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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류’는 중국과 대만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년 넘

게 진행되고 있다. 한류는 그동안 아시아지역에 전파된 뒤, 그곳에 머

물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북남미로, 그리

고 인도, 중동지역을 넘어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이 보고서는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논문

을 소개하였으나 한류는 이미 유교문화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범

위를 넘어 버렸다. 유교문화는 사실 기껏해야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한국, 베트남에 전해진 것으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4개국의 아주 작

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지금 한류는 그런 유교문화권의 범위

를 넘어 유교를 전혀 접하지 못한 더 많은 세계인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금년 보고서는 이러한 한류를 좀 더 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한류 연구와 함께, 일본과 중국 그리

고 영어권의 한류 연구를 살펴보고 지금 한류가 어디에 서 있는지 가늠

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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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한류’ 연구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

보면(초록·목차·본문 제외조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 

(2019년 11월 10일 기준)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자료 47 36 37 26 20

학위논문 92 101 107 83 68

학술기사 477 555 708 484 340

합계 616 692 852 593 428

이러한 통계 자료는 작년에 보고한 「2017년 ‘한류와 유교’ 연구 동

향」의 검색 결과와 약간 다르다. 예를 들면 학술기사의 경우 작년에는 

2014년이 331편, 2015년이 396편, 2016년이 527편이었다. 이렇게 차

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작년 이후로 새로운 자료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 검색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국내의 한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보인다.

첫째, ‘한류’관련 단행본 출판은 2014년도 이래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

다.

둘째, 학위논문과 학술기사(일반 논문)도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었다. 

셋째, 2018년의 한류 연구 성과는 2016년의 1/2정도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과 비교해도 2/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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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줄어든 것일까? 혹시 한류 자체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

닐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까지 진출하여 성공한 BTS의 활약이

나 2017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국에 개봉하고 그해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에 7번째

로 이름을 올린 것을 생각해보면 한류가 아직 침체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연구 성과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이것은 아마도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서 호기심을 일으

키는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화, 생활화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말하자면 초기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화제성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이제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

에 새로운 주제로 한류를 연구하기가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류’라고 하는 단어 개념이 이미 너

무 커져버려서 연구자들이 키워드로 ‘한류’를 선택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류가 K-pop,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뷰티, 음식 등 다

양하게 확산, 발전하면서 한류 전체를 하나의 연구에 담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즉 전체보다는 각 분야를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는 경우가 늘어

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K-pop의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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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도서자료 12 16 9 7 6

학위논문 31 26 22 22 22

학술기사 58 56 62 49 59

합계 101 98 93 78 87

표는 ‘K-pop’을 키워드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다. 표

를 보면 2014년 이래로 ‘K-pop’연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자료는 2014년에 비교하여 

2018년에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학술기사 편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에 비해 2018년의 발표 건이 단지 6편이 줄었으며 2018년은 2017년보

다 9편의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위논문은 2016년에서 2018년

까지 모두 22편으로 변화가 없다.

2018년에 단행본으로 발표된 K-pop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제목

1
『아이돌의 작업실 - 케이팝 메이커 우지, LE, 라비, 방용국, 박경의 음악 이야기』(박희
아, 위즈덤하우스, 2018)

2 『케이팝의 작은 역사 : 신감각의 미디어』(김성민, 글항아리, 2018) 

3 『K팝 메이커스 - K팝의 숨은 보석, 히든 프로듀서』(민경원, 북노마드, 2018)

4
『K-pop live :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Suk-Young Ki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8)

5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 농지개혁에서 K-pop까지』(최광 편저, 북앤피플, 2018)

6 『문화력으로서 한류 이야기』(최창현 등, 박영사, 2018)

위의 6번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목에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한류’로 검색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한류 연구 중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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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K-pop 관련 학위논문의 주제를 보면 중국 관련 연구가 6

편, 방탄소년단 관련 3편, 발전방향 2편, 멜로디 관련 2편, 댄스관련 2

편, 노래 가사, 뮤직비디오, 공연, 뷰티, 일본 등 관련 연구가 각각 1편 그

리고 기타가 2편이다. 중국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이 K-pop을 주제로 연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류’ 연구 결과로 돌아가서 2018년 20권이 발간된 단행본의 

출판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주요 서적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제목

1 『(2018) 지구촌 한류현황 1-4』(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2
『한류와 문화정책 : 한류 20년 회고와 전망』(김정수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18)

3 『(2017) 한류백서』(김영수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18)

4 『동남아시아 한류스토리』(김용락외 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5
『(2018) 글로벌 한류 트렌드 - 전 세계로 스며드는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
(남상현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6
『(2017) 한류 파급효과 연구 - 융복합시대 新성장동력 : 한류의 가치분석 연구보고
서』(전종근 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편, 2018)

7 『(2018)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이들 서적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편집하거나 출판한 것으로 한류 현

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단행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간되었다.

