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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케이팝 브랜딩(K-Pop Branding)과 모타운 소울*1)

이규탁(한국조지메이슨 학교 빙강의교수)

1. 들어가며

2. 대중음악 분석의 틀

3. 모타운 소울 음악

  3.1. 대중음악산업과 흑인음악, 그리고 모타운의 설립

  3.2. 모타운 소울 음악의 이미지 형성

4. 케이팝과 모타운의 브랜딩 전략 비교

5. 마치며

최근 2～3년 동안 이팝 음악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서구를 포

함한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 이팝이란 어떤 음악인

가?’에 한 국내외의 인식 구축은 여 히 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팝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랜딩( 랜드 이미지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팝의 랜딩과 세계화 방식이 1960년  모타운 소

울이 미국 내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과정과 비슷한 이 많다는 이다. 실제

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스스로 모타운의 향력을 언 한 도 있

으며, 다른 형기획사들 역시 모타운의 랜딩 략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모타운 소울의 음악 ·산업  특성과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내외 인 이미

지 략은 재 이팝 산업이 취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그 에서도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 이 은 가톨릭 학교 인간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인간연구 제27호(2014)에 수

록된 졸고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수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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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케이팝, 브랜딩, 모타운, SM, YG, JYP, 모타운소울, 포드주의, 형제애,

정체성, global, local.

차갑고 비인간 인 공장시스템으로 음악을 만들고 가수를 리한다는 비 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둘째, 이들은 그러한 차가움 신 내외 으로 가수와 기

획사 는 가수들 간의 끈끈한 가족애·형제애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 인 스타일이나 정치 인 메시지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이

를 통해 ‘인종 ( 는 민족 ·국가 ) 정체성’을 은연 에 드러내고 있다. 이

러한 랜딩 작업을 통해 이팝 산업은 ‘지역 음악’으로서의 이미지를 희석

시키고 신 ‘ 로벌 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음악 

장르를 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연 을 통해 ‘독자 인 문화 스타일’로서

의 이미지 구축을 해 노력하고 있다.

1. 들어가며

Maybe, K-Pop is South Korea’s Motown era.

다양한 종류의 반응 동 상1)을 통해 유튜 (YouTube)상의 스타 

로듀싱 이 된 인 라더스(The Fine Brothers)는 2013년 7월 이팝

을 소재로 한 반응 동 상인 <YouTubers React to K-Pop>2)을 제작하

여 유튜 에 게시하 다.3) 인 라더스는 베니 인(Benny Fine)과 

1) 특정한 상이나 음악 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한 사람들의 반응을 

촬 한 것을 ‘반응 동 상(Reaction Video)’이라고 한다. 반응 동 상은 미국을 

심으로 하는 해외의 은 수용자들을 심으로 높은 인기를 리고 있다.

2) http://www.youtube.com/watch?v=ekJ-ldOD0TQ 참조.

3) 이들은 최근 “YouTubers React to K-Pop #2”(2014.8.21)를 게시하 다. http:// 

www.youtube.com/watch?v=y2VI1fGKcU8&feature=em-subs_diges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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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 인(Rafi Fine)이라는 두 명의 형제로 이루어진 로듀싱 이며, 

재 유튜 에서 7백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subscriber)를 거느리고 있

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리고 있다.4) 그 에서도 이팝에 한 반응 

동 상은 <강남스타일>의  세계 인 성공 이후에 제작된 상으

로 2014년 9월 재 1,30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동 상  하나이다. 

그런데 이 동 상을 보던 필자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다수

의 이팝 뮤직비디오를 사람들에게 보여  후 해당 동 상의 인터뷰 

진행자가 이팝의 특성을 설명해 주면서 “기획사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연습생으로 뽑은 후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들을 가수로 만든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자, 한 인터뷰 상자가 “그

다면 이팝은 한국의 모타운 음악인가 보군”이라고 이야기한다.5) 

이팝만큼 는 그 이상으로 모타운 성기 시 의 음악을 좋아하는 

필자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과연 모타운 음악이 이팝과 얼마나 비

슷할지 문득 궁 해졌다. 이팝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수용자

는 어떠한 에서 이팝을 “한국의 모타운 음악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 이팝에 한 언 에 앞서, 그는 “모타운이 자신들의 그룹

과 음악인을 만들어내던 체 인 시스템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비슷한 것이었다(The whole Motown system of creating groups 

and artists was very much a factory-processing situation for human being)”라

고 언 한다. 즉, 그가 본 이팝 뮤직비디오, 그리고 인터뷰 진행자에

4) 인 라더스는 다양한 동 상과 스포일러(spoiler) 시리즈, 유튜 로부터 1억 

불의 지원 을 받아 제작한 시트콤 <MyMusic> 등을 통해 미디어 업계로부터 

‘인터넷 시 의 텔 비  방송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

다(“Are the Fine Brothers”, 2012; Dredge, 2013).

5) 해당 동 상 9분 3 에서 9분 7  사이의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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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들은 이팝에 한 몇몇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팝 산업이 

그룹을 키워내고 음악을 제작하는 방식이 모타운 성기의 반 인 

시스템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실 “ 이팝은 마치 모타운 시스템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장 시스

템과 같은 정형화되고 표 화된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다”라

는 지 은 이 수용자가 처음 한 것이 아니며, 이미 몇몇 해외 음악평론

가들이 두 음악을 비교하여 언 한 바 있다(Seabrook, 2012; Johnny, 2014). 

그러나 모타운 음악은 단지 ‘공장에서 어낸 듯한 비슷비슷한 음악’

으로만 취 되기에는 좀 더 다양한 특성이 있었으며, 흥미롭게도 모타

운 음악의 다른 측면들 역시 이팝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이 에서는 모타운 음악과 이팝의 비교를 통해 한 음악의 다

양한 특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음악에 독자 인 장르 는 스타

일로서의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 세계화를 

통한 장르 이미지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는 이팝 산업에 시사하는 

이 무엇인지를 논하려고 한다. 

