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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음악시장의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에 음악 산업

의 주를 이루었던 CD나 TAPE 등 실물매체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악산업의 구조도 변하였다. 통신사나 인터넷 기

업들이 음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동안 주로 음악 

상품에 대한 경쟁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과 유지, 

그리고 매출액 극대화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 대중음악시장에서 몇몇 음반사들의 시장집중도 상

승이 음악 생산물의 특성(다양성, 혁신성, 창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에서 음반사들의 시장집중

도 상승현상은 제작사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이돌음악비율 상승

으로 인한 장르 다양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신곡의 혁신성과 창작 창조성에도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음반사, 음악, 다양성, 혁신성, 창조성 

학  번 : 201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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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컴퓨터와 스

마트폰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음악분야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LP플레이어나 카세트플레

이어, CD플레이어 등 음악 재생을 위한 기기와 함께 LP, TAPE, CD 등 실물 

매체를 소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실물매체에 한정된 음악을 들었다면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많은 음악들을 접할 수 있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뮤직

비디오와 같은 영상 콘텐츠의 소비도 더욱 편리해 졌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디지털 환경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컴퓨터, MP3, PMP

등 미디어 콘텐츠를 기기에 다운받아서 재생할 수 있는 기기들의 개발은 정당

한 대가를 지불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를 비합리적인 소비자의 

행위로 만들어 버리고 미국의 Napster의 시작으로 수많은 P2P 사이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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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불법시장의 확산을 부채질 하였다(오정석, 2007). 우리나라에서는 소리

바다가 음악시장에서 음악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불법시장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로울지도 모르지만 장기적

으로는 생산자의 생산 활동을 억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해롭다

(음악생산자연대, 2012).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시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음악 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1.1.1 정부의 초저가 정책과 음악 생산물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는 시장실패의 치유에 있

다. Pigou(1938)는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 경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고,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하지만, Coase(1960)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적 배

경에 불과하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경쟁이 기업의 

능률과 역량을 제고시키기에 시장은 잠재적 실패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한 계약이 법원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외부성이 해결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계약을 통해 모든 시장 행위가 해결될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법령

(tort law)이 나머지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Shleifer, 2010). 

결과적으로, 관련된 거래비용이 최소화 되고 잠재적인 외부성이 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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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다면 굳이 정부의 규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Glaeser, 

Johnson, & Shleifer, 2001).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근거는 시장실패의 치유 이지만 반대로 정부실패

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개입에 대한 가치판단을 신

중해하게 고려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음악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실시하였다. 2007년 6월 29일 부로 발효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들이 있다.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

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

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8항).’ 

이 두 가지 조항에 근거하여 기존에는 음원가격 분배 요율을 저작권 신탁

단체들이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음원가격 분배 요율

이 결정되었던 것이, 이제 정부는 이 승인 신청안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정부는 신청이 없더라도 이 분배 요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

게 되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음악의 가격이 정부

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8년 2월 29일 저작권 단체들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승인 한다. 이 징수규정에 의해서 음악상품의 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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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최대 90%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2 그리고 무한 정액제 서비스

로 소비자들은 월정액 요금을 납부하고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초저가 정책에 대해서 견해가 갈린다.  

김병오(2013)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의 가격정책은 불법음원시장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음악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소비자들

이 더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 입장에선 그만큼 다양한 음

악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음악산업의 총 매출액은  [표 1]과 같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로 음악산업은 

발전하고 있다고 있다. 3 

 

[표 1] 국내 음악산업 매출액 총액4 (단위: 백만원)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2,401,309 2,357,705 2,602,076 2,740,753 2,959,143 3,817,460 

 

정부의 음원 가격 정책은 불법시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냈다. 그

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정문식(2013)에 따르면 정부의 

저가 정책하에서 생산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서영덕 

(2013)은 단기적 관점에서 불법시장의 억제에는 정액제로 인한 최저가 정책

                                            

 

 
2 음악생산자, ｢stop dumping music｣, 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012, p.35 
3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 ｣ 2012, p.124 
4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 ｣ 2012,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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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음악품질에 상관없이 수입이 동일하므로 

더 좋은 음악을 창작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악산업의 

품질 및 다양성을 위해서는 종량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최저가 정책의 

결과로 음악 산업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소유한 일부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도를 형성하게 하였다. 디지털 환경하에서는 CD 등 실물 매체를 유통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음반사들 보다 MP3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이런 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음악을 구매하

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자가 유통 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합리적인 

분배가 사실상 어렵다(이재인, 2005).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자본의 부작용으

로 음악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난다(한찬희, 2011). 정부의 부적절

한 개입으로 음악의 생산자들은 음악 창작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음악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견해들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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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일부 음반사들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 

 

 

 

[그림 1 ] 디지털 음악 시장의 가치사슬 

 

디지털 음악시장의 가치사슬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단계

인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음악이 생산되며, 두 번째, 배급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음악을 소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단계의 가치사슬에서 주

요 행위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음악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기획사, 소속사, 제작사, 레이블 등의 용어가 일반

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작사’로 통일하였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 주요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배급사, 발매사, 유통사 등을 ‘음

반사’로 통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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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음악 산업의 구조5 

 

그리고 이 가치 사슬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 유통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

된다. 상류시장은 작곡가·작사가·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기획,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소리바다, KT뮤직 등 디지털 음악 유통 사업자들 즉, 음반사들이 저작권자 및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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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의 가치사슬의 중심에서 중요한 행위를 하는 음반사들은 

2000년대 이후에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지위를 형성

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였다. 다음 [표 2] 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음반사들의 심결법위반사항을 조회한 사항들이다.    

 

[표 2]공정위 심결법위반사항조회(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2000년~ 2007년 (8년간) 2008년 ~ 2014년(7년간) 

∙ 8개 음반사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994백만원 

∙ 6개 온라인음악 서비스기업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13,732백 만원 

∙ 13개 음악유통사업자 부당한 공동

행위 과징금 6,125백 만원 

∙ CJ E&M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태료 7백 만원 

∙ KT 뮤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과태료 7백 만원 

∙ 네오위즈 벅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과태료 2백 만원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 

∙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

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6

백 만원 

∙ (주)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1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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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

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총 1건  총 9건  

총 금액 9억9천4백 만원  총 금액 198억8천 만원  

 

위 [표 2]의 내용을 보면 2000년에서 2007년까지 8년 동안 위반사항이 

총 1건이고 과징금 총액도 9억9천4백 만원이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4년

까지 7년간 위반사항의 총 건수는 9건이나 되며, 과징금과 과태료 금액의 합

은 약 20배 증가한 198억8천 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

판매조건 결정, 공동-가격의 결정. 유지 등 담합이나, 전자적 대금지급사실 

미통지 및 미표시,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등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적으로 시

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더 높은 가격을 징수함으로써 매

출액을 높이는 행위와 같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다.6  

 

 

 

                                            

 

 
6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심결위반사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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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내 대중음악에 대한 우려 

 

정부 개입에 따른 가격이슈와 일부 대기업의 음악산업 내 독과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이슈 이외에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층의 변화와 아이돌의 세계적인 

인기 구가라는 현상도 2000년대 이후 대중음악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대중음악의 주요 소비층을 미디어 기기에 익숙한 10대

와 20대로 바뀌었다. 이는 이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들의 증가와 발달을 의미

한다. 결국 이들의 취향에 맞는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이 많이 생산되었고 이

들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국내 대중가요 시장에 등장

한 아이돌 그룹들의 비중에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장재옥, 

2012).  

