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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국문요약(국문 초록)

   기존의 창의성 연구들은 산업 내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성격과 실제 성과와의 

연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문화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산업의 성과를 주로 상업적 성과 한 면에 치중하여 창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들이라도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유의미하지 못하거나 약한 관계를 보이는 한계점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문화 산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창의적 특성과 창의적 성과 및 경제적 효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음반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콘텐츠 생산자인 가수, 작곡가, 작사가의 창의성, 영역 초월 (boundary spanning)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창의적 성과 (수상 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고, 그 후 창의적 성과(수상 내역)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앨범의 경제적 성과 (판매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조직의 수직적 통합 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였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과는 2007년부터 2011 년까지의 

한국대중음악상(Korean Music Awards) 수상 여부를, 경제적 성과는 (주) 한터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국내 음반 연간판매량 TOP 1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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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팀의 창의성이 가수 개인의 창의성보다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수가 노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이나 작사 같은 

다른 영역의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음반의 창의적 성과가 증가하였다. 또한, 

음반이 높은 창의적 성과를 보일수록 상업적 성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반 기획사와 유통사의 수직적 통합은 음반의 상업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이를 상호 작용항(interaction term)으로 적용해서 

살펴본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성과가 높은 음반의 경우에는 

조직의 수직적 통합 없이도 앨범 그 자체의 예술성 때문에 잘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창의성, 영월 초월, 창의적 성과, 경제적 성과

        수직적 통합, 문화 산업

학 번: 201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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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무형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 기

반(Knowledge-based) 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창의성과 혁신

은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전략적 성공 요인의 원천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Florida, 2002; DeFillippi et al.,2007). 이에 따라 혁신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창의성(Creativity)에 대한 연구는 그 나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오늘날까지 전략 경영, 인사 조직을 비롯한 

경영학 제 분야들과 심리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창의성을 다루어 온 초기 연구들은 창의성을 천재적인 개인 한 사람만의 산물로 

여기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후의 연구들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따른 창의적 산

물의 차이(Glynn, 1996),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 및 사회적 요

인(Amabile, 1988; Woodman et al.,1993)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해왔다. 이러

한 연구 흐름은 산업 내 참여자(actor)들의 복합적인 성격과 창의적 성과 및 실제 

경영 성과와의 연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는 창의성이 개인이 아닌 개인이 속한 네트워크의 산물이라는 주장, 즉 

창의성이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Csiksentmihalyi, 1996; Perry-Smith & Shalley, 2003; Uzzi & Spiro, 

2005), 이러한 연구 흐름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의 개인적, 조

직적인 특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상 위치와 구조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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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게 끔 하였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트워크 및 시스템적 관

점은 다양한 이론적 연구들로 발전해왔으나 그에 비해 실증 연구는 미미하다는 한

계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한편, 창의성과 상업적(경제적) 성과 및 창의적 성과의 관계는 문화 산업과 같

은 지식기반 산업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이다. 문화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으로, 보통 영화, 연극, 미술, 음악, 광고, 출판, 패션 등 다양한 범위

의 산업들을 총망라하는 산업으로 정의 내려진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1998). 

   문화 산업은 다른 산업 군들과 차별화되는 그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첫째,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창의적인(creative) 인적 자원들이 프로젝트 기반

의 조직을 형성하여,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지식기반 산업니

다. 둘째, 문화 산업은 예술성과 상업적 성공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위해 창의적인 문화 인적 자원의 능력과 재능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심판

(judge)이자, 창의적 산출물에 자본을 제공하고, 이후의 배급 및 유통을 담당하는 

중개자(intermediary)를 필요로 한다. 셋째, 문화 산업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과

정의 내재적 불확실성, 소비자들의 빈번한 기호 변화와 이에 따른 수요예측의 불확

실성, 경험재로서 가지게 되는 품질의 사전적(ex ante)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Hirsch, 2000; Caves, 2000).

   이러한 문화 산업만의 고유한 성격에 의하면 아무리 뛰어난 창의성을 지닌 예술

적, 창의적 인적 자원이 참여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다. 창의적인 아티스트들, 자본과 기획 및 유통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조직이 상

호 작용에 따라 대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높은 예술성, 창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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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 면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Miller & Shamsie,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개인 및 개인으로 구성된 

팀의 창의성이 지식 기반 산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요한 자원이자 역량으로 작

용하고, 나아가 어떠한 과정으로 조직과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와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적 창의성이 주요 자원 및 

역량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문화 산업인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아티스트의 

창의성이 예술 프로젝트 및 조직의 창의적 성과와 상업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음반 산업에서 앨범의 예술적 창의적 

성과와 가치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즉, 앨범의 성공이 가수 

개인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었는지, 작곡과 작사를 담당하는 팀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싱어 송라이터(singer-songwriter) 역량 

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아티스트가 속한 조직적 환경 및 구조에 따라 

예술적 창의성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수직적 통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오늘날의 지식 기반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 산업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구성

  총 5 장으로 구성된 본 연구에서, 제 1 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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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및 문화 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내용과 한계를 언급하고, 본 연구의 목

적이 지식 기반 산업 내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창의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와 어떠

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도출한 연구의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문화 산업 및 한국 음반 산업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

고, 2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창의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흐름에 대해 살펴

본다. 3절에서는 아티스트의 예술적 창의성이 음반의 창의적 성과(예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4절과 5절에서는 창의적 성과와 상업적 성과의 관계 

및 조직의 구조가 상업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제 3 장에서는 실증 분석에 필요한 표본 및 자료 수집 방법과 변수의 조작적 정

의와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설명과 도표를 통해 

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 변수의 기초 통계량 및 상관 관계를 밝히고, 설정한 가설들에 대

한 연구의 통계적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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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창의성

  

  1. 개인의 창의성과 조직적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을 비롯한 학계의 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이 중, 초기의 창의성 연구들은 창의성을 오로

지 개인적인(individual) 측면에서 바라보고, 창의적 산물을 재능이 뛰어나고 상상

력이 풍부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인’으로부터만 창출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정

의 내렸다(Isaksen, 1987; Tardif & Sternberg, 1988). 이러한 연구 관점은 새

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상해 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개인 한 사람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런 점에서 창의적인 개인의 지적인 능력이나 개인