번호 제목

1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박장순, 북북서, 2018)

2 『문화력으로서 한류 이야기』(최창현 외,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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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들지 않은 11권은 한류 자체 현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서

적들이다. 예를 들면 교육한류 실현 방안과 관련된 책 1편, 연예산업 현

장 르포 1편, 한류 빅데이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책 1편, 한류 스

토리콘텐츠 관련 연구 1편, 이너뷰티후드 개발 관련 1편, 동남아 공적

개발원조(ODA) 관련 서적 1편, 고구려 관련 서적 1편, 다문화 관련 1편, 

쇼핑관광 관련 1편, 산업한류 관련 서적 1편 등이다. 2018년의 단행본 

중에 한류에 담긴 사상이나 철학 혹은 한류 현상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박장순의 저서 외에는 거의 없다.

2018년 한류 관련 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총 68편 중에 중국 관련 연

구가 26편을 차지한다. 그리고 베트남 관련 연구가 8편, 화장품 혹은 뷰

티 관련 연구가 7편, 드라마 관련 연구가 4편, 관광이 4편, 일본 관련 연

구가 3편, 마케팅, 몽골, K-pop 관련 연구가 각각 2편이다. 이 외에 한국

어, 한식, 입양인, 산업 트랜드, 우즈베키스탄, 대만 관련 연구가 각 1편

씩이다. 이 중에 중국 연구나 베트남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은 한국에 유

학 온 두 나라의 유학생들이 그러한 주제를 선호하여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 학위 논문도 대개의 연구는 신문방송학이

나 관광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 혹은 예술학에 속한 것들로 철학사상이

나 역사 등 인문학적인 시각의 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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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한류’ 연구

지난 2016년의 ‘한류와 유교문화’ 연구동향 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논문 발표수를 그래프로 제시한 적이 있다. 일본

의 학술 논문사이트(http://ci.nii.ac.jp/)에서 검색어 ‘韓流’로 검색한 결과

인데 한류 연구가 가장 많을 때는 2005년에 180편 정도였다. 〈겨울연

가〉가 2003년에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고 이어서 나타난 한국 드라마 

붐이 초래한 결과였다.(제1차 한류붐) 그 이후로 점차 줄어서 2009년

에는 20여 편으로 줄었다가 2011년에 다시 80편으로 급증하고 그 이

후로 2015년에는 20여 편으로 줄었다. 2011년경에는 소녀시대, 카라, 

동방신기, 빅뱅 등이 일본에 진출하여 K-pop붐을 일으킬 때였다.(제2

차 한류붐) 

그렇다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가? ‘한류’와 ‘K-pop’으로 앞

서 언급한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2014년부터 표로 만들어보

면 다음과 같다.(검색 결과는 일반잡지 기사도 포함된다.)

검색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류’ 26 18 14 6 13

‘K-pop’ 2 3 4 2 37

합계 28 21 18 8 50

‘한류’ 관련 논문이나 기사는 2014년 이후 조금씩 줄고 있다. 다만 

2017년에 6편까지 줄었던 것이 2018년에는 다시 13편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8장 한류 관련 연구   259

1. 「중국에서 ‘한류’방송 콘텐츠의 변용과 한중관계의 영향」(松田春香, 

『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化論集 : 大妻女子大学コミュニケーション文化学

会機関誌』16, 2018)

2. 「진화하는 한류 드라마가 재미있다」(『週刊朝日』123(15), 2018.3.23.)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상과 과제: 오카야마현 대학·고등

학교의 ‘제2차 한류붐’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朴珍希, 『岡山県立

大学教育研究紀要』2(1), 2018.3.31.) 

4. 「한일관계는 최악, 그렇지만… TWICE, SEVENTEEN 제3차 한류붐은 

대단하다!」(『サンデー毎日』, 97(26), 2018.5.20.) 

