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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본글로벌 이론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적인 국제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특유의 경쟁우위, 기업 외부환경, 기
업가정신이 본글로벌의 탄생과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이론적 개념에 기반해
BTS의 해외진출의 역사와 각 시기의 경쟁우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사적 관점
에서 해외진출 성과가 변화하는 시점으로 BTS의 성장역사를 구분하였으며 데뷔부터 국제
화가 시작된 시점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 초창기, BTS의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적
으로 확장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도약기, 그리고 세계적인 팝스타로 등극한 2018
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성장기라로 구분했다. 초창기에 BTS는 대형 기획사 중심의
치열한 국내경쟁으로 인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홍보 전략으로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도약기에 BTS는 특유의 음악을 발전
시키면서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에는 팬덤의 양
적 성장과 음악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혁신적 성향의 방시혁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더해져
BTS는 해외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본글로벌 이론적 개
념을 바탕으로 산업의 외부환경, 경쟁우위, 기업가정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진출
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BTS의 성장역사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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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9년부터 이어진 한류열풍은 아이돌 중심의 케이팝(K-Pop)이 그 주역이라 볼 수
있다. 한류의 확산으로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팝음악의 본고장은 케이팝의 불모지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
일’ 이후 한동안 한류는 침체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데뷔한 한국
의 7인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이 2021년 현재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을 차지하면서 한국 케이팝은 새로운 시대
를 열고 있다.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조끼처럼 10대에 모든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
는 뜻을 가진 방탄소년단(Bulletproof Boys, BTS)은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곡가 방시혁 대표의 기획으로 탄생한 아이돌 그룹이
다. 2013년 <2 Cool 4 School>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한 이후 <화양연화>(2015년),
<Love Yourself>(2018년) 등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음악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
으며 Dynamite(2020년)는 빌보드 핫100(Billboard Hot 100)에서 연속 4주 1위를
차지하며 열풍을 일으켰다. 또한 2021년 발표한 ‘Butter’ 역시 빌보드 핫100에서 8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BTS의 노래가 빌보드 핫100에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로써
12번째였으며 이는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케이팝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
를 받기도 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케이팝의 중심인 아이돌의 성장사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그룹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H.O.T.나
JYP 엔터테인먼트의 god 등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상용화되기
전으로 그룹 활동을 한 가수들이 1세대 아이돌 그룹이라 볼 수 있다. 2세대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라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의 3개 대형 기획사의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등이 대표
적인 아이돌 그룹이다. 특히 이 시기에 아이돌 그룹은 대형 3강 기획사에 의해 철저하
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기획되었는데 특히 외국인 멤버를 아이돌 그룹에 배치하거
나 현지 레코드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서 현지화를 추구하면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은
해외로 진출했다(최서원ㆍ임성준, 2019). 2세대 아이돌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음반이 음원사이트를 통한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윤여광, 2019).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한류의 주역
인 케이팝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지만 물리적 음반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소속사들은 팬
덤(fandom, ‘fanatic’의 fan과 나라를 뜻하는 ‘dom’을 합성한 단어로 팬들이 모인 집
단과 나아가 팬 문화전반을 뜻함)을 활용한 비음악적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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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임성준, 2013). 3세대 아이돌은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최서원ㆍ임성준(2019)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을 일으킨 2012년 이후부터
케이팝 비즈니스 형태가 달라졌으며 따라서 이 이후부터 3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열렸
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SM, YG, JYP의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하는 3
강 구조에서 벗어나 대형 기획사가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팬과 소통
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세대 아이돌 때부터 진행되어왔던 국내와 해외
활동을 병행하면서 국내외에서 동시에 데뷔하는 방식은 이 시기에도 이어졌다. 3세대
아이돌로는 엑소(EXO),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이 있으며 이 시기에는 SNS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SNS가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팬덤의 확장과 해외진
출을 가능하게 했다.
3세대 아이돌인 BTS가 한류 산업의 새로운 시대와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경
영학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원더걸스와 같은 걸그룹도 미국 진
출을 시도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고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역시 미국을 강타했지
만 이들의 인기가 일회성에 그친 반면 BTS의 세계적인 성공과 계속되는 인기는 한류
의 진화와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최서원ㆍ임성준, 2019). 하지만 선행연구는 대부분 브랜드 마케팅이
나 팬덤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BTS의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경영학 이론에 기반해 BTS의 해외진출과 성공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본글로벌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BTS가 아이돌 그룹으로 글로벌 시장에
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경
영사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BTS의 성장역사를 초창기, 도약기, 성장기 세 개의 시기
로 구분하였다. 1990년대 처음 제시된 개념인 본글로벌이란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영
위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국제화 과정이 아닌 설립 초기부터
빠르게 국제화를 시도하는 신생기업의 국제화 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BTS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기획사에서 탄생한 아이돌 그룹으로 생성 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시
도한 신생벤처, 즉 본글로벌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본글
로벌의 출현과 성공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특유우위, 기업외부환경, 그리고 기업
가정신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각 시기에 BTS
가 본글로벌로서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본글로벌 이론을 바탕으로 BTS
의 경쟁우위와 성공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점이 있다. 지금까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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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TS의 성공요인은 대부분 팬덤이나 브랜드 마케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내부요인-차별화된 상품(노래), 외부요인-치열한 국내경쟁, 그리고 기업가정
신- 방시혁 대표가 BTS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요한 경쟁우위를 창출했다는 것
을 밝혔다는 점에 학문적 공헌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영학 이론
의 배경 없이 BTS의 특징이나 소개에 대한 연구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사적 방법론에 의거해 BTS의 새로운 음반과 성과의 전환이 있는 세 개의
시기로 성장역사를 구분하여 본글로벌 이론에 입각해 각 시기의 경쟁우위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차별점도 있다.

Ⅱ. 본글로벌
본글로벌(born global)이란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사업을 영위하고 지식과 경
험을 축적해서 점진적으로 국제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를 단
행하는 국제 신생벤처와 같은 기업의 국제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생 벤처
기업은 사업의 영역을 설립 초기부터 해외시장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경
쟁우위의 창출을 위해서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하게 된다(McDougall et
al., 1994; Mckinse and Company, 1993; Rennie, 1993). 본글로벌 이론은 Rennie
(1993)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199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경영학에
서 주로 주장해왔던 전통적인기업의 국제화 과정 모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
다. 즉 웁살라 모델(Uppsala model)이나 전통적인 국제화 과정이론은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후 수출, 라이선스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
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축적하는 경험과 지식은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Johanson and Vahlne,
1997). 반면 본글로벌은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 부족, 자원이나 역량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국제화를 진행하며 성장을 모색하는 전통적 국제화 모델과는 다른
형태로 이러한 신생기업의 국제화는 1990년대 이전에는 예견되지 못했던 국제화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박태경, 2017).