2. 대중음악 분석의 틀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음악에 해 최 로 

본격 인 학술  논의를 시작한 이후, 미디어나 커뮤니 이션학 련 

학자들을 비롯하여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역사, 철학, 문학 분야 연

구에 종사하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을 심으로 음악에 한 다양

한 논의가 개되어 왔다. 국의 사회학자인 라이언 롱허스트(Brian 

Longhurst)는 지 까지 진행된 음악에 한 학문 인 심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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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질 수 있음을 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비 인 태도(critical mode)’와 ‘찬양하는 태도(celebratory mode)’

이다. 비 인 태도란 음악( 는 문화 그 자체)을 부정 인 

에서 분석하는 태도로, 이 태도를 견지하는 연구자들은 보통 음

악이란 결국 이윤을 남기기 한 상품에 불과하며 상품성을 해 ‘

술’로서의 많은 미학 인 가치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을 지

한다. 반면 찬양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학자들은 음악은 종종 

억압 인 지배 문화에 한 항과 비  정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

으며 미학 으로도 시 의 흐름에 따라 새롭고 창조 인 가치를 꾸

히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두 가지 유형의 학문  분석은 

모두 정치 이고 동시에 미학 인 차원에서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Longhurst, 2007: 1).

음악에 한 이러한 두 가지 태도는 사실 동 의 양면과도 같

은 것이다. 아도르노가 음악의 규격화(standardization)와 상업화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 종속에 해 비 인 분석을 내놓은 후(Adorno, 

1941/1990)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조했던 것이 1970년 까지의 

음악에 한 학문  연구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1980년  국의 사

회학자 사이먼 리스(Simon Frith)의 록음악과 청년문화에 한 선구

자 인 분석 이후(Frith, 1981) 음악에 한 학문 인 연구는 아도

르노  비 인 태도를 가진 기존의 연구들을 거울삼아 그것에 반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통해 그 태도를 정립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분야는 ‘이것 아니면 것’ 식의 단순명료

한 이분법을 용하기엔 지나치게 모순 이 많다. 1990년  이후  

세계 청년층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표 인 음악 장르인 힙

합(hip-hop)을 살펴보면 음악의 이러한 모순 는 이 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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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볼 수 있다. 힙합은 1970년  말에서 1980년   뉴욕 도

심 흑인 거주 지역의 클럽들에서 일하며 음악을 틀어주고 때로는 새

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뒤섞곤 하던 디제이(DJ)들에 의해 형성된 음악

이다. 흔히 ‘최 의 힙합음악이라고 언 되는 3인조 그룹 슈가힐 갱

(Sugarhill Gang)의 1979년 곡 <Rapper’s Delight>나 역시 힙합 음악의 

선구자 인 곡으로 불리는 6인조 그룹 그랜드마스터 래쉬 앤 더 퓨

리어스 이 (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의 1982년 노래인 

<The Message>는 음악 으로는 비슷한 형식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

이를 보인다(Watkins, 2005). <Rapper’s Delight>가 흥겹게 티를 즐기

고 놀자는 ‘유희’의 측면에 집 하고 있는 반면 <The Message>는 가

난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뉴욕 도심 흑인들의 삶을 묘사하

는 정치 이고 사회비 인 노래인 것이다. 더구나 1990년 에 큰 

인기를 리며 힙합을  세계 은이들의 음악으로 만든 힙합의 하

 장르 ‘갱스터 랩(gangsta rap)’의 경우는 술과 마약, 성(性) 등 유희의 

퇴폐 인 측면을 극단 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인종 차별을 비롯한 다

양한 사회 인 제약 때문에 망 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 

빈민 흑인들에 한 노골 이고 나라한 내용을 담아내면서 “힙합은 

건 하지 못한 해로운 음악이다”라는 비 과 “힙합은 구도 제 로 

이야기하지 않는 뒷골목의 실을 직 으로 드러낸 비 이고 

항 인 음악이다”라는 찬양을 동시에 받기도 했던 것이다(Quinn, 2004). 

즉, 장르의 태동부터 힙합은 단순히 춤추고 즐기기 한 상업성에 치

한 음악임과 동시에 억압 인 실에 한 날선 비 을 견지하는 

음악이었고,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 도 힙합의 이 인 

태도는 여 히 유지되고 있다. 한 ‘상업성’과 ‘사회성’이라는 양면

성인 가치의 추구는 힙합뿐만 아니라 록(rock)에서도 꾸 히 등장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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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acyk, 1996).

더불어 음악 상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즐기는 수용자들 역시 그

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다. 아도르노는 ‘ 술작품’이 아닌 ‘상품’

에 불과한 음악을 듣고 거기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수용

자는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의도 로 움직이게 되는 수동 인 존재

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나(Adorno, 1941/1990), 스튜어트 홀

(Stuart Hall)이나 존 피스크(John Fiske) 같은 문화연구 학자들은 은 

음악을 포함한 문화 반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능동 으

로 해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 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

을 바탕으로 지배 인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주장하

다(Hall, 1980, 1998; Fiske, 1987). 그러나 음악이 양면 인 측면

을 지니듯 수용자 역시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이들

은 수동 이고 종속 으로 산업이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음악을 무비

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회 반의 지배 인 흐름에 

반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능동 으로 철하고 산업에서 ‘ 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음악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분석하기 해서는 ‘생산－텍스트－수용자’라