적인 기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Montuori & Purser, 1995; 

Glynn, 1996). 그러나 이러한 개인 중심 창의성 연구들은 창의성이 모든 것을 결

정하고, 창의적 성과를 단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좁은 의미의 개념

으로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후, 창의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social factor)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조직적 차원의 연

구 흐름은 창의성이 프로세스(process)적 성격을 지니고, 개인 간이나 조직과의 상

호 작용(interaction)에 의해 창출, 학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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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ard & Swap, 1999). Amabile(1988)은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개인

이 아닌, 조직 환경 및 집단과 같은 맥락적(contextual) 요소, 사회 심리적 조직 수

준으로 확장하였다. Glynn(1996)은 개인 지능과 조직 지능 간 관련성에 대한 이론

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Oldham과 Cummings(1996)는 실증 연구를 통해, 개인, 직

무, 조직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Woodman 외 2인(1993, 

p.303)은 개인, 집단, 조직을 연결 짓는 다차원 모델을 제시하면서 조직의 창의성

과 집단의 창의성이 창의적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Hargardon과 Bechky(2006)는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창의적인 

개인의 통찰력(insight)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다양한 사람

들의 집단적인 지식과 노력, 능력, 생각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조직적 차원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창의성을 바라본 연구 흐름들은 더

욱 발전하여,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네트워크 적 측면에서 창의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관점의 연구들은 창의성이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며, 창의

성은 어느 개인 한 명이나, 한 그룹 내의 고정되고 반복된 아이디어를 재생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새로운 생각이 유입

되어야 창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erry-Smith & Shalley, 2003; 

Perry-Smith, 2006; Burt, 2004; Cattani & Ferriani, 2008). Burt(2004)는 네

트워크에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정반대의 생

각들을 선택하고 종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Uzzi와 Spiro(2005)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진들의 공동 작

업 네트워크 실증 연구를 통해 산업 내 플레이어(Player)들이 스몰 월드(Small 

World) 네트워크에 속한 경우에, 네트워크 구성원 사이가 더 끈끈하고, 가깝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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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있고, 동시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획일화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유지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2. 창의성과 창의적 성과

   창의성에 대한 기존의 이러한 연구 흐름들은 창의성의 개인적, 조직적인 특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상 위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산업 내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창의적 성과 및 경영 성과와 실증적으로 어

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

명력은 여전히 부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Csikszentmihalyi(1988,1996)의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 산업 내 구성원의 창의성과 창의적 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Csikszentmihalyi(1988, 1990, 1999)는 창의성을 ‘창의적 산물을 산

출하는 개인(individual), 창의적 산물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 분야 

(field), 그리고 창의적 산물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영역(domain)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정의 내렸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특정 분야에서 창의적 산물을 산출하

면, 그 분야(field)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개인의 창의적 산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인정(endorsement)”과 “타당성(legitimacy)”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야 영역(domain) 내에서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계승 및 유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8

   시스템 이론은 창의성 연구에 있어 크게 세 가지 함의(implication)를 제공하는

데, 첫째, 시스템 이론은 창의적인 프로세스의 결정적 단계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

다. 새롭게 창조된 창의적 산출물은 무수히 많은 후보들 중에 선택되어, 분야의 전

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영역에서 계승, 유지되어질 때 비로소 새롭고, 창의적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둘째, 시스템 이론은 창의적인 개인들과 분야 내 

gatekeeper 등 구성원 중심적인 관점과 영역(domain) 중심적인 시스템 관점을 결

합함으로써, 개인 아니면 조직적 시스템이라는 기존의 양분화 된 개념을 극복 가능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이론은 창의성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인정

(recognition)”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Csikszentmihalyi(1999)는 음악

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했는데, 유명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인 바흐(Bach)가 그가 

살던 당대에는 음악이 지나치게 고루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랜 기간 무시당하다

가, 시간이 지난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음악 분야 내 전문가인 멘델스존

(Mendelssohn)에게 재발견되고 나서야 비로소 창의적인 음악가로 인정을 받게 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과 함의를 지닌 ‘시스템 이론’을 창의성을 바라보

는 기본 접근법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창의적이라고 인정받는 창의적 산출물 및 창

의적 성과를 창의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가정하고, 창의성과  이후의 창의적 성

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들을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인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창의적이라고 인정받

는 개인과 팀의 창의성을 비교하고, 이들에 의해 산출되는 창의적 성과에 대한 공

식적인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 산업에서 창의성이 프로젝트나 조직의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창의성 연구들과 전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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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및 조직 연구들을 통해 세부 가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 2절 문화 산업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음반 산업은 대표적인 문화 산업이다. 2절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문화 산업의 주요 특성들과 기존

의 연구 흐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경험재적 특성

   문화 상품은 경험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Holbrook & Hirschman  ,1982; 

Bjorkegren, 1996). 경험재(experience goods)란 구입 이전에 품질을 알 수 없

는 특징을 가진 상품들로, 상품을 구입하기 전까지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어떤 정

보도 소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밖에 소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음반이나 영화 같은 문화 상품의 품질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actor들의 예술적 수

준과 성향에 의해 결정되지만, 소비자는 직접 소비해보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특히 음반 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은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와 인터넷 음

원 사이트 등을 통해 경험을 하고 품질에 대한 판단 후 구매를 결정한다. 또한, 정

보의 불확실성에 대해 소비자는 음반기획사나 유통업체의 명성과 예술성을 기준으

로 구매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런 명성이 상품 구매에 있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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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곧 문화 상품의 흥행,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임성준과 윤문수, 2008).

  2. 지식 기반 산업

   문화 산업은 명시적 지식(codified knowledge)보다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힘이 큰 지식기반 산업이다. 개인의 재능, 창의성, 지적 자원 및 혁

신 등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Miller & Shamsie, 1996; Jones & 

DeFillipi, 1996), 문화 산업 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창의적인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ampel et al., 

2000). 그런 이유로 기업들은 창의적 인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불확실성

  문화 산업을 규정짓는 또 다른 특징은 높은 불확실성이다. 앞서 언급한 경험재적 

속성으로 인해 문화 산업은 수익성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

(DiMaggio & Hirsch, 1976; Hirsch, 1972). 문화 상품의 높은 품질과 예술성에 

대한 기준은 일반 상품과 달리 개개인별로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예

술성과 창의성을 인정받는 작품이라 해도 소비자들(대중)이 이에 대해 만족하고, 

구매 행동을 보일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흥행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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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작품들이 예상을 뛰어넘고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다. 