아이돌 그룹의 성공요인에 대해 임성준(2011)은 다음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겨냥 했다는 점 둘째, 한국의 독특한 훈련, 

육성 시스템 셋째, 곡과 안무선정의 글로벌화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수(2012)는 SM, YG, JYP등 아이돌 그룹 제작사들이 다국적 스

태프를 영입하여 작곡, 작사 및 편곡 업무를 분업하고 해외 유명 작곡가들의 

곡을 받아 편곡을 하거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의 음악을 기초

로 사용하여 한 국가에만 통하는 음악 스타일이 갖는 거부감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녹여 내는 융합력을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오세정(2012)은 한국 아이

돌 그룹이 현재 댄스, 가창력, 퍼포먼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이유는 수 

년 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노래와 안무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받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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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시스템을 성공 요인으로 보았다. 국내 가수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

린 이유는 국내 음반 제작사들이 국내 음반시장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생존전

략의 일환이라는 것과 해외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가수들은 음반 제작사들의 

오디션을 통해 조기 발굴되어 장기간의 훈련기간을 거쳐 데뷔한 기획가수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적극 활용하

는 글로벌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기덕, 2014). 

그러나 아이돌 가수들의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

다.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발간한 

해외한류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2월 일본, 중국 등 9개국 3600명의 설문조

사를 통하여 한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0%가 한류의 지속력이 

4년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11%가 한류열풍에 거품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지나친 상업과 유사 아이돌 그룹, 댄스 곡 위

주, 섹시코드 등 차별성 부족으로 응답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13년 보

고서인‘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대 전략’에서 유사한 컨셉트의 아이돌 가

수 등장으로 스타일 자가 복제가 증가하면서 소비들이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

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창작자들에게만 곡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비판도 늘고 있다. 가요계

의 한 음반 제작자는“그 노래가 그 노래 같아 다양성이 없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예술인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순 없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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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아이돌의 몰개성화가 이를 방증한다”7라고 이야기 하였다. 유명 아티스

트인 이승철은 “일부 유명 작곡가들의 곡이 대중음악 시장에 주를 이루어 신

인 창작자들의 진입을 막는 현상이 나타난다”8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현상

은 디지털 음악환경에서 대부분 디지털 싱글 앨범을 제작하기에 전체 앨범 제

작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배경하에 한 곡이라도 크게 히트를 해 보자는 의도로 

유명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지

속 된다면 신인창작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다.  

 

 

 

 

 

 

 

 

 

 

 

                                            

 

 
7 중앙일보, 가요계 작곡가 편중 현상 심각 “그 노래가 그 노래..다양성 없다” 2012.06.26 
8 머니투데이, 이승철 쓴소리 "가요계, 기성작곡가 10명이 장악"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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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환경이라고 할 수 있

는 2000년대 이후의 대중음악 산업 내의 기업간 경쟁의 정도와 그들이 유통

하는 음악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양성

(diversity), 혁신성(innovativeness), 창조성(creativeness)의 세가지 다양

한 관점에서 음악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대중음악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문

제점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

는 개념들과 본 연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산업내의 경쟁과 다양성, 

혁신성 간의 상관관계를 논한 선행 연구들과 창조성과 음악 생산물에 대한 논

의, 그리고 음악 산업 내에서 경쟁과 음악 생산물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 본 연

구 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지표들의 추세를 살펴보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

로 제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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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독과점의 경제적 효과 

 

독과점기업이 독과점 상태를 고착화하여 초과이윤을 영구히 획득하기 위하

여 연구 개발과 기술혁신에 투자할 유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Lande, 1998).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과점은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준구, 2012). 첫째, 독과점이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저해한다. 일반적으로 시장(market)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 경쟁작용에 의하여 상품

의 가격 및 수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독과점현상이 

있는 때에는 독과점기업이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상품의 공급량을 조

절하고 인위적으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 둘째, 독과점

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시장이 독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상품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도 

구입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단일 또는 소수의 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셋째, 독과점은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독과점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경쟁압력을 받지 않아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아도 이

윤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기업의 구조개선이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체질이 약화된다. 넷째, 독과점

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한다. 독과점 기업이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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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생산설비를 신설 이나 증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과다

한 광고 및 선전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배제하여 경쟁참여를 방해

한다면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 

이외에도, Tullock(1967)은 독점기업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데 쏟아 

붓는 낭비적인 지출도 독점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고 

Posner(1973)는 시장이 독점화되면 독점사업자는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크며 독점이 갖는 중요한 폐단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이라고 하였다.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과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절감에 힘을 들이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낭비가 된다. 이런 경영 부실에 따른 비효율성을 

Lebenstein(1966)은 X-비효율성(extra-inefficiency)이라 불렀다.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 이외에도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즉 

독점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킨다. Comanor & Smiley(1975)는 독점과 재산의 

분배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 현재 많은 부를 축적한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약 25% ~ 50% 가 독점이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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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쟁과 생산물의 다양성 

 

미디어 산업에서 경쟁의 증가와 미디어 상품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이 경

쟁이나 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성 증가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Steiner(1952)에 따르면 프로그

램의 다양성 감소와 방송 기업간의 경쟁의 정도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흥행에 대한 불확실한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는 

것 보다 기존의 대중적인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이은미, 2001). 또한 Dominick & Pearce(1976)

는 1953년부터 74년까지의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을 분석

한 결과에서 시장 내 기업간 경쟁과 다양성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고 밝혔다. 독과점 구조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Li(1999)는 시장 경쟁과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매년 감소하여 

경쟁과 다양성 사이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경쟁

의 증가와 다양성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Litman(1979)

은 1976년 미국 지상파 방송사 간에 경쟁이 심화된 것을 기점으로 콘텐츠들

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실증하였다. 

 국내에서 한진만(1992)은 미디어 기업간 경쟁의 증가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증가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준호(1998)

는 텔레비전 방송사의 채널 간이나 혹은 네트워크 간 경쟁이 낮을수록 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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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의 

방송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방송 편성의 다양성 추이의 관계를 분석한 이은미

(2001)는 90년대 지상파 방송이 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

쟁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다양성이 더욱 크게 하락한 것을 발견하였다. 박소라

(2003)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에서 해마다 

한 주간 방송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장르별로 다양성과 시장경쟁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쟁에 진입하였거나 경쟁이 심한 시간대에

는 다양성이 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경쟁에 보다 더 민감한 드라마의 경

우 이런 추세가 훨씬 더 강화되어 나타났다. 즉, 경쟁이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는 것이다.  

 

 

2.3 경쟁과 생산물의 혁신성 

 

음악 산업에서 기업간 경쟁과 혁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의 논의는 슘페터로부터 시작되며, 경

쟁과 혁신과의 관계를 크게 부정적 관계와 긍정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경쟁과 혁신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이야기 한 연구들 먼저 살펴보면, 

Schumpeter(1943)은 독점으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기업의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점으로 인하여 

경쟁이 적어질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의 여지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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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rowits(1962)는 기업의 크기와 연구활동을 실증한 연구에서 시장집중도

가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연구개발활동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

이 심한 환경 속에 속한 기업들은 연구개발활동을 지양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해질수록 혁신은 줄어들게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Hamberg(1964)는 독과점기업들은 연구개발 행위의 중심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이 기술진보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Kraft(1989)는 통일이 되기 전 서

독의 금속산업 부문의 기업들을 상대로 직원의 수로 측정한 기업의 규모의 

방법으로 혁신의 결정 요인을 찾는 연구에서 불완전경쟁과 혁신활동이 긍정

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불완전경쟁은 독과점과 완전경쟁

의 중간선 상의 형태를 갖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 정도가 낮아질수록 혁신

활동이 높아진다. Geroski(1990)는 1970년대 영국의 경우 경쟁적인 시장의 

상태에서는 혁신이 줄어들게 되며, 불완전 경쟁의 시장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높은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Ratio)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경쟁이 혁신의 유도제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주장

들도 존재한다. Arrow(1962)는 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경쟁이 강할 

때 커진다고 하였다. Scherer & Ross(1990)는 경쟁 정도가 낮을수록 관료주

의적인 관성이 발생하며 관료주의적 관성은 혁신을 가로막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Porter(1998)는 기업의 경쟁은 기업이 해당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한 혁신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하였다. Mukhopadhyay(1985)는 시장집중도(Concentration Ratio)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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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과 연구개발을 촉매 했는지 연구하였는데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산업

에서 경쟁의 결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Nickell(1996)은 경쟁

과 혁신에의 투자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실증하였다.  

