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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와 YG엔터테인먼트의 ‘강남스타일’ 대히트

2012년 8월 2일 저녁, 미국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 CNN에서는 개성 있는 외모로 엽기적인 춤을
추는 동양인의 얼굴이 이례적으로 장식되고 있었다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CNN
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에서도 3주째 1위를 지키고 있는 중이었으며 해외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세계적인 유명 스타들과 네티즌들에 이어 언론까지 모두가 그와 그의 노래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11월 24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Youtube) 조회수 1위를 공고
히 지키고 있던 저스틴 비버의 <baby>를 앞지르고, 총 조회수 8억을 돌파한다. [Exhibit 1]

K-pop, 그리고 강남 스타일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K-pop’이라는 단어는 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K-pop은 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아이돌 열풍을 중심
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Exhibit 2] 원론적으로 K-pop은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을 아울러 지칭하
는 단어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는 ‘J-pop’, 중국은 ‘C-pop’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메이저 음
악을 같은 원리로 가리켜 말한다. 그러나 그 실질적 의미는 다소 다르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
은 K-pop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라는 사실이다.
2007년 발매된 원더걸스(Wonder Girls)의 <Tell me>는 대한민국을 강타하였고, 이후 솔로보다
는 그룹을 중심으로 K-pop은 그 열기를 이어나갔다. 또한, 소위 ‘후크송’(후렴구에 반복적 가사를
넣은 노래)이라 불리는 음악을 차세대 주류 대중음악으로 유행시킨다. 이 과정에서 K-pop은 ‘한국
어 가사에 Pop적인 요소들(Rap, R&B, POP음악의 전반적 구성 등)을 접목한 아이돌 그룹의 음악’
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관점에서 바라본 K-pop은 그 성격과 정체성이 다소 다르
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은 그리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K-pop이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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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보미, 정준우가 작성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음.

저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다룬 수많은 해외 매체
의 대부분이 그의 음악을 단순히 ‘K-pop’으로 규정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한국 가수들의 Billboard
90년대 H.O.T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H.O.T를 시작으
로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 그들의 활동 지역이 급속히 넓어
짐과 동시에 2000년대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시장을 타겟으로 설정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아시아 권역에서의 승승장구에 비해 미국에서의 한류는 유독 가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먼저 아시아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아티스트로 손꼽히는 보아(BOA)는,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
지만, 결국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고, 비(Rain)과 세븐(Se7en) 또한 음악적인
성과는 커녕 신랄한 비판을 받으며 미국 활동을 중단한다. 이는 걸그룹으로서는 아시아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소녀시대(Girl’s Generation)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09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원더걸스(Wonder Girls)는 <Nobody>라는 곡으로
그들의 존재를 ‘Billboard Hot 100’차트에 당당히 올려놓는 이례적인 성과를 낸다. 이후 2012년 싸
이가 <강남 스타일>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미국에서의 한류는 계속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지속되는 듯 했으나, 빅뱅(BIGBANG), 소녀시대, 2NE1, EXO는 줄줄이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
하고 ‘Billboard 200’ 차트에 이름만 올리는 고배를 마시는 데 그쳤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들의 전략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형 기획사들(SM, JYP, YG)의 전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
다. 회사 간 차이점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핵심 전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외 진출 초기에 현지 기획사 측에 아티스트를 맡기는 형식 :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현지
시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다.
유튜브를 통한 홍보 : 원더걸스의 <So Hot> 뮤직 비디오가 아시아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으로
조회수 200만건을 넘기면서 Youtube를 통한 홍보가 가속화된 사례가 있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 현지에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뮤지션들과 함께 음반을
내어 그를 내세워 홍보하거나, 그 밖에도 저명한 안무가나 작곡가들을 기용하여 앨범을 제작하는
전략이다.
언어적 장벽 해소 :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현지에서 활동할 때 아티
스트의 이름이나 가사, 곡 제목 등을 현지 언어에 맞게 조정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급작스럽게 나타난 싸이는 어째서 그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일까? 그에게는
이전 가수들과는 다른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던 것일까?

세계를 휩쓴 <강남 스타일> 열풍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2012년 7월 15일, 그의 6번째 정규앨범인 [6甲 Part.1]의 타이틀곡으
로 발표 되었다. 싸이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하였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앞선 곡들인 <챔
피언>과 같은 긍정적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 노래들과 다르게 본인의 개성이 짙게 드러났
던 1집의 <새>와 같은 의도/느낌으로 6번째 정규앨범을 냈다고 밝혔다. 싸이 본인의 개성을 다시
강하게 표출했다고 평가받는 <강남 스타일>을 필두로 총 6개의 신곡의 초호화 피처링 또한 화제
가 되었다. 지드래곤, 리쌍, 성시경, 윤도현, 박정현, 김진표 등 국내에서 인정받는 실력파 가수들
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또한 표지 앨범에는 여름을 겨냥한 시원하고 희화적인 디자인과 함께 YG
의 수장 양현석의 캐릭터도 담겨 소소한 재미들을 많이 첨부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싸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싸이가 2년 동안 만전을 기해 제작한 앨범인 만큼 다양한 색깔을 담아냈다......대중에게 보
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앨범을 파트 1, 2로 나누어 발매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으며, 7월 15일 파트1와 함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
해 공개하고, 18일부터는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내 음원 시장은 보아,
손담비와 같은 유명 솔로 가수들의 컴백 또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이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YG의 대표 양현석은 소속 가수 싸이의 컴백에 대해