5. 「‘한류드라마’에 속은 미국 : 진화하는 한국의 ‘북조선화’」(石平 등, 

『Voice』(487), 2018.7) 

6. 「제3차 한류붐도 허망하게 자멸!?」(『KAZUYA Japanism』46, 2018.12)

이외 7편 정도의 기사가 더 있는데, 한류와 별로 관련되지 않는 글이

기 때문에 제외했다. 위의 자료 중에서도 5번과 6번 자료는 반한 혹은 

반한류 자료이다. 그 외는 한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분석을 시도

하고 있으나 한류에 대해서 본격적이고도 제대로 된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K-pop’관련 연구가 평균 그동안 3편정도 발표되었는데, 

2018년에 37편으로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중에 33편은 하나의 잡

지(『유리카(ユリイカ)』)에 특집으로 실린 논문이나 기사들이다. 나머지 

4편은 다른 잡지에 실린 것들이다. 그 면면을 주요한 것들만 골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K-pop 팬과 그 Twitter 이용에 관한 고찰」(清水暁子, 『早稲田大学大学

院教育学研究科紀要 別冊』(26-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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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붐이 다시, 한류 K-pop 최전선 2018」(『週刊朝日』123(4), 2018.1.19.) 

3. 「트랜드 K-pop은 세계를 노린다 : BTS뿐만이 아니다! 지금 주목하는 

‘차세대’」(酒井 美絵子, 『Aera』31(51), 2018.10.29.) 

위에 소개한 기사들은 게재된 잡지들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이 다

음에 소개할 기사들은 모두 세이도샤(青土社)가 발간하는 잡지 『유리

카(ユリイカ)』(2018.11)에서 K-pop특집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특집은 

‘K-pop 연구: BTS, TWICE, BLACKPINK에서 ‘PRODUCE 101’까지… 지금 

〈한국음악〉에 무엇이 일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K-pop

이라고 하는 현상’, ‘음악이 가져오는 행운’, ‘대담’, ‘피·땀·눈물’, ‘확

장하는 양식’, ‘메일 인터뷰’, ‘한일을 왕래한다’, ‘기적의 궤적’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K-pop 현상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4. 「K-pop 걸그룹의 일본진출, 그 격동의 20년과 현재」(まつもと たくお, 

『ユリイカ』50(15), 2018.11) 

5. 「K-pop 팬덤의 사회학 : 일본 여성들의 ‘놀이’의 변천」(吉光 正絵, 『ユ

リイカ』 50(15), 2018.11) 

6. 「Soul과 Seoul을 이어주는 것 : 블랙 뮤직 전문가의 K-pop론」(丸屋 九

兵衛, 『ユリイカ』 50(15), 2018.11) 

7. 「힙합 아이돌: K-pop과 힙합의 복잡한 관계」(soulitude , 鳥居 咲子 『ユ

リイカ』 50(15), 2018.11) 

8. 「미국문학 박사의 이상한 애정: 나는 어떻게 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

추고 K-pop을 사랑하게 되었는가」(大和田 俊之, 『ユリイカ』 50(15), 

2018.11) 

9. 「TWICE의 댄스 사운드에 보이는 ‘EDM화하는 팝스’와 어울리는 법」

(imdkm, 『ユリイカ』 50(15),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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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악공간의 자율과 타율 : ‘BTS×아키모또 야스시(秋元康) 코라보’ 

중지소동으로 묻는 K-pop의 장소」(金成玟, ハン トンヒョン, 『ユリイ

カ』 50(15), 2018.11) 

11. 「BTS라고 하는 공통선과 팬덤 : K-pop의 ‘소셜 메디아적인 상상력’

을 생각한다.」(金成玟, 『ユリイカ』 50(15), 2018.11) 

12. 「바깥을 보는 팬덤: 어떤 ARMY의 이야기에서」(巣矢 倫理子, 『ユリイ

カ』 50(15), 2018.11) 

13. 「K-pop과 디자인」(Erinam, 『ユリイカ』 50(15), 2018.11) 

14. 「젠다의 규범을 뒤흔드는 K-pop 아이돌의 가능성 : 동성애적인 키

와 패권적인 보아」(鈴木 みのり, 『ユリイカ』 50(15), 2018.11) 

15. 「복합적인 미의식」(倉田 佳子, 『ユリイカ』 50(15), 2018.11) 

16. 「국제-POP의 공간을 꿈꾸며」(藤原 倫己, 『ユリイカ』 50(15), 2018.11) 

17. 「‘PRODUCE 48’에서 보인 ‘K-pop과 J-POP의 진정한 차이’」(君塚 太, 

『ユリイカ』 50(15), 2018.11) 

18. 「한국음악의 변경에서 : 혹은 하위문화로서 K-pop」(古家 正亨, 『ユリ

イカ』 50(15), 2018.11) 

19. 「대중음악이 비추는 한국의 1990년대」(平田 由紀江, 『ユリイカ』

50(15), 2018.11)

20. 「K와 POP을 둘러싼 감염력의 100년」(影本 剛 『ユリイカ』 50(15), 

2018.11)

21. 「팬 픽션(Fan Fiction)문화가 K-pop씬에 초래한 일」(宣 政佑, 『ユリイ

カ』 50(15), 2018.11)

