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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EXID, 이진아, 그리고 실시간 차트: 

음악을 클릭하다

이규탁(한국조지메이슨 학교)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의 음악차트

  2.1 ‘베스트셀러’ 찾아보기

  2.2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음원차트로

3. 음악차트의 ‘실시간성’

  3.1. 실시간 차트와 5분 차트

  3.2. ‘실시간 화젯거리’로서의 음악

  3.3. 화제는 클릭을 낳고 클릭은 다시 화제를 낳고

4. 나가며

음악산업에서 인기차트가 가지는 의미는 지 않은데, 이는 수용자들은 인

기차트를 음악 선택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인

기차트, 특히 싱 차트의 경우는 라디오 방송 횟수가 굉장히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디오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 이 히 감소한 국내

의 경우 ‘음원차트’라고 불리는 소수 형 음원 사이트의 차트가 인기차트 

형성에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수용자들이 주목하는 음원차트는 

바로 ‘실시간 차트’인데, 이는 스트리  서비스 심으로 변화한  수용자들

의 음악 소비 패턴을 잘 반 하고 있다. 더불어 차트의 ‘실시간성’에 주목하는 

수용자들의 경향은 음악이 음악 자체가 아닌 넷상의 ‘실시간 화젯거리’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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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인기차트, 실시간 차트, 음원차트,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산업

비되고 있음을 보여 다. 음악의 생산과 소비가 디지털 싱  방식으로 재편되

면서 음악은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읽고 넘겨버리는 인터넷 미디어의 어뷰징 

기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용자들에게 향유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노래

가 실시간 음원차트에서 반응을 얻는 것이 다양한 인터넷 게시 과 인터넷 

미디어 기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되고, 이는 하나의 화제가 되어 수용

자들의 클릭을 부르는 이슈  하나가 된다. 그 과정에서 음악은 스트리  

서비스의 클릭 수치로 치환되며, 그 속에서 음악 자체가 차지하는 비 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1. 들어가며

2014년 8월 27일 공개된 이팝(K-Pop) 걸그룹 이엑스아이디(이하 

‘EXID’)의 디지털 싱  < 아래>는 발매 직후 몇몇 음원 사이트의 인

기차트에 잠깐 모습을 보 다가 곧 사라졌다. EXID는 2012년 6명의 

멤버로 시작한 걸그룹으로, 데뷔 직후 3명이 탈퇴하여 다른 걸그룹으

로 옮겨가는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약 2년 간 새로운 음악을 공개하지 

못하며 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1) 게다가 2년 만에 발매한 

신곡 < 아래>마  큰 반향을 얻지 못하면서, 이들은 ‘뜨지 못한’ 수

많은 다른 걸그룹들처럼 그 게 묻히는 듯했다.

그러던 이들에게 반 이 일어났다. 차트에서 사라졌던 < 아래>가 

1) 혜연, 유지, 해령 3명의 멤버로 이들은 베스티라는 4인조 그룹을 통해 다시 등장

했다. 이후 EXID는 혜린과 솔지라는 두 명의 멤버를 새로 입하여 5인조로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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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타나서 인기를 얻는, 소  ‘역주행’을 시작한 것이다. 11월 

순 무렵 음원 사이트 인기 순  끄트머리에 다시 등장한 < 아래>

는 12월이 되자 상 권에 랭크되기 시작했고, 텔 비  가요 순  

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마침내 < 아래>는 <엠카

운트다운(M Countdown)>2)과 <뮤직뱅크(Music Bank)>,3) <인기가요>4)

와 같은 주요 순  로그램에서 1 를 기록했다. 이 까지 변변한 

히트곡 하나 없고 인지도도 매우 낮았던 이팝 아이돌 그룹이 데뷔 

후 3년이나 지난 다음에 각종 인기 순  1 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

인 일이다. 실제로 이들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3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수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 아래>를 발매했을 때가 딱 3년

이 되던 해 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기획사가 철 히 훈련시키고 

갈고 닦은 ‘완제품’ 형태의 아이돌 그룹으로 등장하는  이팝 무

에서, 데뷔 후 3년이 지나도록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후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 아래>가 차트 역주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은 유튜 에 공개된 한 ‘직캠’ 상 덕분이었다. 직캠은 ‘팬이 자신의 

촬 기기로 직  은 무  상’을 뜻하는 말로, 이러한 무  상은 

부분 가수들이 공연한 ‘행사’  라이  공연 실황 상이다. 더불

어 상당수의 직캠이 그룹 체보다는 촬 자가 좋아하는 특정한 멤버

(들)만을 상에 담아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촬 을 해 특별히 마

련된 공간에서 거나 특별한 음향 장치를 연결하여 는 상이 아

니기 때문에 부분의 직캠은 평균 이하의 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

2) 음악 문 이블 방송 MNet의 가요 순  로그램.

3) KBS의 가요 순  로그램.

4) SBS의 가요 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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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부 팬들은 수많은 행사·공연장을 따라다니면서 촬 한 노하

우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 의 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차트 

하 권을 맴돌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 아래>를 살려낸 

직캠은 바로 2014년 10월 EXID가 참여한 행사장 무 를 한 팬이 촬

한 상이었다.5) EXID의 멤버 ‘하니’만을 으로 담아낸 이 

직캠은 촬  직후 유튜 에 업로드되었고, 이후 엠엘비 크(mlbpark)

나 피지알21(pgr21) 등과 같은 ‘남 사이트’6)는 물론 베스티즈(bestiz)

와 같은 ‘여 사이트’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게 각종 게시

을 심으로 화제몰이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11월말부터 < 아

래>가 형 음원 사이트 인기차트에 재진입했던 것이다.