는 세 가지 단 를 모두 고려하며 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음악은 이윤을 얻기 한 상품인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세상에 알리고 공유하기 한 수단이며, 수용자는 다양한 역사 ·사

회 ·문화  맥락 속에서 음악을 즐기게 된다. 그리고 음악상품

은 생산자의 양면 인 의도가 반 된 채 만들어지고 팔리며,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수용자의 수동 이거나 능동 인 해석을 통해 향

유되는 것이다. 롱허스트는 이것을 <표 1>과 같이 정리하 다(Longhurst, 

20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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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텍스트 수용자

폭넓은 경제 ·제도  맥

락에서 생산 행 가 일어남
텍스트가 구성됨

사회  맥락에서 텍스트 해

독

<표 1> 생산, 텍스트, 수용자 분석틀

음악을 분석하고 그 음악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가에 한 논의를 하기 해서는 해당 음악이 생산된 맥락, 즉 좀 더 

넓은 정치 ·경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음악을 즐기

는 수용자들이 구이며 그 음악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방

식으로 그것을 향유하는지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 

자체에 한 분석과 아울러 그 음악이 창작되고 소비되는 역사 ·정

치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음악에 

한 제 로 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에서 비교 상으로 삼은 모타운 소울과 이팝은 음악이 형

성되는 과정부터 인기를 얻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수용자 

 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향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러

한 발  과정을 통해 음악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향력을 끼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도시를 바탕

으로 등장하여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렸으며 많은 이들

에게 범 한 사랑을 받았던 모타운 소울 음악은 그 음악이 만들어

진 시 의 정치 ·사회 ·문화  배경  지역  배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계가 있다. 한 이는 특정한 시 에 특정한 지역을 바탕으

로 등장한 ‘로컬(local) 음악’으로서 세계화에 성공한 이팝 음악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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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타운 소울 음악

모타운 소울은 말 그 로 ‘모타운’이라는 음반회사가 만들어 낸 ‘소

울’ 음악을 일컫는 용어이다. 원래 ‘모타운’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지인 미시건(Michigan) 주(州)의 도시 디트로이트(Detroit)의 별칭이

었는데, 1959년 디트로이트 출신의 사업가이자 작곡가 던 배리 고디

(Barry Gordy)가 고향의 별칭을 따서 설립한 코드 회사의 이름으로 

더욱 리 알려지게 되었다. 모타운은 1960년 에서 1970년  사이

에 성기를 렸으며, 1990년  반 이후 쇠퇴하여 의 을 

잃었지만 그래도 여 히 회사의 이름을 유지하며 종종 새로운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 그리고 ‘소울’이라는 장르는 1950년  후반 무렵 형성

된 음악으로 시 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며 지 까지도  세

계 으로 꾸 히 인기를 리고 있는 음악 장르이다. 소울은 종종 알

앤비(R&B)라고 불리는 리듬 앤 블루스(Rhythm and Blues)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 히 말하면 소울은 체로 가스펠 음악의 향이 짙게 배

어 있으며 통통 튀는 듯한 리듬감과 더불어 트럼펫,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를 극 으로 활용한 일련의 알앤비 음악을 가리킨다(“Soul”, 

2014). 즉, 소울은 알앤비의 하  장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알앤비는 나 에 등장한 힙합과 더불

어 ‘흑인음악(Black Music)’이라고 불리는 표 인 장르라는 것, 그리

고 모타운의 설립자이자 경 자 던 배리 고디는 당시의 음악 산

업계에서 흔치 않았던 흑인 경 자 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이팝 랜딩(K-Pop Branding)과 모타운 소울_이규탁  17

3.1. 대중음악산업과 흑인음악, 그리고 모타운의 설립

산업으로서의 음악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축

(phonograph)이 본격 으로 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반이며, 이러

한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스윙(Swing)이라고 불리는 재즈(Jazz) 음악

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시기는 략 

192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Stowe, 1994; Kenney, 1999). 아도르노가 

음악에 한 논의를 개한 시기 역시 바로 이 시기이며, 그가 

‘ 음악(popular music)’이라는 용어 신 ‘재즈’라는 용어를 즐겨 사

용했던 것은 당시의 음악이란 곧 재즈와 동일어 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음악의 주 소비층은 체로 산층 백인 계 이었으

며, 그것은 집에 축을 소유할 수 있는 집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한 집이어야 했기 때문이다(Kenney, 1999).

그러나 재즈의 시 , 스윙의 시 에도 그 외의 다른 인기 음악이 

있었다. 많은 재즈 음악가들이 흑인이었음에도 정작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주로 산층 백인이었지만, 신 흑인들은 거트루드 마 이니

(Gertrude ‘Ma’ Rainey)나 베시 스미스(Bessie Smith) 는 로버트 존슨

(Robert Johnson)과 같은 블루스 음악인들의 음악을 선호했던 것이다

(Filene, 2000; Wald, 2004). 19세기 말에 창간되어 1913년부터 음악 인

기 순 를 집계하기 시작한 빌보드(Billboard)는 재빨리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 고, 이에 이들은 ‘리듬 앤 블루스’라는 이름이 붙은 차트를 

신설하기에 이른다(Chapple & Garofalo, 1977: 236～237). 한 음악산업

계에서는 흑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음악을 일반 인 스윙 음악과 

구분하여 ‘ 이스 코드(Race Records)’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

다(George, 1989). 당시 빌보드 차트는 팝(Pop), 리듬 앤 블루스,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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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앤 웨스턴(Country & Western)의 세 분야로만 나 어져 있었는데, 

팝은 일반 인 통합차트이며 리듬 앤 블루스는 흑인음악 차트, 그리고 

컨트리 앤 웨스턴은 미국 남부지방의 백인들에게 인기 있는 음악차트

다. 물론 외 인 사례도 있었지만 체로 1950년  후반까지만 

해도 세 장르의 순  사이에는 큰 이 없었는데, 이러한 을 미루

어볼 때 당시 음악은 인종에 따라 달리 소비되었으며 그 장벽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Chapple & Garofalo, 1977).