 

 

2.4 음악 생산물과 창조성  

 

창조성에 관한 연구들은 수없이 많지만 창조성의 정의를 각자의 방식에 따

라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창조성의 개념 자체가 인간의 지적 능력, 동

기, 성격, 사고기능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 관계 있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다(이동원, 2009). 

먼저, 창조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Guilford(1959)는 새

롭고 신기한 것을 만드는 힘이라 하고, Bruner(1963)는 놀라움을 생산하는 

행동으로, Torrance(1977)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결과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Taylor(1988)는 창조적 생각은 복잡한 심리적 과정으로, 인내와, 목표달성, 

변화, 발전을 구하는 행태, 고집을 갖게 하는 정열이라 규정하고, 

Weisberg(1988)는 예술, 과학 부문에서 독창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된 생

산물이라 이야기 하였다. Veron(1989)은 전문가가 과학적, 미적, 사회적, 기

술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생각, 발명 또는 예술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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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인간의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김영재(2001)는 창조성을 새롭고 유용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고, 정범모(2001)는 새롭고 보

람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과 행위, 김재은(2002)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행위, 이동원(2009)은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아이디

어를 만들 수 있거나 창의적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

향으로 창조성을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창의성의 공통적 요소는 개인의 능력에 

의한 새로움, 독특한 아이디어, 생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음악에서 창작이

란 작사, 작곡, 편곡 등 음악을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오지현, 2013), 음악의 창작 활동인 작사, 작곡, 편곡의 활동이 활발한 경

우와 새로운 창작자가 존재할 때 창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5 음악산업에서의 경쟁과 음악생산물의 특성 

 

음악산업에서 기업이란 음악의 홍보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사 즉, 음반사

를 의미한다(Peterson & Berger 1975). 그리고 음악산업에서 기업간 경쟁이 

줄어드는 현상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시장에 이런 음반사의 수가 줄어

드는 현상을 기업간 경쟁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Peterson & 

Berger, 1975; Lopes, 1992; 김기덕, 2014). 이는 음악 생산의 단계에서 유

통의 단계를 담당하는 음반사들의 경쟁구조가 과점 형태로의 변화함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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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유통과정 이외의 음악 생산과정이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함을 의미한다.  

수직 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란 기술적으로 구분되는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그 밖의 경제적 과정들이 단일기업의 내부에 통합됨을 일컫는다

(Williamson, 1971). 즉, 그것은 시장에서의 거래보다 기업 내부적인 거래 또

는 손쉽게 관리가 가능한 거래를 이용하여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

업의 전략을 의미한다. 수직계열화에는 여러 이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

으로 이중마진의 제거와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있다. 또한, 수직계열화는 비

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격 인하와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

공 한다. 몇몇 레코드 제작사는 개별음악가, 프로듀서, 레코딩 스튜디오, 음반 

생산설비, 유통이나 마케팅 조직 등과의 계약을 통해 레코드를 제작하고 판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련의 독자적 경제 주체들과 계약을 하는 것보다 대부분

을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음악산업에서 수직계열화의 현상과 음악 상품의 특성을 분석한 선구자적인 

연구로 Peterson & Berger(197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문화생산물

이 동질성을 보이는 이유는 대중음악의 생산체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마르크

스의 문화와 사회구조는 서로를 반영한다는 반영이론(reflection theory)과는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문화생산론(Production of 

Culture Perspective)을 주장하였다.  

Peterson & Berger(1975)는 이 이론을 토대로 하여 1948년부터 1973년, 

26년간의 미국 빌보드지의 싱글차트(SingleHOT 100)를 양적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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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음악 산업 내에서 수직 계열화가 미국 대중음악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시장집중도를 4대 기업 또는 8대 기업이 

빌보드 차트 Top10에 진입시킨 곡 수의 점유율로 정의하고 이를 

시장집중도라고 정의 하였다. 이를 위해 위 기간 동안의 년도 별로 음반사와 

제작사의 수와 Top10곡 수, 1위 곡 수, 신인가수 수 등을 분석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집중도의 상승과 함께 음악 생산물이 동

질화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대규모의 자본과 미디어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음반사들이 제작사들을 흡수 통합 하여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

던 제작에 대한 권한에 간섭하여 제작사들의 음악 생산에 자유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다(Peterson & Berger 1975).  

이후 Lopez(1992)는 분석의 시기를 달리하여 페터슨의 연구와 같은 연구

를 진행한다. 즉, 그는 빌보드지 싱글차트를 1969년부터 1990년까지 분석한

다. 그는 대형 음반사들이 기획, 제작, 배급,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비슷한 음악을 생산하는 체제를 폐쇄체제(closed system)로 정의하

였고, 거대 음반사들이 생산과 배급의 최종과정만을 점유함으로써 수익을 얻

는 전략을 사용하여 대형 음반사, 하위레이블 그리고 독립프로듀서로 이어지

는 생산체계를 개방체계(open system)라 구분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페터

슨의 결과와 상반되게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의 다

양성은 더 높아졌는데 이는 이 시기에 기업들이 개방형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하위 레이블이나 독립 레이블에 음악의 제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임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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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Lopez, 1992).  

국내 대중음악 시장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김기덕 & 최석호(2014)의 연

구는 위의 두 연구가 빌보드지 차트를 분석한 것을 차용하여 주간 멜론가요음

악차트 TOP10을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양적 분석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와 생산체계, 그리고 음악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에서 기업집중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미국과는 달리 유통계약에 근거한 모양만 

수직계열화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음악의 다양성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제작사들의 자체적인 생산에 따른 음악 생산물의 다양화 때문이라고 분석하였

다(김기덕 & 최석호, 2014). 

위의 세가지 연구들은 계량화하기 힘든 음악에서의 다양성(diversity) 과 

혁신성(innovativeness)를 계량화하여 분석하여 음악의 생산시스템과 음악 

생산물을 분석한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은 모두 차

트 TOP10곡을 위주로 분석하였는바 디지털시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

회와 환경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단

위가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고, 다양성의 개념을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지표

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혁신성의 경계도 선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멜론연

도별차트 TOP100을 기준으로 하고, 다양성(diversity)의 개념을 좀더 구체

화하여 분석에 적용하며, 혁신성(innovativeness) 이외에 창조성

(creativeness)의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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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및 연구 방법론 

 

3.1 가설 설정 

 

3.1.1 음반사 경쟁변수의 정의 

 

기업간 경쟁 정도의 문제는 독립적인 연구분야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쟁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분석의 결

과도 달라 질 수 있다(Tngvall & Karpaty, 2011). 현재에도 정확하게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변수를 변형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수많은 노

력들이 지속되고 있다(Peneder, 2012). 그러므로 측정방식을 선택하는 일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경쟁의 측정지표로 사용한 변수들은 대표적으