“싸이의 인맥이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곧 공개될 뮤직비디오에는 싸이의 인맥이 동
원돼 대중들이 깜짝 놀랄만한 톱스타들이 총출동한다. YG 쪽에서는 지드래곤이 피처링에 참
가하는 등 싸이 지원에 큰 공을 들였다......싸이 올 여름에 크게 히트칠 것......”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막강한 연예게 인사들이
카메오로 동참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유재석, 노홍철, 현아 등 엄청난 인맥들이 동원되는 등 화제
를 낳았었다. 그리고 이런 기대에 부흥하기라도 하듯, 11일 개최된 “싸이의 썸머 스탠드 훨씬 더
흠뻑쇼‘는 전석이 매전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강남 스타일>의 뮤비는 12일 처음 티저로 공개되었다. 뮤비에서는 유재석, 노홍철 현아 등 막
강한 연예계 인사들이 카메오로 동참했으며, 이에 대해 언론은 싸이의 ‘미친 인맥’에 대해 연일
감탄을 했다. 뮤비 역시 강한 중독성을 겨냥했는데, 싸이 측 관계자는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신나는 곡 느낌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했을 뿐 아니라 다양
한 장소에서 촬영되어 한시도 눈과 귀를 뗄 수 없도록 중독성을 높였다......유재석, 노홍철, 현
아는 각자의 매력이 담긴 3인 3색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직접 밝혔다
티저 영상이 나온 후에도 15일 정식 발매가 이뤄지기까지, 뮤비에서 싸이와 카메오 연예계 인
사들의 댄스배틀은 계속 회자되며 정식 뮤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다.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7월 12일 YG엔터테인먼트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다음 날 두 번째 티저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음
반과 함께 7월 15일 정식으로 처음 공개되었다.
이 때도 다양한 연예계 인사들의 축하와 응원 메시지로 싸이의 인맥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특히 축구선수인 박지성이 응원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런 엄청난 관심
속에서 싸이 강남스타일은 발매 직후, 당시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던 비스트의 ‘별 헤는 밤’을 제
치고 1위를 기록했다. 뮤비 또한 나오자 마자 ‘말춤’의 특징적인 중독성과, 당시 주요 예능인인 유
재석과 노홍철의 댄스 배틀로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같은 날 SBS인기가요 생방송에서도 직접
나선 싸이의 컴백무대 또한 성황리에 끝났다.
<강남 스타일>은 가사의 내용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강남스타일은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
상을, 그리고 여자들이 원하는 남성상을 비현실적이지만 발칙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일각에서는 당시 YG엔터테인먼트의 파워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했다. 2012년 초부터 세븐의 ‘내
가 노래를 못해도’를 시작으로 빅뱅과 2NE1까지 지속적으로 음원을 발매 할 때마다 1위를 탈환
하며 신곡으로 한해에 6번이나 1위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YG의 오랜 세월의 경력이 묻어나는 가
수들과 트렌디하고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브랜드 파워로 적지 않은 주목을 받
았고, 많은 언론은 2011년부터 이어오던 이런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뜨거운 반응에 싸이는 당시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두렵다......아이돌 가수의 세상에 팬덤이 없으면 2~3일 내에 사그라
진다. 온라인에서 1위를 해본게 처음이다. 5집 ‘라잇나우’로 2시간 동안 1위를 해본게 전부인
데 믿기지 않는다......”
“솔직히 잘 되고 싶어 만들긴 했지만 기대 이상이라 아직도 얼떨떨하다. 대중의 선택을 받
기 위해 고민하다 시쳇말로 ‘골 때리는’ 가사를 써 보자고 생각했다. 히트곡 ‘새’처럼 회자될
만한 노래와 춤을 만들어 보자 마음먹었다. 가장 강조하는 게 ‘웃기되 우습지 말자’라는 건데,
내 비주얼이 강남스타일은 아니잖나.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통한 것 같다”
“음원 판매 곡선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급격하게 상승하더라 내 팬들이 직장인들이 많다.
아침에 다운로드 한번씩 하고 출근한 것 같다......대중이 팬덤을 이긴셈......”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특별히 YG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언
급하며, 직장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싸이는 ‘강남스타일vs전국구스타일’이라는 명칭 아래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강남스타일’ 마케팅에 힘을 썼다. 이를 통해 컴백 5일만에 모든 국내 온라인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이는 이후 보아나 비스트의 컴백에도 굳건하게 1위를 지켰으며, 콘서트 티
켓 판매량도 1위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6대 음원 유통사에서 5주 동안 1위를 유지했으
며,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디지털 음원, 음반 판매량, 방송횟수, 시청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순위
가 책정되는 ‘K-Chart’에서 사상 최초로 10주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들
을 경신해 나갔다.
국내에서 성공적인 반응에 힘입어 싸이 측이 결정한 첫 번째 해외 진출지는 일본이었다. 6집 파
트2를 2012년도 9월말에 국내에 출시하며, 일본에서도 미니앨범을 출시해, 일본 시장 데뷔를 노
리고 있었다.
당시 싸이는 인터뷰에서