1990년대에 본글로벌 개념이 제시된 이후 본글로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맥
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지금까지 본글로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국
제화 속도(speed and timing)로 (Hagen and Zucchella, 2014), 본글로벌을 특징짓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적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며 이것이 전
통적인 국제화 과정을 밟는 기업들과 구별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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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설립 후 3년, 5년 또는 8년 이내에 국제화가 이루어진 경우 본글로벌이라 정의
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국제화 속도와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을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예로 들어 3년 이내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매출액 비중이 25%
이상, 또는 6년이나 8년 이내 해외 매출 5% 이상인 경우 본글로벌 기업이라고 정의하
기도 한다(Jones and Coviello, 2005; 박태경, 2017).
둘째, 본글로벌 연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본글로벌 이론의
접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Mathews and Zander(2007), Oviatt and
McDougall(2005) 등의 연구에서는 본글로벌은 기업가의 특성인 기업가정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기업가정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은 신생기
업이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창출하고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을 뜻하는데 관련 연구들은 신생기업들
은 자원, 역량,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업가정신은 창업 초기부터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본글로벌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
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본글로벌 연구는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y) 역시 본
글로벌의 출현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동적역량이란 Teece et al.(1997)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지식기반이론을 바탕으로 기회를 감지하고 포착하는 능력으로 내
외부적인 능력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는 역량을 뜻한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변
화를 감지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이
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조직을 변혁시켜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역량을 뜻한다(이은미ㆍ박영렬, 2021). Weerawardena
et al. (2007) 등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기업가들은 동적역량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진입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동적역량은 본글로
벌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 본글로벌 연구에 대한 개념이 제시된 이후 2000년대부터는 본글로벌
출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검증도 꾸준히 이루어졌다.1990년대까
지 많은 연구가 본글로벌의 성공요인을 주로 기업내부의 특유우위에 관심을 두었다면
2000년대에는 기업의 외부적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Knight
and Cavusgil, 2004).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글로벌의 출현이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 내부적 요인, 기업 외부의 환경, 기업가정신 세 가지의 영역에
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 내부적 요인이란 기업특유우위(firm-specific advantage)를 뜻한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은 기업특유의 요인으로 본글로벌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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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역량으로는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차별화된 제품과
같은 기업이 가진 경쟁우위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뜻한다(Knight and Cavusgil,
2004). 이러한 기업특유우위는 지식을 기반(knowledge-based)에 두고 있다는 특징
이 존재한다 (Gassmann and Keupp, 2007).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반의 경쟁
우위는 기업을 해외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Teece,
2012).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기반의 기업특유의 우위인 기술, 지식
(knowledge),소유권(proprietary)이나 상품의 차별화나 뛰어난 마케팅 역량 등은 국
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찾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가진 내부적 요인이나 기업의 경쟁우위는 본글로벌의 출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라 주
장한다(Bell et al., 2001). 특히 이러한 지식기반의 자산의 특징은 모방이 불가능
(inimitable)하고 가치가 있으며(valuable) 희귀한(rare)자원이므로 다른 기업이 가지
지 못한 차별화된 특유우위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경쟁우위를 지속가능하게 한다(이은미ㆍ박영렬, 2021).
특히 Gassmann and Keupp(2007)의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의 기업특유우위는 유
형자산과 달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산으로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발전되
는 기업특유의 경쟁우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글로벌
은 해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지식기반의 기
업특유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은 다양하고 특이한 해외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
는 경쟁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글로벌의 성과와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Prashantham, 2005).
기업가정신 역시 신생기업의 본글로벌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기
업가정신은 비즈니스 기회와 변화를 감지하거나 기업의 국제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
며 동시에 본글로벌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기도 한다(Erikssonet al., 2000).
특히 기업가정신은 해외시장에서 비니시스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기업의 차별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국제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본글로벌의 출현과 성장을 가능하게 된다. 기업가정신이
있는 경영자는 혁신적이거나 진취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회를 찾는 본글로벌을 추구하는 동인이라고 주장한다(Oviatt
and McDougall, 2005). 그리고 기업가정신은 본글로벌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성장을 위해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혁신적인 방향으
로 본글로벌을 이끌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도 한다(Teece, 2012).
마지막으로 기업 외부의 환경이란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 50 -

이은미ㆍ박영렬ㆍ최희정

방탄소년단(BTS)의 성장역사와 성공요인: 본글로벌 이론의 관점에서

<표 1> 본글로벌 선행연구
구분

주요내용
- 본글로벌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
- 점진적 국제화 모델(Uppsala Model)은 본글로벌과 같은
신생기업의 해외진출을 출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저자(년도)
Rennie(1993)

- 본글로벌의 특징은 국제화 속도에 있음을 강조함.
Hagen and
- 설립 후3년, 5년 또는8년 이내에 국제화가 이루어진 경우 본
Zucchella(2014)
본
글로벌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함.
Jones and
글로벌 - 3년 이내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매출액 비중이 25% 이상,
Coviello(2005)
개념과
또는 6년이나 8년 이내 해외 매출 5% 이상인 경우 본글로벌
박태경(2017)
특징
기업이라 정의함.
- 본글로벌의 출현은 기업가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함.
Mathews and
- 특히 국제기업가정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은 기
Zander(2007)
업이 설립 초기부터 해외에서 기회를 찾게 하고 본글로벌이
Oviatt and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McDougall(2005)
주장함.

기업
내부
요인

- 기업특유우위(firm-specific advantage)는 본글로벌 출현의
주요 요인이라 주장함.
Bell et al.(2001)
- 지식기반의 모방불가능하고 희귀하고 가치가 있는 자원은 본
Gassmann and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도 기회를 찾는 본글로벌 기업의 출현
Keupp(2007)
의 주요한 동력이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Prashantham
요인임.
(2005)
- 지식기반의 무형자산, 특히 지식, 소유권, 마케팅 역량 등이
주로 이러한 기업특유우위에 속함.

기업
외부
요인

- 기업을 둘러싼 기업외부의 환경이 본글로벌 출현에 영향을 미
Hagen and
친다고 주장함.
