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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orldwide Independent 

Network)은 전 세계 인디펜던트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국가별 협회들을 

조율하는 단체입니다.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직면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 

접근성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WIN은 회원사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IN에 대하여

협회 네트워크와 더불어, WIN은 
인디펜던트 관련 협회가 없는 아래와 
같은 국가에서도 각국 대표들을 위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

중국

인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공 

베트남

A2IM

ADISQ

ABMI

AIM

AIR

AMAEI

ASIAR

AUDIOCOOP

BIMA

CIMA

DUP

IMCJ

FONO

IMI CHILE

IMPALA

IMNZ

INDIECO

INDIESUISSE

LIAK

PIL

PLATFORMA

PMI

RUNDA

SOM

STOMP

UFI

UPFI

VTMOE

VUT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호주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칠레

유럽

뉴질랜디

필란드

스위스

대한민국

이스라엘

체코

이탈리아

발칸반도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현재 WIN의 협회 멤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ENRIETTE HEIMDAL 프로젝트 매니저,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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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은 WINTEL 2018 제작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IDiA Research는 부티크 미디어
(Boutique Media)이자 기술을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상무이사인 Mark Mulligan은 
오랫동안 미디어 및 기술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디지털 변혁에 관해 
논한 대표적인 학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5년간 미디어 산업 분석과 
컨설팅 업무를 맡아왔으며, 주요 글로벌 
미디어, 기술 및 디바이스 기업들과도 
협력해왔습니다. 또한 MIDiA의 음악 관련 
업무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 
일체를 감독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Mark는 ‘Music Industry Blog’라는 
음악업계 내 선두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각성: 
디지털 시대의 음악산업(Awakening: 
The Music Industry In The Digital 
Age)’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Karol Severin은 MIDiA의 모바일 콘텐츠 
경제에 관한 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수석 
분석가입니다. Karol의 연구분야는 모바일 
앱 경제, 프리미엄(freemium) 전략, 모바일 
소비자 세분화 분석, 결제 전략 및 모바일 
디스커버리 등을 비롯한 모바일 콘텐츠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MIDiA에 입사하기 
전, Karol 은 다양한 마케팅 및 연구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기술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베를린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usic Ally는 지식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15
년 이상 글로벌 음악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 
경험 및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뉴스 및 주간 인사이트 
브리핑에서 현재의 음반 산업을 형성하는 
시장, 기술 동향과 그에 대한 분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Music Ally
는 음반 산업의 디지털 성장 및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교육 제공 업체로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티스트, 레이블 및 
매니지먼트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Sandbox Summit music-
marketing conferences 및 Music Biz 
와의 협업으로 런던과 뉴욕에서 개최되는 
NY:LON Connect conference을 비롯한 
자체 행사들도 조직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MIDIA RESEARCHDESIGN BY OSTREET.CO.UK MUSIC ALLY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MIDIARESEARCH.COM

MUSICALLY.COM

WINFORMUS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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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말

ALISON WENHAM CEO, WIN

2018년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3번째 
WINTEL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WINTEL은 유통보다는 
저작권의 소유 여부를 조사 기준으로 
하여 인디펜던트 음반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2017년은 수많은 인디펜던트 음반사들이 
인수 합병되고, 인디펜던트 레이블 
분야에서 철수하던 90년대 초반 이래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1998년 20% 정도에 불과하던 
점유율은 업계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2017년에는 39.9%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희는 저작권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음반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을 기준으로 하면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는 있지만, 처음 
저작권을 창출하기 위해 아티스트나 음반 
기업이 부담할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장에 나오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제 전 세계 음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직접 업로드를 하거나 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팬들과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보고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티스트들은 기존 자신의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대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평균 76%가 자신들의 
인디펜던트 음반사와의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인디펜던트 음반사와의 
재계약이 성공적인 사업 제휴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협업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음악 업계는 2018년에 
급성장세인 시장들의 귀추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매출이 36% 
증가하였고, 아시아 및 오스트랄라시아의 
전체 매출은 5.4%, 스트리밍 매출은 
38%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남미에서는 
전체 매출이 17%, 스트리밍 매출은 
50%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이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얻고 있는 속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장에 있어 
인디펜던트 음반사들이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 음반 
업계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2개월은 여러 
부분에서 있어 우리 업계에 또 다른 
도전 과제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였고,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 세계 인디펜던트 음악 
시장에서 나온 환상적인 음악들을 
지속적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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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주요 지표
전 세계 인디펜던트 레코드 레이블 시장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WIN은 MIDIA에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대상으로 한 주요 
글로벌 설문조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 조사연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본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인 ‘방법론’ 챕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디펜던트 매출의 

인디펜던트 업계는 스트리밍 매출에서 46% 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리밍 매출의 성장

22.4%

인디펜던트 음악시장 점유율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성장

2016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전년 대비 11.3%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7 인디펜던트      
레이블 음악시장 점유율*

전체 시장 점유율

반면 다른 시장의 
성장률은 10.2%에 
그쳤습니다. 

38.4%에서 증가

가

메이저 음반사에 의해 유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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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충성도 아티스트 충성도

아티스트들의 직접 매출

해외 매출

인디펜던트 매출 중
해외 매출은  

2017년 아티스트들의 
직접 매출

 77%가 자신의 기존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인디펜던트 업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레이블과 계약을 
갱신한 아티스트 비율 %  
(국가별)

글로벌 인디펜던트 시장 점유율

$1억 1백만

2016년 9천 4백만 달러에서 증가

전체 아티스트의

31%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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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는 연 매출이 19억 달러 

사이인 북미, 중남미,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응답자들을 기반으로, 연 

매출 1000달러 미만에서 3억 달러 

이상인 회사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글로벌 

음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며,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수익 구조는 

음반 판매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소비자, 직원, 아티스트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충성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갖는 존경과 도덕적 

권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글로벌 인디펜던트 
음악 부문

STUART DREDGE

올해 WINTEL 보고서는 글로벌 인디펜던트 
음반 부문의 연간 시장 점유율에 관한 
지금까지의 가장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STUART DREDGE가 
작성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은 MIDIA 
리서치의 MARK MULLIGAN 가 
맡았습니다.

Stuart Dredge

Mark Mulligan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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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글로벌 인디펜던트 
음악 부문

2017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2016년 62

억 달러에서 2017년 69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3% 

성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전체 음반 시장이 10.2% 성장한 것에 

비해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성장세는 

이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2017년 전체 

시장 점유율을 39.9%까지 끌어올려, 

같은 해 9.7% 성장한 메이저 음반사들의 

점유율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전년 대비 
11.3%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시장의 성장률은 
10.2%에 그쳤습니다.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글로벌 음반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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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 레이블 매출의 약 15억 달러는 

자사 내 유통사 및 레이블 서비스 자회사(

유니버설의 Caroline, 소니 뮤직의 Orchard, 

워너 뮤직의 ADA)를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음반사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유통시키는 

레이블과 아티스트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업계의 일부 분석은 메이저 음반사의 

시장 점유율 내에서 이러한 매출을 

산정하지만, WIN은 음악을 유통시키는 

주체가 아닌 음악을 소유하는 주체에 

따라 시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아티스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음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우, 이러한 리스크는 시장 점유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음반사가 유통시키고 있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음악은 전체 음반 

시장의 8.6%, 인디펜던트 음반 시장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할당되어야 할 중요한 금액입니다.

유통이 아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통한 시장조사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메이저 음반사가 유통시키고 있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음악은 전체 
음반시장의 8.6%, 인디펜던트 음반시장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매출의 

22.4%가

메이저 음반사에 의해 유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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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2016년 

6400만 명이었던 전세계 음원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7년 말까지  

1억 7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리밍(및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세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스트리밍 매출은 

2017년 31억 달러로 46% 성장하였으며, 

현재 전체 스트리밍 매출의 44%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스트리밍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 였다. 이제 

우리는 스트리밍 시장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점 

(아마도 올해 안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스트리밍 쪽으로 신속히 

옮겨왔습니다. 47% 라는 수치는 스트리밍 

쪽이 수익 창출에 있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스트리밍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레이블은 73%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인디펜던트 레이블에 대한 

또 하나의 고무적인 경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스트리밍 시대에는 

아티스트들의 장기적인 발전과 앨범 포맷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라기보다는 장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개별 트랙을 띄우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자원을 할애하고 있는 동안,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인디펜던트 업계는 스트리밍 매출에서 46% 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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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해주고 

있으며, 이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일상적인 

비즈니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69%를 국내 시장에서, 31%

를 해외 시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레이블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60%
를 국내시장에서, 31%를 
해외시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음악계의 국제적 지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인디펜던트 매출 중
해외 매출은  