22. 「현대 K-pop가이드 : 다섯 가지 키워드로 듣고 보는 50곡」(金成玟, 

『ユリイカ』 50(15), 2018.11)

23. 「일본에서 K-pop 수용의 역사적배경에 관한 고찰 : 1980년대 이

후 동아시아의 변화를 중심으로」(山本 浄邦, 『ユリイカ』 50(15),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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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면면을 보면 매우 심층적이고도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일본학계의 수준 높은 안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아시아에서 ‘일류(日流)’라고 불리던 유행음악

의 선두주자였다. 그런 경험이 음악연구에 잘 축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성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잡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K-pop을 조망하는 특집을 

꾸민 것은 최근에 BTS 등이 서구권에서 쟁취한 K-pop의 성과가 그만큼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 K-pop이 해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기획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K-pop그룹인 트와이스와 방탄소년

단의 활약으로 제3차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다. 10대, 20대들이 주축이 

되어 K-pop과 한글, 음식, 패션, 뷰티,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붐

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사정은 ‘제3차 한류붐’이라 불리며, 다음과 같

은 기사에 잘 소개되어 있다. 

 

1. 「여자 고등학생이 빠진 제3차 한류붐의 정체」 

(『東洋經濟online』, 2018.5.18.https://toyokeizai.net/articles/-/220437)

2. 「제3차 한류 붐 - 젊은 여성이 K-Culture에 빠지는 이유」(日經 X TREND,  

2018.5.2., https://xtrend.nikkei.com/atcl/trn/pickup/15/1003590/ 

042401672/)

3. 「제3차 한류 붐이 들끓는 코리아타운 신오쿠보의 빛과 그림자」(桐島  

クジャク, 『マネー現代』, 2018.8.25., https://gendai.ismedia.jp/articles/-/ 

56570)



제8장 한류 관련 연구   263

4. 중국의 ‘한류’ 연구

다음 표는 중국의 학술 논문사이트(中國知網, http://www.cnki.net/)에서 

‘한류(韓流)’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를 표로 그려본 것이다.(이 사이트

는 신문기사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검색 기간은 1999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실선은 ‘주제(主題)’로 

검색한 결과이며, 점선은 ‘제목명(篇名)’으로 검색한 결과다. 서로 차이

가 나는 것은 ‘주제’로 검색할 경우, 논문이나 기사 제목에는 ‘한류’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용은 한류를 언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논문 제목에 ‘한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한류를 연구주제로 삼아 글을 썼다는 의미다. ‘한류’가 들어가 있지 않

는 글은 부차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한류를 논한 경우에 속한다. 그래

프를 보면 2006년의 경우는 논문 제목에 한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

우가 33편이 있는데, 2014년에는 그 두배 가까운 79편이나 된다.

예를 들면 2014년에 ‘한류’를 타이틀에 넣지 않고 한류를 논한 경우

중국의 ‘한류’관련 논문 편수 추이(검색사이트: CNKI, 검색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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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드라마는 왜 중국에 풍미하는가?(韓劇為何風靡中國?)」(文婕, 『中

國品牌』, 2014.12.08) 

2. 「의료 관광 산업: 한국 경제의 새로운 매력(醫療觀光產業:韓國經濟新魅

力)」(蘇貝, 『中國品牌』, 2014.12.08.) 

3.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의 한국 전승과 발전(中國儒, 釋, 道思想

在韓國的傳承與發展)」(『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11.15.)

3번 자료와 같은 경우는 중국 유교 사상 등을 한류와 연계시켜 논한 

글이다. 한류가 중국인들의 자기 사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문화입국의 시각에서 본 한국 드라마 열풍(文化立國視野下的韓劇熱

潮)」(王爽, 『新聞研究導刊』, 2014.10.25) 

5. 「〈강남스타일〉의 유행으로 본 중국의 문화전략 선택(透過《江南

style》的流行看中國的文化戰略選擇)」(孫海龍, 『韓國研究(第十二輯)』, 

2014.10.1.)  

6. 「한국문화 수출 패턴과 영향 연구(韓國文化輸出模式及影響研究)」(孫巖, 

『吉林大學』, 2014.5.1) 

7. 「한국정부는 어떻게 판권 거래를 추진하는가(韓國政府如何推動版權交

易)」(裴秋菊, 『中國文化報』, 2014.4.5)

이와 같이 2014년의 경우 한류 자체를 논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

제를 한류와 연계시켜 연구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

류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인 자극이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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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에서 소위 ‘한류’에 관한 문장은 199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류’라는 단어 역시 중국에서 시작했다. 표

를 보면 중국의 한류는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1차 붐이 있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차 붐,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3차 붐이 있었다. 2002년에는 〈가을동화〉가,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에는 〈대장금〉이 중국 전역에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4년

에는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붐을 일으켰다.