더불어 < 아래> 차트 역주행 붐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아 리카TV(Afreeca TV)에서 한 인기 BJ가 보여  춤이었다.7) 야한 옷

을 입은 BJ가 < 아래> 음악에 맞춰 골반을 흔드는 춤을 춘 상은 

불과 며칠 사이에 다양한 인터넷 게시 에 번져 나갔고, 그 이후 다른 

여성 BJ들도 < 아래>를 배경음악 삼아 비슷한 방송을 잇달아 내보낸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EXID의 차트 역주행 과정을 지켜보며 재 우리나

라 음악차트가 작동하는 원리에 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언젠

가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음악차트 1등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노래

를 한 번도 들어본 이 없다”거나 “음악차트는 이제 팬덤 간의 결

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 별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5)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mKuGxb23z0

6) 남성 유 가 다수인 사이트. 여성 유 가 다수인 사이트는 ‘여 사이트’라고 

한다.

7) http://www.ajunews.com/view/201412181327366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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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차트 순 는 공식 인 음원

(음반과 디지털 일/스트리 ) 매량과 뮤직비디오, 방송 출연뿐만 아

니라 직캠이나 아 리카TV 상, 혹은 인터넷 게시 에 올라오는 각

종 편집본들처럼 수용자들이 직  만든 ‘비공식 인’ 콘텐츠에도 큰 

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재 우리나라 차트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

면 수용자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넘어 어떤 식으로 음악을 

향유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 

국내 음악계에서 음악차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2. 우리나라의 음악차트

2.1 ‘베스트셀러’ 찾아보기

특별히 생각해 놓은 책 없이 막연하게 “오랜만에 책이나 한 권 읽어

야겠다”라는 생각에 형서 을 찾은 사람들이 가장 먼  발길을 멈

추는 곳은 체로 베스트셀러 코 이다. 베스트셀러 코 에는 인문/사

회, 실용서, 학습서 등 분야별 순 가 정리된 섹션과 더불어 모든 분야

를 총 하여 매량 순 를 매긴 섹션이 존재한다. 베스트셀러 코 에 

멈춰선 사람들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뒤 이며 어떤 책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생각해보곤 한다.

다수의 일반 인 음악 수용자들 역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집안

일을 하면서, 인터넷 웹서핑이나 게임을 하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면

서 음악을 듣고자 하는 수용자들은 일단 멜론(MelOn), 네이버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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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Music), 벅스 뮤직(Bugs Music), 지니(Genie) 등과 같은 형 인터

넷 음원 사이트에 속한다. 이들 사이트는 ‘Top 100’, 혹은 이와 비슷

한 이름의 인기차트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순 는 ‘실시간’, ‘일간’, 

‘주간’, ‘월간’의 4개 주요 카테고리로 나 어진다. 흔히 ‘음원 순 ’

라고 불리는 이들 차트는 종합 순 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 음악뿐만 아니라 미음악을 비롯한 모든 국가, 모든 장르의 음악

을 그 상으로 한다.8) 형 서 을 찾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코 로 

가서 거기에 놓인 책들  읽을 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음원 사이트

에 속한 수용자들은 차트 섹션으로 들어간 후 순 에 올라와 있는 

노래들을 상으로 골라서 음악을 듣는다. 이때 많은 수용자들이 ‘

체듣기’ 버튼을 통해서 1 부터 100 까지의 모든 곡을 스트리 으로 

듣곤 한다.

2.2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음원차트로

과거에 차트 인기곡 주로 음악을 듣던 일반 인 수용자들이 주로 

의존했던 미디어는 방송, 그 에서도 FM라디오 다. 음악산업과 라

디오산업은 형성 기부터 서로 한 련을 맺고 발 해왔다

(Negus, 1996). 음악산업 측에서는 자신들의 음악이 라디오에 많이 나

오면 그것이 곧 홍보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라디오산업에 한 의존도

가 높았고, 반면 라디오 측에서는 청취율을 확보하고 많은 고를 유

치하기 한 주요 콘텐츠로 음악을 이용해왔던 것이다(Sklar, 1987; 

Crisell, 1994; Negus, 1996). 특히 미 음악산업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8) 멜론 등 몇몇 음원 사이트에서는 종합차트 외에 장르별 차트를 따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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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타는 것이 곧 많은 음반 매량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

며, 따라서 라디오에 많이 방송된다는 것은 상업  성공의 지름길이자 

음악의 인기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원-히트 원더(one-hit wonder)’, 즉 ‘반짝가수’로서의 실제 경험담을 

술한 바 있는 제이콥 슬리처(Jacob Slichter)는 자신의 책에서 “라디오

에서 히트를 기록한다는 것은 뮤지션에게 있어서 성공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가 실린 음반을 구매하기 해 음반 

가게로 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Slitcher, 2004: 76).9) 