31%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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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2017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시장 점유율은 39.9% 였지만, 

이는 스페인의 경우 15.6%, 브라질의 

경우 37.8% 인 것에서 보듯이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이러한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점유율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2017년 일본에서는 인디펜던트 

음반사들이 전체 시장의 63.7%를 

차지했고 한국은 89.2%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일본에서는 인디펜던트 
음반사들이 전체 시장의 63.7%
를 차지했고, 한국은 89.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인디펜던트 업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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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WINTEL 설문조사에서 가장 

고무적인 결과 중 하나는 계약 만료 시 

자신의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한 아티스트가 전체의 

76%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아티스트들의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하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에서 팀내 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음반사의 직원 중 42%가 

레이블 설립 후에도 계속 함께 일하고 

있으며, 또한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의 평균 

연차가 14.9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대의 인디펜던트 레이블에 

대한 단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에서 정규 직원 수는 평균 13.6명, 

파트 타임 직원 수는 3.2명, 카탈로그에 

속한 아티스트는 9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탈로그 아티스트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온 통계는 스트리밍이 인디펜던트 레이블 

비즈니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력한 카탈로그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인디펜던트 레이블에 충실합니다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자신의 레이블과 계약을 갱신한 아티스트 비율 % (국가별)

77%가 자신의 기존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아티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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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라는 개념도 오늘날 음악 

산업에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외에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음악을 출시하는 아티스트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그라임(grime) 

장르의 창의적인 상업적 폭발력은 이러한 

모델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미디어리서치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티스트들의 직접 매출은 2016년 9천 4

백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백만 달러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레이블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팀을 

구성함에 따라, 인디펜던트 음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견실하고 인상적인 성장을 

보인 올 한 해는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디펜던트 음악계의 미래에 

대한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티스트 직접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WINTEL /MIDiA Research Independent Market Share Model (07/17)

미디어리서치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티스트들의 직접 매출은 
2016년 9천 4백만 달러에서 2017
년 1억 1백만 달러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아티스트들의 
직접 매출

$1억 1백만*

2016년 9천 4백만 달러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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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MERLIN)의 
10주년과 
앞으로의 전망

STUART DREDGE

현재 멀린은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의 현지 스트리밍 서비스뿐 
아니라, Spotify, YouTube, Deezer, 
Pandora, Facebook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53개국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저작권 
수만 건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부문을 위한 비영리 기구로 
출범한 멀린은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대변하고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 집중한 결과 
현재 시장 점유율 면에서 메이저 레이블들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멀린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멀린의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거래에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념행사가 있은 후, 멀린의 Charles 
Caldas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멀린과 회원들의 향후 10
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화된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적합했던 인디펜던트 레이블 
사업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및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장에 
음악을 출시하려면 현지 인력이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난 9월 ‘All About Music’ 행사 차 인도를 
방문한 Caldas 대표는 현지 인디펜던트 
레이블(인도의 힙합부터 인스트루먼트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일렉트로닉 
및 프로그레시브 락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들과 만남을 갖고, 스트리밍 
시대의 도래와 음악에 대한 글로벌 
접근 가능성이 인도같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통행식이 아닙니다. 서구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과 
귀를 식민지화시키는 ‘신 식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최근 뭄바이의 인도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Leaf 레이블의 사례를 
들면서 Caldas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인디펜던트 라이선스 에이전시인 
멀린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멀린은 2008년 회사 설립 이래 총 15억 
달러 이상을 회원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이는 작년 한 해에만 
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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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역사가 인도를 
A&R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영국 기반 
레이블들의 사례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Caldas는 인도 
포크 재즈 퓨전 밴드 Yorkston / Thorne / 
Khan 의 음반을 출시한 또 다른 인디 레이블 
‘Domino’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고객들과 분명히 소통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Gaana, Saavn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도를 보면, 발리우드 음악만 다루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버밍햄에서 성장하고 델리로 
다시 돌아와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힙합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기에 델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음악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글로벌한 청중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Caldas 대표는 현지 포크락 
밴드의 앨범을 발표한 호주의 한 레이블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Spotify 플레이리스트 편집자가 
그들의 트랙을 선정하자, 멕시코는 몇 달 
만에 해당 밴드에게 3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고, 투어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신의 팬이 
생길 수 있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당신의 음원을 
어떻게 노출시키는지에 따라 당신의 
음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Caldas는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레이블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 
것인가,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는 야기합니다. 
이러한 질문 모두가 도전 과제이며 
한편으론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시끌벅적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Spotify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매일 20,000개의 새 
트랙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Charles Caldas CEO of M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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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 레이블이 이러한 혼란을 
뚫고 나가는 것은 버거워 보이지만, 
Caldas 대표는 전통적인 원칙이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팬들이 특정 레이블이 추구하는 
사운드와 장르를 잘 알고 있던 시절인 
Chess, Blue Note, Motown 같은 레이블들
(최근에는 4AD, Ninja Tune, Erased 
Tapes 등)의 전성기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Motown사의 음반을 살 때, Perry 
Como 나 Dean Martin 의 음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장르를 정의한 
브랜드 또는 문화의 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Ninja Tune이나 Erased 
Tapes 같은 레이블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라고 Caldas는 말합니다.

“이는 음반산업 역사에서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집중해 온 방식입니다. 
특정 음악 장르, 씬, 계통을 발굴하고 
이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플레이리스트 기반의 세계에서 
RapCaviar 또는 Today’s Top hit 같은 
대형 인기 플레이 리스트만을 쫓는 메이저 
음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음반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아티스트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쌓게 하고, 
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이러한 방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Caldas는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음반소매상들의 수익이 전체 발매 음반 
중 차트에 오르거나 스페셜 오퍼에 의해 
발생한 작은 비중의 발매음반으로부터  
80%가 나오던 실물음반시장 시절과는 
음악시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에는 젊은 아티스트나 
레이블 설립자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용어인 ‘차트 장벽(chart walls)’ 
이나 ‘선발 주자 집중효과(front racking)’ 
같은 것이 없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80%가 훨씬 더 풍부한 
음악 레퍼토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히트곡은 언제나 히트 치게 마련이며, 
Drake와 대형 아티스트들의 스트리밍 
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이사슬 아래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막대한 수익일 창출되고 
있습니다.”라고 Caldas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스트리밍의 특성, 특히 Spotify
의 Discover Weekly, Release Radar, 
Daily Mix 또는 애플뮤직의 My New 
Music Mix, Chill Mix, Friends Mix와 같이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 
등이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음반산업 역사에서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집중해 온 방식입니다.  
특정 음악장르, 씬, 계통을 발굴하고  
이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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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악 앱(app)을 사용하는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청취 이력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일렉트로닉 뮤직 팬이라면 Katy Perry 
음반을 발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먹이 사슬을 더 깊이 파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Caldas는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플레이리스트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음악들을 더 깊숙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이전에 없었던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이전보다 
메이저 음반사 중심의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더욱 손쉬운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Caldas 대표는 다음 10년이 멀린에게 
있어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대형 기술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합니다.

전망하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Universal Music Group의 자산 가치는 
현재 220~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Spotify의 시가 총액도 30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Apple의 1
조 달러, Google의 모회사 Alphabet
의 8,180억 달러, Amazon의 9,430
억 달러 및 Facebook의 4,780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대형 음반사가 음반 소매 
유통회사보다 항상 컸던 시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입니다.

“이제 우리의 핵심 소매업체는 
음악 산업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대형 IT 회사들입니다!”라고 
Caldas 대표는 말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이러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에서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들의 
이익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시장이 
점점 포화 단계로 가게 되면 가입자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대형 
기술기업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 및 
콘텐츠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대형 
기업 손아귀에 있는 소규모 산업에게 
이러한 역동성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Caldas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남아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디펜던트 업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실물음반 
소매 업체에서 일어난 일을 지적합니다. 
시장이 포화되면서 음반사들과의 관계는 ‘
마진을 둘러싸고 상당히 소모적이고 
적대적’으로 되었던 것이죠.”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할까요? Caldas
는 장기적으로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들과 건전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보다 메이저 음반사 중심의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더욱 손쉬운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CHARLES CALDAS
CEO OF M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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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이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레퍼토리를 하나의 
구독형태로 묶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TV, 영화, 게임 등의 멀티 
컨텐츠 구독과 경쟁하는 음악 시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Caldas씨는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에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내 음성 실행이 소비 및 인디펜던트 
분야의 시장접근성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등도 생각해 봐야하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압도당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도 말입니다.”