“일본어로 ‘롯본기 스타일’로 발표될거다. 가사도 번안작업 중이다. 한국에서 가수가 처음
왔는데 제목이 ‘롯본기 스타일’이면 얼마나 웃기겠냐. 게다가 춤은 엉망이고 얼굴도 이 모양
이고, 일본에서 전례없던 스타일 아닌가. 잘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다......일본은
앨범 발매전, 프로모션 행사나 이벤트를 돈다. 먼저 오사카 도쿄 등 큰 도시를 돌면서 프로모
션을 할 것 같다. 연말까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외연을 넓힐 것 같다”
라고 밝혔다. 싸이가 일본 진출을 출발로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을 때, 이미 유투브를 통해 퍼진
뮤비는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뮤직비디오의 말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웃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는 영상이 제보되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싸이도 한류스타?”, “해외에서
도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아이돌을 능가하는 월드스타 싸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때
언론에서는 두 해외 여성이 박장대소를 하는 반응영상을 집중보도 하며 <강남 스타일>의 뮤비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연이어 보도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이틀 뒤인 2012년 7월 27일에는 미국 유명 음악 전문 사이트 팝더스트의 메
인을 <강남 스타일>이 장식하였다. 그리고 빌보드 K팝 핫 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고, 유튜브에
서도 550만 건 이상의 조회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도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에 점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후 달아오는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영국 유명 그룹 테이크 댓 출신 로비 윌리엄스, 그리
고 미국의 유명 랩퍼 티페인이 강남스타일 뮤비를 극찬하며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 시작해서, 강
남스타일 뮤비는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기세를 이어 8월 2일에는 유튜브에서 <강남 스타
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건을 넘었다. 이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콘텐츠 가운
데 처음으로 조회수 1000만건을 넘는 기록이었기에, 허핑턴 포스트와 같은 해외 언론의 주목 또
한 받았다. 허핑턴 포스트의 보도에서는 한국의 부유층이 사는 강남을 풍자하는 <강남 스타일>의
내용적인 부분까지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외의 공식 뉴스 채널 CNN에서도 보도가 되며
해외에서도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공식적이고 확실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었다. [Exhibit 3]

이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는 특별한 해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놀라며

“싸이는 노래,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등 자체적인 콘텐츠만으로도 글로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 평가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남 스타일>이 퍼지면서 또 함께 증가한 것은 패러디물이었
다. ‘대구스타일’, ‘부산스타일’ 등 수많은 <강남 스타일>의 패러디 동영상들이 게재되었고, UCC콘
테스트를 통해 쏟아져 나온 90개 가량의 패러디 영상들은 이 열기를 더해갔다. 이후 해외 여러
방송매체에서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보도 되기 시작했다. [Exhibit 4]
이러한 인기 가운데 싸이는

“정말 꿈같은 컴백 3주째에 더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데뷔곡 ‘새’를 부르던 그때보
다 더 설레는 요즘이다”
라고 이 상황에 대해 소감을 전했다. 이윽고 해외에서 싸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언론과 해외
연예인들의 러브콜이 시작되었다. 당시 싸이 측 관계자는 미국 진출에 대해서 새롭게 가능성을
염두해보고 이를 검토하기 시작하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쪽 반응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이다......여러 가
능성을 두고 검토해볼 예정이다”
이러한 <강남 스타일>의 메가 히트는 패러디와, 해외 다양한 언론의 보도를 받기 시작하며 그 기
세를 계속 몰아갔다. 가사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
다. 먼저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흥겨운 말춤에 가장 크게 반응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강남 스타
일>의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Open Condom Style"로 들리는 ‘몬더그린(mondegreen)’
현상 때문에 더 인기를 끌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에는 초기에 준비했던 일본 진출과 관련해서
도 <강남 스타일>을 고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큰 성공을 거뒀다.
이 후 유투브 7천만, 8천만, 1억뷰를 지나 20억뷰라는 역대 최대 조회수를 기록하며 신기록 고공
행진을 이어갔으며, Billboard 소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점차 전체 순위에서도 상승하여
연일 신기록을 세워갔다. 발매 불과 50일 가량 만에 유튜브 1억뷰 달성 당시 싸이는