2018년 현재는 그러한 붐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

에서 ‘붐’이란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붐이다. 말하자면 연

구 결과 수치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한류 분위

기는 또 다를 수 있다. 

2017년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사일방어 시스

템(사드)을 배치를 하자 중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문화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여파가 표에 2017년과 2018년의 그래프 

추이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표를 보면 2015년, 2016년에 

이미 중국 연구자들 가운데에서 한류 연구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초에는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크게 성

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그런 

추세가 사스사태를 계기로 더 심화된 것이다.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조

치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 한류를 연구 주제로 삼는 

사례가 줄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중국의 ‘한류’ 연구 중에는 대만정치가 ‘한국유(韓國瑜)’가 

까오슝시(高雄市) 시장선거에서 일으킨 돌풍도 ‘한류(韓流)’하고 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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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집필한 기사도 5편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는 어떻게 보면 

한류를 외면하고자 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

라고 해석할 해볼 수 있다.(참고로 한국유는 친중파 대만 정치인이다.)

2018년의 한류 연구관련 주요 논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대중국어 단어의 ‘악성 한국어화’ 현상 고찰(現代漢語詞匯的“惡性

韓化”現象探析)」(于婧, 『紅河學院學報』, 2018.9.27.) 

2. 「한류의 중국 고교학생에 대한 영향 연구(韩流对中国高校学生的影响

研究—以重庆大学城为例)」(左崚倩, 『今传媒』, 2018.12.5.)

3. 「한류의 문화산업 수출이 중국 청년층 가치관에 미친 영향 - 우리 문

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계시로서(浅谈“韩流”文化产业输出对中国青

年层价值观的影响–以此启示我国文化产业发展方向)」(马赫 등, 『新闻传

播』, 2018.10.23)

4.「한류가 여자대학생 가치관의 영향에 미친 영향과 그 대책 연구(“韩

流”对女大学生价值观的影响及对策研究)」(李洋, 武汉工程大学 석사학위

논문, 2018.5.22.) 

5.「한류가 현시대 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분석(“韩流”对当代大学生的影响

分析)」(赵思奇 등, 『产业与科技论坛』,  2018.3.13.)

6. 「한류 영향하의 중일 대학생 소비행위 대비연구(“韩流”影响下的中日

大学生消费行为对比研究)」, 王瑞 등 『知识文库』, 2018.8.8.) 

위 자료들은 모두 한류가 중국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중국 사회는 공산사회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공산당이 정치를 독점하여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

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문화를 중국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위와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대개의 연구들은 그렇게 편협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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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번 자료는 중국 학생들이 한류에 접한 뒤의 태도를 분석

하고 학생들 중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학생들이 한류를 통해서 미용이나 의상에 관심을 가지

고 한국여행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논자는 한류가 오락성이 강하고 중국문화와 친연

성이 강하다는 장점과 함께 역사문화의 기반이 약하고 지속성이 약하

다는 단점이 있지만 팬들 상호간의 교류가 가능하며 지구단위의 국제

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지적하였다.(85쪽) 

3번 자료는 한류의 장점을 개방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흡수하여 

중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한다. 논자는 한류의 장점이 다

원적이고 융합적이며, 종합적이고 대중적 소비와 첨단을 지향하며, 정

부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건강한 대중문화 소비를 창도하고 청소년들이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

록 유도하여 중국 문화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한다.(59쪽)

4번 자료는 마르크스주의 대학원의 석사논문이다. 이 논문은 중국 

내륙의 9개 학교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한류의 긍정적 

영향으로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치적 측면에서 주체의식을 높여주

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부정

적인 측면으로는 향락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세속적인 미의식을 갖

게 하고 외국 물건을 좋아하는 소비관과 현실을 무시한 애정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좋은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가치관 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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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계속 2018년에 발표된 한류 관련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7. 「한류효과: 한국의 이미지가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전파된다

는 사상(“韓流”效應:韓國影像跨文化傳播之思, ‘Korean Wave’ Effect: 

Thoughts on th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of Korean Images)」

(董娟, 『电影评介』, 2018.10.15.)

8. 「공공외교의 새로운 사유: 국가 마케팅 — 한류를 사례로(公共外交新

思維:國家營銷—以“韓流”為例)」(吴瑾, 『现代营销(下旬刊)』, 2018.8.15.)

9. 「한류음악 앨범 가운데의 개념 전달과 창의적 전략(韓流音樂專輯中的

概念傳達與創意策劃)」(聂佳琳, 『艺海』, 2018.8.15.)