Zucchella(2014)
- 특히 ICT 혁명으로 인해 2000년대부터 본글로벌 출현이 본격
Knight and
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시장환경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
Cavusgil(2004)
는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본글로벌의 출현을 유발시킴.
김선조ㆍ이신복
- 시장규모가 작고 국내시장의 경쟁강도가 치열할 경우 국제화
(2012)
가 빠르게 일어나는 본글로벌이 생겨나게 된다고 주장함.

-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은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와 변화를 감지하거나 국제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글로 Erikssonet al.
벌 출현에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함.
(2000)
기업가 - 기업가정신은 본글로벌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기업이 자신들 McDougall et al.
정신
의 차별점을 인지하게 함.
(2003)
- 기업가정신은 본글로벌이 해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Oviatt and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활용하며 변화하게 하면서 경쟁우위 McDougall(2005)
를 갖추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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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뜻한다. 그리고 관련 연구들은 기업이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서 비즈니스 기회는 지속적으로 창출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본글로벌 출현을 유발하
는 외부환경의 대표적인 예는 ICT혁명과 같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새로운 시장의
변화나 조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Hagen and Zucchella, 2014; Knight and
Liesch, 2016).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신생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제공하
기도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2000년대에 많은 본글로벌 기
업이 하이테크 산업이나 IT산업에 속해 있는 신생 기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
한 외부의 환경은 본글로벌의 출현을 유발하는 특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선조ㆍ
이신복, 2012). <표 1>은 본글로벌 관련 선행연구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외부요인에는 국내시장의 경쟁강도는 신속한 국제화가 일
어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생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
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거나 경쟁이 치열하면 새로운 기회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해
외시장에 진출하게 된다고 관련 연구는 주장한다(Knight and Cavusgil, 2004). 특히
기업이 산업 내에서 후발주자인 경우 국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신생기업의 경우
마케팅 역량, 유통망, 브랜드 열위 등의 의해서 국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
우며 경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을 경우 국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데 특히 국제기업가정신을 가진 경영자가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
고 국제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본글로벌의 출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cDougall et al., 2003).

Ⅲ. BTS의 성장역사와 성공요인
본 연구는 BTS의 해외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BTS의 성공역사를 초창기, 도약기,
성장기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본글로벌 관점에서 각 시기에 어떠한 요인이
BTS의 해외에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초창기(2010~2014)：데뷔 그리고 해외진출
BTS의 초창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구분하였으며 그들의 데뷔 이전인 연습
생 시절에 시작되어 데뷔 초부터 해외 진출 초기라 볼 수 있다. 방시혁 대표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고 리더인
RM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랩,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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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등에 장기를 가진 멤버를 선발하고 수련시키는 연습생 과정을 겪었고 2012년에 비
로소 지금의 멤버들로 최종 데뷔를 확정 지었다. 특히 BTS의 2013년 6월에 발매된 데
뷔 앨범인 <2 Cool 4 Skool>은 ‘꿈’이라는 컨셉 하에 그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음악
을 담고 있다. 특히 타이틀곡 ‘No More Dream’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현세대의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
이 시기에 BTS는 치열한 국내 경쟁 강도때문에 해외로 빠르게 진출하게 되는 본글
로벌의 형태를 띄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치열한 국내경쟁은 후발주자의 신생기업은
산업 내 열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과정은 본글로벌
의 국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방시혁 대표는 1997년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창
작활동을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2005년에는 박진영과 함께 JYP엔터테인먼트의 공
동 창업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god, 비, 백지영 등의 여러 대표곡을 만들어낸 작
곡가로 작곡가로서의 능력은 이미 유명했으며 2005년 자신의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
먼트를 설립하며 기획사 대표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비록 BTS는 방시혁 대표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야심작이었으나 데뷔 초기에는 한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데뷔
했던 엑소 등과는 달리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유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케
이팝의 아이돌은 주로 외모를 내세운 연예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시혁 대표가 추구하는 아이돌은 외모 뿐 아니라 음악적 가치를 갖춘 재능 있는 팀을
만들고자 했는데 당시 대세를 이루던 아이돌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방시혁 대표는 2011년 본인의 모교인 서울대 언론정보문화 포럼시리즈 강의에서 “대
중들의 귀가 높아지면서 소위 ‘듣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다”고 밝히며 따
라서 “아이돌도 노래, 춤, 연주, 작사, 작곡에 능한 완전형 뮤지션돌이 등장해야 한다”
며 아이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아이돌
에 대한 인식에는 반기를 드는 주장으로 아이돌이 아니라 만능 싱어송라이터(노래를
부르면서 작사나 작곡도 겸하여 하는 사람)가 아니냐는 반박을 받기도 했다(손화신,
2020).
당시 치열한 국내 경쟁 역시 중소기획사에서 탄생한 BTS 성장에는 걸림돌이었다.
대형 기획사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팬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의 아이
돌은 데뷔 이후 성공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은 연습생을
거쳐 데뷔 1년 이내에 유명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소 기획사의 아이돌
의 경우 적극적인 관심을 받거나 기회를 얻기는 힘들었다(최서원ㆍ임성준, 2019). 따
라서 2010년대까지도 SM, JYP, YG와 같은 3강의 대형 기획사가 신인 그룹의 인지도
를 높이기 위해 물량공세를 퍼붓는 것과 달리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 방송활동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던 것을 알려져 있다. 즉 BTS는 “흙수저 아이돌”이라는 물리적 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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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열세에 방시혁 대표는 한때 그룹 해체를 생각한 적도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을 정도다(윤여광, 2019).