“모든 게 다 처음 겪는 경험이에요. 데뷔 11년 만에 처음 전성기를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의
반응을 잘 다뤄 국위선양해 보고 싶은 마음과 욕심내지 말자는 생각 두 감정이 교차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싸이의 메가 히트로 3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주가상승과 국내 연예계 최
고 부자가 된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싸이 성공은 K팝 때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K팝 붐이 일어나느냐로 연결짓는 것

은 무리가 있다. 사람들은 싸이의 성공을 우연이라고 보지만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
는다. 싸이가 성공한 것은 미국에 그런 가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셔와 똑같이 따라한 가수가
나가면 실패한다. 분명하게도 YG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싸이처럼 대박 터뜨린 사람은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빅뱅도 기대된다. 빅뱅과 같은 그룹은 해외에 없다. 훌륭한 외모에 큰
키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작사ㆍ작곡하는 아이돌은 드물다”
라고 싸이를 평가했다.
아울러 뉴욕과 홍콩에 지국을 확장하고 이 후 2013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홍콩, 미국에 직원 10명 정도의 사무실을 열었다. 1999년 베이비복스를 비롯해 많은 기획
사가 중국 진출을 했지만 그때 나는 중국을 내다보지 않았다. 중국은 불법 콘텐츠도 많고 (수
익성을 내기에) 이르다고 판단했다. YG처럼 해외 진출에 신경 안 쓴 회사도 없다. 그런데 이
제는 무르익었다. 낚싯대를 넣으니 꿈틀대는 것 같다. 사공의 입장에서 입질이 왔다.”
라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 스타일>은 한국 노래 최초로 33개국 이상에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고, 미국의
Billboard Hot 100에서도 최초로 10위권 이내를 달성했다. 더 나아가 최고 기록으로 Billboard 차
트 7주 연속 2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유투브를 통해 급격한 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뮤직비디오
는 발매 후, 11월 24일 조회수 8억을 돌파하며 유투브 조회수 세계 1위를 기록한다. 이후 12월
22일에는 조회수 10억을 돌파하고, 2014년 6월 2일 유투브 사상 최초로 한계 조회수를 넘어선
20억 조회수를 달성했다. [Exhibit 5]
싸이의 6집의 Part.1이 발매되고 나서 2개월 후인 2012년 9월 경에 순차적으로 발매될 예정이
었던 [6甲 Part.2]는 <강남 스타일>의 대히트와 함께 미뤄지게 된다.

강남 스타일에 이은 다음 행보, 싱글 앨범 [GENTLEMAN]
<강남 스타일>이 발표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싸이는 싱글앨범 [GENTLEMAN]으로
돌아왔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싸이의 컴백은 화젯거리였고,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출시
되자마자 Billboard 12위에 진입한다. 유튜브에서도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약 80시간만에 조회
수 1억을 기록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유투브 누적 조회수 1위라는 기록
과 함께 <GENTLEMAN>으로 ‘유튜브 역사상 최단기간 1억뷰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기에 이른
다.
음원이 발표되고 1주일 뒤, Billboard 차트 12위에서 5위까지 올라간 <GENTLEMAN>은 과연 1
위에 오를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전 곡 <강남 스타일>이 아쉽게 2위에 그치면서 그
기대는 더 커졌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GENTLEMAN>은 1주일 뒤 5위에서 26위로,
2주 뒤에는 33위로 순위가 떨어지게 된다. <GENTLEMAN>은 전작인 <강남 스타일>의 영향을 받
아 공개 전부터 주목 받았지만, <강남 스타일>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짓는다. [Exhibit 6]

<GENTLEMAN>, 제 2의 <강남 스타일>?
노래 <GENTLEMAN>은 음악적으로도 완벽한 제 2의 <강남 스타일>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곡
이라고 할 수 있다. 싸이는 <강남 스타일>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발 빠르게 <강남 스타일>과
같은 스타일로 신곡을 출시한 것이었다.
<강남 스타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GENTLEMAN>도 전형적인 후크송으로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재미있는 가사, 한국어를 몰라도 특정 영어 소리가 들리는 특징(몬더그린)을 그대
로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추악한 사람들을 풍자하는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가사를 보면 후렴구의 ‘I’m a
mother father gentleman’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준다.
<강남 스타일>의 말춤이 유행의 요인 중 하나였던 만큼, <GENTLEMAN>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안무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예전에 국내를 강타했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 춤’의 저작권을
안무팀 ‘야마앤핫칙스’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대표 안무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춤에 대
한 저작권 개념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말춤과 같은 참신하고 중독적인 춤을 단시간 내에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입증되었던 춤을 통해 안정적인 반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뮤직비디오의 구성 역시 <강남 스타일>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강남 스타일>에서
‘무한도전’의 유재석, 노홍철이 나와 큰 호응을 이끈 후, <GENTLEMAN>에서는 무한도전 멤버 7명
이 모두 출연했으며, 섹시가수 현아가 싸이의 파트너로 나왔던 것처럼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
이 직접 나와 싸이와 함께 시건방 춤을 춘다. 또한 노인이나 미녀와의 B급 코믹정서와 선정적인
장면까지 여지없이 비슷하다. 그러나 <강남 스타일>에서 유재석과 노홍철이 각각 20초, 10초로
비교적 오랫동안 나왔던 반면, <GENTLEMAN>에서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2-5초정도록 짧게 나와
시청자들에게 큰 각인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핸드폰 게임, 복사용지, 주류 등의 강도
가 심한 PPL과 선정적인 수위로 인해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hibit 7]

