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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열광하게 하는 팬덤 비지니스
백상한 매니저(sh.baek@kita.or.kr)

1. 개요
□ 팬덤(Fandom)은 어떤 대상의 팬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 나아가 팬 문화
전반을

일컫는

말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브랜드나 기업,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함
o 팬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을 흔히 팬덤 비즈니스(Fandom Business) 혹은
팬 이코노미(Fan Economy)라고 부르며 이러한 경제 활동들은 팬덤과 팬덤의
중심이 되는 개념 사이의 홍보와 소비를 통해 형성됨
o 경제 및 문화 활동에 이미지와 브랜딩,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팬덤을 구축하고 충성심과 소비력을 바탕으로 혁신과
브랜드 확장을 이어나가는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각광 받고 있음
o 많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의 팬덤을 키우기도 하고, 다른 팬덤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른 팬덤을 새로운 소비자군 으로 이끌어내기도 함
-

CNBC에

따르면

BTS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맥도날드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30% 가량의 매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체 총 순 매출이 57% 증가
□ 팬덤의 소비력이 시장 규모를 결정짓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스포츠
산업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와 광고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o PWC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대면 엔터테인먼트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21년 동안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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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2조 달러 규모로 2025년까지
5%의 높은 연평균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 바탕에는
젊은 소비자를 위해 고안된 미디어 플랫폼이나 팬 매체가 있음
□ 팬 퍼스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팬덤의 평균
기간은 9년이며 장르와 콘텐츠 부문에서 젊은 팬을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
o 닐슨 홀딩스에 따르면 美 성인들의 대부분이 하루 11시간 이상 미디어
컨텐츠와 연결되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18~34세 사이의 젊은 계층이 전체
미디어 소비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o Box office Mojo에 따르면 개봉하는 영화 3개 중 하나가 기존 프랜차이즈의
영화이며 Game Info One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출시하는 비디오 게임의
절반 이상이 기존 프랜차이즈에 속하는 게임
o 기존 프랜차이즈와 팬덤에 기대는 현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크게
두드러지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군을 추구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2018년 기준 BTS의 한국 GDP 기여도>

출처: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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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팬덤 비즈니스 유형
① 팬 비즈니스
□ BTS와 같은 KPOP 아이돌, 특정 스포츠 팀, 영화나 게임 개발사 등
엔터테이너 혹은 엔터테인먼트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팬덤 비즈니스의 핵심 유형 중 하나
o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즐기거나 소비하는 것을 넘어 연예인 활동지지,
연예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관광, 기업의 서포터즈 등 팬덤 현상의 활동
영역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
o Borgen에 따르면 BTS의 경제적 영향력은 한국에서만 15억 달러에 달하며
BTS 의 검색 량이 1% 증가하면 한국의 의류 수출이 0.18%, 화장품은 0.72%,
식품은 0.45% 증가
o Better Marketing에 따르면 디즈니랜드, 마블 등의 강력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거대 팬덤을 품고 있는 디즈니의 경우 시가 총액이 2,389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브랜드 가치가 매년 평균 11%씩 상승하고 있음
o 유명 소설 시리즈인 Harry Potter 시리즈의 경우 시리즈가 완결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영화, 테마파크, 장난감 등의
파생 상품을 통해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어 그 규모가 250억 달러에 이름
② 생태계 비즈니스
□ 애플과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군을 연결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생태계를 구축, 이를
팬들에게 어필하여 독자적인 팬덤 세력을 형성하는 생태계 비즈니스를 전개
o 휴대폰 전문 웹진 SellCel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애플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92%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2019년에는 90.5%의 고객
충성도를 능가했으며 이는 업계 최고 수치임
- 설문 결과 애플 브랜드 지지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애플이 제공하는 앱과 제품 생태계에
묶여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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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삼성 사용자의 경우도 가장 큰 이유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였으며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OS가
때문이라고 답변

아닌

새로운

OS

이용에

불편과

거부감을

느꼈기

o 한편 Microsoft는 윈도우와 XBOX를 게임 패스 등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윈도우 11에서는 아마존 앱스토어를 내장하는
등 다른 제품 생태계를 자신들의 생태계에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애플 브랜드 선호 이유 설문조사 결과>

출처: SellCell

③ 브랜드 비즈니스
□ 테슬라,

펠로톤과

같이

해당

기업만의

독자적인

개성과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여 해당 브랜드 이미지에 매료된 충성심 높은 팬덤을 형성하는 팬덤
비즈니스 유형
o 테슬라는 우수한 자동차 디자인과 전기자동차의 세련된 이미지를 잘 살리는
인테리어와 내부 시스템, 자율주행 브랜드 이미지를 살려 기존 자동차
회사를 능가하는 높은 충성도의 팬덤을 구축하고 있음
- Insider에 따르면 2018년부터 테슬라는 3년 연속 가장 사랑 받는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만족도는 90%에 달함
- Experian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74.7%로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보다 높았으며 80%의 테슬라 소유주는 기존 차량을 처분한
뒤에도 다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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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최고의 홈 피트니스 서비스로 부상한 펠로톤 역시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Mirror
등도 독자적인 팬덤 형성에 앞장서고 있음
- 펠로톤의 경우 자체 제작한 운동 강좌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늘리고 다른 사용자외의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펠로톤 사용자들
간의 유대의식과 증진과 쌍방향 운동 경험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3. 시사점
□ 최근 소비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이나 단체, 브랜드 등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미지에 지갑을 여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음
o 특히 팬데믹 이후로 소비 유통과 제품 광고의 주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기존 소비자들을 응집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팬덤의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팬덤 비즈니스에서 고객은 단순한 추종자의 입장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발성을 가지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임
o 충성심 높은 팬덤의 경우 단순한 소비자로 머무는 대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여 팬덤의 주체를 홍보해주는 역할도 하는 만큼 현대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o 소비자들이 특정 스타나 매체에 열광하는 현상만을 단순히 이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팬덤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기업 운영과 브랜드 형성에 활용하여 팬덤 비즈니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출처] CNBC, PWC, Better Marketing, Borgen, Statista, Box office Mojo, Game Info One, Insider, Expe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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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