   대중의 취향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원래 알고 있던 익숙함을 선호함과 동시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창의성을 원하며, 문화 산업의 경제적 성공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배

합될 때 가능한 일이다(Lampel et al., 2000).

   또한,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이나 연습생 제도 등의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성공

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결정적으로 가치 있는 재능과 기술은 시스템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인 개인과 그룹 내에 내재화되어 있다(Sterns et al., 1987; Robins, 

1993).

 　 4. 생산과 관리의 이원적 구조

    한편, 문화 산업은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Hirsch, 1972). 문화 콘텐츠 창작을　담당하는　생산　주체와　이를　상

품화하여　유통시키는　관리 조직이　구별되어　있는　이원화　구조가 바로 그것이

다. 문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들의 창의적 활동

의 산출물들을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s)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대형화하거나 수직적으로 통합한다(Mezias & 

Mezias, 2000).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을 목표로 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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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창의적인 개인과 대형화된 조직 및 프로세스와 같은 시스

템 중 궁극적인 창의적 가치의 원천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Lampel et al., 2000; Starkey et al., 2000, Eisenmann & Bower, 2000). 

Eisenmann 과 Bower(2000)는 미디어 기업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 개인과 조

직 사이의 균형에 대해 설명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규모와 범위의 경

제가 가능한 대규모 중앙집권적 조직이 힘을 발휘하고, 이러한 조직 체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식을 개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상호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5. 상업적 성격 vs 예술적 성격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화 산업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과 관리하는 역할이 분

리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문화 산업은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상업적(economic)’인 성격과 ‘예술적(artistic)’인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상반

된 성격을 동시에 특징으로 한다. 아티스트(artist)들은 창의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창조적 가치를 평가받으며, 투자 및 유통 관리자들은 창의적 콘텐츠를 일종의 

상품으로 여기고, 최대한의 상업적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Peterson & 

Anand, 2004). 문화 상품을 향유하는 소비자들도 소비 이전에 상품의 예술성을 기

준으로 하거나, 제작사와 유통사의 명성과 같은 상업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 

여부를 결정한다(Cooper-Martin, 1992; Haldida, 2009).

   본 연구는 문화 산업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도 예술성과 상업성, 이 두 가지 상

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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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산업의 성과를 주로 상업적 성과 

한 면에 치중하여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바라보는데 미흡하였다. 또한, 두 가지 성

격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영화 산업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이 둘의 관

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유의미하지 못하거나 약한 

관계를 보이는 한계점을 보였다(Holbrook & Addis, 2007; Holbrook, 200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문화 산업인 음반 산업을 실증 분석 대상으로 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실제 상업적인 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문화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 개

인의 창의성과 여러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팀의 창의성이 문화 상품의 예술적인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예술적인 성과와 상업적인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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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가설 도출

 제 1절 개인의 창의성 vs 팀의 창의성

   본 연구는 문화 산업에서 개인 및 팀의 창의성이 문화 상품 전체의 창의적인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개인과 팀의 창의성이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창의성 연구 및 지식 경영, 기타 문

화 산업에 관한 실증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 분야에서 활발히 제기되어 왔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의 창의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다. 특히, 문화 산업

은 각각의 재능이나 기술을 갖춘 개인들과 개인들이 모인 팀(team) 상호간의 공동 

작업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 문화 산업인 음반 산업의 경우에도 하나

의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요 구성원인 가수를 중심으로 작곡가, 작사가 등의 

staff들이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Caves, 2000). 이렇게 각자의 창

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 창출된 창의적 산출물은 관점에 따라 주요한 개인 구

성원 고유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예측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개인들로 구

성된 팀(team) 전체의 창의성과 지식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을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크게 개인의 창의성과 조직이

나 팀의 창의성,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한 바 있다. 개인의 힘을 강조한 기존 연구

들에 의하면, 독립적인 개인의 성과는 조직 전체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식 기반 산업인 문화 산업에서 유명한 스타(star)나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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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ian)와 같이 독특하고, 차별화된 재능 있는 인적 자원들은 다른 개인들과 

비교할 때, 그 능력과 재능의 정도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뛰어난 재능을 가

진 이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차별화된 가치 창조(value creation)가 가능하다

(Ferriani et al., 2005; Perretti & Negro, 2006; Lampel et al., 2000). 

Faulkner 와 Anderson(1987)은 영화 산업의 예를 통해 우수하고 전문적인

(professional) 개별 구성원들이 자원(resource)과 정보(information) 접근 측면

에서도 더 유리하며,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예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한편, 팀의 창의성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은 팀의 우수성 역시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조적인 천재 한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해결 가능하며,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한 사람의 지식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

러 사람들의 공동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Eisenhardt, 1990). 조직적 관점의 창

의성 연구에서 개인의 재능은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고, 이를 통해 전

체적으로 상호 보완됨으로써, 팀 전체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Kremer, 1993; Idson & Kahane, 2000), 그룹 내 동료나 리더와 같은 팀 구성

원들은 개인을 둘러싸는 직접적인 환경으로 기능하여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Choi, 2004). Huckman과 Pisano(2006)은 프리랜서 외과 의사들의 성

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조직 내 인적 자원과 조직 자산과 같은 조직적 기반에 

따라 창의적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개인의 창의적 성과는 개인이 가장 가깝게 협력

(collaborate)하는 주변 사람들의 사회 구조적 특성에 달려있으며, 우수한 팀에 속



16

한 개인들은 더 높은 인센티브와, 우수한 몰입도, 더 풍부한 자극을 통해 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다(Cattani & Ferriani, 2008). Ferriani 외 2인(2005)과 Perretti

와 Negro(2006)는 전 세계 문화 산업 중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미국 영화 산