싸이, 미국을 정조준하다, [Hangover]
이후 싸이는 14년 6월 9일에 글 <Hangover>를 통해 다시 한번 미국을 겨냥한다. 6일 싸이는
유투브를 통해 미국의 ABC 심야 토크쇼 ‘지미 키엘 라이브: 게임 나이트’에서 예고 영상을 공개했
다. 8일에는 프로그램에 싸이와 스눕독의 출연 소식을 알리는 26초의 짧은 영상이 나왔는데, 이
때 신곡 <Hangover>가 10초 정도 선공개되었다. ‘키미 키엘의 라이브: 게임 나이트’는 NBA 파이
널 경기 전에 방영되는 소위 말하는 프라임 타임 대의 방송으로, 월드 스타로 자리매김한 싸이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은 이틀 만에 120만뷰를 돌파하
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Exhibit 8]
<GENTLEMAN>이 <강남 스타일>과 비슷한 컨셉으로 출시되었다면, <Hangover>는 좀 더 싸이
고유의 정체성과 한국적인 특징을 버리고, 미국 시장에 더 맞춘 노래로 제작되었다. <강남 스타일
>과 <GENTLEMAN>이 일렉트로 하우스 장르의 음악이라면, <Hangover>은 미국의 전설적인 래
퍼 스눕독(Snoop Dogg)과의 콜라보로 탄생한 트랩 기반의 힙합음악이다. 트랩 장르의 음악을 선
택함으로써 싸이의 색깔은 옅어졌지만 이는 미국 음악계의 주류시장을 타게팅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음원에서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를 넣어 한국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전 작들이 대부분 한글 가사였던 반면 <Hangover>는 후렴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가
영어로 쓰여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Hangover>는 음원 유통 또한 차별점을 두었는데, 미국 및
전세계의 아이튠즈로만 독점 발매되었고, 국내 음원사이트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
숙취를 뜻하는 <Hangover>에 걸맞게 뮤직비디오에는 한국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주
문화를 특유의 B급 정서로 보여준다. 싸이가 스눕독과 함께 돌아다니며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노
는 모습,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 폭탄주를 마는 모습, 노래방 회식문화, 편의점에서 컵라면
과 삼각김밥, 숙취음료를 마시는 모습 등을 연출했고, 같은 소속사 동료이자 K-Pop 스타인 지드
래곤(G-Drangon)과 씨엘(CL)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였다. [Exhibit 9] 그리고 <강남 스타일> 때부
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 않았다.
이렇듯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에 <Hangover>는 당연히 <강남 스타일>
이나 <GENTLEMAN>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개성 있는 안무가 사라졌으며, <강남
스타일>이나 <GENTLEMAN>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줬던 풍자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데 반해,
<Hangover>의 뮤직 비디오에서는 한국의 음주 문화를 문자 그대로 스눕독과 함께 보여줄 뿐이
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가 그리 재밌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유
명인과의 콜라보로 인해 싸이 특유의 음악성이 옅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장르의 변화로 인해 노
래의 신나는 느낌도 사라지고, 새로움도 없어 평범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결국 <Hangover>는 이제껏 나온 음원들 중 가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다. 미국 아이튠
즈 차트에서는 300위권으로 진입하여 163위에 그쳤고, 뮤직비디오는 5일동안 누적 조회수 약
5,300만뷰를 기록하였다. 빌보드에서는 6월 28 차트에 26위로 진입하였다가 결국에는 순위권 밖
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절대적으로 수준 이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엄청
난 돌풍을 일으켰던 싸이와 미국 내에서도 탑급으로 인정받는 스눕독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에 프로모션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더블 타이틀?
<DADDY>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노래로, <강남 스타일>과 <GENTLEMAN>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완성된 노래이다. 하지만 <강남 스타일>의 열기가 식어 노래를 제 때 내
놓을 수 없었던 싸이는 7집 컴백 기자회견에서 ‘6집(강남 스타일)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얻
어걸린 케이스였고, <GENTLEMAN>은 처음부터 해외를 겨냥한 케이스였고, 이번에는 의도하지 않
되, 걸릴까?’란 느낌으로 앨범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팔 바지>는 싸이가 국내에서 공연이
끝나고 영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쉽게 만든 노래이다. 내수용이라 칭할 정도로 가사적인 부분에
서 외국 팬들을 위한 배려보다는 한글로 라임을 맞추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DADDY>는 “국내도 고려했지만, 국외를 생각한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 후렴구에 영어
로 반복구가 이루어지는 등 국내 팬들이 원하시는 예전 제 노래보단 해외에 조준이 되어있는 노
래예요.”라고 싸이는 밝혔다.
씨엘이나 JYJ의 시아준수,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자이언 티, 전인권 등의 국내에서 대단한 뮤지
션들의 피처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will.i.am, Ed Sheeran를 포함
한 국내외 화려한 뮤지션들의 라인업은 국내와 해외를 모두 고려한 싸이의 의도를 뒷받침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의식한 선택이라고 평가 받기도 했다.