로 가격비용마진(PCM; Price Cost Margin. 이윤탄력성(PE; Profit Elasticity), 

시장집중도(CR; Concentration Ratio), 허핀달 허쉬만 지수(Herfindahl-

Hirschman Index) 등이 있다. 위의 측정지표들은 기업수준인가 산업수준인가

에 따라 [표 3]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산업수준에서 

경쟁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수준의 경쟁지표들의 장단점이나 이슈가 되고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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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수준에 따른 경쟁의 지표 

 

기업수준 

변수 정의 

가격비용마진(PCM) (가격-한계비용)/가격 

이윤탄력성(PE) 한계비용에 대한 기업의 이윤탄력성 

산업수준 

변수 정의 

시장집중도(CRk) 한 산업에서 상위 k개 기업의 점유율 

허핀달 허쉬만 지수(HHI) 동일 산업 내에서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기업수준에서 경쟁을 측정하는 지표인 가격비용마진(PCM)과 이윤탄력성

(PE)의 경우에는 기업의 마진이나 이윤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경쟁의 정도를 

측정한다. 즉, 기업의 가격비용마진이 증가할 경우 해당 산업에서 더 큰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경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측정방법의 경우 같은 산업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가격비

용마진(PCM) 값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고 또 기업

의 마진율 이나 이윤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쟁 외에도 매우 다양

하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산업수준에서의 경쟁 정도의 측정 지표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산업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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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다 하여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며 산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시장 집중도 비율(CR)의 경우 해당 산업 

내에서 상위 몇 개의 기업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지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

지만 음악산업에서 음반사의 경쟁을 연구한 Peterson & Berger(1975), 

Lopes(1992), 김기덕 & 최석호(2014) 의 선행연구들이 모두 이 지표를 이

용했기에 본 연구에서도 경쟁의 지표로서 시장 집중도 비율(CR)을 이용하며 

선행연구들과 같이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집중도 비율(CR4)를 경쟁의 지표

로서 이용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라 함은 음악생산물의 유통(distribution)

과 홍보(promotion)을 담당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음반사’ 라고 부른다.  

이 때, CR4의 수치가 크다는 것은 산업 내에서 경쟁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CR4가 40% 정도면 경쟁적 시장, 90%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이라

고 판단한다.  

 

 

3.1.2 다양성 변수의 정의와 가설 

 

다양성의 기준에 관한 이론은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분석한 Napoli(1999)

의 이론을 적용했다. Napoli는 다양성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였다. 첫째

는 공급다양성으로 이는 얼마나 다양한 주체가 제작에 참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음악 산업에서 음악의 제작은 제작사의 프로듀서에 능력에 따르고 다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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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볼 때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의 비율이 많을수록 음악의 다양성은 

높아진다(김기덕 & 최석호, 2014). 제작사의 입장에서 음악의 특성과 제작의 

노하우가 다른 제작사들과 차별화 되기 때문이다(Lopez, 1992).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멜론차트 상위100곡에 포함된 제작사의 수 대비 한 곡만 히트

한 제작사의 비율을 공급다양성의 지표로 설정하고 2000년대 이후 한국 음악 

시장에서 SM, JYP, YG, DSP 등 일부 아이돌 가수 제작사의 음악들이 많아지

는 현상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a: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로 측정한 

제작사 다양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Napoli(1999)는 다양성의 두 번째 세부 기준으로 내용다양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콘텐즈의 장르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음악시장에서 

음악의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 가지 장르가 융

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것을 대체 할 만한 기준이 바로 

아이돌 음악이다.  

아이돌 음악은 하나의 장르로 말하기엔 어렵지만 아이돌 음악만의 특징이 

있다. 임성준9은 에 따르면 아이돌은 첫째,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겨냥

                                            

 

 
9 한국콘텐츠진흥원,｢케이팝(K-POP)의 일본 진출 현황과 활성화 전략｣, KOCCA포 

커스 통권 38호,2011,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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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타깃) 둘째, 한국의 독특한 훈련, 육성 시스템(기획가수) 셋째, 

곡과 안무선정의 글로벌 소싱(SM, YG)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그리고 김기덕(2014)에 따르면 아이돌 음악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점

점 높아져서 2000년대 후반에는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다양성 측면에서 차트 내 아이돌 음악 비율을 측정지표로 

한다.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이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를 이루는 현상을 반영하

여 다음과 같이 내용다양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H1b: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아이돌 음악 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 Napoli(1999)의 다양성 기준인 노출다양성은 수용자들이 실제로 얼

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음악산업에서 직접 소비

자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역할은 음악의 유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음반사들이다. 

음반사들은 각 회사들만의 고유한 홍보와 유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음

악시장에서 노출다양성은 한 곡만 히트시킨 음반사의 수가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Peterson & Berger, 1975). 본 연구에서는 멜론 Top100에 진입한 음

악의 음반사 중 한 곡만 히트시킨 음반사의 비율을 음반사 다양성의 지표로 

이용하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c: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한 곡만 히트한 음반사 비율’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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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 다양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혁신성 변수의 정의와 가설 

 

혁신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의를 살펴보면, 혁신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특정한 구분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김주희, 2008). 

Barnett(1953)는 혁신을 현재 존재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생각, 행동 또

는 사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에 Rogers(1971)는 혁신을 개인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생각, 행동 또는 사물이라고 정의하였다. Rothberg(1981)은 

새로운 제품의 모양이나 질적인 특성이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Schiffman et al.(1983)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서 새로운 

것으로 정의하여 혁신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할 필

요성 없지만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Rogers와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은영(1997)은 혁신성을 제품이 갖는 새로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제품 혁신

성과 개인이 혁신적 생각, 행동, 사물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소비자 혁

신성으로 구분하였고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새롭

다고 인지된다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혁신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나 각각 혁신성에 대한 정의

가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Roberson(1971)의 혁신성의 정의를 따른



30 

 

다. Roberson(1971)에 의한 혁신의 기준을 보면 첫째, 현재의 제품과 차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 소개된 후 경과한 시간이 짧아야 하며 셋째, 판매

량 기준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아야 하고 넷째,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으로 인

식해야 한다.  즉, 새로움과 희소성을 가져야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음악시장에서 신인가수의 곡을 혁신적인 곡이라고 보기에 적합한 정의

이다. Roberson의 기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인가수의 데뷔곡이 멜론 

차트 TOP100에 진입한 경우를 혁신의 지표로서 이용했다. 데뷔곡의 경우에 

신인이기에 기존 기존가수들과 차이가 있고, 음악 시장에 등장한 시간이 매우 

짧으며, 판매량 기준으로도 많지 않고, 소비자들도 신인으로 인식을 하기에 

Roberson의 네 가지 혁신성의 기준을 만족한다. 또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반사의 입장에서 흥행이 보장된 기존 가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안정

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데뷔곡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H2a: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데뷔곡 비율’에 부정적(-)영향

을 미칠 것이다. 