업의 주요 참여자들 간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팀(team) 기반 조직의 대표

적 사례인 영화 산업에서 연출, 영상, 미술 등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성, 전문 기술 지식을 투입하여 팀을 구성하고, 공동의 협조와 팀워크

(teamwork)를 통해 우수한 창의적 성과물을 창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식 공유 관점의 연구들도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 공유와 결합이 창의

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기업 공유를 

통해 혁신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왔으며, 이러한 지식은 개인 간의 상호 작용과 

상호 변환을 통해 창조될 수 있다(Nonaka & Takeuchi, 1995). 문화 산업 역시 

서로 다른 개인 간의 상호 보완적 기술, 역할, 전문화된 영역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를 통해 최종 산출물을 창출하게 된다(Negus, 1996; Becker, 198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창의성과 팀의 창

의성을 구분하여 표본인 음반 산업의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개인의 창의성은 음반의 창의적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

가설 1b. 팀의 창의성은 음반의 창의적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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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창의적 자유와 창의적 성과

   본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고유 영역이 아닌, 다양

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전 방위적 예술 작업에 참여하는 활동, 즉‘영역 초월

(boundary spanning)’활동이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한다. 실제로 영화 산업에서 감독과 배우를 겸하는 영화계 스타(star)들이, 음악 산

업에서 작곡과 노래를 겸하는 싱어 송라이터(singer songwriter)들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통해 뛰어난 예술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창의적 성과는 활동에 참여하는 본질적 동기(motivation)가 무엇이냐에 따라 성

취 달성 정도가 달라지는데,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는 외적 동

기보다 개인 스스로가 활동 자체를 즐기고, 흥미를 느끼는 내적 동기에 의해 스스

로 능동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될 때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mabile, 1996). 그런 점에서, 고유의 전문 분야 한 영역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

에 걸쳐 활동하는 이들(boundary spanner)이 보다 자유롭게 즐기면서 자신을 표

현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이들에 비해 높은 창의적 성과를 보

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창의성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보다 자유롭게 외부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러한 외부 노출을 통해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다양한 영역 활동을 통해 한 영역(domain) 안에서만 전문화된 사람보다 창의

적인 돌파구를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며(Cattani & Ferriani, 2008; Schilling, 

2005), 한 영역의 정형화 된 제도와 한 분야의 고정화된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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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Perry-Smith & Shalley, 2003). 

   지식 공유 관점에서도 영역을 초월하는(boundary spanning) 활동이 다른 분야

의 외부 지식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이전 및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창

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Hansen, 2002; Szulanski, 1996; 

Tsai, 2001; Tushman & Katz, 1980).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개인은 고유의 

영역과 외부 환경을 연결하는 연결 메커니즘(mechanism)으로 기능하여, 원래 속

해있던 고유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성과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Tushman & Katz, 198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는 창의적 자

유가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현상이 표본인 

음반 산업에서도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Performer가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수록 음반의 창의적 성과는 증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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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절 창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본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이 전혀 상반되는 성격의 두 가지 가치인 창의성(예술

성)과 경제적(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예술적인 창의성

을 바탕으로 창출된 창의적 성과가 또 다른 성과 지표인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창의성을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창의적인 인적 자원과 창의적인 성과가 전

체적인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나 팀이 보유하

고 있는 독특한 지식과 창의성은 기업 특유의(firm-specific) 지적 자원으로서 기

능을 하여, 경쟁 우위와 조직 혁신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Amabile, 1988, 

1996; Oldham & Cummings, 1996; Shalley, 1991; Zhou, 2003).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과 문화 산업을 포함한 여러 지식 기반 

산업을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도 창의성이 인적 자원들의 지식과 창의성을 획득, 

활용하는 지식 기반 산업에서 조직의 경쟁 우위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재무적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Miller &　Shamsie 1996; 임성준 

& 이근석, 2003; 임성준 & 윤문수, 2008; Harper ＆ Becker, 2004; Von 

Nordenflycht, 2007). Miller와 Shamsie (1996)는 영화 산업에서 콘텐츠를 제작

하는 개인 및 집단 지식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

고, 이런 인적 자원을 획득 가능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Von Nordenflycht(2007)는 미국 광

고 기획사들을 표본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조직 내 창의성과 조직 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창의성이 단기적으로는 조직 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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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서 성과에 주는 영향이 적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창의성은 조직 내 업무 분위기, 팀워크(teamwork), 업무의 질(quality) 등 비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조직의 재무적,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업무 설계를 통해 개인과 팀의 창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 내 개별 구성원의 업무 성과와 그룹 전체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Perry-Smith, 2006; Elsbach & Hargadon, 2006), 창의성

을 통해 팀워크(teamwork)의 질(quality)과 같은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Vera & Crossan, 2005).  

   문화 산업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창의적 성과가 상업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장해왔다. 문화 산업은 기존의 것과 다른 참신하고, 창의적

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기존과는 차별화 된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Lampel et al.,2000; 

Lampel & Shamsie, 2003; Mezias & Mezias, 2000). 또한, 개인의 공인된 창의

적 성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높은 평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Simonton, 1991), 

창의성 및 예술적 진정성(authenticity)은 대중을 매료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

여 이는 결국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Jones et al.,2005). 실제로 유명 스

타(star)나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technician)와 같은 차별화된 인적 자원들

은 문화 산업의 가치 창출(value creation)을 결정짓는데, 많은 실증 연구들이 영

화 산업에서 스타들의 명성과 평론가들의 평점이 박스 오피스(box office)의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치고(Basuroy et al, 2003), 평론 점수와 수상 여부 등의 예술적 

성과가 흥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Delmestr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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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sburgh 2003; Glynn & Lounsbury, 2005; Nelson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 산업에서의 창의적 성과가 상업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표본 대상인 음반 산업에서 음반의 창의적인 성과가 

상업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음반의 창의적 성과는 상업적 성과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

다.  