하지만 치열한 국내 경쟁은 오히려 BTS에게는 해외진출을 시도하게 한 동인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부터 이루어진 음반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물리적
음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음악 유통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
면서 스트리밍(streaming) 채널과 같은 유튜브(YouTube)에서도 실시간 무료로 음원
과 뮤직비디오의 공개가 가능해졌다(김은정, 2020). 따라서 팬클럽 역시 반드시 물리
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팬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팬을 구축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방시혁 대표는 온라인이나 혁신적인 방
식을 활용하는 것에 부분에 관심이 많은 혁신적 성향의 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창기의 BTS 역시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IT나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제가 관심이 많다”라며 “오히려 제가 항상 중점 두려고 하는 건 우리산업(음
악)이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 산업인가에 대해서다. 제가 해야 하는 건 좋은 음악을 만
들고 좋은 가수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팬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
혜인, 2017).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에게 밀린 후발주자로 BTS는 TV 등 주요 매체에서 홍보기회
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BTS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BTS가 활동 초
기부터 글로벌 다국적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근원지는 소셜미디어(SNS)였다(윤여
광, 2019). 2010년대까지도 대부분 아이돌의 인기 형성은 TV, 콘서트, 온라인의 순서
로 진행되는 것이 정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BTS는 정식 데뷔 전인 2011년 7월부터
SNS를 통해서 먼저 자신들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했으며
2012년에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개설하며 실시간으로 글로벌 팬들과 데뷔를 준비하
는 스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 팬들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BTS의 음악과 춤, 일상, 그들의 꿈을 접했고 소통과 공감이 가능했다. 과거 아이돌이
라는 존재는 “스타”, “우상”이라는 존재로 그들의 일상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이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진 신비로운 존재기이기만 했던 것과 달리 BTS는 SNS나 유튜브
의 ‘방탄TV’를 통해서 멤버들이 연습하는 일상, 하루 일과, 장난치는 영상까지 공개하
면서 팬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갔다(정지은, 2020). 특히 케이팝에 관심이 많은
해외 소비자들 역시 BTS라는 케이팝 가수들의 성장과 데뷔, 그들의 솔직한 일상을 직
접 눈으로 접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BTS
는 SNS를 통해 아티스트가 직접 팬들과 소통하고 음악관을 전달하는 솔직한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온라인 소통은 BTS가 해외 팬덤을 형성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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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홍보 방식은 당시 중소기획사에서 시작한 BTS가 가질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홍보수단이기 때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BTS 팬층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
능하게 했다. 또한 BTS 멤버들이 올리는 컨텐츠 양은 상당했는데 SNS에 올린 컨텐츠
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 역시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컨텐츠는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
며 온라인상에서 확대 재생산 되는 데에도 한몫 했다. 이렇게 글로벌 팬을 확보한 BTS
는 2013년 7월 팬클럽을 이름을 아미(ARMY)라고 결정하고 2014년에는 정식 팬클럽
을 결성하게 된다.
BTS의 해외진출은 2013년 첫 데뷔앨범이 나온 이후 1년도 채 안된 2014년부터 이
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케이팝 아이돌은 대부분 국내 시장의 성공 이후 아시아 국가
로 진출하는 것이 정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BTS는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의 진출이 먼저 시작되었다. 2014년 1월에 발매된 <Skool Luv Affair>
앨범의 빌보드의 World Albums Chart 부분 진입에 성공하고 최종 성적 3위를 기록
하며 국제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는 데뷔 약 9개월 만의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같은 해 7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
의 한 클럽에서 단 200명의 관중을 대상으로 북미 지역에서의 첫 번째 공연을 무료로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8월 BTS는 다시 로스엔젤레스에서 KCON(Korea
Convention) 무대에 올라 20,000여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며 큰 호응을 이끌며
BTS는 해외에서 그들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초창기 BTS의 성과를 살펴보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되어 글램, 에
이트 등 다른 소속가수들도 있으나 대부분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TS가 데뷔하면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역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 현재까지도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상 BTS의 성과로 보아도 무방하다.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0~2014년까지 연간 매출은 약 50억 정도를 기록했다(김현
용, 2020). BTS가 케이팝의 최고 정상 가수는 아니었던 2013년에도 당시 국내 음반
판매량은 2013년 약 6만장 정도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당시에는 약 23만장 정도
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종합해보면 초장기의 BTS는 중소 기획사에서 탄생한 케이팝 아이돌이지만 데뷔 초
기부터 해외로 진입한 본글로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BTS의 해외 진출을 가능
하게 한 주요 원인은 치열한 국내 경쟁이었는데 대형 기획사 아이돌에 밀려 음악의 홍
보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후발주자였던 BTS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진출
을 먼저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글로벌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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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후발주자인 신생기업들은 국내의 경쟁강도가 치열할 경우 해외에서 성장기회를
찾으면서 본글로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Hagen and
Zucchella, 2014; Knight and Cavusgil, 2004; Knight and Liesch, 2016;
Walczuch et al., 2000). 특히 이형오 외 (2007)는 한국의 문화컨텐츠 기업들 역시
국내의 치열한 경쟁강도로 초창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
서 본글로벌로 성공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의 경쟁
강도는 본글로벌의 동기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의 관점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2. 도약기(2015~2017)：본격적 해외 확장
2014년까지 BTS가 해외확장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BTS의 음악은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방시혁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들이나 방탄소년단의 의견을 나중에 종합해서 생각해보니 (성장 지점이라고 생각하
기에) 타당하다고 시작되는 지점은 있다. ‘쩔어(2015년)’라는 노래부터다.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리액션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에게 반응을 일으켰다. 그게 해외 팬덤 결
집의 시작이었다. 아이돌 팬덤 용어로 치면 ‘영업’을 나서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불타오르네(2016년)’가 결집된 팬덤이 터지게 한 계기다. ‘피땀눈물(2016
년)’ 노래에서 좀 더 보편성, 범 대중성 같은 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빌보드(Billboard)
와 AMA(American Music Awards)라는 미국 언론을 주목받은 게 더 합쳐져서 눈덩
이 굴러가듯 오늘의 방탄의 모습이 된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혜인, 2017). 이러
한 방시혁 대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BTS는 해외에서 본격적
으로 성장한 시기로 판단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을 도약기로 구분하였다.