더불어 음반 매량의 증가는 음악인뿐만 아니라 음반사의 수익과도 

직결된 문제 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합법 이고 공식 인 홍보비 지

원 외에도 오래 부터 ‘페이욜라(payola)’처럼 음반사가 라디오 방송국

에 뇌물을 주고 그 가로 자신들의 음악을 많이 틀게끔 하는 불법

인 거래도 성행했다(Dannen, 1990; Rossman, 2012). 이는 라디오에 한 

음악산업의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는 시이다. 하지만 역설 으로 업

계로부터 돈과 품을 제공받은 라디오 방송국 역시 자신들이 방송하

려는 곡을 마음 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곧 방송국의 콘텐

츠가 자 을 제공한 산업계의 입김에 휘둘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Rossman, 2012: 35). 차트 산정에서 라디오 방송을 요시하는 미국 음

악산업의 경향은 디지털화 이후 미디어 환경이 달라진 재에도 여

히 유효하다. 일례로 빌보드 싱 차트(HOT 100) 순  산정에서 라디

9) 슬리처는 1990년  후반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싱  <Closing Time>을 

발표한 록밴드 세미소닉(Semisonic)의 드러머 다. 이 곡은 싱 차트 11 , 얼터

티  록차트 1 를 기록했고 이 노래가 실린 그들의 2집 ≪Feeling Strangely 

Fine≫(1998) 역시 앨범 차트 43 까지 오르며 백만 장 이상의 매고를 올렸다. 

그러나 이후 발매한 앨범 ≪All About Chemistry≫(2001)가 차트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이들은 더 이상의 후속작을 발매하지 않은 채 활동을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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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방송 횟수가 차지하는 비 은 2000년  반까지만 해도 무려 5

0～60%에 달했으며, 2015년 재에도 30～40%라는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10) 

그러나 FM라디오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 이 하게 어든 국

내의 경우 라디오 방송 횟수는 인기 척도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

래다. 1990년  반 무렵까지만 해도 FM라디오 자체 으로 가요 순

 로그램을 방송할 정도로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인기 

좋은 음악’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다.11)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런 

로그램은 자취를 감추었고, FM라디오에서 음악보다 토크의 비 이 

높아진 지 은 존하는 가요 인기차트  어느 곳도 라디오 방송 횟

수를 차트 산정 기   하나로 포함하지 않는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의존하는 ‘베스트셀러 코 ’는 바로 

형 음원 사이트의 차트(이하 ‘음원차트’)이며, 그 에서도 수용자들의 

가이드가 되는 표 인 음원차트는 바로 가장 높은 유율을 기록하

고 있는 멜론의 Top 100 차트이다.13) 멜론의 차트는 ‘스트리  40%, 

음원 다운로드 60%’를 산정 기 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면 (당연하

게도) 멜론의 차트는 다른 요소는 모두 배제한 순수한 ‘디지털 음원 

10) 빌보드의 인기 순  선정 기 에 한 세부 사항은 http://www.billboard.com 

/articles/columns/ask-billboard/5740625/ask-billboard-how-does-the-hot-100-work 

참조.

11) 일례로, MBC FM에서는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방송되는 로그램 <정오의 

희망곡>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라디오 방송 횟수를 바탕으로 하는 가요 차트를 

방송했다.

12) 라디오 방송 횟수를 산정 기 으로 포함하던 마지막 가요 순 던 KBS 2TV의 

<뮤직뱅크>는 2011년 하반기 개편에서 이를 제외했다.

13) 주요 음원 사이트들  2015년 1분기 시장 유율은 멜론이 49.8%로 1 으며, 

지니(23.5%), 엠넷/네이버(12.0%), 벅스(8.4%)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동

안 멜론의 순방문자 수는 약 643만 명이다. 박민규(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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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량 순 ’인 셈이다.14) 게다가 앞서 언 한 것처럼 멜론을 비롯한 

형 음원 사이트에서는 주간차트뿐만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일간차

트, 심지어 1시간마다 갱신되는 실시간 차트까지 집계하고 있기 때문

에 화제가 되는 곡이라면 그 화제성이 즉각 으로 차트에 반 되어 

수용자들에게 달되고 있다. 가령 < 이팝 스타(K-Pop Star)>나 <쇼미

더머니(Show Me the Money)>와 같은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로그램에 

나온 곡, 혹은 <무한도 >과 같은 인기 텔 비  로그램에 나온 곡 

등은 방송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간 차트에서 높은 순 를 기록하고, 

이후 일간  주간차트에서도 모습을 보이는 식이다.

이 게 음원차트가 인기의 척도가 되다 보니 주류 이팝 가수의 

팬들 사이에서는 신곡 발매 직후 해당 가수의 싱 이 멜론 실시간 차

트에서 몇 를 ‘ 었느냐’, 그리고 그 순 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가 미의 심사가 되기 일쑤이다. 사실 이들에게는 음원차트뿐만 

아니라 6개의 텔 비  가요 순  로그램의 차트, 그 에서도 지상

 3사  Mnet에서 방 하는 4개의 텔 비  음악방송 차트(이하 ‘방

송차트’)가 모두 주요한 심 상이 된다.15) 일례로, < 아래>의 차트 

성 을 분석해 놓은 한 사용자 참여 인터넷 백과사 을 살펴보면 우

선 멜론의 실시간 차트 결과를 언 한 후 일간차트, 월간차트를 이야

기하며 마지막으로 방송차트 성 을 언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6) 그런데 소  ‘메이  방송차트’라고 불리는 이 4개의 방송차트 

모두 산정 기 에서 디지털 음원 매량이 차지하는 비 이 상당히 

14) http://www.melon.com/chart/index.htm

15) 6개의 방송차트는 KBS의 <뮤직뱅크>, MBC의 <음악 심>, SBS의 <인기가요>, 

Mnet의 <엠카운트다운>, MBC Music의 <쇼챔피언(Show Champion)>, SBS MTV

의 <더쇼(The Show)>이다. 