 

제 4절 조직의 수직적 통합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에서는 문화 산업의 여러 특성 중에서 예술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중 

문화 산업의 경제적인 성과가 문화 상품의 관리 및 유통을 담당하는 제작, 기획사

와 유통사의 수직적 통합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수직적 통합 정도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음반 기획, 제작사와 유통사의 수직적 통합이 음반의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

향 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관점의 기존 선행 연구들은 계

층적 지배구조와 수직적 통합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거래 비용

과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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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Williamson, 1975), 이에 기반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수직적 통합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입증한 바 있다(John & Weitz, 1988; 

Helfat & Teece, 1987).  

   문화 산업을 다룬 선행 연구들도 조직의 수직적 통합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주

장해왔다. 투자, 제작, 유통과 같은 기능들을 수직 통합함으로써 기업은 각 조직 간

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고(Lampel et 

al.,2000), 이를 통해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Peterson & 

Berger, 1971). 또한, 한번 생산된 창의적 콘텐츠를 특별한 비용 부담없이 끊임없

이 재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과 유통 기능의 수직적 통합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능하게 하고(Huygens, 1999), 이를 통해 상업적

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Caves, 2000; Blackstone & Bowman, 

1999; Lampel et al.,2000, Kretschmer et al., 1999, Burnett, 1996). 

   수직적 통합은 실제로 다양한 문화 산업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작사와 배

급사 간의 수직적 통합이 이뤄지고 있으며(최영준, 2007), 음악 산업의 경우에도 

유명 음반 기획사들과 음반 유통사들이 합병 및 독점 계약을 통한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여 아티스트들과 음반 제작 및 유통 전반에 관한 동시 계약을 진행하여, 음

원 재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Huygens, 1999; 

Wallis & Malm, 1984).

   반면, 수직적 통합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수직적 통합은 조직을 지나치게 거대화 혹은 경직화시켜서, 되려 개인 구성원 및 

조직의 창의성, 유연성 및 혁신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Lampel et 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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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zias & Mezias, 2000; Starkey et al., 2000). 문화 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수직적 통합 조직보다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형태가 성

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wrence & Lorsch, 1967). 

   선행 연구들 중, Mezias와 Mezias(2000)는 수직적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장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전문화 된(specialized) 제작자와 유통업체가 새로

운 장르를 개척하는 등의 예술적, 창의적인 성과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tarkey et al.(2000)은 영국 TV 산업을 다룬 실증 연구를 통해 제작사와 

방송사가 통합된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할 

때 긍정적인 성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외부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과도

한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동 작업했던 외부 전문가들이 가진 양질

의 지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조직의 전후방 통합 정도가 상업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a. 음반 기획과 유통사의 전후방 통합 정도는 상업적 성과와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H4b. 음반 기획과 유통사의 전후방 통합 정도는 상업적 성과와  음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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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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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증연구설계

제 1절 한국 음반 산업의 구조 

   본 연구는 문화 산업의 다양한 세부 산업 중에서도 한국 음반 산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 음악 산업의 구조는 크게 ‘ 생산 단계 - 유통 단계 

- 소비 단계’ 3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다(음악 산업 백서, 2010). 이 중, 생

산 단계는 음반을 창작하여 녹음하고, 이를 녹음 매체로 제조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창작 단계에서 제작사는 가수를 발굴하고, 이들과 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프로듀서, 작곡가, 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녹음 단계를 통해 음원

을 생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녹음 단계에서 생산한 음원을 CD나 TAPE 등의 

유형 음반이나 디지털 형태의 무형 음원 매체로 제작한다.   

   유통 단계는 생산 단계에서 제작 및 제조한 음원과 음반을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까지의 전(全) 유통 과정을 뜻한다. 한국 음반 산업은 전통적으로 제작사와 유통

사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된 이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해왔는데, 전 단계인 생산 

단계에서 음반 제작사가 제작 시설을 갖추고 가수를 발굴, 음원을 제작한다면, 이후 

음반 유통사는 앨범에 투자, 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앨범의 유통을 대행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원적인 산업 구조 하에서, 음반 제작사는 생산 단계에서 발굴한 가수

가 성공하면 투자 대비 매우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가수의 인기도에 따

라 수익이 전적으로 좌우되는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가지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반면, 유통사는 음반 제작에 투자함으로 인해 자본 투자 자체의 불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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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특정 가수의 명성에 구애받지 않고, 어

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정한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한편, 한국 음악 산업은 유통 단계에서 전통적으로 유통사, 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의 형태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

거 한국 음악 시장은 음반사의 직영 소매점이나 도매 단계를 생략하고 음반사와 직

접 거래를 하는 대형소매점의 존재가 미비했었기 때문에 소수의 도매상에 의한 다

수의 영세한 소매상으로의 유통이었고, 서울과 지방이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

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선진국의 유통 시스템에 비해 유통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정보화 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었다(임성준

과 백운선, 2003; 고정민과 민동원, 200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과 다단계 구조는 2005년부터 대기업 자본이 음악 산업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많은 음반 

제작사들과 음반사들이 인수 및 합병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음원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

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음반 판매량과 발매 수가 크게 줄어들고, 음악 산업의 

중심이 온라인 및 모바일 디지털 음원으로 대체되면서 기존 음반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도소매상을 연결하던 중간 도매 단계는 사

라지거나 급격히 감소했으며,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투입된 대형 유통사가 대거 등

장하면서 유통 구조도 통합 및 대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 음악 산업의 구조를 토대로, 한국 음반 산업 내 

actor들의 창의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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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 음반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주)한터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국내 음반 연간판매량 

TOP 100으로서, 매년 상위 100위까지의 앨범들과 그 음반 판매량을 보여주는 자

료이다. 이 자료에는 앨범명과 앨범 타이틀 곡, 음악 장르, 누계판매량 등의 여부가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 음반에 대한 가수와 대표 작곡가, 대표 작사가, 

음반기획사, 음반유통사에 대한 자료는 (주)한터 정보 시스템과 한국음악저작권협

회에서 통합 수집하였으며, 기획사와 유통사의 수직적 통합여부에 대한 정보는 앞

서 언급한 두 데이터 소스들과 각 기획사 명과 유통사 명을 키워드로 하여 찾은 매

체 및 뉴스들에서 수집하였다. 최초 5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연구의 특성상 순수한 