10. 「음악한류와 문화 소프트파워 - ‘2017년 아시아음악학회국제학술

토론회’ 종합 서술(音樂“韓流”與文化“軟實力”-“2017亞洲音樂學會國際

學術研討會”綜述 )」(喻辉, 『人民音乐』, 2018.7.1)

11. 「전파학의 시점에서 보는 “한류”소식 전파 초탐—시나 웨이보 계

정 “韩国me2day”를 사례로(傳播學視閾下的“韓流”信息傳播初探—以新

浪微博賬號“韓國me2day”為例)」(赵瑞楠, 『传媒论坛』, 2018.2.10.)

12. 「한국문학의 국제 영향력은 왜 한류에 미치지 못하는가?(韓國文學

國際影響力為何不敵“韓流”?)」(薛飞翼, 『小康』, 2018.1.11.)

‘한류’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시작하여 거의 20년을 맞이하였다. 지

난 20년간 중국에서는 2,000여 편 가까운 한류 관련 논문과 기사가 발

표되었으나 이러한 연구 수치는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인

구 대국인 중국에서는 공자 관련 논문이 1년에 3천편 이상이 발표되

고, 주자 논문은 1천편에 가깝고, 모택동과 관련된 논문은 1년에 4천편

이 넘는다. 이러한 수치에 비하면 한류는 매우 조금 연구한 편이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도 이제는 그리워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몇 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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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연구자들이 한류를 연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할까? 거의 20년간 진행되고 있는 ‘한류’가 이미 연구주제로서 식상

해버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한국문화가 더 이상 매력이 없어

져 버려서 중국의 일반 대중들이 한국문화를 외면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아마도 이것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렇다. ‘한류’란 한국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문화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문화다. 그런 ‘한류’에 대한 연

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한류를 소비하는 중국 대중들에 대한 연구 혹은 

관심이 줄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로 위 그래프는 ‘K-pop’ 혹은 ‘한국유행음악(韩国流行音乐)’

으로 CNKI에서 검색한 결과다. 왼쪽 세로축은 논문 편수를 나타낸다. 

2000년에는 1편, 2001년에는 3편, 2002년은 7편이다. K-pop이라는 단

어는 이해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긴공백기를 거친 뒤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많지는 않으나 매년 5편정도의 연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K-pop’관련 논문 편수 추이(검색사이트: CNKI, 검색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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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베이비 복스의 공연 소식을 전하는 뉴스(「세찬 ‘한’류가 

내륙을 습격했다(强劲“韩”流袭击内陆)」(『音乐世界』, 1999.12)에서 ‘한류’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그만큼 중국에서 음악 ‘한류’는 일찍부

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 역시 매우 큰 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연구는 

적었다. 중국 학계에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

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K-pop과 관련하여 주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이두(百度) 게시판 K-pop팬들의 자금모집 응원에 관한 연구(情感

勞動與收編—關于百度貼吧K-pop粉絲集資應援的研究)」(陈璐, 『文化研

究』, 2018.12.31.)

2. 「중국의 K-pop 블러그 팬클럽현상 분석-시나 웨이보 팬클럽을 사례

로(淺析中國K-pop微博粉絲站現象—以新浪微博粉絲站為例)」(魏玮, 『现

代交际』, 2018.6.30.) 

3. 「한국 유행음악 산업의 국제경쟁 우세에 관한 연구(韓國流行音樂產業

國際競爭優勢研究)」(徐媛媛 등, 『艺术百家』, 2018.7.15.)

4. 「한국 유행음악 문화가 청년여자 대학생에 미친 영향—화남사범대

학을 사례로(韓國流行音樂文化對青年女大學生的影響—以華南師范大學

為例)」(陈鸿佳 등, 『广东青年职业学院学报』, 2018.5.10.)

이중에 K-pop자체에 대한 분석은 3번 자료 1건 뿐이며 다른 3건은 

모두 K-pop을 둘러싼 중국팬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4번 자

료는 K-pop이 중국의 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앞서 보았

듯이 중국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주제중 하나다.

3번 자료는 K-pop이 경쟁전략을 수립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

다고 지적하였다. 문화 수출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소비자의 요



제8장 한류 관련 연구   271

구에 근거하여 시장 조사를 깊이 있게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거기에 맞

는 문화적인 내용을 만들어내 현대적인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전세

계로 확장해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중국도 유행음악 산업을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한다고 보았

다.(106쪽) 

물론 한국 정부가 문화를 진흥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이 없지

는 않다. 외국의 한류 전문가들은 이 점을 과대평가하는 점이 있는데, 

내부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한류의 생성과 발전에 그렇게 크

게 기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뒤를 쫓아가면서 그 성과를 이용을 하려

는 경우가 많았다.