BTS는 2015년 3월 ‘젊음’을 컨셉으로 하는 세 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Part 1>을
발매하였고 해당 앨범의 두 번째 타이틀곡인 ‘쩔어(Dope)’ 등은 유튜브에서 최초로 1
억 회의 조회 수를 달성하는 기록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1월에는 <화양연화 Part2>를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빌보드 주요 앨범 차트 중 하나
인 빌보드 200 차트에 처음으로 진입했고 발매 6개월 이후에는 7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발매한 2016년에는 두 번째 정규앨범
<WINGS>의 발매와 함께 빌보드 200 차트에 26위를 기록해 또 다시 자신들의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결국 2017년에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Love Yourself: Her> 발매했는데 빌보드 200위 차트 7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해
당 앨범의 타이틀곡 ‘DNA’는 케이팝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의 8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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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면서 BTS라는 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도약기에 BTS는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된 이후 음악적으로 인정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BTS가 과거 단발성 인기만을 누렸던 케이팝 스타들과 달리 세계적인 팝스타
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성장한 음악이 경쟁우위가 있기 때
문이다. BTS의 음악은 스토리텔링을 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팬들의 깊은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정지은, 2019). 문화적 스토리텔링 전략이란 음악이나 게임 등
의 문화 컨텐츠에 스토리를 입히는 것을 뜻하며 음반과 가사를 통해 아티스트들이 자
신들의 스토리나 의도를 전달하는 전략을 뜻한다(김문정ㆍ김면, 2018). BTS의 음반은 시
리즈로 연결되어 있어 전작과 후작이 연결되어 있다(이동배, 2019). 예로 들어 약 2년에
걸쳐 발매된 <LOVE YOURSELF>의 시리즈 ‘기승전결(起承轉結)’ - <LOVE YOURSELF
承 ‘Her’>, <LOVE YOURSELF 轉 ‘Wonder’>, <LOVE YOURSELF 轉 ‘Tear’>,
<LOVE YOURSELF 結 ‘Answer’> - 시리즈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사용한 음반 시리즈
이다(정지은, 2019). 전반적으로 ‘사랑’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사회에 화해와 통합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앞의 ‘Her’나 ‘Wonder’는 사랑의 두근거림을 표현했다면 ‘Tear’는
사랑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Answer’는 LOVE YOURSELF 시리즈의 마지
막 편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BTS의 음악은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염두하고 음반을 제작하므
로 한 컨텐츠 안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대신 다양한 상징적인 메시지와 단서들
을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팬들은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추론하고 스토리를 재
구성 하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면서 음악을 더욱 이해하
고 공감하게 된다(이동배, 2019).
BTS 음악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는 BTS 음악 만이 가진 경쟁우위라 볼 수 있
다. 방시혁 대표 역시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BTS 음악의 성공비결은 “시대정신
을 담은 메시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박창영, 2019). 지금까지 대부분의 케이팝 아이
돌 그룹들은 음악을 정치화 하거나 사회적인 논쟁을 다루는 것을 주저하지만 그들은
BTS라는 그룹명처럼 10대와 20대가 바라보는 삶, 학업, 사회적인 압박 등을 담고 노
래로써 그들의 삶을 대변하고자 하였다(정주신, 2021). 또한 여러 차례 정신건강, 왕
따, 자살 등 정치적 문화와 문제를 다루었으며 사회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메
시지를 전달한다. 예로 들어 데뷔 초 학교 3부작을 다룬 노래에선 청소년이 바라보는
현실과 꿈을 노래했고, <화양연화> 시리즈에서는 위태로운 청춘의 현실을 노래에 담았
다. 학교와 집, PC방을 쳇바퀴처럼 오가는 답답한 현실을 묘사한 ‘N.O.’, 부모에게 의
지하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인 ‘등골브레이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N포
세대 이야기를 다룬 ‘쩔어’, 열정페이와 수저론을 다룬 ‘뱁새’, 탕진에 빠진 흙수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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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대를 응원하는 ‘고민보다 Go’ 등은 모두 현실에 대한 편견과 억압에 대한 상징성
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접근은 기획사에서 제작되어 만들어진
케이팝 아이돌의 음악과는 달리 청춘들의 방황과 아픔 그리고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악이 가진 메시지는 BTS 음악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음악의 진성성이 있다는 것 역시 고유의 경쟁우위다. BTS 구성원 7명은 모두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7명 모두 출
신 성분이나 음악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제3자의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음악적 언어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케이팝 아이돌
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다(이동배, 2019; 정주신, 2021). 특히 방
시혁 대표는 이들이 10대 청소년일 때부터 멤버들이 원하는 곡과 비트를 만들고 가사
를 써올 수 있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TS는 매번 타이틀곡의 방향성 역시
멤버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지은, 2019). BTS는 멤버들이 느끼는
사랑, 우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픔 등을 자신들의 노래가사와 음악을 통해서 전달
하게 되는데 이는 대중에게 충분히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TS의 음악은 글로벌 트렌드를 소화하면서도 케이팝의 음색을 가진 그
들만의 고유한 음악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 접해왔던 케이팝과는 달리 BTS의 음
악은 케이팝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접목한 음악으로 이는
BTS만이 가진 특유의 경쟁우위다. 지금까지의 케이팝은 댄스곡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영미권 음악의 트렌드가 라틴팝이나 EDM(electronic dance music) 위주의 음
악으로 흘러가는 것에 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악 자체가 아시아 시장만을 공략한다
는 한계도 있었다(김미영, 2017). 하지만 BTS의 음악은 지금까지의 케이팝과는 달리
흑인 리듬의 힙합, EDM을 결합한 영미권 팬들에게 익숙한 비트에 케이팝 특유의 칼군
무 (여러 사람이 어긋남이 없이 동작을 정확하게 맞추어 추는 춤)를 조화시킨 BTS만의
특색을 가진 음악을 창조해냈다(한겨레21, 2018). BTS는 데뷔 초기부터 ‘불타오르네’
등의 강한 힙합 곡을 선보인 바 있으며 가장 잘하는 분야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 고유의 특징인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나 퍼포먼스 역시 빠지지 않는데 BTS 본
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곡들이라 볼 수 있다(양유창, 2018).
방시혁 대표 역시 BTS의 음악적 경쟁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처음
방탄(소년단)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했던 것은 케이팝 고유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것이었
다. 케이팝이라 불리는 음악이 1990년대 중반 만들어졌다. 그 이후 우리가 케이팝이라
고 불러온 음악은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고, 음악이 총체적 패키지로 작용하고, 무대 퍼
포먼스가 멋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BTS
의 음악이 케이팝 고유의 가치를 가지게 된 계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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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문화권을 꼭 가겠다 같은 식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케이팝 본연의 가치를 지키되
BTS만의 것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힙합으로 대변되는 흑인 음악 베이스의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그런 음악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의외로 서구시장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케이팝이라는 음악은 장르음악으로서 생소하
지만 힙합이나 블랙뮤직은 장르음악으로서 익숙해서 청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
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BTS의 음악이 고유의 특징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
다(이혜인, 2017).
BTS의 해외성공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약 100만장에 이르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연매출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123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5년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하
게 되었다. 이후 2016년의 <WINGS>의 판매량은 약 70만장을 기록하며 연 매출 90억
원, 그리고 2017년에는 <Love Yourself: 承 ‘Her’>의 판매량은 약 160만장을 돌파하
며 연 매출 924억 원을 기록했다.