이에 Merlin은 회원들이 시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함에 있어 메이저 레이블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이전시는  
(최근 메이저 레이블들의 인수 대상이 
되고 있는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들과 
달리) 매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레이블들과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관적인 미래를 추동할 
인디펜던트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혁신성으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이러한 야망, 
창조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이에 특히 능숙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멀린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고자 하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의 강력한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야심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야심과 
스케일을 갖고 있는 진지한 인디펜던트 
레이블이라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쉬울 것입니다.”

At the SoundExchange Companies,  
we focus on innovation so the independent 
music community can focus on music.

BUT NOT ALONE.
INDEPENDENT



23WINTEL 23WINTEL

사례연구:
CIGARETTES  
AFTER SEX

STUART DREDGE

23WINTEL

Greg Gonzalez Lead Singer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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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ETTES AFTER SEX의 장기간의 
인기는 2015년 그들의 앨범 수록곡 
‘Affection’과 ‘Nothing’s Gonna Hurt 
You Baby’라는 곡이 전자는 한 팬에 
의해 후자는 그들의 채널에 업로드 
된 이후, 유튜브의 알고리즘적인 
웨이브를 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밴드와 그들의 매니저인 Blue Raincoat
의 Ed Harriss는 팬들이 이 밴드의 음악을 
발견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을 보고, 
팬들에게 본인들의 음악을 밀어붙이기보단 
이 흐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Harris는 말하길, “저희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다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기로 한거죠. 저희는 게시물들을 
후원하지도 않았고, 초창기에는 아예 
유튜브 광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것 
같아서 별도의 피칭이나 광고 같은 것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입소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알고리즘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첫 해 Partisan Records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밴드와 Harris였는데, 이는 사실 
자생적인 성장 전략에는 완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Partisan Records의 Zena 
White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로모션 
전략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저희 중 누구도 지나치게 교묘한 마케팅 
기술을 써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실효성 있는 

것을 고수하고, 전통적인 수단으로 
강력한 투어 전략, 팬층을 구축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전략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구식이었죠.”라고 White는 말합니다.

“비록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미니멀한 미감의 스타일로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발견(discovery)’
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케팅 전략은 우리 밴드에게 강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것과 함께 그 
발견(discovery)에 집중하였습니다.”      

24

미국 밴드 CIGARETTES AFTER SEX
는 전 세계에 열렬한 팬층을 형성하며, 
최근 몇 년간 인디펜던트 계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Ed Harris Ban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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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시작한 이 밴드는 그들의 음악을 
Spotify와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렸고 
그 결과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포티파이에 한 달에 거의 
190만명의 청취자와 423,000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광범위한 범주의 청중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나 
하나의 서브컬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어요. 음악과 미적감각이 함께 
연결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생겨났어요. 이런 식으로 여전히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라고 Harris는 말합니다. 

Cigarettes After Sex 의 세계적인 성공은 
단지 스트리밍 만은 아니었고 투어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6년 초 유럽에서 
150-200명 규모의 공연장 투어는 그 
온라인상의 버즈로 인하여 프로모터들이 
Harris에게 접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공연의 규모는 500석 
정도가 되었고, 2016년 말에는 한 두 번의 
공연에서 1,000석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매우 
자생적으로 일어났고, 공연 기획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투어공연은 밴드가 어떤 규모가 
될지에 대한 기존의 예상을 거슬렀습니다. 
유럽의 기획자들은 초창기 이 밴드를 
예약하려고 열망했지만, 아시아에서 
보내온 관심이 2017년 Cigarettes After 
Sex의 투어공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두 번째 방문에도 
불과하고 5,000석 규모의 공연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는 Cigarettes After Sex를 추종하는 
또다른 국가입니다. 2017년 12월, 밴드는 
푸네에서 열린 Bacardi NH7 Weekender 
festival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는 
유튜브에서 그들의 음악을 발견한 팬들의 
수많은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팬들이 이 밴드를 보기 위해 
나왔는지 페스티벌 기획자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유튜브 통계를 보면 
인도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츠가 1위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529,000의 팬들 중 
5만명이 인도 출신입니다. 엄청난 팬층이라 
할 수 있지요.”라고 Harris는 말합니다. 

White는 단지 런던이나 파리처럼 
전통적인 음악시장이 아닌 프라하나 
리스본 같은 도시에서도 투어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밴드의 의욕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녀는 또한 무대 밖으로 나와 
세계로 향하는 밴드의 의지가 성공적인 
음악판매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첫 공개에서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실물음반 판매 숫자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프랑스가 최고의 시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음악에 대한 
모든 것을 프랑스인들이 아주 좋아해서 
Francois Hardy가 열렬한 지지자인 것이 
놀랍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폴란드나 
태국 같은 제 2 및 제 3의 시장의 해외 
판매 비율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 
시장에서 각각 10,000장 1,000장 
이상이 팔렸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Harris 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있지요. 비록 
모두가 이를 믿진 않겠지만, 한 밴드가 전 
세계의 인터넷에 나타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놀라운 시험 사례가 바로 
Cigarettes After Sex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눈 한 레이블의 디지털 
분석 팀은 저희의 숫자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것이 가짜라면 저희는 전 세계에서 
공연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Zena White Managing Director of Partisan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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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ettes After Sex의 성공은 입소문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열성적인 
팬층과 거대한 숫자의 수동적인 청취자들 
모두를 팬으로 만드는 훌륭한 음악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고 White는 말합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의 이름 때문에 클릭 
수가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실제 
음악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더군요. 반복해서 
듣는 청취자도 많았고, 검색 용어를 분석해 
보니, ‘담배’나 ‘섹스’로 검색한 사람들은 몇 
초 이상 듣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potify의 월 백 9십만 명의 청취자 중 
43%가 라이브러리 저장 기능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유튜브 드라이버로 
검색해서 들어온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Harris는 Cigarettes After Sex의 성장은 
인디펜던트도 전 세계의 팬들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성공을 위해서는 메이저 음반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가정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말하길, “이 중 일부는 시도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에 대한 모델은 
없어요! 많은 면에서, 더 이상 모두를 
위한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
네, 당신은 인디란 영역에서 놀라울만치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로 옮겨갈 필요는 없지요. 물론 
만일 아티스트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Cigarettes 
After Sex같은 밴드는 그것이 꼭 
필수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심지어 라디오처럼 전통적인 
분야에서도 확인됩니다. Cigarettes After 
Sex는 정형화된 라디오에 친화적인 밴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Harris는 전 세계 
방송국들이 얼마나 이 밴드를 뒷받침해 
왔는지에 대해 놀랐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미국의 KROQ
까지, 밴드가 그간 라디오를 잘 해내어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른 
인기와 팬들의 성원을 얻은 것이 단연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위성 라디오는 
음악이 나온지 1년이 되도록 그 곡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일단 그들이 알아보자 
대박을 쳤지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수많은 민간 방송국들이 이를 알아보고, 
저희에게 다가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Apocalypse’를 홍보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밴드를 위해 추구한 
방식으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Cigarettes After Sex의 음악이 Spotify
나 Apple Music같은 서비스 상의 새로운 
대형 플레이리스트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가장 인기 장르의 플레이리스트에 
선정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플레이리스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White는 이것이 플레이리스트 
덕분에 성공한 사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포티파이의 월 청취자 백 9십만 명 중, 
플레이 된 곡의 43%는 자체 플레이리스트 
및 라이브러리에서 기인한 것이고, 20%
는 밴드 프로필에서, 그리고 단 14%
만이 Spotify 에디토리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 밴드가 많은 청취량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대부분은 Spotify 
에디토리얼 덕분입니다. 즉, 플랫폼 
자체의 플레이리스트와 알고리즘을 통해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죠. 이는 청취자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밴드 성공이 자생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과정 뒤에서 
레이블과 매니지먼트가 많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CIGARETTES AFTER SEX의 성공은 
입소문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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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립하는 것 
자체보다 그러한 홍보활동에 대한 분석과 
가설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핵심이죠... 똑같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굴리는 것보다 팔짱 
끼고 앉아서 무엇이 효과적일지 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죠. 이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며, 훌륭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White는 말합니다.

“저희는 Ed나 Blue Raincoat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효과가 없는 
일에 투자를 하길 원하진 않습니다.”

Harris는 Cigarettes After Sex에게 
찾아온 그 모든 유명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밴드의 음악성과 라이브 
공연이라고 강조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라이브입니다. Youtube와 플레이리스트, 
인터넷 덕분에 밴드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 팬들을 연결해주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라이브입니다.” 