다시, 초심으로
한편 싸이는 7집을 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강남 스타일> 이후 전
세계 팬들이 좋아할만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싸이만의 음악을 하겠다는 의미였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초심을 찾자 그랬는
데 초심이 뭔질 모르겠더라고요. ...... 제가 찾은 초심은 '하고 싶은걸 하고싶어서 딴따라가 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고, ...... 어떤 분들은 왜 예전같이 국내 팬들이
듣기 좋은 음악을 안하고 해외를 의식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 노래
가 해외에서 먹히겠냐 너무 국내용 아니냐 ...... 그냥 하고 싶은걸 하고 그 결과는 순리대로
받자”
싸이의 컴백 소식은 해외 매체에서도 뉴스로 다뤄지긴 하였으나 <강남 스타일>만큼의 큰 관심
은 받지 못했고, 노래에 대한 반응도 호평과 혹평으로 크게 나뉘었다. 미국 타임지는 독창적인 싸
이에게 <DADDY>는 평범하다면서 2015년 노래 중 최악의 노래 4위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Exhibit 10] <DADDY>는 12월 19일 빌보드 97위에 이름을 올렸다. 뮤직비디오는 열흘 동안
DADDY는 4500만 뷰, 나팔바지는 1100만 뷰를 돌파하였다. 국내에서는 DADDY가 멜론 주간 차트
에서 2주동안 1위를 기록하였다.

초심에서, 한 발자국 더
이후 싸이는 1년 반 만인 17년 5월 10일에 8번째 정규 앨범인 [PSY 8th 4X2=8]로 돌아왔다. 싸

이는 8집을 내면서 저번 앨범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는데,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심을 되찾는 대신 본심을 가지고 음악과 뮤직 비디오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B급 정서의 음악이나 뮤직 비디오를 보고 똑같은 것을 답습한다는 지
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답습이 아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한다. 16년 넘게 활동한 가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한편 싸이는 지난 앨범에서 내수용과 수출
용으로 두 곡을 타이틀로 했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전 곡 내수용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8집에는 자신의 소속사인 YG 패밀리 식구들을 대거 활용해 피처링과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였다. 지금까지 작곡은 유건형 작곡가와의 협업을 통해, 작사는 주도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상
당히 많은 부분을 협업으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싱어송라이터로 대부분 스스로 음악활동
을 해오던 싸이는 이번 앨범에서 유난히 협업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젊은 피의 수혈이 정말 절실했어요. 그 친구들과 작업하면서, 아 맞다. 이런 거야. 이런 가
사, 이런 멜로디야. 내가 저 친구들 나이 대에는 저런 가사, 저런 멜로디가 있었는데 너무 머
리가 복잡해졌었구나. 그 친구들과 작업하니까 숨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고, 그들과 작업
직후 아이디어가 샘 솟듯이 나왔어요. 한동안 정체돼 있던 게 뚫렸고, 그 덕분에 다양한 노래
를 만들게 되었어요. “
싸이의 8집 타이틀곡 <I LUV IT>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6일 만에 2,00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
으며, <NEW FACE> 는 1,900만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멜론 주간 차트에서 4주
동안 두 곡이 3위에 머무르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빌보드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Exhibit 11]

<토론질문>
1)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대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케이스에 드러
난 내용을 중심으로 강남스타일의 대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리고 각 평가의 타당성
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2) ‘강남스타일’ 이후 나온 후속곡, ‘젠틀맨’과 ‘행오버’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보자. 케이스에 드러
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곡의 성공/실패요인에 대해 토론해보자.