의미의 신곡이 포함된 앨범이 아닌 기획 컴필레이션 앨범, 드라마와 영화의 OST, 

리패키지 앨범 및 재발매 앨범은 표본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총 349

개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과(Creativity Performance)의 대리변수로 매해 

2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발표되고 있는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여부를 이용

한다. 한국대중음악상(Korean Music Awards)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주

최하는 2004년부터 시작된 음악 시상식으로,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

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그래미상(Grammy 

Awards)과 같이 총 68명의 대중음악 비평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데, 기존 방송사 주도의 연말 가수상 및 인지도, 음반 판매량만으로 

수여하는 시상식이 음악인으로서의 가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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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발, 음악성 만을 기준으로 하는 시상식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상업성

보다 음악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심사하

는 음악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2회)-2012((9회)년에 발표된 

수상결과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7-2011년 사이 음반들의 당해연도 수상 성

과와 전년 3개년에 발매된 앨범들의 수상 실적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제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l 개인과 팀의 창의성

  본 연구에서는 Csikszentmihaily(1996, 1999)의 시스템 이론을 참조하여 창의

성을 개인적인 특성이나 프로세스가 아닌 “창의적 성과물(outcome)" 이라고 정의

내리고, 한국 음반 산업 실정 및 본 연구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수상 여

부와 수상 실적과 같은 기존의 성과가 창의성을 잘 드러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

며(Cattani & Ferriani, 2008), 현재의 창의적 성과는 이러한 과거의 창의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 하에 개인과 팀의 창의성을 수상 실적으로 측정하였

다. 개인의 창의성은 가수 개인이 전년 3년 동안의 수상 실적을 합산하였고, 팀의 

창의성은 가수 외의 작곡가와 작사가를 한 팀으로 보고 이들이 전년 3년 동안의 수

상 실적을 합산하였다. 수상은 “2”, 후보 노미네이트는 “1”, 두 가지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고, 코딩한 값의 3년치를 더해 최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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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코딩하였다. 

l 창의적 자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가수(performer)의 영역 초월(boundary 

spanning) 정도, 즉, 다른 영역인 작곡 및 작사 작업 참여 여부에 따라 음반의 예

술적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349개 자료 대상 음반에 

참가한 가수의 작곡, 작사 참여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협회의 자

료를 토대로 음반의 작곡가, 작사가 이름에 해당 가수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경

우를 “1”, 그렇지 않으면 각각 “0”으로 코딩하였다.   

2. 종속 변수

l 음반의 예술적 성과  

    독립변수인 개인과 팀의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인 음반 전체의 예술적 

성과도 Csikszentmihaily(1996, 1999)의 시스템 이론을 참조하여 “창의적 성과

물(outcome)"이 창의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라고 보고, 해당 음반의 수상 여

부를 음반의 창의적, 예술적인 성과로 측정하였다. 수상했을 경우를 “2”, 노미네

이트는 “1”, 둘다 아닌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두 번째 모형에서 

예술적 성과가 독립변수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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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음반의 경제적 성과 

  한국 음악 산업 내의 음반 기획사와 음반 유통사는 대부분 중소 규모의 비상장 

기업이어서, 기업 규모의 공식적인 회계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1년 동

안 출시되는 많은 음반에 각각의 가수, 작곡가, 작사가, 유통사, 기획사 등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 수준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음반의 경제적 성과를 기업 

수준의 성과로, 정확한 수익이나 이익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주)한터 정보 시스템의 공식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단, 매해 발매되는 모든 앨범에 대한 판매량 데이터

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해 공식 데이터로 기록된 연도

별 top 100에 포함된 앨범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반 판매량의 결과는 매우 불균형 적이어서(Caves, 2000), 

매해 전체 판매량 규모가 달라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에 속한 앨범 간의 차이도 매

우 크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선형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로그 변환 방

법 [y → log(y)]를 사용하여 최종 ‘성과’ 변수를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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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l 수직적 통합 여부

   본 연구는 음악 산업에서 음반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한 음반 기획사와 음반 유

통사 2가지 조직들이 음반 제작 과정 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하여 수직적 통

합 변수로 산출하였다. 음악 산업에서 창작 및 녹음 과정은 특정 곡이나 앨범을 중

심으로 가수, 작곡가, 작사가와 여러 스태프(staff)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조직에 의

해 이루어지지만, 기획사와 유통사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제

작에 참여한다. 최근 음악 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자본이 투입

되고, 외형적인 규모 확장을 통해 주식에 상장되는 등 중소 규모의 조직이 중심이

던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기획사와 유통사의 

수직적 통합 정도가 음반의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통제변수

l 장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발행한 “국내 음악시장 장르편중 현황분석 보고서

(2009)”에 따르면, 디지털화 가속 등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댄

스나 발라드 같은 성공적인 장르로의 편중이 가속화되고 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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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르의 효과’가 음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국 음

악 산업에서 주류를 이르는 댄스나 발라드로 구분되었을 때를 측정할 수 있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류를 이루는 발라드와 댄스 음악을 “1”로 코딩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장르는 “0”으로 코딩하였다. 장르의 구분은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연구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신형덕과 홍성효(2011)의 선행 연구에서 분류된 구분 방식과 (주)한터 정

보 시스템에 기술된 것을 참조하여 장르를 구분하였다. 

l 아이돌 여부

   한편, “국내 음악시장 장르편중 현황분석 보고서(2009)”에 따르면, CD 등 음반 

시장의 구매가 주를 이루어지던 2006년에는 아이돌 가수의 차트 내 비중이 10% 대에 

불과했으나, 이후 음원 중심 소비가 보편화 되면서 음반 시장 내 아이돌 가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으로 대표되는 아이

돌 그룹 2세대가 등장하면서 아이돌 가수의 앨범 편중과 소비가 심화되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그룹 여부’가 음반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돌 그룹인 경우를 

“1”로 코딩하였고,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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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과거 5년 발매 앨범 수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가 불확실한 음반 산업에서 음반 제작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은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Shamsie, 2005). 