White는 팬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Cigarettes After 
Sex 뿐만 아니라 IDLES과 같은 소속 
그룹 모두에 있어 앨범 히트를 위해 팬 
커뮤니티를 양성하고 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셜미디어가 전통적인 에디토리얼 방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전통적인 미디어 포맷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우리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포맷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지만 더 이상 게이트키퍼는 아닙니다. “

PARTISAN RECORDS의 
데이터는 어떻게 CIGARETTES 
AFTER SEX가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주요 음악 시장 중 인도, 
폴란드, 멕시코, 터키 팬들에게 
다가갔는지 보여줍니다.

지난해 동안(2017년 10월~2018년 10월) 인도는 채널 내 공식뮤직비디오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시청한 나라였습니다.

Data supplied in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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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는 음악현대화법(MMA)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한 
명의 상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법안이 
지연되거나 전부 폐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음악현대화법(MMA)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라이선스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난 수십 년 간 미국 
저작권법을 가장 많이 수정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이 1972
년 이전에 녹음된 곡들을 스트리밍하는 
경우에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위성 라디오 라이선스에 대한 자발적 
구매자 및 판매자(willing buyer/willing 
seller)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제공업체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관련법 13조에 
대한 찬성을 포함하여,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유럽의회가 승인하였습니다. 

음반 업계는 해당 법률 13조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음악이 소비되는 양과 
음원 권리자에게 지불되는 로열티 간의 ‘
밸류갭(value gap)’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완전한 입법이 되기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미국 음악현대화법(MMA)
과 유럽 저작권 지침은 음반 업계에는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의 이러한 진전은 입법기관에서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단체를 구성하여 
다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미국인디펜던트음악협회
(A2IM)와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인디펜던트음반제작사협회(IMPALA) 등은 
인디펜던트 제작사들의 목소리를 워싱턴 
DC,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등 정치권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우리 부문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디펜던트 
제작사 및 아티스트들의 이익에 있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권력에 목소리 내기: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STUART DREDGE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진 
덕분에 2018년 9월은 음반 산업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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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시작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의 기원은 1970
년 초반 캐나다에서 인디펜던트 음반 
회사들의 비공식적 모임인 캐나다 
인디펜던트레코드 제작협회(CIRPA)가 
공식화되어 캐나다인디펜던트음반협회
(CIMA)로 발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1980년대 및 90년대에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캐나다 음악의 
수를 쿼터로 정하는 문제에 있어 
성공적인 로비활동을 하여, 공중파 
방송국 CBC에서 할당량을 20%에서 
시작하여 25%, 궁극적으로는 35%
에서 50%로 증가시켰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저희는 정부로 
하여금 방송국이 라디오 수익 일부를 
음반 업계로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라디오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들의 방송 시간이 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로열티와 아티스트들의 수익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CIMA의 
Stuart Johnston 회장은 말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수익 일부를 음반 
업계에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투자할 여력을 
갖게 된 캐나다 음반 업계는 인프라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현금유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을 비즈니스 및 
아티스트 발굴,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UART JOHNSTON 
PRESIDENT OF CIMA

Stuart Johnson President of C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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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 업계에 대한 기준을 높여주었고 
캐나다의 음반사, 매니지먼트 회사, 
유통업체, 스튜디오 등의 회사의 기반을 
공고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현금 유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을 비즈니스 및 아티스트 발굴,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CIMA는 6년 전 캐나다 저작권법
(Canadian Copyright Act)이 검토되던 
시기에 중요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자국에서 이루어진 음반 산업 관련 공개 
토론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협력과 입법

2018년을 되돌아보면, 인디펜던트 
음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 사이에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A2IM과 IMPALA가 9월의 
중요한 입법인 음악현대화법(MMA) 및 
13조항의 표결을 준비하면서 메이저 
음반사, 유통업체, 작곡가 등을 대변하는 
단체들과 긴밀히 협업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의 다른 분야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음반 업계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어떠한 
것도 쟁취할 없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A2IM 회장인 
Richard James Burgess는 말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목소리는 업계의 
다른 분야와는 다르며, 이는 엄청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라며 IMPALA의 집행 위원장인 
Helen Smith도 동의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저희는 밸류갭(value gap), 
경쟁, 플랫폼과의 관계 등에 관해 
다양한 제휴를 맺었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따라 동맹을 맺는 방식을 변경하는 등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Smith는 특히 13조항와 같이 음반 
업계와 기술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에 인디펜던트 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목소리는 
업계의 다른 분야와는 
다릅니다. 이는 엄청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HELEN SMITH 
EXECUTIVE CHAIR OF IMP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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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들에게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거대 
기술 기업과 거대 음반사’ 간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라고 Smith는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사업규모가 크든 작든, 
아직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지 
간에 13조항이 창조산업의 먹이사슬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MMA와 13조항은 음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예로, 특히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아티스트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없이, 개별 뮤지션이나 
레이블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자신들의 
음악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발언할 기회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Smith는 말합니다.

“이는 저희에게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그들에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플랫폼은 그들과 협상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조직된 기업들에게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기업들에게도 금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신뢰 구축하기

우리는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캐나다,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처음 한 
일은 교육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인디펜던트 음반업계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이러한 인디펜던트 음반 
업계가 메이저 음반사들과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 그리고 메이저 음반사들과는 
별도로 이들의 목소리를 왜 경청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일을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지난 8년 간 인디펜던트 
음반시장의 점유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한 것을 본 Johnston
는 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교육 활동을 통해 그들은 결국 
인디펜던트와 메이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부터 
연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기관에 저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희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5년 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Smith는 유럽 전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의사 결정권자들과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가 단위 협회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입지는 개별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합친 것 이상이 됩니다.”

Helen Smith Executive Chair of IMP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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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ess는 이러한 종류의 교육 과정이 
단지 정부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Amazon이나 Facebook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서부터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음악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 음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음악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단지 기술 
분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라고 Burgess
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이저 
음반사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체 음반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때 이를 
곧이곧대로 믿곤 합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모든 음악의 85%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보드에 
발표된 음악의 약 62% 만을 소유하고 있지 
85%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나머지 
37.32%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메이저 음반사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메이저 음반사에 소유권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이저 음반사가 음악 
시장의 85%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FedEx, 미국 우체국, UPS 등이 
온라인 소매 제품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온라인 소매 제품의 100%를 유통시킬 
뿐이지, 이들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Burgess 말의 요지는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 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WIN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A2IM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업체들은 3대 메이저 레이블들과 반드시 
거래해야 하고, 이익의 85%를 그들에게 
넘기고 시장의 나머지 37%에는 남은 15%
만을 넘기는 등 우리 같은 인디펜던트 
레이블에는 자투리만 넘겨야 한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Richard James Burgess PhD CEO of A2IM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 
음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RICHARD JAMES BURGESS PHD 
CEO OF A2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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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보수당 정부가  
그 기금을 종신기금으로 
바꾸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공이었죠."
RICHARD JAMES BURGESS PHD  
CEO

재정적 접근

인디펜던트 음악계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쌓는 것은 음악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곳 의회에는 이른바 중소기업이 
경제의 동력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있어요.”라고 Burgess는 말합니다.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창출됩니다. 중소기업이 진정 도움을 주지요” 

이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Smith
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IMPALA
의 활동이 재정문제에 대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문화와 창조부문의 
보증기구’라 불리는 EU의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냈고, 은행이 음악을 포함한 문화 
및 창조산업 내 중소기업에 대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이 뒷받침될 때 효과는 배로 
커집니다. 은행은 이용하기 더 편해지고,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이런 
자금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인디펜던트 분야에게 중요한 
일이죠.”라고 Smith는 말합니다. 

“중소기업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인디펜던트 업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라진 중간층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EU가 여러 분야에 걸쳐 
오랫동안 검토해 사항입니다: 우리에겐 
중소기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재원 조달이 인디펜던트 
공동체 결집에 계가가 되어왔습니다. 
Johnston은 지난 정부 때, 음악산업에 
투입되는 연간 2천 6백만 달러 규모의 
캐나다 음악기금이 폐지될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한 
CIMA의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는 보수당 정부가 그 기금을 
종신기금으로 바꾸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공이었죠. 또한 CIMA
가 새 정부를 설득해 5년에 걸쳐 
창조산업을 위해 매년 2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연간 수출 기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요.”하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수출은 CIMA의 핵심 전략목표입니다. 10
년 전에는 영국의 The Great Escape, 
미국의 SXSW, 프랑스에서는 MIDEM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세 개의 수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현재에는 Music 
Export Canada라는 브랜드로 1년에 20
개 이상의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조달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지지사항입니다. “한 레이블이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다음 
메이저 레이블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원한다면 레이블들과 심지어 
인디펜던트 길을 걷고자 자급자족하는 
인디 아티스트들까지도 그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Burgess 는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라면 여전히 메이저 레이블에 
매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30년, 40
년동안 일한 레이블을 사람들이 
매각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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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반대하기

IMPALA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대형 기업들의 합병이 가져올 
충격과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IMPALA는 Time Warner와 EMI 의 
합병 계획에 반대하였으며, 계획은 
2001년도에 폐기되었습니다.