한 연주자와 가수, 작곡자를 비롯한 수많은 흑인음악인들이 인기

를 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흑인이 소유하고 경 하는 음반사는 거

의 존재하지 않았다(Smith, 1999: 5). 사실 이 시 에는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 반 으로 흑인이 경 자로 있는 사업체를 찾아보

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흑인은 철 하게 임  노동자 는 소상인

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당시 활황세에 있던 자동차 공장

에 노동자로 취직하여 안정된 월 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부분 

흑인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이다(Thomas, 1992).

그러나 모타운의 창립자인 배리 고디는 달랐다. 디트로이트(Detroit)

의 소상인이었던 흑인 부모 에서 태어난 고디는 어렸을 때부터 공

장 직원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디는 그의 동료들이 속속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와 에도 군 에 지원하여 한국 쟁에 참 하는가 

하면 당시 흑인들에게 커다란 부와 명 를 가져다주는 흔치않은 직업

이었던 권투 선수로 생활하기도 하 다(Early, 1995: 44～47). 그러나 이

게 모은 돈으로 음반 가게를 차린 그는 경 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

고, 이 때문에 결국 자신이 그 게 들어가기 싫어하던 디트로이트의 

포드(Ford)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여 몇 개월간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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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재즈 음악의 팬이었던 고디는 재즈 음반을 심으로 가게를 운 했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게를 열었던 흑인 거주지의 사람들은 재즈

가 아닌 다른 음악을 찾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는데, 그 음악이 바로 

리듬 앤 블루스 다. 음반가게 경  이 에도 음악 창작에 심이 많

았던 고디는 직  리듬 앤 블루스 곡을 작곡해서 몇몇 음악인들에게 

그 곡을 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코드 회사를 차렸다. 

그 게 만들어낸 곡들  여성 보컬그룹 미라클스(The Miracles)에게  

<Bad Girl>이 소폭의 히트를 기록하며 고디는 비로소 음악산업계에 

성공 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후 슈 림스(The Supremes), 템테이션스

(The Temptations), 마빈 게이(Marvin Gaye), 마사 리 스 앤 반델라스

(Martha Reeves & the Vandellas) 등의 소속 음악인들이 연이어 큰 성공을 

거두며 모타운은 당  최고의 흑인음악 문 이블로 자리 잡게 된다.

3.2. 모타운 소울 음악의 이미지 형성

3.2.1. 차가운 공장 시스템과 끈끈한 가족애 사이

모타운 음악의 특징  가장 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의 서두에

서 언 한 ‘공장 시스템’이다.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배리 고디는 생산 체제가 효율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효율’을 넘어서 우수한 품질의 생산

품을 내놓기 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

우게 되었다. 그는 자동차 공장의 분업 체제를 응용하여 가수의 발탁

부터 기획, 작곡·작사, 무  매  등을 각 분야의 문가가 담당하여 

책임지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곡의 구조  패턴과 곡 작업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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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형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율 으로 곡을 취입하고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한 그는 로듀서·작곡가와 연주

자·가수의 역할을 철 히 구분하여 서로의 역에 참여하는 것을 되

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소속 작곡가· 로듀서 간  가수들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쪽이 더 오랜 시

간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

다(Early, 1995: 52～55). 즉, 그는 음악 생산 체계 속에 경쟁의 원리와 

더불어 효율 인 량 생산을 추구하는 ‘포드주의(Fordism)’를 목시

킨 것이다(George, 1986). 실제로 1960년  성기 시 의 모타운 스튜

디오는 쉬는 날이 거의 없이 항상 가동 으로 그 속에서 군가가 

곡을 만들거나 녹음을 하곤 했으며, 마치 3교  근무를 하는 공장 직

원들처럼 별 교 가 이루어지며 24시간  20시간이 넘게 음악 작

업이 지속되는 일이 사 다(Smith, 1999). 한 고디는 음악 작곡에 

있어서도 비교  상세한 기본 틀을 제시한 후 소속 작곡가와 로듀

서들에게 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요구했는데, “가수에게 맞는 노래

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가수가 맞추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은 그가 제시한 모타운 소울 음악 창작의 핵심 인 요소 다(Early, 

1995: 56).

그러나 모타운 소울의 ‘기계 인’ 음악 창작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모타운에 소속된 음악인들  그들의 노래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간

인 정이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공산품으로만 수용자

들에게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타운은 설립 기부터 사장인 

고디  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 로듀서, 가수들이 ‘가족과

도 같은 계’, 즉 단순한 계약 계가 아닌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으

로 맺어져 있는 계임을 지속 으로 강조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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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족애의 강조’가 사장이 주장하는 단순한 선  문구에서 그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타운에 소속되어 있던 음악인들 스스로가 

자신들과 이블과의 계가 단순히 사업상의 계가 아닌 가족과 같

이 끈끈한 정으로 얽 있는 계라고 느 으며, 이후 이들이 모타운과

의 계약 계가 끝나서 남남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을 부정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Early, 1995: 28～29). 모타운 소울 최고의 인기 여성 보

컬그룹이었던 슈 림스 출신의 메리 슨(Mary Wilson)은 그녀의 자서

을 통해 모타운 소속 음악인들과 이블 간에는 가족 구성원이 일

반 으로 공유하는 가치들인 신의, 정직, 복종 등이 시되었으며 

가 강요하지 않아도 모두가 기꺼이 그 가치를 따르며 가족애를 느

다고 회고했다(Wilson, 1999). 한 팝음악계의 고   하나인 <My 

Girl>로 유명한 모타운 소속 그룹 템테이션스 출신의 오티스 리엄스

(Otis Williams)는 모타운에 합류하는 일이 많은 가수들에게 단순히 사

업상의 계약 체결이 아닌, 정이 가득한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되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고 표 하기도 했다(Williams & Romanowski, 2002). 