한류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받는 김대중 정부

(1998~2003)도 K-pop의 시작으로 보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적

으로 성공을 거둔 뒤에 등장하였으며, 반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탄압하며, 창작의욕을 왜곡시키

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에 대항하면서 한류는 성장해온 

것이다. 우리가 1980년대 홍콩 영화계의 발전이나 1990년대 일본 문

화의 흥성, 나아가 미국문화의 영향력을 논할 때, 각국 정부의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듯이 한류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

가를 하면 한류를 정확히 볼 수 없다. 정치가들이 개입하여 만들어낸 

문화는 그것이 ‘정치’이지 ‘문화’일수가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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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권의 ‘한류’연구

남북미와 유럽의 한류는 최근에 아시아 지역 못지않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영어권 논문 사이트 EBSCOhost를 검색하여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이트는 각 분야의 저널 초록, 원문 등을 

모은 곳으로 인문사회과학 자료는 ASC(Academic Search Complete)

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논문 외에도 일반 잡지의 기사도 일

부 포함되어 있다. 검색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었다.

점선은 ‘한류(Korean wave 혹은 Hallyu)’라는 단어를, 실선은 ‘K-pop’

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다.(2019년 11월 13일 조사) 기간은 2004년

부터 2018년이다. 

2004년 이전에는 ‘한류’ 검색 결과가 없다. 한류(Hallyu, Korean wave)

라는 단어가 중화권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 서구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학술잡지 『Korea 

‘한류’와 ‘K-pop’ 관련 논문 연도별 편수(EBSCOhost ASC, 2019.11.13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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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에 중국인 학자 마상위(Ma Xiangwu)가 「한류의 중심에 있는 역동

성(Dynamism at the Heart of Hallyu)」이라는 논문을 투고한 것이 맨 처음으

로 추정된다.(May/Jun2004, Vol. 12 Issue 3). 이 잡지는 2004년에 계속해

서 한류와 관련하여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향한 움직임( Moving toward 

an Asian Cultural Community)」(Kim Moo-Kon, 『Korea Focus』 Jul/Aug, 2004, 

Vol. 12 Issue 4), 「한류를 활용하기(Taking Advantage of the Hallyu Wave)」

(Hyun Oh-Seok. 『Korea Focus』, Nov/Dec2004, Vol. 12 Issue 6)등 한국학자

들의 글을 실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한국에서 발간된 Korea Journal에 4편의 논문이 

실렸고 Korea Focus에 역시 1편이 실렸다. Korea Journal에 실린 「싱가폴

의 한류(Hallyu in Singapore: Korean Cosmopolitanism or the Consumption of 

Chineseness?)」(Kelly Fu Su Yin; Kai Khiun Liew, Winter2005, Vol. 45 Issue 4)외

에는 모두 한국 학자들의 논문이었다.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18

년에는 20편 가까이 발표되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영어권 논문의 추이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100편이 넘게 대량으로 집필되었다가 최근에는 관심이 줄어 10여 편

으로 축소된 것과는 매우 대비된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식이 많

지 않은 상태에서 한류를 접하면서 천천히 그 나라의 문화가 주목을 받

고 있음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이 표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논문을 쓴 필자들이나 게재된 잡지를 보아도 초기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서구권의 학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게재 잡지들도 지역적

으로 다양해졌다.

‘한류’와 관련하여 2018년의 주요한 논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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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중동에서의 한류: 과거와 현재(The Korean Wave in the Middle East: 

Past and Present)」(Elaskary, Mohamed, 『Journal of Open Innovation』, 

Dec2018, Vol. 4 Issue 4)

2. 「한류와 그 이론의 답보(The Korean Wave and the Impasse of 

Theory)」(Paik, Peter Yoonsuk, 『Telos』, Fall2018, Vol. 2018 Issue 184

3. 「한류의 수용에 있어서 뒤바뀐 민족지(Reversed Ethnography in the 

Reception of the Korean Wave)」(Hyeri Jung,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Fall/Winter2018, Vol. 22 Issue 2)