  

또한, Peterson & Berger(1975), Lopes(1992), 김기덕 & 최석호(2014) 

는 음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사의 내용을 혁신성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가

사의 내용이 다양하고 변동이 많을수록 음악의 혁신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가사의 곡을 혁신적인 곡으

로 보고 탈사랑 가사의 곡 수를 혁신지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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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따라 탈사랑 가사의 곡 수를 혁신성 지표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2b: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탈사랑 가사 곡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창조성 변수의 정의와 가설 

 

창조성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수가 매우 

많고 아직 학계에서 일반화 된 정의는 없다(Stemberg & Lubart, 1999). 하

지만 문화산업은 산업기술과 경제와 결합하여 움직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경

쟁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이런 문화산업의 동력인 창조성은 바로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 (Florida, 2002)을 고려할 때 음악산업에서의 창조성의 정의

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많은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조성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그러나 창조성은 사람의 노력으로써 얻어진 가치 있는 산물(Guilford 

1950)이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은 창조성을 발현하기 위

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는 창조성의 공통점에는 개인

의 능력에 의한 새로움을 들 수 있다(Cowdroy & William, 2006). 즉, 창조성

의 핵심은 사람의 능력이다.  또한 음악에서 창작이란 작사, 작곡, 편곡 등 음

악을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오지현, 2013), 창작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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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많은 경우나 새로운 창작자가 많이 존재할 경우 창조성이 높아진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창조성의 정의를 ‘개개인의 새로운 창작

능력에서 비롯한 작사, 작곡, 편곡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음악에서의 창작영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작사, 작곡, 편곡 이렇게 세 영역에 대한 창작자들의 참

여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창조성의 지표로 이용을 했다. 즉, 차트 진입 곡에

서 창작자 개인당 이 세가지 영역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수치화하고, 개인

당 참여 횟수가 많다면, 그만큼 창조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창작자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

들어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였고, 같은 창작자가 여러 번 

창작활동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평균 창작 참여 횟수를 창조성의 측정 지표로 이용하였다.  

 

평균창작참여횟수 =
1

n
∑ Ci

n
i=1               (식 1) 

           (Ci = i번째 창작자의 창착참여  횟수, n = 전체 창작자 수)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일부 흥행 보증 창작자들에게로의 작품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슷비슷한 분위기의 곡들이 많이 양산되는 현상을 고려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록 곡 수에 따른 앨범분류인 LP, EP, single앨범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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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곡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창작활동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개

인의 새로운 창작능력에서 비롯한 작사, 작곡, 편곡 활동’ 이라는 정의에 따

라 그만큼 창조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LP는 Long Play의 약자로서 일

반적으로 10곡 이상 수록이거나, 러닝타임으로 40분 이상의 앨범을 말하며, 

EP는 Extended Play의 약자로서, LP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앨범을 의미한

다. 그리고 single은 한 곡 내지 두 곡이 수록된 앨범이다. 이에 따라 설정한 

두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H3a: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LP 비율’에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이

다. 

 

H3b: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평균창작참여횟수’에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한국 대중가요를 문화생산론적 관점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최석호, 2000, 

2005)는 대중가요 주간 순위차트였던 뮤직박스를 이용하였고, 아이돌 

발전단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기덕 & 최석호, 2014)에서는 200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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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은 한국디제이협회 주간 차트 100곡 중 톱텐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스타 앤 스타’의 주간 가요 차트 100곡 중 TOP10을 

이용하였다. 디지털 음원 판매량과 방송 순위를 합산한 차트는 2009년에 

생긴 가온 차트가 전부이며, 이것 또한 대형 음반사를 통해 유통되는 음원에 

한정되는 등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디지털 음반 판매량과 방송횟수 모두를 

합산하여 순위를 조사한 종합적인 차트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Peterson & Berger(1975)가 이용한 싱글 곡의 의미에 

근접한 멜론 연도별 TOP100 자료를 이용한다. 2014년 4월 15일자 

중소기업신문에 따르면 멜론은 2013년 2분기 기준 국내 음원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하고 있고, 순방문자수가 611만 명으로 2위인 엠넷닷컴의 4배에 

달한다는 점과 10 , 2014년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에서 발간한 

‘모바일음악서비스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멜론(53%), 올레뮤직(12.5%), 엠넷(10.0%), 네이버뮤직 (10.0%)로 11 

멜론이 모바일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멜론 차트는 2004년 11월 16일 멜론 서비스 오픈 후 현재까지 집계해온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차트 순위를 산정한다. 이때, 음원 점수는 스트리밍 

40%,  다운로드 60%로 소비자의 이용도에 기반을 두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0 중소기업신문, “멜론, 온라인음원시장서 '절대갑' 등극은 'SKT의 힘”, 2014.04.15.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모바일음악서비스이용행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전파통권 제71

호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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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정해진다. 음원 점수를 구성하는 스트리밍은 각 아이디 별로 매일 

1회(실시간 차트는 매 시간 1회), 다운로드는 최초 1회 반영되며 재 

다운로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4년 이전의 데이터는 주간 국내 

인기 순위를 집계 발표한 뮤직박스 차트를 기초로 하는데 뮤직박스란 

80년대부터 레코드 점에 배포한 무가지 가요차트 (매주 80,000점포 전국 

배포)이며 뮤직박스의 순위 집계 방식은 

음반+테이프판매량(70%)+방송빈도집계(30%) 판매량(표본조사) 이다.12   

 

 

3.2.2 분석 방법 

 

위에서 살펴본 각 변수들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12 www.me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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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의 정의와 측정목표 

 

변수 기호 정의 측정 목표 

상위 4개  

음반사  

시장집중도 

CR CR4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합 

한곡히트  

제작사 비율 

P 한곡 히트 제작사 수/  

차트 내 제작사 수 

얼마나 다양한 제작사의 음악이  

공급되는가 

 아이돌   

음악 비율 

I 차트 내 아이돌 음악 비율 아이돌 음악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가 

한곡히트  

음반사 비율 

C 한 곡 히트 음반사 수 / 

차트 내 음반사 수 

얼마나 다양한 유통채널이  

존재하는가 

데뷔곡 비율 D 차트 내 데뷔곡 비율 데뷔 직후 히트한 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탈사랑가사곡

비율 

W 차트 내 탈사랑 가사 곡 

비율 

얼마나 다양한 내용의 음악이  

  히트 했는가 

평균창작  

참여횟수 

A 차트 내에서 창작자  

개인당 창착 활동에  

참여한 횟수 

한 사람이 창작활동을  

얼마나 중복하여 하는가 

LP비율 L 차트 내 곡이 수록된  

LP앨범의 비율 

곡을 히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창작활동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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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시장집중도 측정  

 

먼저 시장집중도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차트 내 음반사 CR4 변화 (단위: %)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반사의 CR4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점 

높아지며 2007년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

는 90%이상의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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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멜론 TOP100기준 상위 4개 음반사 점유율 

 

 1위 2위 3위 4위 CR4 

2000 도레미(17%) 신나라(13%) 서울음반(11%) 예당(5%) 46% 

2001 IKPOP(13%) 도레미(12%) Universal(11%) 서울음반(7%) 43% 

2002 IKPOP(25%) 도레미/대영AV(10%) 서울음반(8%) 53% 

2003 서울음반/EMI(14%) 도레미(9%) Universal(8%) 45% 

2004 EMI(27%) 서울음(14%) Sony(10%) IKPOP(8%) 59% 

2005 EMI(23%) 로엔/CJ(9%) Sony(8%) 49% 

2006 CJ(21%) 로엔(16%) 도레미(9%) 킹핀(7%) 53% 

2007 로엔(26%) CJ(15%) KT(10%) 네오위즈(7%) 58% 

2008 CJ(35%) 로엔(22%) 예당(16%) SM(5%) 78% 

2009 CJ(35%) 로엔(32%) SM(9%) 네오위즈(3%) 86% 

2010 CJ(35%) 로엔(33%) Universal(7%) KMP(6%) 81% 

2011 로엔(38%) CJ(30%) KMP(10%) Universal(8%) 86% 

2012 로엔(38%) KMP(24%) CJ(22%) Universal(8%) 92% 

2013 로엔(38%) CJ(25%) KT(14%) 네오위즈(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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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도레미, 신나라, 서

울음반, 예당 등 전통적인 의미의 음반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들의 시장점유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으로 

갈수록 로엔이나, KT 나, CJ 같은 대기업, 그리고 네오위즈와 같은 인터넷 기

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각각 음악 서

비스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다.  