실제로 배리 고디의 부모는 소속 음악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하는 

걸로 유명했으며, 소속 가수들의 공연을 람하며 그들에게 화환을 

해주거나 무  뒤로 직  찾아와 격려하여 가수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Reeves & Bego, 1995).

이를 통해 배리 고디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 를 시하는 흑인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가 가수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소속사의 사장이 아닌 아버지, 형님 는 인생 선배와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를 부여하 다. 실제로 모타운 소울 음악 생산 

과정은 철 하게 공장식 분업주의와 효율성 우선주의 같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속 음악인  직원들에게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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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익을 분배해주지 않는 등 일반 인 자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Marable, 1999; Smith, 1999: 16). 그러나 그가 단순

히 이익만을 추구한 냉정한 경 자의 모습뿐만이 아닌, 가족 인 유

감과 서로 간의 정을 바탕으로 하는 운 을 추구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Robinson, 1989). 즉, 모타운 소울은 정 수  이상의 ‘질(質, 

quality)’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으로서의 이미지와 더불어 가

족 인 정을 강조하는 인간 인 정서의 이미지를 아울러 구축하 던 

것이다.

3.2.2. 조화와 균형,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

음악은 상품인 동시에 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 으로 생

산을 한다고 해도 수용자들의 술  취향을 사로잡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모타운 소울의 음악  특징  가장 요한 은 바로 당시까

지만 해도 흑인들만 즐기는 음악이었던 소울 음악을 백인을 포함한 

좀 더 범 한 수용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다. 

모타운 소울은 흔히 ‘조화로운 사운드(harmonious sound)’라는 이름

으로 묘사되는데, 배리 고디를 비롯한 모타운의 음악 제작자들6)은 흑

인음악으로서의 소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에 다양

한 팝 음악의 요소(듣기 편한 오 스트라 스트링 연주  백 보컬, 멜로디가 

뛰어난 베이스기타 연주 등)  당시 은이들에게 선풍 인 인기를 얻

고 있던 록큰롤(Rock & Roll)의 음악  요소까지 결합하면서 소울을 기

6) 표 인 모타운 소속 작곡가· 로듀서로는 작곡 트리오 Holland-Dozier- 

Holland(Lamont Dozier, Brian Holland, Eddie Holland)를 비롯, Smokey Robinson, 

Norman Whitfiel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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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crossover)’ 음악을 

완성해냈다(George, 1986; Smith, 1999). 이러한 크로스오버를 통해 모타

운은 소속 가수들이 모타운 소울을 통해 흑인음악 시장에서의 성공은 

물론 궁극 으로는 백인들이 주도하는 주류 음악 시장에서 성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럼에도 모타운은 항상 흑인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면에 내세

웠다(Smith, 1999: 140). 일례로, 보통 모타운은 자신들의 음악이 출시

되면 먼  흑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음반 소매 에 공 하 다. 해

당 소매 들에서의 반응이 좋을 경우 모타운은 해당 음악을 백인들의 

상   기타 다양한 분야의 매장에도 유통하며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Chapple & Garofalo, 1977). 한 많은 

모타운 소속 가수들 역시 ‘범 인 음악’과 ‘흑인음악 요소의 동시 

추구’라는 양면 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백인과 흑인을 포함

한 일반 인 수용자들이 인종 인 편견 없이 자신들을 단지 음악

을 하는 가수로서 인정해주길 바람과 동시에 음악 인 스타일에서는 

가스펠  흑인음악 특유의 요소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Nathan, 1993; Smith, 1999).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모타운은 음악산업계 사상 최 로 

성공한 흑인 회사 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심인 도시로 

많은 흑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 으로 심한 인

종차별 사건이 발생하여 흑인들의 시   경찰과의 물리 인 충돌이 

일어나는 등 흑백 간의 갈등이 첨 하게 일어났던 도시들  하나

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흑인 기업의 모범 인 성공 사례’ 던 모타

운은 의식 으로든 무의식 으로든 자연스럽게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타운과 고디는 꾸 히 탈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24   음악 통권 14호(2014년 하반기)

(脫)정치 이고 립 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썼다. 고디는 모타운 

소울 음악 가사에 정치 인 메시지를 담지 않기 해 노력했고, 노골

인 인종 문제에 한 언 을 삼갔다. 사실 모타운이 음악 생산 과정

에서 도입한 공장 분업 체제 자체가 바로 많은 흑인 노동자들을 차별

으로 우하면서 부를 축 했던 백인 심의 회사인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모타운이 음악산업에서 최 의 독립  흑인 기업이라

는 은 많은 흑인들의 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흑인들의 음

악인 소울 음악이 백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성공을 거두

었다는 사실은 당시까지만 해도 주류 팝 차트에서는 무시당하기 일쑤

던 흑인음악이 드디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며, 

한 첨 하게 립하던 백인과 흑인 간의 계를 음악을 통해 

우호 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모

타운은 흑인음악의 요소를 희생하면서 백인들로부터 인정받기 해 

아첨하고 있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디트로이트의 흑인들을 포함한 

많은 미국 내의 흑인들은 모타운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

심을 얻었고 동시에 고디의 성공 사례를 보며 “흑인이 흑인 자본과 

문화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기도 했다(Smith, 1999). 