종합해보면 성장기에는 BTS 특유의 경쟁우위가 해외시장에서 도약을 가능하게 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악의 스토리텔링 전략,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담은 음악,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음악의 질적 성장이 BTS 특유의 정체성과 경쟁우위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즉 BTS만이 가진 지식기반의 모방 불가능한 지적자산이 BTS의 경
쟁우위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글로벌 관련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Bell
et al.(2001), Gassmann and Keupp(2007), Prashantham(2005) 등의 연구에서는
본글로벌이 해외로 진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
는 지식기반의 모방할 수 없으며 가치 있는 자산인 기업특유우위가 본글로벌의 출현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한 바 있다. BTS 역시 도약기에는 BTS만이 가진 고유
한 내부의 역량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성장기(2018~2021 현재)：세계 최고의 팝스타로 등극
본 연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를 성장기로 구분하였다. 2017년까지 해외에서 성
장을 이어온 BTS는 2018년부터 드디어 세계 최고의 팝스타만이 차지한다는 해외 글
로벌 차트에서(빌보드) 세계 1위를 여러 차례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팝스타로 등극하게
된다. 2018년에는 BTS의 앨범 중 가장 큰 성공을 기록한 앨범이 나오면서 음악과 성
과 측면에서 모두 절정기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2018년부터 BTS는 세계적인 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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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 이후 처음일 정도로 많은 ‘최초’와 ‘최고’를 기록하며 ‘21세기 비틀즈’라는 명칭
까지 얻었다(임세정,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사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세계 1위
에 등극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겪은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BTS의 성장기
로 구분하였다.
2018년 발매된 <Love Yourself: Tear>는 BTS에게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준 앨범이
자 세계 1위를 기록하게 한 첫 번째 앨범이다. 해당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다. 3개월 뒤인 2018년 8월에 발매
된 <Love Yourself: Answer> 역시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하며 1년 이내로
두 번의 연속적인 빌보드 200 차트 1위 앨범을 탄생시킨 유일한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
었다. 2019년 4월 BTS는 여섯 번째 미니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로 BTS
는 미국의 빌보드 200 차트에서도 또 다시 1위를 달성해 발매한 세 개의 앨범을 연속
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를 기록한 그룹이 되면서 2020년에는 타임지의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TIME, 2020). 2020년 8월, BTS는 복고
풍의 영어 노래인 ‘Dynamite’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11월에 발매한 <BE> 앨범의 타이틀곡 ‘Life Goes On’ 역시 핫 100 차트
에 1위로 진입해 발매 직후 1위를 기록하는 역사상 최초의 곡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2021년에는 5월 발매된 싱글 곡 ‘Butter’는 핫 100 차트에 1위로 진입하며 7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는데 후속곡 ‘Permission to Dance’가 진입 주에 바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10주간 1위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발표된 곡들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BTS는 세계적인 팝
스타가 되었다.
BTS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면서도 케이팝의 우수성
은 놓지 않는 곡들을 내놓았다. 예로 들어 2018년 이후에 발매된 <Map of the Soul:
Persona>에 수록된 곡들은 기존 BTS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대중을 겨냥한 편
안한 팝 사운드를 접목한 곡들이다. 특히 이러한 곡들은 미국 시장 트렌드에 맞춘 팝의
정석을 따랐는데 해외시장을 우선적으로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다(서정민, 2019). 글
로벌 트렌드를 겨냥한 음악 덕분에 글로벌 팬덤과 팬층은 더욱 두터워 졌다. 2019년
기준 BTS의 공식 팬카페 가입자 수는 약 143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 기준 BTS 유
튜브 조회 상위 국가는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 등의 순위였는데 다양
한 지역의 상당한 팬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박용진 외, 2019).
특히 아미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BTS가 성공적으로 해외무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지금까지
BTS의 성공은 “팬클럽 아미(ARMY)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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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정은 세계적인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팬클럽-빌리버스)나 테일러 스위프트(팬클럽
-스위프티스)와 맞먹는 수준”이라 밝히기도 했다(Rao, 2019). 북미권에서 BTS가 활동
할 수 있게 된 계기 역시 북미권 아미들이 제공했다. 북미 아미들이 지속적으로 BTS의
소식을 전달하고 전달하거나 SNS를 통해서 홍보했고 결국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
하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 집계에도 진입하게 되었다.
아미는 초창기부터 꾸준히 늘어났으며 초국적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BTS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 했다(김지은, 2019). 아미는 조직력과 동원력이 있는 조직으로 아미 내
에는 홍보활동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배, 2019). BTS가 해외활동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해외에 있는 아미들이
SNS에서 해시테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노래를 홍보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정지은, 2019). 또한 아미는 조직적이지만 자발적으
로 즐기고 소통하며 팬덤 문화를 키워가는 독특한 문화도 있다. 아미는 글로벌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국어로 된 컨텐츠의 자막을 여러 언어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를 팬번역이라 부르는데(김은정, 2020), BTS와 관련된 컨텐츠가 고
유한 의미를 잃지 않고 해외에서도 전달될 수 있도록 아미 내에는 한국어가 능숙한 아
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팀을 구성하고 협력하며 번역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BTS
활동에 언어적 장벽을 완화시키고 있다(조성은ㆍ조원석, 2021).