“결정권자들이 인디펜던트 제작사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라고 Smith는 말합니다. 

“이러한 합병이 경쟁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트에 미칠 
영향과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와 같은 질문을 위원회에 제기한 
사람은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IMPALA가 이전에 
들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우리 
시장에서의 합병을 바라보는 유럽연합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04년 IMPALA는 소니와 BMG
의 합병 계획과 관련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후 합병은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승인 결정을 다툰 유럽 사법재판소의 
2006년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항소 과정에서 해당 승인 결정은 2007
년 다시 뒤집혔습니다. 결국 소니는 BMG 
인수를 마무리했고, 해당 집단 소송은 
최종 결정 전에 취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PALA의 사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
법원은 합병에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합병을 반대하는 측이 아닌 합병을 원하는 
측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했던 
것입니다.”라고 스미스 씨는 말합니다.

“이제 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유럽연합의 한 로펌 변호사는 

합병에 대한 통제 절차가 갖추게 된 것은 
IMPALA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한 투쟁

인디펜던트 음악계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인터뷰에서 항상 제기되는 한 가지 
주제는 공정성과 정책 입안자와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Burgess는 2014년 7월 WIN이 발표한 ‘
공정한 디지털 거래 선언문(Fair Digital 
Deal Declaration)’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도덕적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선언문은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이용함에 있어 
공정한 계약(예를 들어 카달로그 작업 시 
선금을 지급하거나, Spotify 같은 회사를 
공개할 때 주식을 배분하는 것 등)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사례는 멀린이 상장 
전에 스포티파이 지분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 상장 후 며칠 내에 
지분을 처분한 것입니다. 이후 소니 뮤직도 
동일한 방법을 따랐습니다.”라고 Burgess
는 말합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측이 아닌 합병을 
원하는 측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HELEN SMITH 
EXECUTIVE CHAIR OF IMP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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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in은 훌륭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도 
존재합니다. 3년 전, 미국에서Pandora
와 같은 비대화형(non-interactive)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새로운 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A2IM는 로열티 지불 
측면에서 인디펜던트 트랙이 메이저 
레이블 트랙보다 가치가 낮게 산정된 것에 
반대하여 제안을 뒤로 미룬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디펜던트 분야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레코드 협회(RIAA)’ 및 메이저 레이블들과 
정기적인 면담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이저 레이블들은 고무적이게도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저작권도 메이저 
레이블의 저작권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A2IM과 같은 단체를 만드는 
이점이며, 업계 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메이저 
레이블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지만 
함께 마주 앉아 협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
음악현대화법(MMA)’을 보세요. 음반 
업계는 지난 수십 년 간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권리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치자 갑자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결된 행동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디펜던트 음악계의 
청원 활동에 따른 성공 스토리를 볼 
때,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분명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초기에 
약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Burgess는 음악 분야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을 포괄하여 강한 인디펜던트 
정신이 전반적인 미국의 특징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자질은 국가의 헌법에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A2IM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은 미국 자본주의 정서인 ‘
우리는 할 수 있고, 스스로를 만들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대비됩니다. 그러나 음악산업이 
자체 유통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에 
대형 인디펜던트 레이블조차 감당하기 
힘든 더 큰 이슈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단결된 행동의 중요성은 분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로서 생존할 
수 있고, 잘만 하면 레이블 소유자로서 
매우 부유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적절한 법이 
있거나, 혹은 없어서 전반적으로 20% 
낮은 수익을 올린다면, 경쟁자보다 5% 
더 잘 협상해도 응당 받아야 하는 것보다 
여전히 15% 낮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Helen Smith는 이에 동의하며, 국가에 
따라 유럽의 인디펜던트 음악 회사들 
사이에서 비슷한 태도적 변화가 서로 
다른 속도로 생겨났는데, 몇몇은 40
년간 그래왔고, 또 다른 조직들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유럽 전역에서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상업적, 정치적 및 재정적 
등 여러 수준에서 단결된 행동의 힘을 
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이러한 행동이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Smith는 말합니다.

“그들은 단체행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모든 인디펜던트 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또한 그들은 집단적 
지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요.”

"이제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꽤 
확실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RICHARD JAMES BURGESS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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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마주하기

이렇게 단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조직들이 투쟁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IMPALA는 EMI 
뮤직 퍼블리싱을 독점하려는 Sony
로 인해 분주하며, 온라인 서비스 
기업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EU 규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2IM이 지상파 라디오의 
음반 이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이 저조한 
것을 오랜 불만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사이, 캐나다의 CIMA는 정부가 
저작권법에 대해 새롭게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스트리밍 시대를 
맞아 과거의 라디오 쿼터제 로비의 
성공을 다시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티스트들에게 스트리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랫폼 상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요.”라고 Johnston
은 말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적이지만,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론 라디오의 강점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이 살고 숨쉬는 곳이기 떄문이죠.”

이러한 모든 계획과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것은 권력의 중심에서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공고하며, 신뢰할 수 있고, 존경받고 
있다는 강한 인식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힘에 대해 아주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계속 적응해나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라고 Smith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저희는 매우 큰 위험부담도 
짊어집니다. 유럽에서 우리의 음악이 전체 
신규 음악 출시의 80%를 차지하는데, 
이는 협상이나 어떤 분야를 대표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매우 창조적이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더 
빠르고, 똑똑하며 오늘날 음악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진정 이는 
강력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요.“  

Burgess는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음악계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꽤 확실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Photography credit: Christian Wied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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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potify의 이러한 신념을 믿고 
2017년에 합류했습니다. 레코드 
가게에서부터 음반회사, A2IM 등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간 인디펜던트 
분야에서 일해온 저는 자연히 Spotify가 
인디펜던트 음악계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아티스트와 레이블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콘텐츠 보유자분들이 안 계셨다면 Spotify
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인디펜던트 분야는 인디 
만의 특별한 수요와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Spotify에 합류하여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인디 부문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potify 인디펜던트 레이블 
지원 부서의 장으로서 저의 임무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Spotify 플랫폼의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기능들입니다. 

PLAYLIST SUBMISSION은 모든 
아티스트가 사용 가능합니다 

플레이리스트 제출 기능(PLAYLIST 
SUBMISSION)을 통해 아티스트와 레이블은 
자신들의 미공개 음원을 직접 저희 
에디토리얼팀에 제출하여 플레이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저희 
글로벌 큐레이터 팀에 전달되는 매우 
간편하고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르 및 하위 
장르 음악을 찾아 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Digital Maskandi 
같은 장르를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서 
인디 음악의 미래는 
밝습니다.

JEN MASSET SPOTIFY

8천 3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포함하여 월 
1억 8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SPOTIFY의 관심 분야는 매우 방대합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아티스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은 스포티파이의 핵심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Jen Masset Global Head of Independent  
      Label Support at Spotify

글_

SP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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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 코드를 통해, 음악은 
하나의 스냅샷이 됩니다

Spotify 코드는 당신의 콘텐츠를 팬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QR 코드와 
유사합니다: SpotifyCodes.com 에서 
플레이리스트나 노래 등에 링크를 
걸어두시고 당신의 음악을 홍보하는 
자료 등을 올려보세요. 이용자는 스캔 
한번으로 바로 Spotify에 있는 해당 
음원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Spotify의 ARTISTS & SPOTIFY ANALYTICS
는 당신의 음악 관리를 위한 궁극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otify의 아티스트를 위한 분석 도구
(SPOTIFY FOR ARTISTS & SPOTIFY 
ANALYTICS)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나 그의 팀은 자신들의 
음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음원 통계 및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대중의 선호도나 반응을 즉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리스트에 
올릴 노래를 제출하고 자신의 프로필을 
관리하고 작업을 홍보하는 등 Spotify
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UPLOAD YOUR MUSIC TO 
SPOTIFY가 현재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기능 
중 하나가 음악을 직접 Spotify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Spotify for 
Artists’는 최근에 이러한 기능을 새로 
선보였으며, 현재 미국에 많은 인디펜던트 
뮤지션들이 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기능이 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제공되면 Spotify로 음악을 
바로 전달해서, 출시 일정을 직접 정하고 
메타데이터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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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 SUBMISSION은 모든 
아티스트가 사용 가능합니다 