 

[표 6] 각 음반사가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 플랫폼 

 

음반사 서비스 플랫폼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 

CJ E&M 엠넷닷컴 

KT뮤직 올레뮤직 

네오위즈 인터넷 벅스뮤직 

 

이런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으로 기존 음반사들을 흡수통합 함으로써 음악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시장점유

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3.2.2.2 다양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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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다양성 지표들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이들의 관

련 수치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2000년 ~ 2013년 멜론 TOP100기준 제작사, 아이돌, 음반사 현황 

 

년도 

한 곡 

히트  

제작사 

 비율

(a/b) 

한 곡 

히트  

제작사 

종류(a)* 

제작사  

종류 

(b)* 

아이돌  

음악  

비율( c) 

한 곡 

히트 

음반사 

비율

(d/e) 

한 곡  히

트 

음반사 종

류(d)* 

음반사  

종류 

(e)* 

 

2000 60% 33 55 9% 40% 12 30 

2001 60% 33 55 9% 31% 8 26 

2002 52% 26 50 19% 50% 13 26 

2003 63% 34 54 19% 56% 18 32 

2004 65% 36 55 14% 48% 11 23 

2005 58% 21 36 21% 40% 10 25 

2006 60% 27 45 27% 42% 11 26 

2007 64% 36 56 19% 54% 14 26 

2008 57% 17 30 37% 50% 5 10 

2009 52% 24 46 47% 25% 3 12 

2010 46% 18 39 51% 30% 3 10 

2011 34% 11 32 57% 11% 1 9 

2012 38% 15 39 50% 44% 4 9 

2013 38% 15 40 40% 57% 4 7 

*  단위: 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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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다양성을 의미하는 한 곡 히트 제작사 비율은 2000에서 2013년으

로 갈수록 그 수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돌 다양성을 의

미하는 아이돌 제작사당 아이돌 음악은 그 수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즉, 하

나의 아이돌 제작사에서 생산하여 히트한 아이돌 음악의 수가 점점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반사 다양성을 의미하는 한 곡 히트 음반사 비율의 경우

엔 특별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3.2.2.3 혁신성과 창조성의 측정 

 

[표 8] 2000년 ~ 2013년 멜론 TOP100기준 

데뷔곡, 탈사랑가사, LP비율, 평균창작참여횟수 현황 

 

년도 
데뷔곡 차트진

입 곡 비율(%) 

탈사랑 

가사곡  

비율(%) 

LP 

앨범 

비율(%) 

일인당 

창작 

참여횟수(회)* 

2000 11 15 100 2.31 

2001 13 10 100 1.99 

2002 14 14 100 2.03 

2003 15 17 100 1.93 

2004 14 17 96 1.94 

2005 10 9 9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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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7 8 78 2.22 

2007 14 10 68 2.35 

2008 11 14 60 2.84 

2009 13 12 47 3.11 

2010 9 16 27 3.12 

2011 9 22 47 2.93 

2012 6 13 25 2.88 

2013 7 12 38 2.8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8]에서 보듯이 혁신성지표의 하나인 데뷔곡 차트진입 곡 비율은 대체

적으로 2000년에서부터 2013년으로 가면서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다. 그리고 창조성 지표인 LP비율은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일인당평

균창착참여횟수는 대체적으로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2.3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자료에 포함된 한 변수와 또 다른 하나 

이상의 변수들 간의 연관 관계를 적절한 함수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통계 방법

이다. 회귀분석의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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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로 이루어진다(김두섭 & 강남준, 2000).  

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간의 선형관계에 관하여 분

석하는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간의 선형관계를 분

석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 있다.  

단순회귀분석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회귀분석으로 한 개의 종속변수와 한 

개의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간단한 회귀모형은 다음 (식 2)

와 같다. 

 

𝑦𝑖 = 𝛽0 + 𝛽1𝑥𝑖 + 𝜀𝑖 , (i = 1,2,3, … , n)         (식 2) 

𝑦𝑖 ∶ 종속변수의 i번째 관찰치 

𝑥𝑖 ∶   독립변수의 i번째 관찰치 

𝛽0와𝛽1 ∶  모형의 회귀계수 

𝜀𝑖 ∶ 모형의 i번째 오차항 ( N(0,σ)
2
의 분포를 따름) 

 

(식 2)에서 같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의 의미는 종속변수인 y의 변화를 

한 개의 독립변수 x의 선형함수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완전히 설명되

지 않고 남게 되는 y의 변동부분이 ε 로 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ε 을 모

형의 오차항이라고 하며 회귀모형에 ε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박광배, 2003).  

첫째, 종속변수 yi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xi외에도 다른 제3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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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독립변수를 생각할 수 있고 생략된 변수들의 영향이 오차항으로 나타난다. 

둘째, 변수들을 측정할 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오차항으로 나타난다. 셋째, 두 변수 x, 의 관계가 선형관계가 아니라 

비선형관계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비선형관계를 선형관계로 설명하는 

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은 단순회귀분석과 달리 독립변수의 수

가 두 개 이상인 경우로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𝑦𝑖 = 𝛽0 + 𝛽1𝑥1 + 𝛽2𝑥2 + 𝛽3𝑥3 + 𝜀𝑖     (식 3) 

 

위의 (식 3)은 앞에서 제시한 단순회귀모형에 적용되는 기본 가정들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배제

의 가정이다. 독립변수들이 높은 선형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제곱추

정의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박

광배, 2003).  

회귀분석의 적합도의 측정은 회귀 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측정한다. 

이를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라 하고 𝑅2 으로 나타낸다. 

결정계수는 0≤ 𝑅2 ≤ 1을 만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잘 설명해줌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회귀모형에 임의의 독립변수가 새롭게 추가되면 결정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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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전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정계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즉 수정된 𝑅2  을 

사용한다. 여기서 (p-1)은 독립변수의 수를 나타내며 SSE(Error Sum of 

Square)는 오차제곱합, SSTO(Total Sum of Square)는 총제곱합을 

의미한다(김두섭 & 강남준, 2000).  

 

수정된  𝑅2 =
1 − 𝑆𝑆𝐸/(𝑛 − 𝑝)

𝑆𝑆𝑇𝑂/(𝑛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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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가설 검증 

 

4.1  측정 변수들의 추세  

 

측정지표들의 추세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다양성 지

표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그림 4] TOP100 내 제작사 중 한 곡 히트 제작사 비율(단위: %) 

 

 [그림 4]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까지는 60%대를 유지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점차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트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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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제작사들의 종류도 감소한 가운데, 한곡만 히트하는 제작사의 수가 더 

많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즉, 같은 제작사에서 생산되는 평균적인 음악 수

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음악시장의 가치사슬에서 제작사의 기능이 음악의 기

획과 제작임을 염두해 두면 제작사의 다양성과 음악의 다양성이 긴밀하게 연

결되어있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음악의 다양성은 떨어졌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5 ] TOP100 내 아이돌 음악 비율 (단위: %) 

 

 [그림 5]에 나타난 아이돌 음악 비율은 수치는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

여 2010년과 2011년에는 50%가 넘었고 이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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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OP100 내 음반사 중 한 곡 히트 음반사 비율(단위: %) 

 

[그림 6 ]의 차트에 진입한 음반사의 종류 중 한곡만 히트한 음반사의 비

율의 추세를 나타내는 위 그래프에서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점

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혁신성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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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TOP100 곡 중 데뷔곡 비율 (단위: %) 

 

가수가 데뷔를 하자마자 히트를 하는 경우를 혁신으로 정의하여 

TOP100에 데뷔곡이 올라간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7]을 살펴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기성 가

수들의 곡이 인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신인으로 데뷔하자마자 음악만

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 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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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OP100 곡 중 탈사랑 가사 곡 비율(단위: %)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의 내용이 아닌 곡의 비율을 혁신의 지표 이용

