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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 가설 : 댄스곡 비율과 기업집중률 변화는 상관이 없다.
대립 가설 : 댄스곡 비율과 기업집중률 변화는 상관이 있다.

댄스음악의 비율 증가와
음원 유통사 독과점의 관계 김도현(Kim, Dohyun)

김보경(Kim, Bokyung)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데이터 분석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결론 도출

#1. 댄스곡 비율과 거대 음원 유통사(4대 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이 비교#1. 댄스곡 비율과 거대 음원 유통사(4대 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이 비교

#2-1. 댄스음악의 증가 원인 : 글로벌 시장 진출(한류)#2-1. 댄스음악의 증가 원인 : 글로벌 시장 진출(한류)

#2-2. 댄스음악의 증가 원인 : 댄스음악의 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2-2. 댄스음악의 증가 원인 : 댄스음악의 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

#2-3. 댄스 가수 위주로 신인 가수를 키워내는 기획사#2-3. 댄스 가수 위주로 신인 가수를 키워내는 기획사

#3.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와의 비교#3.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와의 비교

2000년~2013년까지 멜론 음원 차트 상위 50위 곡 중 댄스 곡의 비율과 거대 음
원 유통사(4대 기업)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비교했다.

주제는 ‘음악 차트 50위 내 댄스음악의 비율’과 ‘음원유통사 중 4대 기업의 기업집중률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00년부터 멜론 음악 차트 50위 내 댄스음악의 비율은 음원 유통시장의 기업집중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1). 그 다음으로 이 두 변수의 ‘인과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음원 유통구조(그림1)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댄스음악제작의 증가가 두 변수의 상관관계에 일차적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댄스음악의 제작증가 원인
을 ‘글로벌 시장 진출(#2-1)’,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2-2)’, ‘유명 엔터테인먼트 내 댄스가수 비율(#2-3)’에서 찾았다. 이들은 댄스음악 비율의 증가와 관련해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P-value 값을 가짐으로써 댄스음악 비율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와 댄스음악 비율(#3)’의 결과를 통해 처음의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2-1, #2-2, #2-3은 댄스음악 제작의 증가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음악 차트 50위 내 많은 댄스곡이 차지 할 수 있
게 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 커진 디지털 음원 시장은 대기업이 음원 유통 시장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했으며 시간이 흘러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그들 중 4대 기업의

기업집중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그림2).
혹자는 대기업 집중에 따른 획일화된 음악을 우려하지만, 최근 SM을 필두로 한 대형

기획사들이 자체적인 유통 채널을 구축하며 보다 자유로운 환경 아래서 창조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산업으로의 기업 진출이 ‘창조적’이고‘독창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음악시장이 되도록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음악들이 나올 시장을 기대해보며 본 프로젝트를 마친다.

연도 댄스 발라드 랩/힙합 R&B 록 일렉 트로트 포크
2000 11 20 3 5 11 0 0 0
2001 8 27 4 5 6 0 0 0
2002 11 21 3 5 10 0 0 0
2003 9 15 7 13 6 0 0 0
2004 3 23 7 9 7 1 0 0
2005 6 21 5 9 9 0 0 0
2006 6 20 3 16 5 0 0 0
2007 9 21 10 4 6 0 0 0
2008 12 17 14 6 1 0 0 0
2009 28 15 2 3 2 0 0 0
2010 24 15 4 1 6 0 0 0
2011 25 18 5 0 2 0 0 0
2012 19 13 8 1 8 0 0 1
2013 12 17 12 2 5 0 0 2
2014 14 19 8 4 0 2 0 3

<댄스곡 비율>

<기업집중비율>

<두 변량 시계열도 그래프>

<상관도 검정>

검정 결과 P-Value=0.002로 귀무 가설 기각. 따라서
댄스곡 비율과 기업집중률 변화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모두 증가하는 형태)

<두 변량 시계열도 그래프>

<상관도 검정>

검정 결과 P-Value=0.009로 귀무 가설 기각. 따라서 댄스곡 비율과 한류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모두 증가하는 형태)

귀무 가설 : 댄스곡 비율과 한류지수는 상관이 없다.
대립 가설 : 댄스곡 비율과 한류지수는 상관이 있다.

1995년~2011년까지 멜론 음원 차트 상위 50위 곡 중 댄스 곡의 비율과 SERI 삼성경제연구소의
‘K팝의 성공 요인 분석요인’ 자료에서 사용한 K팝 한류지수 추이를 비교했다. 
*K팝 한류지수: 초창기 한류 시장의 정점이었던 2004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 음악 수출액과 국내

인기도, 해외 인기도, 구글의 온라인 인기도를 종합하여 추정한 지수. 

<한류지수>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6개 회사의 소속 가수들의 주 장르를 분석하였다. 소속 가수들의 주
장르는 멜론차트에서 그들의 인기 상위 곡 10개 중 가장 많은 장르로 채택하였다.