16) https://namu.wiki/w/ 아래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2(KST)



EXID, 이진아, 그리고 실시간 차트: 음악을 클릭하다_ 이규탁  17

높다. 가령 <인기가요>의 경우 디지털 음원의 비 이 60%이며, <뮤직

뱅크>의 경우는 65%에 달한다.17) 이런 으로 미루어볼 때 방송차트

는 사실상 음원차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재 국내 음악 차트는 곧 음원차트이며, 그 에서도 이용

자가 많은 ‘멜론’의 순 가 가장 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멜론 순 에 한 수용자들의 신뢰도는 타 사이트의 음원차트  방

송차트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18) 특히 멜론은 서비스 기 SK텔

콤의 자회사로 시작하여 핸드폰 서비스와의 결합(SK텔 콤 이용자에게 

반값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유율을 넓혔으며, SK텔 콤과 공식

으로 분리된 지 도 여 히 돈독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19) 더불

어 2010년 로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의 보   3G/4G 서비스의 확

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mp3를 심으로 하는 

일 형태의 디지털 음원 신 스트리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 수용

자의 비 이 폭 증가하는 추세이다(하윤 , 2012). 이를 종합해보면 

재 국내 음악 차트는 ‘스트리  서비스 이용 횟수가 심이 되

17) <엠카운트다운>과 <음악 심>에서는 50%의 비 을 차지한다.

18) 일례로 한 형 인터넷 게시 에 멜론 순 에 해 의문을 제기한 이 올라왔

는데, 그 에는 다음과 같은 댓 들이 달렸다― “그만큼 공정하다는 뜻임. 

이 커서 흔들기가 쉽지 않음”, “타 사이트들은 팬덤 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멜론은 이 받쳐줘야 가능하죠”, “어디 가서 멜론 이외의 차트 순 로 얘기

하면 바보 취 당합니다.”, “출구조사 vs 여론조사 수 ” 등. 멜론 음원차트에 

한 수용자들의 신뢰도를 엿볼 수 있는 목이다. http://mlbpark.donga.com/ 

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086559&cpage=&mbsW=search&s

elect=stt&opt=1&keyword=%B8%E1%B7%D0 참조.

19) 멜론은 원래 SK텔 콤 소유 으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 

넘겨졌고, 2013년 8월 이후 SK가 로엔을 매각하면서 재 멜론과 SK텔 콤은 

직 인 계가 없다. 그러나 SK텔 콤은 멜론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 로 멜론의 경 에도 여 히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 

www.etnews.com/2013071900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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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멜론의 음원차트’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음악차트의 ‘실시간성’

3.1. 실시간 차트와 5분 차트

사실 음악차트라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

는지를 반 하는 ‘결과물’이어야 하며, 많은 수용자들이 그 게 믿고 

있다. 그 지만 서 의 베스트셀러 순 가 그 듯, 음악차트 역시 지

까지의 인기도(혹은 매량)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듣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1 ’인 것을 넘어서, ‘1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듣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디오 방송 횟수

가 앨범 구매로 이어져 인기 순 를 올리고 그것이 다시 라디오 방송 

횟수로 돌아오는 미국이나, 음원차트가 디지털 음원 일/스트리  서

비스 구매로 이어져 방송차트에 반 되고 그것이 다시 음원차트에 

향을 미치는 우리나라나 그 기본 인 구조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 횟수  음반 매량을 주요 기 으로 삼는 

차트와 디지털 음원 사이트의 ‘음원 매량’에 으로 의존하는 음

원차트는 그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 특히 멜론을 비롯

한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만들고 있는 ‘실시간 차트’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한 요인이다.

멜론의 실시간 차트를 살펴보자.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멜론에서

는 자신들의 실시간 차트가 ‘매시간 서비스 이용량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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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다운로드 60%를 반 한 차트’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멜론은 

‘5분 차트’라고 하여 5분 단 로 이용량을 집계한 차트를 제공함과 

아울러 1 부터 3 까지 노래 3곡에 한하여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성별, 연령   24시간  이용자 수에 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멜론에서는 실시간 차트 외에도 일간, 주간, 월간차트를 모두 공

개하고 있다. 그러나 상 권 세 곡에 한 순  변동 그래 와 같은 

시각 자료를 포함하여 각종 다양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차트는 실

시간 차트뿐이다. 이는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가장 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재미있는 것은 실시간 차트 상 권 

3곡에 해 멜론이 보여주는 ‘곡 정보’가 노래 순 와 련된 이슈, 

즉 화젯거리들이라는 것이다. 곡 정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해당 노래의 

어제  순 , 24시간 내 최고 순  기록, 그리고 재 1 곡의 경우 

‘지붕킥’(실시간 순  그래 에서 음원 스트리 과 다운로드가 순간 최고치

에 이른 것을 일컫는 말) 횟수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멜론의 실시간 차트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이슈) 순 ’와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명의 인디 가수에서 갑작스럽게 스타가 