일부 연구는 팬덤이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유대관계의 형성이 필
요하고 2차적으로는 결속감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한유희, 2019). 과거 아이
돌은 우상적인 존재로 팬과 아티스트 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형태였다면 BTS는 수평적
인 모습이었다는 점은 차별점이다(정주신, 2021). 그리고 BTS 역시 아미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면서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예로 들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우익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아이돌 비하 논란이 있었던 일본의 프로듀서와 협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아미는 자신들의 아티스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김지원, 2019). 1주일 만에 BTS는 협업 계획을 취소했으며 이러한 팬들을
향한 존중은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BTS는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게 해준 아미
(ARMY)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존중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소통을 중시한다. 모든 시상
식과 수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존재는 바로 아미(ARMY)이다. 이들은 세계 여러
시상식 이후 수상 소감으로 “우리가 서로의 의지이길”, “아미와 함께한 순간, 그 모든
것이 제가 가진 행복” 이라는 수상소감을 가장 먼저 남기기도 했다(조유빈, 2018). 특
히 데뷔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흙수저 아이돌’ 이었던 BTS가 글로벌 팝스타로 성장
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지켜왔던 아미와 BTS는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 충성도가 매
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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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성장기에 BTS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인은 방시혁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19
년 발병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문화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문화예술분
야,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던 공연장 폐쇄나 공연 취소로 인해 문
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방시혁 대표가 이끄는 하이브 엔터테인
먼트는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세계 공연을 선보이는 등 혁신적으로 기회에 대응하면서
팬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BTS의 경쟁력을 유지했다. 2020년 4월 BTS는 ‘방에서 즐
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6월에는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어 수익을 창출
했다. 이 콘서트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총 107개 국가에서 관람했으
며, 최고 동시 접속자 수 75만 6600여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5만 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 15회와 맞먹는 수치다. 그 이후에도 BTS 맵 오브 더 솔 원(BTS
MAP OF THE SOUL ON:E)’ 이라는 두 번째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으며 두 번
째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약 99만 3,000명의 유료 접속자들이 접속했다(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
뿐만 아니라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에 새로운 통합형 공연 사업 모델이자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설립하고 위버스 통해 결제부터 관람, 상품 구
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팬미팅이나 팬클럽은 국내의 포털 사이트
인 다음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독자적으
로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ㆍ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방시혁 대표의 플랫폼서비스 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왔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8년에 이미 자체 IT사업부를 ‘beNX’라
는 이름으로 분사하여 IT역량을 집중 강화하였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드문 사례 중 하나다. 2019년 ‘위버스’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론칭되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가입자 900만 명을 모았으
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약 200여국의 팬들이 위버스를 방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공연이나 영상 등 모든 관련 정보는 ‘위버스’를 통해 공
개되고 ‘위버스’ 플랫폼에서는 댓글이나 포스팅을 통해 전 세계 팬과 아티스트가 친밀
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의 장소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현장에서의 모임이나 행사가 불가능하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팬들과 여전히 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위버스’ 내에서 커머스 사업도 시작했는데 ‘위버스 샵’에서는
공연이용권,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화보집, 공식 상품 등을 판매하는데 BTS의 온라인
콘서트를 앞두고 약 1만 명이 새롭게 유료 팬 멤버쉽으로 가입하기도 했으며 첫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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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콘서트 이후에는 위버스샵을 통해 관련 굿즈(영어 ‘goods’에서 유래한 말로, 스타
와 관련되어 있고 스타의 이미지 등이 그려진 각종 물건을 뜻함)나 상품이 60만개가
판매되기도 했다.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약 38%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
으로 전세계 팬들은 플랫폼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하이브 연간 재무
제표, 2020).
방시혁 대표는 “HYBE: NEW BRAND PRESENTATION”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
해서‘위버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케이팝 문화는 성장하는데 글로
벌 팬덤이 모여서 소통하고 연대할 공간이 없었다. 세계의 팬덤이 언어와 국경을 초월
해 아티스트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모든 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위버스이기 때
문에 이러한 커뮤니티 위버스는 의미가 있다” 라며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새로운 소통
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임세원, 2021). 코로나19로 사실 상 BTS와 전세계 팬들
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졌다는 점, 많은 팬들이 대다수 글로벌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 또한 지금까지 BTS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양적 성장을 이끈 팬들과의 소통
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방시혁 대표가 만든
‘위버스’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커머스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동일한 콘텐츠에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 역시 “위버스는 엔터테인먼
트 산업 혁신의 결과물” 이라고 언급하면서 “산업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팬들의 불편
을 개선하고 경험을 확장했으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연장 대기 정보를 확인해서
더 이상 줄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 문화를 만들고 일대를 테마파크로 만들
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임세원, 2021).
BTS의 팬 구성이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코로나19라는 문
화산업의 위기가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플랫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융합시킨 위버스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연결하고 확장하
는 역할을 하게 한다. 즉 위버스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팬덤으
로 이루어진 가상세계이면서 커머스를 통해 비즈니스 수익까지 창출하는 혁신적인 형
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BTS는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
다. 2018년 <Love Yourself: Answer>의 판매량은 약 203만장을 기록했으며 2018년
연매출은 2,124억 원을 기록했다(하이브 연간 재무제표, 2018). 2019년 <Map of
the Soul: Persona>은 322만장을 기록했는데 2019년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액
은 약 4,167억 원을 기록하며 매해 최고치를 경신했다(하이브 연간 재무제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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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기별 BTS 성공요인과 성과

출처：가온차트 및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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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던 성장기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약 140%로 매출은 약 34배가 증가했다. 2020년 <Map of the
soul:7>의 판매량은 약 437만장을 기록했으며 미국에서만 실물 앨범은 약 64만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기준 BTS의 누적 음반 판매량은 약 2천만 장을 돌
파했는데 2020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인 약 7,963억 원을 기록했는데(하이브 연간
재무제표, 2020),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플랫폼이 팬을
흡수한 결과로 고무적인 수치라 볼 수 있다. <그림 1>은 각 시기의 BTS의 성공요인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보면 성장기에 BTS는 방시혁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면서 세
계적인 팝스타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반적인 문화산업
의 위기인 상황에서도 온라인 콘서트를 열고 ‘위버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
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커머스까지 연결해 수익을
창출한 방시혁 대표의 혁신적 성향의 기업가정신이 글로벌 시장에서 BTS가 경쟁우위
를 지속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
글로벌 선행 연구는 경영자의 성향, 즉 진취성, 혁신성과 같은 기회 탐색의 방법과 태
도에 따라 본글로벌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적
극적으로 기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경영자는 본글로벌의 해외진출 성과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형오 외, 2007; Weerawardena et al., 2007). 특히 경영학에서
도 해외에서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며 조직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동적역량와 기
업가정신은 본글로벌과 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Oviatt and McDougall, 2005; Prange and Verdier, 2011).