음반산업 전반에서 스트리밍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이 전부가 
아니며 끝도 아닙니다. 단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음원을 올려놓고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오프라인에서 
뛰면서 음반 출시 행사를 갖고, 팬들과 
만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레이블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스트리밍을 활용한다면, 노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이 음악을 더욱 쉽게 
찾아 들을 수 있게 되면, 티켓과 음반 판매도 
함께 늘어날 것이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역량 개발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하는 레이블만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Spotify는 플랫폼으로써 사람들이 
음악을 찾는 데 도움이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단 해당 음악을 듣게 되면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음악을 지향하는지 등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게 됩니다. 강력한 브랜딩과 시각화, 
그리고 아티스트의 개성 등이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Spotify는 아티스트 여러분과 레이블에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Spotify는 항상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아티스트 편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Spotify
는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로, 그리고 자신들의 
규모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옵션과 편의성을 통해 아티스트들은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아티스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아티스트와 
레이블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스트리밍을 
활용한다면,
노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이 당신의 음악을 찾는 방법

아티스트와 레이블의 발전을 돕는 
여러 기능과 자원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Spotify는 팬들(또는 장래의 
팬들)이 당신의 음악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주간 추천곡 
(DISCOVER WEEKLY): 

스포티파이는 이용자의 기존 청취 
이력과 유사한 취향을 갖는 다른 
사용자들의 다운로드 패턴을 함께 
고려하여 매주 사용자에 맞는 추천곡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매주 월요일 마다 갱신되며 
스포티파이를 더 많이 활용할수록 
이러한 추천 리스트도 나아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천 리스트를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음악과 아티스트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믹스(DAILY MIXES):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완벽히 
믹스해서 터치 한번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용자마다 최대 6
개까지 사용 가능하며, 저도 제 
믹스 버전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NEW MUSIC FRIDAY: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중 가장 
핫한 음악만을 골라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통해 매주 최신 
음악을 찾아 듣고 있습니다. 

신곡 알림 기능 
(RELEASE RADAR):

금요일의 신규 음악(NEW MUSIC 
FRIDAY)과 유사한 기능이지만 
좀 더 사용자 맞춤 서비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곳에 올라온 음악들을 
개인 플레이리스트에 옮겨 추가하곤 
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아티스트의 신곡이 
출시될 때마다 이용자의 ‘RELEASE 
RADAR’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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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 사례연구: 
KONTOR RECORDS

설립연도: 1996 

본사: 독일 함부르크

설립자: JEN THELE

현 소속 아티스트: ATB, SCOOTER, 
LOUD LUXURY, EL PROFESSOR,  
LOST FREQUENCIES

WINTEL

JEN MASSET SPOTIFY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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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가장 
충실히 활용하는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는 회사가 
바로 Kontor Records입니다. 1996
년 독일에서 설립된 Kontor Records
는 같은 이름의 인기 나이트클럽에서 
파생된 회사로 함부르크의 유명한 
댄스 씬(scene)에서 성장했습니다. 
4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자랑하는 
Kontor의 “Kontor Top of the Clubs” 
플레이리스트는 자신들의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넓히고 인기를 얻기 위해 
Spotify의 기능들을 매우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Kontor 측에 Spotify의 
기능들 중 가장 선호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Spotify가 Kontor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래는 Kontor측과의 대화입니다.

레이블로써 KONTOR는 SPOTIFY
가 제공하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SPOTIFY가 귀하의 
레이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트리밍은 현재 저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희는 스트리밍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tarley의 데뷔 싱글 “Call On Me”
는 저희 호주 파트너 레이블에게서 
발매하였습니다. 앨범을 히트시키는데 
Spotify가 플랫폼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Ryan Riback의 리믹스 작업에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라디오나 뮤직 비디오에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확실히 Spotify는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ONTOR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넓히고 인기를 
얻기 위해 
SPOTIFY의 
기능들을 매우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팬 우선주의

‘팬 퍼스트(FANS FIRST)’는 가장 
열성적인 플랫폼 이용자분들께 
제공하는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열성적인 이용자분들께는 앨범 사전 
판매, Foxing 의 독점 콘서트에 
초청, Father John Misty의 한정판 
앨범 판매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들에게도 
추가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팬 퍼스트’를 통해 아티스트들과 
충성도 높은 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며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태스트와 팬 
모두에게 윈윈(win-w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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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의 디스커버리 기능 중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나요? 
New Music Friday 또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경우에는 특히 NMF 
Cratediggers(음반가게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레코드판을 뒤지는데 오랜 시간을 
쏟는 사람)가 출시 주간에 판매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댄스 및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새로 올라오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플레이리스트 기능을 완전히 
최신으로 유지하려 하며 새로운 
곡이나 플레이리스트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ONTOR의 향후 목표는 
무엇입니까? 
높은 퀄리티의 댄스 및 일렉트로닉 
음악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더 많은 
히트곡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ontor는 항상 음악을 발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과 서비스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희 뮤직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인디펜던트 
정신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핵심이기에 저희는 음악을 듣는 전 
과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부문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위해 SPOTIFY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Spotify는 이미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유통업체들에 있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저희가 있는 독일에서는 실물음반 판매와 
음원 다운로드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 스트리밍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양한 포맷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저희는 
작년에 SCOOTER의 앨범을 카세트 
테이프로도 발매하였습니다). 그러나 
Spotify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otify
야말로 팬과 저희 음악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KONTOR는 항상 음악을 발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과 서비스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희 뮤직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의 수

2017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모습

WINTEL 리서치 팀이 제공한 
주요 통계를 통해 2017년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서

평균적인 부서의 수 

3.2 
파트타임 직원

2.7

풀타임 직원의 수

44

명의 13.6 
풀타임 직원

명의 

개의 



아티스트 충성도 직원 충성도

해외 인디펜던트 매출

평균 아티스트 수 평균 인디펜던트 레이블 연차

  
인디펜던트 매출 중 
해외 매출이 

31%를 차지합니다.  

14.9

77%가 
자신의 기존 
인디펜던트 
레이블과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2%
레이블 설립 후에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45WINTEL

인디펜던트 음반사
직원 중

전체 아티스트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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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L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자국 시장을 넘어 팬 층을 확보하려는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의 노력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와 SNS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디펜던트 업계에서 해외 시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1%
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WIN
은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2014년 설립된 독일의 클래식 음반사 
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
는 저명한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반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미 자신들만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지털 콘서트 홀(Digital 
Concert Hal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경영자인 Felix Feustel는 “현재 
저희는 시즌 마다 50개의 라이브 콘서트를 
방송하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콘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라는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팔로어 
수는 1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Berliner Philharmoniker는 
온라인 샵이나 주요 소매업체를 통해 
앨범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시장을 위해 
유통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이 저희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러니 한 점은 우리가 Spotify에서 
월 150만 명 이상의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잠재력에만 치우친다며, 우리는 
과거 우리 앨범의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는 
메이저 음반사들의 손에서만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Feustel는 말합니다. 

그러나 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는 여러 보너스 동영상을 포함한 
블루레이 디스크로 공연실황을 출시하고, 
고음질의 오디오 포맷으로 레코딩을 
하거나, 아름답게 커버 디자인을 한 
바이닐을 출시하는 등 일반적인 음반사를 
넘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coffee table’ CD 본은 39
유로에서 79유로의 가격으로 5,000장 
이상 판매되었고, 오케스트라가 저작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개당 69유로)도 15,000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라고 Feustel는 말합니다. 

“미래는 스트리밍 시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을 통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수익만으로는 새로운 오케스트라 레코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확실한 전략을 세우기는 
매우 힘드네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국경 허물기: 
인디펜던트 레이블의 
전 세계적인 성공

STUART DREDGE

WINTEL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은 비즈니스 영역을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자국 시장을 넘어 팬 층을 
확보하려는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의 
노력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와 SNS 
덕분이기도 합니다.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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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음반을 제대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음악에 열성적인 팬들에게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독일 재즈 레이블 ACT의 경우에는 
실물음반과 디지털 음원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던 첫 앨범이 2018년 출시되었고, 
실물음반이 120,000개 이상 판매되었고, 
다운로드는 7,000건, 스트리밍은  
8백만 건 이상의 이루어졌습니다. 

상무이사 Andreas Brandis는 “이러한 
전략은 대중 홍보, 광고, 매장 판매, 
소매상과의 가격 정책, 특별 포맷 등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좁힌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결합된 결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홍보 활동은 Facebook 및 
Instagram 광고에서부터 Youtube 동영상 
광고, 검색엔진 최적화(SEO) 활동, 온라인 
추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ACT가 2018년에 온라인 홍보를 위해 더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음반을 구매하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으며, 그분들이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우리의 새 음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 아티스트들도 새로운 
청중을 찾고 있어, 모든 중요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트리밍이 성장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틈새 시장의 경우에는 실물음반 판매 및 
다운로드에서 지난 수년간의 적자를 만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지만, 스트리밍을 
통해 회사 운영에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대중적인 장르에만 국한된 
얘기입니다.”라고 Brandis는 말합니다.  