비록 모타운 소울이 정치 이지 않은 음악이 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지만, 음악은 물론 모타운이라는 기업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사회 ·문화  특징은 모타운을 미국 흑인들의 희망이자 인종 화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희망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미국의 특수

한 시  상황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모타운 소울에 한 연구자들  당시 모타운 계자들은 모타운 

소울의 성공이 1960년  당시 일어난 흑인민권운동과 깊은 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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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언 하고 있다(George, 1986; Gordy, 1994; Early, 1995; Smith, 

1999). 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와 맬컴 엑스(Malcolm 

X)로 표되는 1960년  미국의 흑인인권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인종 차별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한 논의를 공론장으

로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모타운 소울에 한 인종을 불

문한 심과 사랑은 문화를 통한 갈등의 해소와 인종 간의 화합에 

한 의 희망을 상징 으로 드러낸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 모타운은 이러한 문제들에 상당히 이 인 태도를 보 다. 

모타운은 1963년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디트로이트에서 행한 흑인민권

운동 련 연설을 녹음하여 ≪The Great March to Freedom≫이라는 

이름의 음반으로 발매하는가 하면, 인종차별에 항하는 시를 많이 

쓴 흑인 작가 랭스턴 휴스(Langston Hughes)의 시 낭송 음반을 발매하

는 등 흑인민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직간 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

러나 음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모타운은 직 인 사회 비  색

채를 드러내지 않기 해 애를 썼으며, 특히 백인 수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린 슈 림스나 마빈 게이 등의 소속 음악인들의 경우 

‘흑인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즉, 당

시 백인 팝 가수들의 일반 인 이미지인 의 바르고 건 한 생각을 

가진 청년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Smith, 1999: 121; Wilson, 2000: 

171～181).

이러한 모타운의 태도는 기본 으로 맬컴 엑스의 흑인분리주의 보

다는 마틴 루서 킹의 통합론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7) 일단 음악

7) 마틴 루서 킹으로 표되는 흑인인권운동이 제도 인 개선을 통한 인종 간의 

화합을 강조한 반면 맬컴 엑스는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26   음악 통권 14호(2014년 하반기)

으로도 모타운 소울은 흑인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

기 보다는 그것을 일정 수  그러뜨리면서 주류 백인 음악의 

요소를 극 으로 수용하는 식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 그

러나 모타운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인 의미, 즉 백인

에게 의지하지 않고 흑인만의 힘과 자본으로 독립 으로 설립하여 성

공한 음반사라고 하는 것은 맬컴 엑스가 주장한 흑인분리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맬컴 엑스는 인종 차별이 횡행하는 미국에서 

흑인만의 독립 인 공동체를 이룩하려면 가장 먼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바로 경제 인 독립이라고 주장했다(Malcolm X & Haley, 2001). 한 

그는 ‘흑인들에 의한 명’은 사회를 완 히 복하는 것보다는 미국

이라는 국가 체제 안에서 흑인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채로 이루어지

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흑인 문화

를 버리지 않으면서 흑인만의 자본으로 성공한 모타운 소울은 흑인분

리주의자들에게도 좋은 시가 되었던 셈이다.

즉, 모타운 소울은 음악 인 측면과 사회 인 측면에서 조화와 균

형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자의 는 타의에 의해 특정한 인종  정체

성을 꾸 히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 추구는 

물론 극단 인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폭넓은 성을 확보

하고 했던, 즉 백인 주의 주류 시장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모타운의 

시장 략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략 인 선택은 모타운 

소울이 흑인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백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 이를 통해 정치 인 갈등이 음악이라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흑인들만의 독립 인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다. 자

를 인종통합론(racial integration), 후자를 흑인분리주의(black separatism)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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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4. 케이팝과 모타운의 브랜딩 전략 비교

이팝 산업의 시스템이 1980년  이후 확립된 일본의 아이돌 시스

템에서 큰 향을 받았음은 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스템

의 연원은 1920년 에서 1930년 의 표 인 할리우드(Hollywood) 

화사인 엠지엠(MGM)이나 라마운트(Paramount)사 등에서 사용했

던 략인 스타 시스템까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화

사들은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을 발탁해 주연으로 쓰기보다는 목소리

가 좋고 용모가 뛰어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이들에게 연기와 발성, 

춤 등을 교육한 후 자신들이 제작한 화에 출연시켜 이들을 스타로 

만들어냈다. 재의 이팝 아이돌과 마찬가지로 스타 시스템에 의해 

스타가 된 이들 역시 소속 화사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았으

며, 그 시 가 요구했던 신사 는 숙녀의 단정하면서도 매력 인 이

미지를 외 으로 보여주기 해 끊임없는 통제와 리를 받았다. 

한 지 의 이팝 아이돌이 그러하듯 이들 역시 스타가 되려는 청

소년들 사이에서 “ 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스타로서 성공할 수 있

다”라는 하나의 신화(神話)를 만들어냈던 존재이기도 했다(Basinger, 

2007).

이 듯 이팝 산업의 아이돌 발탁, 훈련  그들의 데뷔 후 이미

지를 총체 으로 리하는 방식에 한 개념이 1920～1930년 의 할

리우드 스타 시스템과 비슷하다면, 이팝이 하나의 음악 장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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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로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모타운의 그것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

(이하 SM)의 이수만 사장은 인터뷰에서 모타운 음악과 시스템으로부

터 향을 받았음을 간 으로 언 한 이 있을 정도이다(정형모, 

2011). 이러한 이미지 형성 과정은 곧 ‘ 랜딩(Branding)’, 즉 하나의 

랜드(brand)에 특정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독립된 장르, 즉 하나의 개성

인 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이팝이 자신의 독자 인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세계 시장

에서의 이팝의 랜딩 작업은 여 히 재진행형이지만, 이팝에 

한 인지도  인기 상승의 추이를 보면 지 까지는 비교  성공

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다면 어떤 측면에서 모타운 소울과 이팝의 랜딩 략을 비교

할 수 있을까?