구분

SM 노래 장르 YG 노래 장르 JYP 노래 장르 FNC 노래 장르 DSP 노래 장르 큐브 노래 장르

강타 발라드 지누션 랩/힙합 박진영 댄스 FT 아일랜드 락 오종혁 발라드 비 댄스

보아 댄스 원타임 랩/힙합 원더걸스 댄스 씨엔블루 락 카라 댄스 포미닛 댄스
추가열 락 빅뱅 랩/힙합 2PM[6] 댄스 주니엘 발라드 에이젝스 댄스 비스트 댄스

동방신기 댄스 2NE1 댄스 조권 발라드 AOA 댄스 레인보우 댄스 G.NA 댄스
천상지희 댄스 싸이 랩/힙합 miss A 댄스 엔플라잉 댄스 에이프릴 락 비투비 댄스

슈퍼주니어 댄스 에픽하이 랩/힙합 백아연 발라드 박광현 발라드

* *

CLC 댄스
장리인 발라드 이하이 R&B 15& R&B

* *

M4M 발라드

제이민 발라드 악동뮤지션 포크 GOT7 댄스 오예리 락

소녀시대 댄스 위너 댄스
버나드

박
발라드 노지훈 댄스

샤이니 댄스 아이콘 발라드 G-Soul R&B 신지훈 발라드

f(x) 댄스

* *

릴리 M. 발라드 곽승남 (前 인디고) 댄스

EXO 댄스

* *

에이핑크 댄스
헨리 발라드 허각 발라드

레드벨벳 댄스
* *

조미 락
댄스가수 9 2 5 2 3 9

총합 15 10 11 6 5 13

장르 장르 수

발라드 12

댄스 21

락 5

R&B 3

포크 1

랩/힙합 5

<소속 가수들의 주 장르 분석>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귀무 가설 : 소속 가수들의 주 장르는 차이가 없다.

대립 가설 : 소속 가수들의 주 장르는 차이가 있다.

검정 결과 P-Value=0.000로 귀무 가설 기각.
따라서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6개 회사 소속 가
수들의 주 장르는 차이가 있으며 그 중 ‘댄스’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그래프>

주제 선정주제 선정 분석 계획분석 계획
1998년 HOT와 젝스키스, 핑클과 S.E.S를 필
두로 수많은 댄스가수들이 등장하며 차트에
서 댄스 곡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오
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음반보
다 디지털 음원의 중요성이 커졌고, 음악시장
의 규모도 커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음원
유통 시장에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음원 유통사의 4대기업집중률이 90%이르
렀다. 음악계의 이러한 두 흐름의 상관 및 인
과관계를 분석, 예측해 보았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

댄스가수 위주 기획사댄스가수 위주 기획사

글로벌 시장진출(한류)글로벌 시장진출(한류)

댄스음악
제작 증가
댄스음악
제작 증가
댄스음악
제작 증가

대기업
음원유통시장

진출

대기업
음원유통시장

진출

대기업
음원유통시장

진출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증가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증가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증가

1. 2000년부터 인기 있는 음원 장르 상위 50개 중
댄스 곡 비율을 조사한다.

2.  2000년부터 음원 유통사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다.
3.  1.과 2.의 추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댄스음악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원인을 추측한다:

1)글로벌 시장진출(한류)  2)투자대비 높은 수익성
3)댄스가수 위주 기획사

5. 전체 음악 시장의 규모와 댄스 곡 비율을 비교한다.
6.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논리 구조를 세운다.

참고 자료참고 자료

음원유통사

기업집중률

증가

음원유통사

기업집중률

증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2개 회사(SM엔터테인먼트, YG패밀리)의 매출액과 댄스 음악의 비
율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전자공시사이트의 재무제표를 참고했다.

귀무 가설 : 댄스곡 비율과 매출액 증가는 상관이 없다.
대립 가설 : 댄스곡 비율과 매출액 증가는 상관이 있다.

<상관도 검정><두 회사 매출액과 댄스음악 비율 비교 그래프>

검정 결과 P-Value=0.041로 귀무 가설 기각. 따라서
댄스곡 비율과 2개 회사 매출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모두 증가하는 형태)

댄스음악 비율과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와 비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음악산업
백서>의 디지털 음악시장 매출액 추이(단위:억 원)를 사용했다.

검정 결과 P-Value=0.005로 귀무 가설 기각.
따라서 댄스곡 비율과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의 증
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모두 증가하는 형태)

귀무 가설 : 댄스곡 비율과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증가는 상관이 없다.

대립 가설 : 댄스곡 비율과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증가는 상관이 있다.

<상관도 검정><디지털 음악시장 규모와 댄스음악 비율 비교 그래프>

김기덕, 최석호, “창조경제시대의 한국대중음악산업 수직계열화와 생산시스템 분석 2000-2013” (2014)
멜론 시대별 차트 (http://www.melon.com/chart/age/index.htm)

삼성경제연구소 “K팝의 성공요인과 기업의 활용전략” –뉴스위크 2012.2.22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백서’(http://www.kocca.kr)
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2-1 
#2-2 
#2-3

댄스음악
제작증가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증가

대기업
디지털

음원시장
진입

음원
유통시장
4대기업
집중률
상승

[그림2 – 댄스음악 비율 증가와 음원유통사 4대 기업 집중률과의 인과관계][그림1 - 음원유통사의 수익구조]

음원제작 음원유통 수익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