3-1) ‘강남스타일’ 이후 ‘젠틀맨’이 나오는 과정을 피드백과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3-2) ‘젠틀맨’ 이후 ‘행오버’가 나오는 과정을 피드백과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4) ‘행오버’ 이후 ‘칠집사이다’에서 싸이와 YG가 국내로 전향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평가해보자.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싸이와 YG는 어떤 방향으로 다음 앨범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외
진출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Appendix
[Exhibit 1] 싸이의 수상, 달성기록
음악방송
2013. 04. 28.

SBS [인기가요] ‘젠틀맨’ 1 위

2013. 04. 27.

MBC [쇼!음악중심] ‘젠틀맨’ 1 위

2013. 04. 25.

M.net [엠카운트다운] ‘젠틀맨' 1 위

2013. 04. 25.

KBS [뮤직뱅크] ‘젠틀맨' 1 위

2013. 04. 21.

SBS [인기가요] ‘젠틀맨’ 1 위

2013. 04. 18.

M.net [엠카운트다운] ‘젠틀맨’ 1 위

2012. 09. 14.

KBS [뮤직뱅크] ´강남스타일´ 1 위 11 주연속 1 위

2012. 08. 23.

M.net [엠카운트다운] ´강남스타일´ 3 주연속 1 위

2012. 08. 17.

KBS [뮤직뱅크] ´강남스타일´ 3 주연속 1 위

2010. 11. 11.

M.net [엠카운트다운] ´Right Now´ 1 위

2006. 09.

SBS [인기가요] ´연예인´ 뮤티즌송 2 주 연속 1 위

2006. 08. 13.

SBS [인기가요] ´연예인´ 뮤티즌송

2002. 12. 01.

SBS [인기가요] ´챔피언´ 1 위

2001. 06. 24.

SBS [인기가요] ´끝´ 1 위

2001. 06.

MBC [음악캠프] ´끝´ 2 주 연속 1 위

2001. 05. 06.

SBS [인기가요] ´새´ 1 위

2001. 04.-05.

KBS [뮤직뱅크] ´새´ 2 주 연속 1 위

2001. 04. 19.

KBS [뮤직뱅크] ´새´ 1 위
수상내역

2013. 06.
2013. 05.

Much Music Video Awards [International Viral Video of the Year]
소셜 스타 어워드 [Game Changer, Dance Music Award, East Asia
Award, South Korea Award, South Korea Musician Award]

2013. 05.

빌보드 뮤직 어워드 [Top Streaming Song (Video)]

2013. 04.

트라이베카 영화제 [혁신상]

2013. 02.

한국 대중음악상 '강남스타일'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음악인]

2013. 02.
2013. 01.
2013. 01.
2013. 01.
2012. 12.
2012. 12. 14.
2012. 12. 04.
2012. 11. 30.

제 2 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강남스타일' (8월) [올해의 가수상 (음원부문)]
제 22 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대상, 본상]
프랑스 NRJ Music Awards 2013 [International Song of the Year,
Music Video of the Year, NRJ Award of Honor]
제 27 회 골든디스크 '강남스타일' [음원 대상, 음원 본상]
브라질 2012 Capricho Awards [바이럴 비디오상]
멜론 뮤직어워드 [TOP 10, T 스토어 베스트송상, 글로벌
아티스트상, 뮤직비디오상]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대중예술부문]
M.net Asian Music Awards '강남스타일'
올해의 노래,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솔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2012. 11.

201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훈장 수훈자] 선정

2012. 11.

2012 American Music Awards [뉴미디어상]

2012. 11.

2012 MTV EMA '강남스타일' [Best Video]

2011. 12.

제 1 회 한국음악 저작권 대상, 싱어송라이터상, 힙합부문 본상

2011. 10. 27.

희망 나눔 축제 [국방부 재능 기부자 감사패]

2011. 09. 30.

위문열차 50 주년 특집 공연 [국방 홍보원 감사패]

2011. 01. 20.

제 20 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최고앨범상]

2010. 12. 15.

2010 멜론 뮤직 어워드 [공연문화상]

2010. 12. 04.

서울가요대상 [최고앨범상]

2010. 12. 02.

M.net Asian Music Awards [프로듀서상]

2010. 02. 03.

제 19 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공연문화상]

2009. 07. 10.

강원도 도민의 날 기념육군 군악 연주회 [육군 참모총장 표창]

2006. 12. 29.

SBS 가요대전 [본상]

2006. 11. 27.

M.net KM Music Festival 뮤직비디오 [최우수 작품상]

2005. 11. 27.

M.net KM Music Festival [공연 비디오상]

2004. 12. 29.

SBS 가요대전 [올해의 작곡가상]

2004. 12. 10.

제 15 회 서울가요대상 [최고 작사가상]

2002. 12. 29.

SBS 가요대전 [힙합부문상]
콘서트

2017. 12.

[올나잇 스탠드 2017] 밤샘의 갓싸이 (부산, 잠실)

2017. 07.- 08.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부산, 잠실, 대전, 대

2014. 12.