첫째, 이팝의 형 기획사들은 모타운의 음악 제작 방식처럼 

속 작곡가를 두고 있다. 이들은 소속 가수들이 취입할 음악의 작곡과 

편곡을 직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기획사에 속한 속 작곡

가가 직  작곡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획사 음악의 반 인 방향

성을 설정하여 소속 가수의 노래들이 그 방향성에 어 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팝의 표 인 형기획사이자 이팝 유행

의 흐름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 기획사들인 SM, YG엔터테인먼트

(이하 YG),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기획사별로 자신들의 음악

인 색채가 비교  뚜렷한 편이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모타운이 

그랬던 것처럼―가수가 속해 있는 기획사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음악 

색채를 측하고 기 할 수 있다. ‘소울’이라는 음악 장르명에 ‘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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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라는 이블 이름이 붙으면서 특정한 스타일과 이미지의 음악을 

가리키게 된 것처럼, 이팝 기획사들 역시 자신들의 이블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SM이 자신들의 음악에 ‘SMP(SM Music 

Performance)’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개별 인 장르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나 힙합 음악의 요소를 강조하는 YG, 알앤비 인 요소를 면에 

내세우는 JYP, 그리고 ‘아이돌 록음악’을 지향하며 스음악 심의 

다른 이팝 기획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FNC엔터테인먼트 등

은 이러한 랜딩 략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타운이 그랬던 것처럼 이팝 산업의 기획사들 역시 철

하게 공장 분업 시스템을 통해 음악을 제작하고 가수를 길러내고 있

으면서도 내외부 으로 소속 가수와 해당 기획사 간의 ‘가족애’와 

‘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계’는 끈끈한 정과 의리를 시

하는 국내 이팝 팬들의 정서에 상당한 호소력을 갖기 때문에 각 아

이돌 그룹은 다양한 미디어 노출을 통해 멤버들 간의 계가 형제자

매 계와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소속사 사장 역시 

사장이기 이 에 형이자 선배, 스승 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을 드

러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SM, YG, JYP를 포함한 상당

수의 기획사 경 자  총 책임자가 가수 출신이라는 것, 따라서 실제

로 소속 가수들에게는 이들이 ‘사장’인 동시에 ‘가요계 선배’이기도 

하다는 은 가수와 소속사 사장 간의 ‘끈끈한 계’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인 요소의 부각은 철 하게 냉정한 

자생존의 형태로 진행되는 연습생 발탁에서 훈련, 데뷔 과정의 비인

간 인 모습을 희석시켜 다. 한 “ 이팝 그룹의 멤버들은 다른 나

라의 그룹들과는 달리 인간 으로도 형제자매처럼 친한 계를 유지

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고 하는 몇몇 국 수용자들의 발언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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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에게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한다(Pease, 

2009). 반면 이러한 ‘가족 계’ 이미지는 가수들이 실제 계약 문제로 

소속사와의 마찰을 겪거나 이를 통해 소속사를 떠나고 새로운 멤버를 

충원하는 과정 등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

다.8) 한 소속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필연 으로 소속사와 가수들 

간의 가족 계는 약해지게 된다. 실제로 모타운의 최고 스타  한 

명인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는 인터뷰에서 “모타운이 디트로이트

를 떠나기로 한 무렵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배리 고디는 캘리포

니아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빴다. 모타운의 끈

끈한 가족 계는 이 시기에 끝나버렸던 것이다”라고 회고한 바 있으

며(Nathan, 1993), SM 소속 그룹 슈퍼주니어(Super Junior)의 일원인 ‘규

’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로그램 <라디오스타>를 통해 “회사가 

세계화되고 커지면서 소속 가수 개개인에 한 심이 어들어 아쉽

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통해 소속사의 거 화에 따른 ‘인간 인 계 

약화’에 한 아쉬움을 방송을 통해 토로하기도 했다.9)

셋째, 모타운 소울은 ‘백인 주의 주류 미국 음악 시장에서 

8) 최근 두 명의 멤버가 계약이 종료된 5인조 여성 그룹 카라(Kara)의 경우, 소속사

인 DSP는 두 명이 나간 자리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멤버를 충원하 다. 

그러나 카라의 팬들은 ‘신규 멤버를 들이려 하는 DSP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며 새로운 멤버에 한 응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라 팬클럽 ‘에버카라’ 공지 게시물(http://everkara.com/v1/bbs/board.php? 

bo_table=B130&wr_id=91800)  련 기사(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 

asp?page=1&gCode=ent&arcid=0008322722&cp=nv) 참조. 재미있는 것은, 카라

는 2011년에 이미 멤버들 간의 갈등이 한차례 표면화되며 실제로는 ‘가족과 

같은’ 사이가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 합되자 팬들

은 그들 사이에 여 히 ‘비즈니스 계’ 이상의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9) MBC <라디오스타> 2013년 3월 13일 방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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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로 성공한, 흑인 기업이 만든 음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흑인의 

인종 인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흑인사회 내부로부터 비교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음악 으로는 백인 팝음악의 요소를 

강화한 략, 즉 “ 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팝음악을 흑인음악 

특유의 개성이 담긴 목소리에 실어서 공 한다”(Early, 1995: 55～56)는 

략을 통해 인종 인 색채를 희석시키며 흑인 사회 외부 으로는 

‘조화로운 사운드’로 음악의 이미지를 랜딩했다. 이팝 역시 내부

으로는 ‘국제 시장에서 최 로 성공한 한국 음악’이라는 의미를 덧

우면서 국가 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으로는 한

국 인 색채보다는 로벌한 보편성이 강조된 자 스음악을 면

에 내세우며 국제 인(international) 는 국가 인(transnational) 음악

으로 자신을 랜딩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즉, 모타운 소울이 그랬

던 것처럼 이팝은 내부 으로는 ‘한국기업이 만든 음악’이라는 국

가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며 자국민들의 정서 인 지지를 얻음과 동

시에 외부 으로는 국가 인 음악을 제작·유통하면서 국가 인 색

채보다는 ‘무국 ’에 가까운 로벌한 보편성을 꾸 히 확보하고 있

는 것이다.