4.「한류: 혁신, 팬덤, 초국가주의(THE KOREAN WAVE: Evolution, 

Fandom, and Transnationality)」(PARC, JIMMYN, 『Pacific Affairs』, 

Dec2018, Vol. 91 Issue 4

5. 「한국의 문화 소프트파워(Cultural Soft Power of Korea)」(Valieva, 

Julia, 『Journal of History, Culture & Art Research』, 2018, Vol. 7 Issue 

4

6. 「아프리카에서 누가 한국 TV드라마를 보는가?(Who watches Korean 

TV dramas in Africa? A preliminary study in Ghana)」(Kim, Suweon, 

『Media, Culture & Society』, Mar2018, Vol. 40 Issue 2

표로 되돌아가서 ‘K-pop’을 검색한 결과를 나타내는 실선을 살펴

보면 K-pop연구는 ‘한류’ 연구와는 달리 상당히 역동적이다. K-pop연

구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의 1차 급상승을 거쳐 2018년에는 

70편으로 치솟았다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과 2017년 방탄

소년단(BTS)의 활약 덕분이다. 중국에서 K-pop연구는 지금까지 많아

야 10편을 넘지 못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싸이의 성공 이전인 2011년

에 이미 10편을 넘어섰다. 그 후로는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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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보면 중국은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K-pop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권 연구자들이 K-pop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2007년의 논문

을 보면 태국의 K-pop유행 관련 1편, 가수 비에 대한 논문이 2편이었다. 

2008년에는 1편이 발표되었는데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수 보아와 관련

된 연구였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발표된 K-pop관련 주요 논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어떻게 K-pop은 서구를 격파하였는가(How K-pop Broke the West: 

An Analysis of Western Media Coverage from 2009 to 2019)」

(Gibson, Jenn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Fall/

Winter2018, Vol. 22 Issue 2

2. 「K-pop의 글로벌 창의성(Global Imagination of K-pop: Pop Music 

Fans’ Lived Experiences of Cultural Hybridity)」(Yoon, Kyong, 

『Popular Music & Society』, Oct2018, Vol. 41 Issue 4)

3. 「K-pop 남자 그룹은 어떻게 만드나(How to Make a K-pop Boy 

Band)」(KIM, BORA 등, 『Journal of American Studies』, Nov2018, 

Vol. 52 Issue 4)

4. 「2018년을 휩쓴 새로운 종류의 팝 스타(New Kind of Pop Star Took 

Over in 2018)」(Caramanica, Jon. 〈New York Times〉 12/23/2018, 

Vol. 168

5. 「K-pop: 한국음악산업의 국제적 약진(K-pop:The International Rise 

of the Korean Music Industry」(Saeji, Cedar Bough T., 『Journal of 

Asian Studies』, Nov2018, Vol. 77 Issue 4)

6. 「BTS: K-pop을 세계화하다(BTS: Taking K-pop worldwide)」

(BRUNER, RAISA. 『Time International (Atlantic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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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018, Vol. 192 Issue 16)

7. 「K-pop활동이 국경을 넘다(K-pop Acts Take Show Beyond The Border)」

(RICH, MOTOKO; SU-HYUN LEE, 『New York Times』, 3/31/2018, Vol. 

167

요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 개봉할 때는 3곳이던 개봉관 수가 이제는 603개로 늘어

났다. 미국에서 외국 영화 흥행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하며 아카데미 시

상식의 후보작으로도 언급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K-pop으로 확장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영화와 드라마 등 다른 영역으로 넓어가면서 

그 전체를 조망하는 ‘한류’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지 않

을까 전망된다.

6. 맺음말: ‘한류와 유교’

1999년에 ‘한류’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한국문화 붐은 그런 이름을 가진

지 벌써 21년이 되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한류가 유행의 단계를 

거쳐 생활의 한 영역 혹은 소일거리나 취미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았

다. 그래서 이제는 학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이 줄어든 것 같다. 

일본의 Wikipedia는 한류를 설명하면서 “한류란, 2000년대 이후

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한국대중문화의 유행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2003년경부터 한국드라마 〈겨울 연가〉 방송이 계기가 되어 시작했다.”

고 하였다. ‘동아시아’의 유행 현상으로 한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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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한류는 이미 동아시아를 벗어나고 있다. 중동아시아를 

포함하여 서구권에서 한류는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다. 영어권 연구 추

이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런 관심과 기세가 

보인다. 

‘유교문화’는 한류가 중국과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유행

할 때 한류의 확산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류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한류는 ‘유교’로만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

어버렸다. 유교문화를 전혀 모르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한류는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류를 이해하는데 유교사상이나 문화가 전혀 쓸모없다

고 결론을 짓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조선시대 600

여년을 통해서 유교문화, 특히 성리학의 세례를 흠뻑 받았다. 국가 운

영의 기본 사상이 유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혹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서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국적과 민족과 인종을 떠나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보편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바탕

이 된 것은 아닐까? 유교의 긍정적인 측면 혹은 부정적인 측면과 한류

의 상관성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유교를 접해보지 

못한 영어권과 남미, 그리고 동남아 지역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를 기대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