한 탈사랑가사 곡의 비율은 어떠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창조성 지표들의 추세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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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OP100 곡 중 LP앨범 비율 (단위: %) 

 

  앨범에 수록 곡 수가 많을수록 창작자들뿐 아니라 창작 활동도 많다고 해석

하여 창조성의 지표로 이용한 LP앨범 비율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100%

를 유지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차트에 진입한 곡들만을 살펴 보았기에 음악시장 전체에서 창작활동의 정도가 

낮아졌다고 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 음악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음악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한번에 많은 곡에 집중을 한다기 보다는 몇몇 곡

을 심혈을 기울여 생산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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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OP100 진입 곡의 창작자 일인당 평균창작참여횟수 (단위: 회) 

 

작사, 작곡, 편곡을 창작활동으로 보고 같은 창작자가 각각의 활동들에 얼마

나 자주 참여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같은 창작자가 여러 번 창작에 참여를 했

을 경우에 창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일인당평균창작참여 횟수의 변화

를 보면 2007년 이후에 그 수치가 상승하여 평균 3회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

을 보인다. 이는 몇몇 흥행 보증 창작자들이 여러곡을 한번에 창작하는 현상

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제작자들이 몇몇 곡에 

집중을 하여 생산하는 현상과 연결이 되어, 적은 수의 곡을 생산하되 이들 몇

몇 흥행 보증 작곡가들의 곡에 투자를 하는 현상을 성명해 준다. 이러한 현상

은 신인창작자들이 시장 내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전체 음악시장의 

창조성은 낮아지게 된다.  

1

1.5

2

2.5

3

3.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창작참여횟수



53 

 

4.2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본 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멜론 연도별 TOP100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수의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가설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의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4.2.1 변수 설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 각각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변수가 달라진

다. 각각의 가설에 따른 변수의 정의는 다음 [표 10]와 같다.  

 

[표 9] 가설에 따른 변수의 설정 

 

가설 종속변수 독립변수 

H1a 한곡히트제작사비율 

(P) 

아이돌음악비율(I), 한곡히트음반사비율(C),  

LP비율(L), 평균창작참여횟수(A),데뷔곡비율(D),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탈사랑곡비율(W), 

H1b 아이돌음악비율 

(I) 

한곡히트제작사비율(P), 한곡히트음반사비율(C),  

데뷔곡비율(D), 탈사랑곡비율(W), LP비율(L),  

평균창작참여횟수(A),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H1c 한곡히트음반사비율 한곡히트제작사비율(P), 아이돌음악비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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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데뷔곡비율(D), 탈사랑곡비율(W), LP비율(L),  

평균창작참여횟수(A),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H2a 데뷔곡비율 

(D) 

한곡히트제작사비율(P), 아이돌음악비율(I),  

평균창작참여횟수(A),탈사랑곡비율(W),LP비율(L),  

한곡히트음반사비율(C),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H2b 탈사랑가사곡비율 

(W) 

한곡히트제작사비율(P), 아이돌음악비율(I),  

한곡히트음반사비율(C),데뷔곡비율(D), LP비율(L),  

평균창작참여횟수(A),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H3a LP비율 

(L) 

한곡히트제작사비율(P), 아이돌음악비율(I),  

한곡히트음반사비율(C), 데뷔곡비율(D), 탈사랑곡비율

(W), 평균창작참여횟수(A),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H3b 평균창작참여횟수 

(A) 

한곡히트제작사비율(P), 아이돌음악비율(I),  

한곡히트음반사비율(C),데뷔곡비율(D), LP비율(L),  

탈사랑곡비율(W), 상위4개음반사점유율(CR) 

 

본 논문에서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형의 

선택문제(Model Selection Problem)가 중요한데, 이는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어떠한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수

에 대한 선택문제는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

고 가장 적은 오차를 갖는 회귀모형을 선택하여 최상의 예측값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송지준, 2008). 

이러한 모형의 선택 방법에는 변수추가법(Forward Selection Method)과 

변수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Method), 단계별 선택법(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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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Method)이 있다. 변수추가법은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가장 높은 변수들을 차례로 추가시키는 

방법이며, 변수제거법은 이와는 반대로 변수가 모두 포함된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기여도가 가장 낮은 변수들을 차례로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이다. 단계별 선택법은 변수추가법과 변수제거법의 특성을 종합한 형태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변수추가법을 이용하여 한 개의 변수를 추가한 후, 

변수제거법에 의해 제거될 변수가 있는지 조사하는 방법을 말한다(노형진, 

2002). 단계별 선택법은 독립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본 논문에서도 단계별 선택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가설에 따른 최종적인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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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설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가설 종속변수 유의한 

독립변수 

β(표준오차) P value 수정된 𝑅2 

1 H1a P CR -.450(.088) .000 .662 

2 H1b I CR .745(.087) .000 .887 

P -.291(.127) .043 .877 

3 H1c C 유의하지 않음 

4 H2a D P .239(.054) .001 .586 

5 H2b W 유의하지 않음 

6 H3a L CR -1.425(.152) .000 .849 

7 H3b A L -.015(.002) .000 .849 

 

H1a 를 검증하기 위해 한곡히트제작사비율(P)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선택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단계별 선택법을 통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10]의 모형 1 에서와 같이 추정된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을 말하는 주정된 𝐑𝟐 

값은 0.662 로서, 이는 모형의 성공 정도에 대해 독립변수가 66.2%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경우 결정계수 R 제곱 값은 

0.4 이상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분석에선 

대략 0.5~0.6 정도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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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위 4 개음반사점유율(CR)에 대한 유의수준이 0.01 보다 작기 

때문에 β 값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상위 4 개음반사점유율(CR)이 

상승함에 따라서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P)로 측정한 제작사 다양성은 

줄어든다. 즉, 가설 H1a 는 채택 되었다.  

모형 2 는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이 아이돌음악비율(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인 H1b 를 검증하기 위해 아이돌음악비율(I)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아이돌음악비율(I)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상위 4 개음반사점유율(CR)로 유의수준이 0.01 보다 작고 CR 이 커질수록 

아이돌음악비율(I)은 상승하게 된다. 다른 하나의 변수는 

한곡히트제작사비율(P)로 유의수준이 0.05 보다 작으며 이 수치가 커질수록 

아이돌음악비율은 작아지게 된다. 즉, 제작사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아이돌음악비율이 작아져 장르다양성이 높아져 가설 H1b 는 채택되었다.  

모형 3 은 음반사 기업집중도 상승이 음반사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위해 한 곡만 히트한 음반사 비율(C)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곡히트음반사비율(C)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없다. 

이는 상위 4 개음반사시장점유율이 한 곡만 히트한 음반사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c 는 기각된다는 의미이다.  

 모형 4 는 음반사기업집중도가 차트 내 데뷔곡 비율(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a 를 검증하기 위해 차트 내 데뷔곡 비율(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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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차트 내 데뷔곡 비율(D)은 음반사 기업집중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P)에만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P)은 음반사 기업집중도(CR)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받는다. 즉, ①음반사기업집중도(CR)은 한곡히트제작사비율(P)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②한곡히트제작사비율(P)는 데뷔곡비율(D)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③음반사기업집중도(CR)은 

데뷔곡비율(D)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음반사기업집중도(CR)가 한곡히트제작사비율(P)를 매개하여 

데뷔곡비율(D)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설 H2a 는 

채택되었다.  

모형 5 는 음반사기업집중도(CR)가 두 번째 혁신성 지표인 

탈사랑가사곡비율(W) 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인 H2b 를 

검증하기 위해 탈사랑가사곡비율(W)을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탈사랑가사곡비율(W)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다. 이는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이 가사내용의 혁신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b 가 기각됨을 의미한다.  