된 이진아의 사례를 보자. 2014년 11월 23일 녁에 방송된 < 이팝 

스타> 시즌 4의 한 에피소드에 출연한 이진아는 그녀의 자작곡 <시간

아 천천히>를 불 는데, 그녀가 심사 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이 곡은 방송 직후 멜론을 비롯한 각종 음원차트의 실시간 차트 

1 에 올랐다. 사실 이진아는 방송 출연 1년 에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한 바 있는 싱어-송라이터 으며 <시간

아 천천히>는 이 앨범 수록곡  하나 다. 그러나 이 앨범은 주류 

음악팬들은 물론 인디 음악의 팬들에게도 별 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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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거의 완벽히 묻 버렸던 작품이었는데, 불과 10분 정도 출연한 <

이팝 스타>를 통해 재발견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제성 있는 이슈는 

실시간 검색어 마냥 즉각 으로 실시간 음원차트에 반 되고, 그것은 

곧바로 수용자들의 음악 소비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음악차트를 ‘차트답게’ 해주는 요한 요소는 바로 그것이 ‘합

산된  수치’라는 것이다. 미국 빌보드 차트의 경우 일주일치 디지

털  CD 싱  매량, 스트리 , 라디오 방송 횟수를 더하여 순 를 

산정하고, 국 UK Singles Chart는 일주일치 음반 매량, 음원 다운

로드, 스트리  서비스 이용자 수치를 모두 더하여 순 를 매긴다. 더

불어 일본의 표 인 음악차트인 오리콘 차트를 비롯한 몇몇 차트에

서는 주간 순 와 더불어 음반/음원 매량에 바탕을 둔 일간 순 를 

공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 멜론을 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음원차

트는 주간도 일간도 아닌 1시간 단 로 변화하는 ‘실시간’에 방 을 

고 있다. 음원 순 와 련한 각종 인터넷 미디어 기사  게시 에 

올라오는 들, 페이스북이나 트 터 등 SNS에 올라오는 이야기들 역

시 실시간 차트에 집 되어 있다. 거기다가 5분 단 로 갱신되는 멜론

의 ‘5분 차트’, 그리고 실제 인기도/차트 순 와는 사실 별 연 성이 

없는 ‘지붕킥’ 횟수를 강조하며 곡 정보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차트의 

실시간성을 강조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20) ‘지  

당장 무슨 노래가 제일 주목받고 있는가’에 모든 을 모아 놓고 

있는 셈이다.

20) “실제로 2012년 가장 많은 지붕킥을 기록했던 빅뱅의 <Blue>는 연간 음원차트 

10 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김윤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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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시간 화젯거리’로서의 음악

음악평론가 김윤하(2014)는 실시간 차트를 심으로 운 되는 

재 음원차트가 ‘(인기 아이돌들의) 팬덤을 자극해 더 많은 다운로드와 

스트리 을 부추기는’, 즉 차트 성 에 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돌 팬

들에게 흥 거리를 던져 으로써 이용량을 늘리려는 상술의 일환이

라고 비 했다. 그녀의 비 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음반 매

는 사재기를 하는 아이돌 팬덤  기획사에 의해 왜곡되고, 온/오 라

인 시청자 투표도 집단행동으로 극 참여하는 그들에 의해 왜곡되고, 

음원차트 역시도 ‘24시간 내내 여러 아이디로 스트리 을 돌리는’ 그

들에 의해, 혹은 돈을 받고 특정 로그램을 실행시켜 스트리  수치

를 올려주는 로커들에 의해 왜곡된다면21) 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

든 종류의 음악차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특히 팬덤에 의한 사재기가 그래도 ‘합법 ’인 범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에 반해 로커에 의한 사재기는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인 방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13년 8월 SM엔

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의 

형 기획사는 ‘음원 사재기와 련해 디지털 음원 재생 횟수 조작 

행 를 조사해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도 했다(노자운, 2013). 그리고 문화체육 부(이하 ‘문체부’)에서도 다

운로드의 비 을 강화  실시간 차트 지양 등을 명시한 ‘음원 사재기 

근  책’을 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킥 

2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10170223239610

22)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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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표시나 5분 차트 도입에 볼 수 있듯 음원차트가 ‘실시간성’에 

집착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다운로드의 비 이 고 스트리  형태의 음악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의 흐름에 역행하여 차트 산정에 다운로

드의 비 을 높이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차트를 왜곡시킬 수 있다. 

여기서 다시 EXID의 사례로 되돌아가보자. EXID의 멤버 하니를 

주로 은 직캠  그 노래를 배경음악 삼아 춤을 춘 아 리카TV 

BJ의 상이 형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었다. 이 게 

웹상에서 화제가 되자 이는 곧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사화되

었고, 그러자 < 아래>의 차트 역주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 번 인터넷 게시 과 SNS, 매체에서 화제가 되어 이들은 텔

비  순  로그램과 각종 버라이어티 쇼에 얼굴을 내 었다. 그 결

과 2014년 12월 24일 오후 8시에 < 아래>는 드디어 ‘멜론 실시간 

차트 1 ’를 달성하고, 뒤이어 일간차트와 월간차트 1 를 차지한다. 