5. 마치며

최근 YG는 미국에 ‘YG랜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YG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오

지카운티(Orange County)에 구축될 정으로 녹음실, 연습실과 같은 음

악 제작 시설은 물론 공연  각종 홍보 시설도 아울러 갖출 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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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10) 한 호텔과 쇼핑센터 등의  시설  외식 랜차이즈 

사업 추진 계획까지 포함한 상당히 큰 규모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SM은 일본의 형 이블인 에이벡스(AVEX), 유니버설 

재팬(Universal Japan)과 함께 합작법인 ‘에 리싱 재팬(Everything Japan)’

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음악 애 리 이션 개발  다양한 디

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을 해 력할 것을 천명했다.11) 재 국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그룹  가장 거 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씨제이 이앤엠(이하 CJ E&M) 역시 일본의 메이  음악 제작사인 빅터 

엔터테인먼트(이하 Victor)와 함께 일본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 다.12) 

이를 통해 CJ E&M은 ‘라이센싱 구조’, 즉 해외 진출 시 해외 업체에

게 지 사업을 탁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직 인 시장 진입을 시

도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이팝 산업계는 국제 인 음악 장르

로서의 이팝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팝 음악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음악’으로서의 이미지를 희석시키

고 신 ‘ 로벌 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볼 수 있는 이팝의 

 다른 이미지 구축 방향은 펑크(punk)나 힙합이 그랬던 것처럼 음악

뿐만 아니라 패션, 언어, 춤, 독특한 제스처  행동 등 다양한 문화 

상들을 한데 연결하여 하나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해 딕 헵디지(Dick Hebdige)는 펑크 문화에 한 연구를 

통해 리콜라주(bricolage)를 통한 하나의 스타일 형성, 즉 연 성이 

10)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282594 참조.

11)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40430143210012 참조.

12)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2474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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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별개의 문화들이 나란히 배열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로서의 문

화’가 형성됨을 지 한 바 있다(Hedbige, 1979: 102～106). 즉, 이팝 

산업은 음악 장르를 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연 을 통해 ‘독자

인 문화 스타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 의 성기와 비교하면 1970년의 모타운은 달라진 음

악산업 환경에 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 다. 이후 흑인음악의 

세가 소울에서 펑크(funk)와 디스코(disco)를 거쳐 힙합(hip hop)으로 

넘어가며 기업으로서의 모타운의 향력은 폭 감소하 고, 재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 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

타운 소울은 여 히 수많은 후배 음악인들의 단골 리메이크 퍼토리

임과 동시에 힙합 음악인들의 샘 링(sampling) 음원으로 폭넓게 활용

되며 재까지도 음악계에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모타운 소울의 생명력에는 물론 음악 자체가 가진 힘이 가장 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타운 소울이 성공 인 랜딩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 음악이 이 게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라

는 상 역시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모타운 소울의 랜딩 략과 상당히 흡사한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축한, 그리고 재진행형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팝은 그 

외에도 모타운 소울과는 다른 문화 ·시  맥락에 따른 다양한 방

식의 랜딩 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팝의 이러한 랜딩 

작업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정치사회 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바로 모타운 소울, 펑크, 힙합 는 비서구·

주변부(non-western·periphery)의 음악임에도 성공 으로 세계 음악 시

장에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한 게(reggae) 등과 다른 지 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서구·주변부의 음악이자 동시에 로벌한 음악이라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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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은 치에 있는 이팝이 가질 수 있는 는 가져야 하는 정치사

회 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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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Pop Branding and Motown Soul

Lee, Gyu Tag(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Since the early 2010’s, K-Pop is going global beyond East Asia and 

towards Europe and Americas. However, the image of K-Pop is still 

vague in global market. Therefore K-Pop industry have tried to build 

its brand image and identity. which can be called ‘K-Pop Branding’. 

Interestingly, branding strategies that K-Pop industry have chosen are 

similar to those of Motown soul in 1960’s America. SM 

Entertainment(SM) once confessed Motown’s influence on them, and oth-

er K-Pop companies are not also free from Motown’s branding strategies. 

Among them, there are three important factors that K-Pop industry 

mostly refer to. First, Motown’s ‘Fordism’ or ‘factory processing system’ 

that made their music, hit records, and stars. Sometimes this factor is 

criticized as ‘too much standardized’ or ‘too much factory-like’ by audi-

ences and critics. However, Motown emphasized their ‘family love’ and 

‘brotherhood’ between the company and their musicians, and among 

Motown musicians. This is the second factor that K-Pop industry have 

tried to represent. And third, Motown sought to produce ‘harmonious 

sound’, both musically and politically. Through this, they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reveal their racial identity, which K-Pop industry have also 

used as establishing their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By these branding 

strategies, K-Pop industry identify themselves as ‘global popular music’ 

rather than just ‘local music’. Also, K-Pop industry do not jus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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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as a ‘musical genre’, but also broaden its boundary as a ‘unique 

style of culture’ by combin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Keywords: K-Pop, branding, Motown, SM, JYP, YG, Motown Soul, 

Fordism, brotherhood, identity, global, local

* 이 논문은 2014년 9월 15일에 투고되어 11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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