 모형 6 과 7 은 은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이 창조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들이다. 먼저, LP앨범비율(L)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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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LP 앨범비율(L)을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4 개음반사의 시장집중도(CR)상승은 1%이하의 유의수준으로 

LP 앨범비율(L)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반사의 시장집중도가 상승할 수록 LP 앨범비율이 낮아져 가설 H3a 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7 은 음반사 시장집중도가 평균창작참여횟수(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창작참여횟수(A)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LP 앨범비율(L)이 1% 이하의 유의수준으로 평균창작참여횟수(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LP 앨범비율이 낮아질수록 

창작자들의 평균참여횟수가 높아진다. 상위 4 개 음반사 시장집중도(CR)는 

평균창작참여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한 상위 4개 음반사 시장집중도(CR)와 LP앨범비율(L)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상위 4개 음반사의 시장집중도(CR)은 LP앨범비율(L)을 

매개로 평균창작참여횟수(A)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① 

상위 4 개 음반사 시장집중도(CR)는 LP 앨범비율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② LP 앨범비율(L)은 평균창작참여횟수(A)에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③ 상위 4 개 음반사 시장집중도(CR)는 

직접적으로 평균창작참여횟수(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상위 4 개음반사 시장집중도(CR)의 상승은 음악 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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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창작참여횟수(A)를 상승하게 하여 음악의 창조성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가설 H3b 는 채택되었다. 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검증한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가설 검증표 

가설 가설검증 

다  양  성 

H1a: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로 측정한 제

작사 다양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b: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아이돌 음악 비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c: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한 곡만 히트한 음반사 비율’로 측정한 음

반사 다양성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혁  신  성 

H2a: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데뷔곡 비율’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b: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탈사랑 가사 곡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창  조  성 

H3a: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LP 비율’에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이

다. 

채택 

H3b: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평균창작참여횟수’에 긍정적(+)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로 측정한 제작사 

다양성은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라 하락하여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제작사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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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아이돌 음악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차트에서 아이돌 음악의 비율이 증가하여 그만큼 음악의 다양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작사 다양성과 장르 다양성과는 다르게 한 곡만 

히트한 음반사 비율로 측정한 음반사 다양성은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반사들의 시장집중도 상승현상과 혁신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면, 

차트 내 데뷔곡 비율로 측정한 신곡 혁신성은 음반사의 시장집중도 상승과 

음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몇몇 음반사들의 독과점적 지위가 

나타나는 현시점에서 데뷔곡으로 차트에 진입하는 신인가수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인가수들이 음악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사내용의 혁신성의 

경우는 음반사 경쟁 정도와 유의미한 인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LP 비율과 평균창작참여횟수로 측정한 음악 창작 창조성은 모두가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라 상승하였다. 이는 독과점적인 음반산업 내에서 

창조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이는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한 두 곡의 single 앨범의 제작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흥행을 보증하는 유명 창작자들의 곡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됨을 

반영하며 이는 그만큼 참신한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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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5.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LP, CD, 테이프 등 실물매체를 소유 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원하는 음악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함께 음악산업

은 음악 가격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음악 산업

은 구조적으로 몇몇 거대한 음반사들의 독과점체계로 개편 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변화와 더불어 음악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90년대 후반에 시작한 주로 

젊은 층을 주로 겨냥한 아이돌 가수라는 개념이 한국 대중음악에 등장을 하고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나 음악 

상품의 동질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반사들의 경쟁 정도를 시장집중도로 정의하고 

음악 상품의 특성을 다양성(diversity), 혁신성(innovativeness), 창조성

(creativeness)의 세부 지표로 정의를 하여 음악산업 내에서 음반사들의 시

장집중도 상승현상과 음악상품의 특성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의 지표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한 곡만 히트한 제작사 비율로 측정한 제작사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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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이는 시장 내에 몇몇 대형 음반사들의 독과점적 지위 하에서 음악 

제작사들의 고유한 음악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 

제작사에서 한번에 여러 곡을 히트하는 히트하는 현상은 비슷한 음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은 차트 내 아이돌 

음악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이돌음악에 치중된 대중음악시장을 

보여주었다. 즉, 음반사들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한 음악 장르의 다양성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제작사 다양성과 아이돌 다양성과는 

다르게 한 곡만 히트한 음반사 비율로 측정한 음반사 다양성은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음반사들의 시장집중도 증가현상과 혁신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면, 음반사들의 시장집중도 현상은 차트 내 데뷔곡 비율로 측정한 신곡 

혁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음반사의 독과점적인 지위는 

음악상품의 신곡 혁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사내용의 

혁신성의 경우는 음반사 경쟁 정도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LP 비율과 평균창작참여횟수로 측정한 음악 창작 창조성은 모두가 

음반사 시장집중도 상승현상에 따라 낮아졌다. 이는 독과점이 음악 상품의 

창조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작사 입장에서 많은 곡을 

한번에 제작하지 않고 적은 수의 곡을 제작하되 흥행을 보증하는 유명 

창작자들에게 곡을 의뢰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현상을 반영한다. 유명 

창작자들의 곡이 시장에 많이 출시된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참신한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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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음악의 다양성을 장르의 다양성이나 곡 수의 많고 

적음에 의존을 하였으나,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는 다양성의 지표로 이용하기 매우 어렵고, 단순히 곡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비슷한 음악이 늘었다는 점을 가리기 때문에 이 또한 다양성의 

지표로 이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다양성의 이론에 상응하면서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다양성의 

개념들을 적용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에서 다양성의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았던 혁신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음악에서의 창조적 

활동인 작사, 작곡, 편곡 활동을 수치화하여 창조성의 지표로 이용하여 

음악시장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우려하던 음악의 

동질화와, 유명 창작자 편중으로 인한 창의적인 음악의 생산 위축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반사들의 독과점적인 지위의 형성과 이에 따른 음악 

생산물의 다양성, 혁신성, 창조성의 세부적인 기준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음악 생산물의 질적인 변화는 음반사들의 경쟁의 형태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즉, 독과점적인 지위의 음반사들간의 경쟁은 

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시장점유율의 확대와 유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극대화 전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음악 제작에 자본과 음악의 배급과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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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들이 이러한 경쟁들을 하는 동안, 대중음악 시장에서 음악의 품질은 

점점 동질화 되어가고 새롭고 창조적인 음악의 생산 활동은 더뎌지고 있음을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의 대중음악 발전을 위하여 

자본과 시스템을 가진 음반사들이 음악의 질에 대한 경쟁에 집중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음악 산업은 산업특성상 음악산업에서 매출액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지 

않아왔기에 본 연구에서 음반사의 시장집중도를 산정할 때 차선으로 차트 

진입 곡의 수를 기업집중도 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였다. 차후 연구에서 

음반사들의 정확한 음원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다면 시장집중도와 음악 생산물 

특성에 대한 훨씬 더 정교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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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resulted in a dramatic shift of 

the music market. Physical mediums, such as LP, CD, cassette, etc. once 

had been major tools to listen to music before, have now almost 

disappeared in our life. Computer and smartphone enable us to listen to 

our music anywhere anytime unlimited. The development of this technique 

also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music industry. Telecom and Internet 

communications companies now act as music distributers. In the meantime, 

however, they are mainly focusing on forming and maintaining a 

monopolistic position or maximizing sales in an unlawful manner rather 

than competing for music produc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se monopolistic phenomenon o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diversity, innovation, creativit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gative 

effect of the corporate concentration phenomenon of the music companies 

in the market on the diversity of products. In addition, they also show 

negative effects of the corporate concentration of the music companies on 

the innovativeness and the creativeness of the new song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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