와 같은 < 아래>의 히트 과정은 사실 <강남스타일>의  세계

 성공과 매우 유사하다. 김수철·강정수(2013)가 지 한 바와 같이, 

유튜 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  수용자들이 자발 으로 그것을 응

용/패러디한 ‘ (meme) 비디오’는 <강남스타일>을 세계 인 화제로 

만든 가장 큰 동력이었다. 그리고 ‘직캠’이나 아 리카TV 개인방송, 

게릴라 콘서트 상 등을 통한 < 아래>의 성공 역시 팬들이 만들어

낸 화제성, 즉 스토리텔링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는 디지털화된 음악

계에서 ‘디지털화한 팬덤의 참여 행 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김수철·강정수, 2013: 120).

이진아는 SBS라는 지상  방송국의 힘과 의도가 다분히 작용하여 

생성된 인기가 인터넷 세상까지 확산된 ‘ 로부터 만들어진’ 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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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면 EXID는 디지털 세상의 팬들로부터 지상  방송국까지 퍼져

나간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스타이다. 그 지만 이들이 깜짝 스타가 

되는 과정에서 음원차트 성 은 이들을 스타로 만들어낸 ‘원인’임과 

동시에 스타가 된 이들이 얻은 ‘결과’임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음악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물론 아무리 음악 외 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해도 음악 자체가 좋

지 않았다면 이 게까지 히트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일반론은 이진

아와 EXID의 사례에도 당연히 용될 수 있다. 한 발매 당시 별다

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노래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고나 드라마, 

화 삽입 등을 계기로 ‘재발굴’되어 뒤늦게 인기를 얻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진아나 EXID의 사례가 지 까지의 ‘늦깎이 

히트송’들과 조  다른 지 은, <시간아 천천히>나 < 아래>라는 노

래의 음악  혹은  매력이 나 에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

아서 히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노래들이 인터넷 세상의 ‘실시간 화

젯거리’로서 그 인기를 확  재생산해 나갔다는 이다. 이에 해 

음반 기획자이자 음악평론가인 하박국(2014)은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다.

< 이팝 스타>와 같은 인기 있는 방송이 방 되면 끝나자마자 혹은 

거의 실시간으로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를 내보낸다. 포털은 그  반응

이 좋을 것 같은 기사를 메인에 띄운다. 기사를 본 이들이 해당 음악가

의 노래를 듣기 해 는 련된 기사를 찾기 해 포털 검색창에 음악

가의 이름을 입력한다. 해당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 에 오르고 그 

실시간 순 에 오른 검색어를 다시 사람들이 클릭한다. 이 일이 일어나

고 있는 사이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방송과 곡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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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상이 올라오고 공유된다. 

즉, 이들의 사례는 갈수록 실시간성에 거의 강박 으로 집착하고 

있는 재 국내 음악의 소비 형태를 드러내는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의 단처럼 지나치게 실시간성에 집착한 나머지 

음원차트가 다양한 형태의 사재기를 유도하게 되고 그에 의해 왜곡되

며, 더불어 음악 자체의 수명도 짧게 만들어 버렸음은 분명하다. 하지

만 ‘멜론 실시간 차트’를 인기의 척도로 생각하는 수용자가 부분인 

재의 경향은 소  ‘아이돌 팬덤’과 형 기획사에 의한 왜곡의 결과

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최근 수용자들의 음악 소비 형태, 즉 음악

을 인터넷상의 ‘실시간 화제’  하나로 즐기는 수용자들의 성향을 

지극히 실 으로 반 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 한민국 공인 차트’를 표방하며 다양한 산정 기 을 반 하려고 노

력하고 있는 가온차트가 일반 음악 수용자들에게서 그다지 활발히 통

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3.3. 화제는 클릭을 낳고 클릭은 다시 화제를 낳고

음악산업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음악인들은 앨범

보다는 ‘디지털 싱 ’ 형식을 통해 활동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04년 12월 가수 세 이 국내 최 의 디지털 싱  <Crazy>를 발매한 

이후 디지털 싱 은 속도로 음악산업의 ‘ 세’가 되었으며, 윤종신 

같은 음악인들은 아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듯 한 달에 하나씩 디지

털 싱 을 발매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흐름

은 주류 음악계뿐만 아니라 인디 음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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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디지털 싱 은 활동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제작비를 

감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일부 인디 음악인들은 여러 가지 실

인 여건상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매와 유통이 

비교  용이한 디지털 싱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최

근 주류 음악계의 주요 흐름  하나인 ‘콜라보 이션’ 역시 디지털 

싱 로 인해 더욱 활성화된 측면도 있다(길혜성, 2012).

2000년  반부터 이미 음악 유통과 소비는 음반이 아닌 디지털 

음원으로 그 흐름이 넘어가고 있었으며, 디지털 싱 의 등장은 이 흐

름을 가속화했다. 그런데 일과 스트리  형태로만 향유가 가능한 

디지털 싱 은 음악에 한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디

지털 싱 이 보편화되면서 음악의 수명은 과거보다 짧아지기 시작했

는데, 이는 음악 소유의 개념과 련이 있다.