“이는 저희 같은 중소 규모의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CD나 바이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CT와 같은 레이블이 국제적 성공을 
이룬 것은 단지 새로운 플랫폼 때문만은 
아니며 글로벌한 팬층을 타켓으로 
하여 아티스트들에게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콘서트를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반회사 Gallo 
Record Company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신들의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새로운 
팬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Felix Feustel Label Manager, 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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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Jeremy Loops는 올해 자신의 
앨범 ‘Critical As Water’를 발표했습니다. 
레이블 대표인 Rob Cowling는 “
남아프리카 공화국 밖에서 스포티파이를 
통해 1,200만 명, 애플 뮤직을 통해 
700만명이 스트리밍을 통해 노래를 
들었습니다. Jeremy Loops는 Spotify를 
통해 가장 많은 스트리밍 된 남아프리카 
남성 아티스트입니다”고 말합니다.   

현재 Loops는 유럽과 미국 투어 
중이며, 호주와 독일 시장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총 35,000
명의 팬이 참여할 유럽 투어 공연의 
일환으로 런던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인 
브릭스톤에 있는 ‘O2 Academy’에서 
2019년 10월 공연이 잡혀있습니다.

Cowling는 자신의 레이블의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Paxton
은 러시아, 스웨덴에서 공연했으며, 
미국 유수의 에이전시에서 탐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Wonderboom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실크로드 인디 뮤직 
페스티벌(Silk Road Indie Music Festival)
에서 14개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여 
우승을 차지한 실력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Josh Wantie (프랑스 일렉트로닉 듀오 
FDVM과의 협업을 통해)와 베테랑 
그룹 Parlotones도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새로운 팬 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라이브 공연이 이러한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Cowling
는 레이블이 제대로 된 마케팅을 통해 
아티스트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소셜 미디어나 유투브를 
통한 디지털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통적인 레코딩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Cowling는 “저희의 주된 관심사는 항상 
아프리카 음악의 강점을 세계에 알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음악을 성장시키는데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아프리카 
음악들을 발굴하고 이를 재출시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인디펜던트 레이블들과 마찬가지로, Gallo 
Record Company는 글로벌한 성공을 
원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해 시장을 더욱 
개척하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는 영국 
아티스트 Charlie Cunningham이 속해 있는 
스웨덴의 Dumont Dumont 레이블입니다.

회사 설립자인 Magnus Bohman는 
Charlie Cunningham은 1억 2천만 건의 
스트리밍을 달성했으며, 스포티파이에서 
월 1백 9십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Bohman은 “아주 강력한 
홍보 조직 덕분입니다. 그에 덧붙여 
Charlie의 매니지먼트 사와의 원활한 
협업도 주요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협업이 잘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harlie가 전 세계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앨범을 홍보하는 동안 동시에 앨범 
수록곡을 Spotify에 모두 올렸죠. Spotify
에서 그의 음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Charlie의 새로운 팬이 되었습니다.”

Bohman은 2018년에 이룬 
성공 덕분에 Dumont Dumont
은 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투자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Charlie Cunningham British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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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장 성공한 음악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합니다

메이저 레이블들은 자신들이 한번 겪은 
종류의 리스크는 무모하게 다시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젊은 신인 아티스트들이나 다시 복귀하는 
기존 아티스트들의 경우, 레이블들은 계약 
체결 전에 완성된 작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A&R) 
작업을 이제는 외주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반 
업계에는 재능 있는 A&R 인력이 
많이 존재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Steps 패널 참조).

2. 자신들의 한계를 직시합니다

최소 인력 또는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만, 
성공한 인디펜던트 히트메이커라면 
훌륭한 음반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전문가 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해당 모델은 저작권을 두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분야 및 장르에서 
기존 전문가 팀에 신속하게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티스트, 경영자, 
그리고 소규모 인디펜던트 레이블들이 
레이블 서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블 서비스를 통해, 회사 
임원이나 소규모 운영 부서들은 자신들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 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팀의 지원을 신속히 받아 
인력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최고의 음반 회사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도움 말입니다. 기존 아티스트들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 필요한 스킬과 
경험은 그라임(grime) 씬에서 새로운 
아티스트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신속하고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디펜던트 업계의 
히트 메이커

MARK DOWLING

오늘날 인디펜던트 업계에서 히트 메이커인 
MARK DOWLING, ABSOLUTE 등의 
레이블 서비스 회사를 검토하여 2018년에 
좋은 음악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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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비용의 최적화

또한 레이블 서비스 모델은 현재 음반 
회사들의 비용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간접비용 측면에서 
유연성과 적절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음반산업은 다양한 
수익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앨범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번에 제작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시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팀이 
중심에 서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메이저 기업들의 경우에는 홍보담당자, 
프로모션 임원, 마케터 등 일년 내내 
마케팅을 보조할 인력을 구비하고 유지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자원을 적시에 구축하고 추가 
인프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성공에 이루는 데 결정적입니다. 유연한 
대처를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들에 
도움을 받는 능력이 없다면, 많은 
인디펜던트 음반 업계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구조적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음반회사들은 도움이 
필요하사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도움 말이지요."
MARK DOWLING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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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하는 회사는 적시에 
대응합니다   

홍보 전략 자체에서도 시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구조적 특성상, 
메이저레이블의 CEO는 주주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앨범이 실제로 어떻게 판매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판매 계획과 예산을 부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음반 회사의 
임원들이라면 초기 예측이 얼마나 빨리 
폐기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티스트나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목표에 기반하여 
적절 비용이 소요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일이 실제 시작되면 초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Graham Norton 
쇼에 출연한다면 TV 광고에 더 많은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길 원할 
것입니다. 만일 앨범 홍보가 시작되기도 
전에 홍보 전략과 비용이 고정된다면 
이러한 기회를 잡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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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많은 인디펜던트 유통회사 및 레이블 
서비스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Absolute 
Label Services에서 오늘날 업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주도적이며 정통한 
아티스트 매니저들과 인디펜던트 
레이블 경영진과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Fascination사의 
Adam Klein과 Peter Loraine을 예로 
들어서, Absolute Label Services
는 최근 그들과 함께 올 초 ‘Tears On 
The Dancefloor’이 수록된 Steps의 
두 번째 앨범 제작을 도왔습니다.

매니지먼트사가 앞장 섰고, Steps
도 열심히 했기에 앨범의 홍보는 
확실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노래들이 있었기에 
작업이 훨씬 손 쉬었습니다.

Fascination사는 앨범이 자체 자금으로 
앨범을 제작하고 창작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작곡가들을 섭외하는 
등 A&R에 있어서도 앨범 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Fascination사는 홍보 작업 전체를 
혼자서 시작하고 꾸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 덕분에 
이론적으로 홍보에서부터 소매점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체 루트를 노트북 
하나로 조정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밴드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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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앨범 표지 아트에서부터 오디오와 
메타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유통에 필요한 자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유통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DDEX 또는 다른 
표준 형식으로 이러한 자산을 쉽고 
경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2. 데이터 투명성

서비스 전반에 데이터 투명성이 
완벽히 보장되고 있는가? 고객은 
가능한 실시간으로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가?

3. DSP 업체들로부터의 
미판매 정산금(BREAKAGE)
을 고객사에게 제공할 것인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igital service 
provider)로부터 미판매 정산금을 
받은 경우(특히 플랫폼이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하여 정산이 어려운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계약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미판매 정산금을 받은 경우,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가? 제공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제공하는가? 

4. DSP의 주식공개 상장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고객사에 
배분되는가?

DSP가 주식 상장하는 경우(예: 
Spotify), 주식에서 받은 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5. DSP의 계약 조건은 
고객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도록 되어있는가? 

DSP와 유통업체 또는 애그리게이터
(aggregator)간의 계약 조건은 
고객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아티스트 및 레이블과 
협상하도록 되어있는가? 