싸이 [올나잇스탠드 2014]

2014. 08.

AIA REAL LIFE : NOW FESTIVAL 2014

2013. 04.

PSY Concert [Happening]

2012. 10.

서울시청광장 콘서트

2012. 08.

PSY [썸머스탠드 훨씬 THE "흠뻑쇼"]

2012. 01.

YG 15 주년 기념 콘서트 [YG Family Concert in Japan]

2011. 12.

YG 15 주년 기념 콘서트 [YG Family Concert]

2011. 12.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2011] 형제의 난 (대구, 광주,

2011. 12.

YG 15 주년 기념 콘서트 [YG Family Concert]

2011. 12.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2011] 형제의 난 (부산, 서울,

2011. 11.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2011] 형제의 난 (인천)

2011. 08.

삼성카드와 싸이의 썸머스탠드 [흠뻑쇼]

2011. 02.-

06. 싸이의 중극장 스탠드 10 주년 한정판

2010. 12.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20-10 (부산, 서울, 광주)

2010. 05.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그 마지막] (서울, 천안)

2010. 04.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울산,여수)

2010. 04.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여수)

2010. 03.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수원)

2010. 02.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제주, 일산)

2010. 01.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인천, 진주, 안양앵

2009. 12.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부산, 서울, 창원,

2009. 11.

김장훈 싸이의 [완타치] 전국투어 (대구)

2006. 12.

2006 싸이 [올나잇스탠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2006. 08.

싸이 [썸머스탠드 2006]

2005. 12.

싸이 올나잇스탠드 2005 [에너지나잇]

2005. 08.

싸이&렉시 Joint Party Concert [올나잇부비]

2005. 07.

2005 서울뮤직페스티벌

2004. 12.

싸이 [올나잇스탠드]

2003. 12.

싸이 [올나잇스탠드]

2001. 12.

싸이 [올나잇스탠드]

[Exhibit 2] 한류의 성장

[Exhibit 3] <강남스타일>, 그리고 열광적인 반응

<Obama shook hands with the Gangnam Style

<Gangnam Style in New York, USA>

rapper PSY>

<"Gangnam Style" live at Rockefeller Center as

<The PSY Effect? “The Ellen Show” Records

part of NBC's 'Today Show' Summer Concert

Personal High in Ratings!>

Series New York City>

[Exhibit 4] 각종 <강남스타일> 패러디

미 해군사관생도 스타일, 조회수 약 690만

대구스타일, 조회수 약 120만

Mitt Romney Style, 조회수 약 6,277만

KIM JONG STYLE, 조회수 약 9,054만

* Mitt Romney: 미 기업가, 정치인

[Exhibit 5] <강남스타일> 빌보드 순위

*조회수는 17년 12월 기준

[Exhibit 6] <GENTLEMAN> 빌보드 순위

[Exhibit 7]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와 <GENTLEMAN> 뮤직비디오의 비교

<강남스타일> 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의 모습

< GENTLEMAN > 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의 모습

<강남스타일> 에서 현아의 안무 모습

<젠틀맨> 에서 가인의 안무모습

[Exhibit 8] 지미 키엘 라이브 예고편과 방송에서의 모습

지미 키엘 라이브 예고편의 한 장면

본 방송에서의 싸이와 스눕독

[Exhibit 9] <Hangover>의 뮤직비디오의 장면들

[Exhibit 10] 타임지 선정 2015 최악의 노래 10
순위

가수

노래

1

CeeLo Green

Robin Williams

2

Charlie Puth feat. Meghan Trainor

Marvin Gaye

3

5 Seconds of Summer

Hey Everybody

4

Psy (feat. CL of 2NE1)

Daddy

5

Macklemore & Ryan Lewis

Downtown

6

Ariana Grande

Focus

7

Meghan Trainor

Better When I’m Dancin’

8

Britney Spears & Iggy Azalea

Pretty Girls

9

Nate Ruess

ahHa

10

OMI

Hula Hoop

[Exhibit 11] 싸이 노래의 빌보드 기록
노래

강남스타일

빌보드

차트 진입

최고 순위

주간

2위

31주

GENTLEMAN

5

14

Hangover

26

1

DADDY

97

1

- 이수영(2015), “한국과 미국사이”:미국 내 한류를 통해 바라본 초국적 문화교류 현상, 미국학
논집
- 이수범(2009),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 전략, 문화경제연구 제 12 권 12 호
- 김정순 외 3 명(2011), SM 엔터테인먼트의 해외 진출 성공 전략, 한국미래마케팅연구원
- 강현구, 고훈준(2013), K-POP 의 음악 패턴 분석, 디지털정책연구 제 11 권 3 호
- 빌보드. http://www.billboard.com
- YG 패밀리. http://www.ygfamily.co.kr
- 유튜브. http://www.youtube.com
- 멜론. http://www.mel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