경제학자 제 미 리 킨(Jeremy Rifkin)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소

유의 요성이 차 소멸되는 신 속이 그것을 체해 간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Rifkin, 2001). 음반에서 mp3 일로, 그리고 mp3 

일에서 스트리 으로 변화하고 있는 음악 소비 형태는 ‘소유 신 

속’이라는 재의 경향을 잘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리 킨은 

요즘 기업들 사이에 “가  소유하지 말고 빌리자는 인식”이 자리하

고 있다는 을 지 한 바 있는데(Rifkin, 2001: 11), 최근 음악 수용자들 

역시 음반을 구매하거나 mp3 일을 장하며 음악 콘텐츠를 ‘소유’

하는 신 네트워크에 ‘ 속’하여 유튜 와 다양한 스트리  서비스

를 통해 음악을 ‘ 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음반은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서 했기에, 그리고 게는 8곡에서 

많으면 스무 곡 가까이 되는 곡들이 실려 있었기에 그만큼 오랜 시간 

애지 지 들을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되풀이해서 듣기 해서는 아무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2(KST)



26   음악 통권 16호(2015년 하반기)

래도 그것을 소유해서 듣는 쪽이 좋았다. 하지만 디지털 싱 은 몇 

달, 심지어 몇 주만 지나면 발매되는 만큼 과거처럼 오랜 기간 되풀이

해서 들을 필요가 없고, 이는 해당 콘텐츠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음반을 구매해서 오디오에 넣고 재생하는, 

심지어 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것을 듣기 해 재생기기로 옮기는 

‘귀찮은’ 차마  생략된 채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 스트리  시

가 되면서 음악은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읽고 넘겨버리는 인터넷 미디

어의 기사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최근 우후죽순 등장한 많은 인터넷 미디어의 기사들을 보면 더 많

은 클릭 수를 얻기 해 자극 인 제목을 다는 것을 넘어, 화제가 되는 

내용의 화제성이 떨어지기 에 실시간으로 빨리 기사를 공개하기 

해 일단 제목만 붙어 있고 실제 클릭해보면 내용은 한두 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거기다가 검색어 순 에 걸리기 하여 아  기

사 내용과는 큰 계가 없더라도 해당 시기에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

는 단어나 문장을 억지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소  ‘어뷰징(실시간 인

기 검색어에 오른 기사를 포털에 반복 송해 조회 수를 올리고 고 수익을 

얻는 행 )’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태는 실시간성과 화제성에 과도하

게 집착하는 최근 온라인 리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 다. 

드라마나 능 로그램이 끝난 직후, 혹은 한창 방송 인 도 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시청 후기’ 같은 기사들이나 기사 속에 숱하게 

등장하는 ‘네티즌 반응’은 어뷰징 기사의 형 인 이다. 

그런데 실시간 차트에 집착하는 재 우리나라 음악계 역시 이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 이팝 스타>, <슈퍼스타 K>, <쇼미더머

니>, <언 리티 랩스타> 등의 음악 련 서바이벌 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 능 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는 출연 음악인들의 감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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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슬 며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사연, 출연자들 간의 갈등과 립, 논

란이 될 만한 태도 등은 자극 으로 편집되어 ‘실시간 화제’가 되기 

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팬들이 직  은 직캠, 

아 리카TV 개인방송, 커버 스 상, 반응 동 상과 같은 팬들이 만

들어 낸 콘텐츠가 웹상에 업로드되며, 이 상들은 ‘좋아요’ 버튼과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웹상에서 실시간 화제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

런 실시간 화제가 유도한 ‘클릭’은 멜론  기타 음원 사이트  스트

리  사이트의 ‘클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실시간 차트에 반 되어 

움직이는 그래 로 수용자들에게 제시되고 이는 다시  하나의 화제

가 된다. 즉 유튜 에 있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클릭 수와 

SNS  인터넷 게시 에 공유된 하니 직캠 상에 한 추천 혹은 

좋아요 개수, 이진아의 실시간 검색어 순 는 어뷰징 기사를 쓰는 인

터넷 미디어와 더불어 추천/좋아요 개수에 목마른 수용자들에 의해 

화젯거리가 된다. 그리고 이는 실시간 차트에서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고, < 아래>가 역주행을 하고 <시간아 천천히>가 지붕킥을 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화제가 되어 다시  SNS와 인터넷 게시 을 통해 여기 

기 퍼져나간다. 어떤 사실이 화제가 되고, ‘그 화제가 된 사실이 다

시 화제가 되는’ 셈이다(하박국, 2014).

이 과정에서 음악은 한편으로 물러난다. 팬들이 조직 으로 움직여 

유튜  뮤직비디오의 조회 수를 올리고, 실시간 차트에서 1 를 만들

기 해 팬클럽 회원들이 각자 24시간 컴퓨터를 켜놓고 스트리 을 

돌리며, 심지어 억 의 돈을 로커에게 건네어 수치를 올린다. 그

게 만들어진 수치로 실시간, 일간, 주간 1 를 ‘ 으면’ 이 순 는 방

송차트에서 거의 그 로 재생산된다. 여기에서 음악은 스트리  서비

스의 클릭 수치로 치환된다. 인터넷 미디어의 어뷰징 기사가 클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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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여 고료를 타내기 해 기사 내용과 큰 상 이 없는 내용을 

끼워 넣듯이, 상당수의 최근 히트 싱 을 보면 클릭을 유발하여 실시

간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해 음악과는 직 인 계가 없는 

온갖 이야기들이 우겨져 들어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요즘 들어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특히나 이미 디지털화된 음악 생산/유통/소비 환경에서 ‘트랜

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즉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해당 스토리의 통합 인 경험을 창출해내기 해서 다양한 달 채

을 통해서 체계 으로 확산되는 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재 문

화 산업 반에 걸쳐 수용자와 생산자에게 공히 사용되고 있는 략

이라고 할 수 있다(Jenkins, 2007). 그러나 많은 수용자에게 음악 선택의 

기 으로 활용되는 차트가 오로지 음원차트, 그것도 실제 이해 계가 

얽  있는 형 기획사(로엔 엔터테인먼트)와 거  통신사(SK 텔 콤)가 

결합되어 있는 멜론이라는 특정 업체가 만든 차트로 한정되는 상황에

서 그 차트가 ‘실시간 화제성’에만 집착하는 경향은 분명 문제가 있다. 