유통 및 레이블 서비스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경험 많은 음반회사의 
임원들이라면 초기 예측이 
얼마나 빨리 폐기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MARK DOWLING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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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LISON WENHAM

WINTEL의 3번째 보고서에 보면 
인디펜던트 부문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향력과 권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년 간 나뉘어져 있어 통합되지 않았던 
분야를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단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AIM, IMPALA, A2IM, 
AIF, Merlin 및 WIN 등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동안 미약했던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지역<ROW-Rest of the World>이 앞으로 
강력한 경제권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향후 이러한 영역에서 각국의 
협회를 건설하고, 단합을 이루는데 있어 
WIN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입니다. 
물론 ROW 지역 음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서구 시장에서는 확실히 
새로운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동영상들이 브라질에서 나왔다는 점은 
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그래왔듯이 WIN
은 도움을 구하고, 조언하고, 서로를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인디펜던트’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아티스트가 
받아야 할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명하고, 단순한, 그리고 강렬한 
열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인디펜던트 분야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WIN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이 분야는 더 이상 지엽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유통망의 성공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음악 검색 및 글로벌 다각화로 
인해 이제 업계는 히트곡을 만드는 
과정이 기획되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점점 소비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인디펜던트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다양한 음악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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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글로벌 인디펜던트 레이블 조사:

2018년 한 해 동안 WIN과 MIDiA는 전 
세계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사업 규모, 
발매 음반 및 장르, 직원 수, A&R 비용, 
유통사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유통사에 
지불하는 비용 등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양적 및 매출적 
측면 모두를 통틀어 레이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들도 포함하였습니다. 

설문지는 지역별 협회에 의해 레이블들에게 
배포되었고, 분석을 위해 MIDiA로 
회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글로벌 
인디펜던트 레이블 시장에 대한 독특한 
그림을 보여주었으며, 시장 점유율 모델에 
있어 핵심 자료 역할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모델: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국가별 협회들과 IFPI
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별 글로벌 
음반 시장 총 매출(즉, 메이저 레이블의 
매출을 포함하여)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 인디펜던트 레이블로부터 
국가별로 조사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각 
국가의 상품단위 모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차원의 기밀 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귀중한 국가 수준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DIY 아티스트 매출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MIDiA가 이전에 확인한 
아티스트 직접 매출을 참고하였는데, 
스트리밍 서비스 리포트를 통해 IFPI가 이미 
확인한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비 
주요수익의 일부로 인디펜던트 레이블 매출에 
추가하였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이에 
한하지 않고 사용된 추가 요소: 각 레이블들의 
자국내 시장 점유율을 계산, 자국내 유통사를 
통한 매출을 식별, 유통사 매출의 국내와 해외 
매출 점유율 분석 후 적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MIDiA는 협회 및 기타 
기관들로부터 수집한 국가별 인디펜던트 
레이블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인디펜던트 레이블 시장 
점유율을 국가별로 그리고 각국 내의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치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매출에 대한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각 레이블의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은 해외 매출로만 계산되었고, 각 국의 
매출에 적절히 귀속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중간 결과는 인디펜던트 레이블들과 협회 및 
기타 기관들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글로벌 인디펜던트 레코드 레이블 
시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MARK MULLIGAN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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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ATA

음악산업 총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시장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5,950 3,664 2,286

캐나다 440 332 108

벨기에 122 81 41

덴마크 138 111 27

핀란드 80 59 21

프랑스 929 637 292

독일 1,330 894 436

이탈리아 249 175 74

네덜란드 271 176 94

노르웨이 139 106 33

스페인 206 175 31

스웨덴 200 150 50

영국 1,315 1,012 303

아르헨티나 131 93 38

브라질 298 184 114

칠레 42 27 15

호주 415 277 138

일본 2,754 1,008 1,746

대한민국 501 83 418

기타 시장 1,862 1,199 663

글로벌 합계 17,372 10,443 6,930

음악산업 총 매출 점유율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62% 38%

캐나다 75% 25%

벨기에 66% 34%

덴마크 80% 20%

핀란드 74% 26%

프랑스 69% 31%

독일 67% 33%

이탈리아 70% 30%

네덜란드 65% 35%

노르웨이 76% 24%

스페인 85% 15%

스웨덴 75% 25%

영국 77% 23%

아르헨티나 71% 29%

브라질 62% 38%

칠레 65% 35%

호주 67% 33%

일본 37% 63%

대한민국 17% 83%

기타 시장 64% 36%

글로벌 합계 60% 39.90%

MARK MULLIGAN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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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음반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시장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906 627 279

캐나다 91 69 22

벨기에 40 27 13

덴마크 10 8 1

핀란드 9 7 1

프랑스 339 251 88

독일 574 382 192

이탈리아 96 72 24

네덜란드 60 34 26

노르웨이 13 9 4

스페인 53 46 6

스웨덴 20 16 4

영국 402 315 88

아르헨티나 11 7 4

브라질 16 10 6

칠레 5 3 1

호주 78 55 23

일본 2,008 741 1,267

대한민국 186 13 173

기타 시장 331 261 70

글로벌 합계 5,246 2,953 2,293

다운로드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시장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944 594 350

캐나다 80 60 20

벨기에 10 7 3

덴마크 4 3 1

핀란드 1 1 0

프랑스 40 26 15

독일 114 81 33

이탈리아 16 11 5

네덜란드 8 5 3

노르웨이 3 0 3

스페인 7 5 1

스웨덴 3 2 1

영국 146 113 33

아르헨티나 1 1 0

브라질 5 3 2

칠레 1 0 1

호주 75 51 25

일본 278 101 176

대한민국 9 1 7

기타 시장 110 67 43

글로벌 합계 1,854 1,131 722

실물음반 매출 점유율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69% 31%

캐나다 76% 24%

벨기에 68% 32%

덴마크 85% 15%

핀란드 88% 12%

프랑스 74% 26%

독일 67% 33%

이탈리아 75% 25%

네덜란드 57% 43%

노르웨이 70% 30%

스페인 88% 12%

스웨덴 80% 20%

영국 78% 22%

아르헨티나 62% 38%

브라질 60% 40%

칠레 68% 32%

호주 70% 30%

일본 37% 63%

대한민국 7% 93%

기타 시장 79% 21%

글로벌 합계 56% 43.70%

다운로드 매출 점유율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63% 37%

캐나다 75% 25%

벨기에 67% 33%

덴마크 83% 17%

핀란드 76% 24%

프랑스 64% 36%

독일 71% 29%

이탈리아 69% 31%

네덜란드 64% 36%

노르웨이 9% 91%

스페인 80% 20%

스웨덴 77% 23%

영국 77% 23%

아르헨티나 63% 37%

브라질 65% 35%

칠레 35% 65%

호주 67% 33%

일본 37% 63%

대한민국 14% 86%

기타 시장 61% 39%

글로벌 합계 61%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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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시장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3,372 1,888 1,484

캐나다 201 145 55

벨기에 34 21 13

덴마크 73 57 16

핀란드 42 27 15

프랑스 270 154 116

독일 355 243 112

이탈리아 74 51 23

네덜란드 127 85 41

노르웨이 95 80 15

스페인 92 74 17

스웨덴 141 104 37

영국 501 382 119

아르헨티나 39 24 15

브라질 163 94 69

칠레 22 14 8

호주 205 129 75

일본 265 83 182

대한민국 282 33 249

기타 시장 1,009 610 399

글로벌 합계 7,361 4,301 3,061

총 디지털 매출 (단위: 백만 달러)

전체 시장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4,451 2,557 1,894

캐나다 285 208 76

벨기에 45 28 17

덴마크 77 60 17

핀란드 43 28 15

프랑스 318 185 133

독일 472 327 146

이탈리아 90 62 28

네덜란드 135 91 44

노르웨이 98 75 23

스페인 101 82 19

스웨덴 144 107 38

영국 652 499 153

아르헨티나 41 25 16

브라질 179 104 75

칠레 24 16 8

호주 283 208 75

일본 574 198 376

대한민국 294 35 259

기타 시장 1,118 655 462

글로벌 합계 9,424 5,549 3,876

스트리밍 매출 점유율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56% 44%

캐나다 72% 28%

벨기에 62% 38%

덴마크 78% 22%

핀란드 64% 36%

프랑스 57% 43%

독일 68% 32%

이탈리아 69% 31%

네덜란드 67% 33%

노르웨이 85% 15%

스페인 81% 19%

스웨덴 74% 26%

영국 76% 24%

아르헨티나 61% 39%

브라질 58% 42%

칠레 62% 38%

호주 63% 37%

일본 31% 69%

대한민국 12% 88%

기타 시장 60% 40%

글로벌 합계 58% 41.60%

총 디지털 매출 점유율

메이저 인디펜던트

미국 57% 43%

캐나다 73% 27%

벨기에 63% 37%

덴마크 78% 22%

핀란드 65% 35%

프랑스 58% 42%

독일 69% 31%

이탈리아 69% 31%

네덜란드 67% 33%

노르웨이 77% 23%

스페인 81% 19%

스웨덴 74% 26%

영국 77% 23%

아르헨티나 61% 39%

브라질 58% 42%

칠레 65% 35%

호주 73% 27%

일본 35% 65%

대한민국 12% 88%

기타 시장 59% 41%

글로벌 합계 5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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