경험에 따라 산업 환경과 대중의 취향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고, 제작에 참

여하는 이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산업 내 경험은 새로운 음반에 참여할 때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도도 달라진다(Simsek, 2007; 

Ferriani,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해, 과거 발매한 앨범수를 음반 제작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는 지표

로 보고, 앨범수를 측정하였으며, 데뷔 이후로의 총합보다 최근의 경험이 주는 영향

력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거 5년간의 발매 앨범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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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분석 방법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창의성의 정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예술적 성과를 종속 변

수로 하는 연구모형 1과 예술적 성과를 독립 변수로 하여 경제적 성과를 종속 변수

로 보는 연구 모형 2라는 총 두 가지 모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통계패키지 

STATA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및 측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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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수상여부 349 0.266 0.583 

장르 349 0.759 0.428 
가수의 창의성 349 0.693 1.829 

팀의 창의성 349 0.884 1.958 

창의적 자유 349 0.327 0.470 
음반판매량(log) 349 10.136 0.829 
아이돌 여부 349 0.332 0.472 

과거5년 발매수 349 2.599 1.993 
수직적 통합 349 0.181 0.385 

제 4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다뤄진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들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 검증 및 주요 변수들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하고,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총 5개년 349개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표 2> 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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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음반판매량(log) 1 　 　 　 　 　 　 　 　

음반수상여부 0.136* 1 　 　 　 　 　 　 　

수직적 통합 0.204*** 0.054 1 　 　 　 　 　 　

가수의 창의성 0.079 0.082 -0.031 1 　 　 　 　 　

팀의 창의성 0.092 0.132 -0.027 0.538*** 1 　 　 　 　

창의적 자유도 0.021 0.238*** -0.105 0.130* 0.066 1 　 　 　

장르 0.026 -0.284*** 0.055 -0.216*** -0.054 -0.465*** 1 　 　

과거5년 발매 0.153** -0.135* 0.098 0.246*** 0.130* -0.044 0.048 1 　

아이돌 여부 0.145** -0.062 0.143** -0.038 0.112* -0.349*** 0.355*** 0.093 1

<표 3> 변수의 상관계수

   예술적 성과인 앨범 전체의 수상 여부의 평균 0.266이고, 가수의 창의성(과거 

3년간 수상 내역)의 평균은 0.693, 작곡가와 작사가 팀의 창의성(과거 3년간 수상 

내역)의 평균은 0.884로 팀의 창의성이 가수의 창의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수 

중 작곡이나 작사를 겸하는 싱어 송라이터의 비중은 0.327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대부분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고, 다중공선성 검정을 한 

결고 모든 변수들이 VIF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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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S

예술적 성과 Model1 Mode2 Model3 Model4

음악 장르 -0.386**(0.000) -0.379**(0.000) -0.392**(0.000) -0.311**(0.000)
개인의 창의성 0.007(0.675) -0.190(0.338) -0.195(0.323)
팀의 창의성 0.044*(0.015) 0.043*(0.018)

Creative Freedom 0.161*(0.025)

Constant 0.560 0.550 0.540 0.426
N 349 349 349 349
R2 0.08 0.08 0.09 0.10 
 †  p<.10, * p<.05, ** p<.01 

<표 4> 회귀분석결과 1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첫 번째 단계의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모델 1에서 5로 구성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과 팀의 창의성에 따른 예술

적 성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모델 2에서 가수 개인 창의성의  회귀계수는 0.007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p-값은 0.67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은 

예술적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로써 가설 1a는 기각되었다. 

   모델 3에서 작곡가와 작사가로 이루어진 팀 창의성의 회귀계수는 0.044로 양

(+)의 값을 나타냈으며, p-값은 0.015로 나타나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팀의 창의성이 음반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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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S

상업적 성과 (log) Model5 Model6 Model7 Model8
과거 5년 발매앨범 수 0.059**(0.008) 0.068**(0.002) 0.061**(0.005) 0.061**(0.005)

Idol 여부 0.230*(0.014) 0.244**(0.064) 0.204*(0.026) 0.199*(0.029)
예술적 성과 0.236**(0.089) 0.219**(0.003) 0.319**(0.000)

수직적 통합 여부 0.354**(0.002) 0.528**(0.000)
예술적 성과 * 수직적 통합 여부 -0.543**(0.004)

Constant 9.908 9.816 9.788 9.765
N 349 349 349 349
R2 0.03 0.06 0.08 0.10 
 †  p<.10, * p<.05, ** p<.01 

  마지막, 모델 4에서 가수의 창의적 자유(creative freedom)에 대한 회귀계수는 

0.161로 나타났고, p-값은 0.02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수가 작곡이나 작사에 참여할수록 즉, 싱어 송라이터일수록 높은 예술적 성과를 

보인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5> 회귀분석결과 2

 <표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두 번째 단계의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모델 6에서 8로 구성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적(예술적) 성과와 상업적

(판매) 성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모델 6에서 기존 수상 여부(창의적 성과)의 회귀계수는 0.236으로 양(+)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0.089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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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창의적 성과는 음반의 상업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

이 지지되었다. 

   모델 7에서 음반 기획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통합 여부에 대한 회귀계수는 

0.354로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p-값은 0.002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

라서 전후방 산업 통합과 상업적 성과 간의 정(+)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모델 8에서 창의적 성과와 전후방 산업 통합 정도와의 상호작용 항

(interaction term)을 살펴본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회귀계수가 -0.543

으로 음(-)의 값을 나타냈고, p-값은 0.00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델 7

과 정 반대의 방향이다. 회귀계수 방향이 (+)에서 (-)로 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 성과가 높은 음반이 전후방 산업 통합에 따라 상업적 성과가 더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성과가 높은 음반은 기획사와 유통사의 조직적 수직 통합이 

없이도, 앨범 자체의 예술적 성과 때문에 잘 판매된다고 해석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정반대로 창의적 성과가 낮은 음반들이라도 기획과 유통이 수직 통합되어 있다면, 

상업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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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5년 동안의 한국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팀의 창의성이 문화 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이자, 문화 

산업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음반 산업은 그 특성상 음반 제작주체들이 보

유하고 있는 작곡, 작사, 노래 등의 창의적인 역량에 따라 앨범 전체의 예술성에 대

한 평가와 음반 판매와 같은 상업적인 성공이 좌우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에서는 팀의 창의성이 가수 개인의 

창의성 보다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웠던 사실은 

가수 개인의 창의성은 회귀분석 상에서 창의적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수 개인의 창의성(기존 수상 점수)가 앨범의 창의적 성과

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신에 작품성과 예술성을 평가받는 공인

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거나 후보에 오를 만큼 예술성이 인정되는 작곡가 및 작사

가들과의 공동 작업(collaboration)을 통해 간접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한다고 해

석 가능할 것이다(Cattani & Ferriani, 2008).

