술선택에 한 것이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추격기업은 우선 성숙기술을 충

실히 학습하지만 성숙기술만을 지속 으로 모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발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내부에서 스스로 개발할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 도

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제조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근방법을 선택했다. 첫째는 그 로 선발국의 발

경로를 따르거나, 둘째는 다음 세  기술을 건 뛰고 

그 다음 세  기술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 마지막은 다

음 세  기술의 변형된 형태에 투자하는 략이다[42]. 

K-Pop기업들 역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해서 새로

운 략  선택을 해야 할 시 이 올 것이다. 그 때 기

업들은 차후에 유행할 음악장르를 측하여 문성을 

확보한 뒤 선도 으로 앨범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다음 세  음악을 조  변형한 장르를 이용해 경쟁.력

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음악 콘텐츠에

서가 아니라 음악 소비자에게 음악을 달하는 미디어

에 한 략일 수도 있다. 이러한 도 에 직면해서 

K-Pop기업들은 제조기업의 경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음악산업 핵심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에 해 11

년 동안의 K-Pop 시장 자료를 수집하여 음악을 생산하

는 기업들의 략  행동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 연구에

서는 시도했다. 이 자료를 활용해 우리는 K-Pop기업이 

가지는 역량과 시장공략방향 그리고 제품 략을 분석

하여 기업의 추격 략을 확인하 다. 그 지만 아직 앨

범 제작의 미시  수 에서 수행되는 기업과 이해당사

자들의 행 에 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 콘텐츠 생성에 을 두다보니 유통사와 미디어 



후발산업국 환경에서의 K-Pop기업 추격전략 129

기업 등은 분석에서 제외가 되었다. 특히 음악시장이 

차 인터넷이란 미디어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와 련

된 주체들에 한 분석은 다른 시사 을  수 있을 것

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을 보완하여 창조산업에서

의 신특징을 구체화 시키고 제조기업과의 차이 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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