4. 나가며

EXID와 이진아가 깜짝 스타가 된 직후인 2014년 연말, <무한도 >

의 에피소드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는 1990년  

후반 인기를 얻었던 가수들이 거 출연한 라이  공연 무 를 담아

냈다. 2회 차에 걸쳐 방 된 이들의 공연 무  방송 이후 토토가에 

나왔던 노래들은 갑작스  음원차트에 등장하여 한동안 높은 순 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9일 방송된 <뮤직뱅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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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0개 노래  무려 6곡(40%)의 노래가 1990년 의 히트곡이 되

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23) ‘토토가 열풍’에 해 ‘1990년 에 청

년기를 보낸  30～40세 들의 향수를 반 한 상’이라는 분석이 

지배 이었는데,24) 그 다면 10 와 20 가 큰 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 재의 음악차트에까지 이 노래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이 은 EXID, 이진아, 토토가라는 세 가지 사례를 잇달아 

지켜보며 필자에게 떠오른 의문을 통해 출발했다. 도 잘 안 맞아 

방송용으로는 쓰기조차 힘든 직캠이나 10분 남짓한 방송 출연만으로

도 ‘세계 10 권’이라고 자부하는 국내의 음악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보며 필자는 ‘우리나라의 음악 시장 규모가 워낙 작고 허약하기 때문

에 이러한 작은 일에도 음악차트가 무나도 쉽게 휘둘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검증하기 해 음악차트가 돌아가는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사실 수용자의 음악 소비 행 에서 음

악차트가 갖는 향력은 상당히 크고, 더불어 카페나 식당 운 자를 

포함한 수많은 자 업자들이 자신들의 매장에 하루 종일 ‘멜론 top 

100’을 반복재생하고 있는 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의존

하는 차트 자체에 한 비 인 분석이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음악 연구자들이 인기차트에는 별 흥미가 없거나, 그것이 

가지는 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혹은 차트 산정 과정 자체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3) http://news.donga.com/List/3/all/20150110/69009076/1 이들은 다른 수가 모두 

0 임에도 순 히 ‘디지털 음원 수’, 즉 음원 매량을 바탕으로 순 권에 

이름을 올렸다.

2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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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악차트들의 산정 기 을 살펴보고 멜론의 실시간 차트  

기타 차트들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다 보니, 이런 화젯거리들에 의해 

차트가 요동치는 것은 음악시장이 지나치게 작아서 조그마한 도에

도 크게 흔들거린다기보다는 재 우리나라 음악시장 자체가 ‘실시간 

화젯거리’화된 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런 경향은 클릭 수에 안이 되어 있는 인터넷 미디어의 어뷰징 기사

와 본질 으로 비슷한 원리에 있다. 기사의 내용보다는 클릭을 유도하

기 한 검색어 포함에 치 하고, 음악의 내용보다는 스트리  클릭을 

유도하기 한 화제성에 치 하는 것이다. 가령 <쇼미더머니>나 <언

리티 랩스타>에 출연한 가수들은 힙합 문화에 충실하기 함이 아

닌, 화제를 만들어 클릭을 유도하기 해 디스를 하고 스웨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의 국내 음악차트는 음악산업이 처한 실  수용자들의 

성향을 상당히 잘 반 하고 있는 셈이다. 극 인 팬과 수용자가 만

들어낸 직캠이나  상과 같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김수철·강정

수, 2013)도, 방송사가 략 으로 만들어 낸 ‘스토리텔링을 가진 콘텐

츠’도 결국 클릭을 기다리는 하나의 화젯거리로, 실시간 검색어로, 그

리고 추천/좋아요/조회 수 등과 같은 클릭 수로 치환되어 인터넷 미디

어, SNS, 아 리카TV 개인방송, 그리고 텔 비  미디어 사이를 떠다

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악 자체는 어디론가 증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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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cking the Music: Real-time Chart 

and the Music as an Issue

Lee, Gyu Tag(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Music char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usic industry. The 

audience usually use the charts as their reference when they choose which 

music they would listen to. In the past, radio airplay was the most im-

portant factor that determine the single chart ranking. However, especially 

in Korea, radio lost its power on the charts because it does not play many 

songs as it did before. Instead of airplay, Korean audience are now using 

‘real-time online music charts’ as their main reference. This tendency re-

flects the change that the audience enjoy music by using streaming services 

rather than physical recordings or file formats. Moreover, it shows that 

they consume hit songs not only as musical products but also as the 

‘real-time hot issue’. As the music is produced and consumed via digi-

tal-single format, music has become another ‘one-click’ item such as the 

internet article for abusing - the audience click music just like the way 

they click the abusing article. For them, the ranking on the real-time chart 

becomes one of the real-time ‘breaking news’, which attract other users‘’ 

clicks. In this process, music is gone and only clicks are left.

Keywords: music chart, real-time chart, online music chart, streaming 

service, music industry

* 이 논문은 2015년 9월 14일에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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