   두 번째 가설에서는 가수 개인이 노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이나 

작사와 같은 다른 영역의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높은 창의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형화 된 한 분야(field)의 규범이나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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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며, 이것이 곧 창의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Perry-Smith & Shalley, 2003).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한국 음반 산업 내 표본만을 분석한 결과이지만, 실제 

해외 팝(pop)음악을 대표했던 역사적인 아티스트들의 대부분과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시상식(Grammy awards)에서 수상한 아티스트들의 

대다수가 노래, 작곡, 작사를 겸하는 싱어-송라이터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가설에서는 음반의 상업적 성공 측면에서 창의적 성과가 높은 음반이 

상업적인 면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문화 상품이 

공인된 창의적 우수성을 통해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와 높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Simonton, 1991), 이러한 점은 문화 상품 소비를 고려중인 대중을 설득하여 

실제 음반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한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Jones et al.,2005). 

또한, 우수한 아티스트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새롭고, 창의적인 가치는 전체 시장을 확대시키고, 무엇보다 기존 문화 상품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항상 새롭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원하는 소비자를 설득하여, 

문화 상품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Lampel et 

al.,2000; Lampel & Shamsie, 2003; Miller &　Shamsie, 1996; Mezias & 

Mezias, 2000).

   네 번째 가설에서는 음반 기획사와 유통사 전후방 통합 정도가 상업적 성과는 

강화시키지만, 창의적 성과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직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Peterson & Berger, 1971),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Huygens et al., 2001), 안정적 수요와 공급을 확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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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는 상업적 성과에 이득이 있지만(Lampel et al.,2000), 이는 창의적 

성과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창의적 성과가 높은 음반은 기획사와 유통사 두 조직의 

강력한 구조가 없이도, 앨범 자체의 예술적 성과나 명성 때문에 잘 판매될 수 

있으며, 정반대로 창의적 성과가 낮은 음반들도 기획과 유통이 수직 통합되어 

있다면, 상업적 성과는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을 경영학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창의성 관련 연구가 산업 내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성격과 실제 성과와의 

연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론적 발전에 비해 실증 연구가 절대적으로 

미미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문화 예술 산업의 

대표 사례인 음반산업을 실증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문화 산업의 성공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산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창의적 특성과 창의적 성과 및 경제적 효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해 한국 음반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콘텐츠 생산자인 가수, 작곡가, 작사가의 창의성, 창의적 

성과(수상 여부), 참여한 앨범의 경제적 성과(판매량) 및 조직의 통합 정도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문화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산업의 성과를 

주로 상업적 성과 한 면에 치중하여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바라보는데 미흡했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들이라도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유의미하지 

못하거나 약한 관계를 보이는 한계점을 보였던 점과 달리(Holbrook & Addis, 

2007; Holbrook, 2005), 본 연구는 두 가지 성과 모두를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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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화 산업에서 높은 성

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거대 시스템에 의존한 기획이나 유

명한 스타 개인의 힘에 기대기보다는, 뛰어난 작곡가, 작사가 와 같은 인적 자원과

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인적 자원의 다양한 창의적 역량을 배양하

여 문화 상품의 품질(quality)을 높이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제작과 유통의 무조건적인 수직적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인적 자원이나 

문화 상품의 창의적 성과를 우선 가치에 두고, 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통

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가 실증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음반 산업에서 도출된 결과가 

다른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음반 산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혹은 문화 산업에 포함되는 

다튼 세부적 산업에서는 참여 주체들의 창의적인 성격과 조직 수직 구조와 같은 

조직적 성격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문화 산업과 성격이 전혀 다른 

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산업 특성에 맞는 다른 유형의 창의성과 성과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오프라인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최근 음악 산업에서는 온라인 음원 판매가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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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유형 매체를 구입하는 대중의 소비 취향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온라인 음원 산업 차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한터차트 TOP 100은 ㈜한터정보시스템에서 측정한 기업 중 

음반판매량기준으로 상위 100개의 앨범만 발표하고 있는데, 1년에 발매되는 

수많은 앨범 중 상위 100위 내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표본들은  비교적 경제적 

성과가 높은 앨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Sample Bias 문제가 내재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는 5개년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향후에는 더 장기간의 

표본 수집을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는 주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들 개인과 팀의 창의성을 

분석하였는데, 음반의 상업적 성공에는 기획자(producer)의 제작 경험, 마케팅, 

제작비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다른 변수들을 

추가해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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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has been one of the most studied topics in psychology and social 
studies but recently it is gaining interest in the field of management such as 
strategic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since it is undisputable that 
innovation and creativity, a source of innovation, influences the 
performance level of organizations in the knowledge based industr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Korean pop songs produced during a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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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eriod from 2007 to 2011. For a pop song to be produced, performed, 
and heard by public, it needs the creativity effort of song composers, lyrics 
writers, and performers (singers). This study examines the creativity level 
of members (composer, writer, performers) and the effect it has on song's 
(cultural product) creativity leve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reativity 
level of a song is more positively affected by the creativity level of all the 
members as a whole than the singer's creativity alone. And the more the 
singer possesses other creative capabilities like composing and writing 
lyrics, the creative level of an album (song) increases. Also, the 
commercial value of the album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creative level of 
the album. Moreover, music albums generally gain more commercial value 
whe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vertically integrated. However, if and 
only if music album's creativity level is high, then the result is opposite. 
That means that creative albums could show higher commercial value 
without the help of large and vertically integrated music labels. 

Keywords: Creativity, Cultural industry, Creativity Performance,      

             Boundary Spanning, Commerci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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