Ⅳ. 결 론
본 연구는 본글로벌 이론의 관점에서 BTS의 해외 성장역사와 성공요인을 분석하였
다. 방시혁 대표가 만든 중소 기획사에서 탄생한 아이돌이었다는 점, 그리고 2013년
데뷔 이후 1년 만인 2014년부터 해외진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BTS가
신생벤처가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본글로벌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성장역사와 성공요
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글로벌의 성공요인이 기업외부적 환경, 기업내부의 기업특유
우위, 기업가정신이라는 이론적 개념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사적 방법론
을 기반으로 BTS의 해외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중심으
로 데뷔가 준비되었던 2010년부터 데뷔와 해외진출이 시작되었던 2014년까지를 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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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외시장에서 성장이 확장되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도약기,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팝스타로 자리 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를 성장기라고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의 어떠한 요인이 BTS의 해외성공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기인 초창기에는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강도가 BTS를 본글로벌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게 한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중소 기획사에서 탄생한
BTS는 대형 기획사들이 데뷔시킨 아이돌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려나 제대로 홍보할 기
회를 가지지 못했다. 당시 BTS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홍보 수단이었던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여 팬들과 수평적으로 본인들의 성장과정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국내 음반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스트리
밍이나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소통과 홍보가 가능했
다.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케이팝에 관심이 많았던 글로벌 팬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
했으며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BTS를 데뷔 1년도 안되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BTS는 지금까지의 아이돌들과는 달리 아시아 시
장이 아닌 2014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인 도약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BTS
가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한 시기다. 도약기는 BTS 특유의 경쟁우위가 발현되고
발전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나온 ‘쩔어,’ ‘불타오르네,’ ‘피땀눈물’ 등의 노래는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 시작되었다. 특히 BTS의 음악은 다른 아이
돌 그룹과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특유의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
스토리텔링 전략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시리즈 음반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BTS의 음악
을 해석하고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BTS의 음악은 10대와 20대들이 바라
보는 삶, 학업, 사회적인 압박 등에 대한 상징성 있는 메시지 담고 있을 뿐 아니라 7명
모두가 싱어송라이터로 구성된 BTS는 자신의 이야기를 작곡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역시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음악의 진정성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음악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칼군무와 같은 케이팝과 본인들 고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트
렌드를 접목시킨 음악 역시 특유의 경쟁우위다. 이러한 BTS의‘지식기반의 모방할 수
없는 희귀하면서 가치 있는 가진 자산’인 BTS 특유의 경쟁우위는 도약기에 본글로벌인
BTS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인 성장기(2018년부터 현재)는 BTS가 세계적인 팝스타로 등극한 시기
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최고’와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으며 BTS는 단발성 인기에 그
치는 케이팝 가수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세계적인 팝스타로 등극하게 되었
다. 2018년부터 그들이 발매한 많은 곡들은 빌보드 200차트,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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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를 차지하면서 ‘21세기 비틀즈’라 평가받기도 했다(정지은, 2020). 초창기와 도약
기에 BTS는 해외 진출 이후 글로벌 팬클럽 아미의 양적성장과 음악의 질적 성장에 성
공했다면 성장기에는 방시혁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세계 시장에서 BTS의 경쟁우위를
지속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면접촉이 금지되면서
많은 문화 사업은 위기에 처했지만 방시혁 대표가 이끄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두
차례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을 뿐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팬과의 소통
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위버스’라는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컨텐
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흡수하는데
성공했다. 위버스는 IT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킨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지역
에 있는 글로벌 팬들이 상당수라는 점과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
황에도 팬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버스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
하는 경영자의 성향이 본글로벌의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장기에 방시혁
대표의 기업가정신은 세계 시장에서 BTS의 경쟁력을 지속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본글로벌 이론의 관점에서 BTS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
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한류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케이팝은 단발성 인
기에 그치면서 질적, 양적 성장과 세계적인 음악으로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학
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3세대 아이돌인 BTS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류 산업의 시대를 분류하거나 BTS의 팬덤이나 마케팅에 관한 연
구가 존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BTS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급진적으로 국제화가 이루어진 본글로벌이라는 형태라는 점에 초
점을 두고 국제화의 정도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하고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자 하였다. 현존하는 연구들이 BTS의 세계적 성공을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연구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적 프레임 없이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달리 본 연구는 세계적
성공을 요인을 본글로벌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각 시대의 다른 요인들이 BTS의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창기의 기업외부 요인(국내경쟁 강도)은 BTS
가 해외 진출을 빠르게 시도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성장기의 기업특유요인은 BTS가 해
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BTS 특유의
음악과 같은 지식기반의 모방 불가능한 역량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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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산으로 해외시장에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관련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국내의 경쟁강도는 기업들을 해외진출로 눈
을 돌리게 하고 기업들은 특유우위를 발전시켜 가면서 본글로벌은 해외에서 빠르게 성
장하게 된다(Prashantham, 2005; Walczuch et al., 2000). 하지만 무엇보다 본 연
구의 의미 있는 발견은 기업가정신이 본글로벌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
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본글로벌 연구들은 경영자의 역량과 성향, 즉 기업가정
신이나 동적역량은 해외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감지하고 포착하는 역량으로 이는 기업
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해왔다(Oviatt and McDougall, 2005;
Weerawardena et al., 2007). 초창기와 도약기 뿐 아니라 성장기에도 혁신적 성향의
방시혁 대표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해
외시장에서 BTS의 경쟁우위를 지속시켰다. 기업가 정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글
로벌이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성장역사의 분석을 통해서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무적 시사점도 있다. 팝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빌보드 시장이 케이팝의
불모지라 불리었던 이유 중 하나는 케이팝의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이다(박수윤, 2018). 하지만 BTS는 온라인을 활용한 글로벌 팬덤의 형성을
통한 양적 성장과 실력과 음악성을 기반으로 한 음악의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었으
며 이러한 성장역사는 케이팝이 한계를 넘어서고 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S라는 3세대 아이돌의 성장역사와 성공요인
을 분석하는 사례를 통해서 케이팝 산업의 발전 방향 역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공헌점 뿐 아니라 실무적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후속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BTS의
해외에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적 성과를 사용하였
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의 약 90%가 BTS의 수익에서 창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로 측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에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유가시장에 상장하면서 BTS로만 창출되는 수
익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규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는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BTS 자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측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도 가지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엑소 역시
BTS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데뷔한 3세대 아이돌이지만 BTS와는 다르게 아시아 시장
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엑소는 대형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탄생한 아이돌로
두 그룹의 국제화의 과정은 각각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성공요인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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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를 분석한다면 어떠한 요인이 각각 다른 국제화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분석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향후 연구는 한류 산업의 국제화와 진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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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Growth History and Success Factors:
A Born-Glob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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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which process BTS
has attained global success and to identify its success factor based on born-global
theory. This study divides the growth history of BTS into three periods and
specifies the success factors during each period. During the initial stage(2010~
2014), domestic market being competitively evolved around larger productions,
BTS instead chose online marketing strategy which eventually led to the group’s
effective global expansion. During the soaring stage (2015~2017), BTS combined
global trend and K-pop-specific characteristics to develop its unique music
style, which successfully appealed international listeners. During the developing
stage (2018~2021 current), CEO Bang Si-hyuk’s innovative entrepreneurship is
added on especially during the developing period which highlights BTS’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online platforms. This research makes theoretical contribution
by analyzing BTS’ growth history and identifying external environment, competitive
advantage,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born-glob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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