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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을 토대로 국내 음악 산업에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디지
털 뮤직 플랫폼의 변화와 저작권 및 디지털 유통수익 분배 이슈 등에 대해 분석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시도
와 노력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블록체인 시스템 활용의 성패를 논하기보다는 디지털시대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음악 산업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본래적 기능이 어떻게 적용가능하며, 긍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실제적 요소는 무엇인
지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가상)화폐의 구조와 주요기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음악 산
업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파악한다. 아울러 시스템을 적용한 몇 가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국내 음악
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테크놀로지의 고도화 과정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음악 산업
특히 국내 음악 산업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the digital music platforms and digital profit distribution issu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pplication to the Global music industry based on the block chain system. 
This attempt is not to reveal the success of the block chain and the value judgment in the societies that will come in the future. 
How to apply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block chain in the field of the music industry, which has changed a lot in the digital 
era, this paper focused on what we need to work on. First, I will briefly review the structure and major functions of the block 
chain system and the crypto-currency, and examine the link between the blockchain and the music industry. In addition, I will 
focus on some overseas’ cases that are actually applied,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m in the domestic music 
industry. Through this, I expect that this article will become a cornerstone for discuss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usic 
industry, especially the Korean music industry, which is constantly changing du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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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요즘우리는 4차산업시대, 즉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과같은새로운혁신적기술의시대에
살고있다. 이는인터넷보급이후, 정보화와디지털테크놀
로지발전및기술의고도화에따른후속과정이기도하며

이 전 시대와는 다른 인간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일종의전환점이될수도있음을암시한다. 혹자는앞서언
급한 기술이 실제 우리의 일상적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을 위한 미아방지용

위치추적시스템이나버스, 지하철과같은대중교통수단의
배차간격과 도착시간을 실시간 반영해 알려주는 어플리케

이션만 생각해봐도 새롭게 등장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

미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테크놀로지의발달은우리가느끼지 못하
는사이에빠른속도로인간의삶의기저에흡수되고있다. 
단지우리가 그변화의 속도를제대로체감하지못할뿐이

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술적 이슈

가 있다면 블록체인 시스템(Block Chain Syste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비트코인(Bit- 
coin)을비롯한가상화폐의가격이급격히상승하면서투기
성, 사기성움직임이부각됐다. 각종미디어에서는 ‘비트코
인’을중심으로한화폐의투기성뉴스가넘쳐났고이를악
용한사례들과피해를본사람이늘어나면서좋지않은이

미지가 심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사회적인 이
슈로 ‘비트코인’의 악용사례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다보
니 정작암호(가상)화폐의 근본적, 기술적바탕이 되는 ‘블
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혹은
부정적 선입견을 갖기도 했다. 지난해말 금감원의 비트코
인에 대한 발언과 관련 규제 정책을 암시하는 입장표명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준다.1) 

하지만이듬해인 2018년에는전세계적으로블록체인신
기술의 활용 방안과 미래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

루어지고있다는점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올해 1월초 금감원의입장표명이후이를반대하는국민청

원 게시 글이 올라왔으며, 22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강
한 반대로 인해 정부의 입장변화가 포착되었다. 가장 최근
의 이슈인 만큼, 새로운 변화가실시간이루어지는가운데
올해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국내 반응도 꽤 달라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기관에서도 서서히 블록체인
기술적용을준비하는양상을보이고 있으며김정숙(2018)
은 그의 논문에서 초반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적잖이감소하고있으며금융업 및다양한 산업 군에 확장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
특히 최근 블록체인은 음악 산업 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가되고있다. 얼핏음악과는전혀연결고리가없을것
같은2) 블록체인 시스템이과연 어떻게 중요한연결고리를
갖게되는것일까? 뉴미디어, 플랫폼관련기업을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포럼, 워크숍 등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음악산업분야 특히 이와 관련한국

내학계는온도차가크다고할수있다. 실제음악산업및
관련학계의전문가(혹은종사자)의동향분석이나깊이있
는 접근은 전무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3)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음악 콘텐츠와 유통 플랫폼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적용가능한영역중가장핵심적이라판단되는 디지털유

통수익분배이슈등에대해분석적 고찰을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블록체인의 향후 실제적용
의 성패 혹은 긍정부정을 떠나 실제적적용가능한영역을

미리 파악해보고여러 가지 제반적 환경을 분석하며, 궁극
적으로는테크놀로지의발달로빠르게변화하는시대에기

술환경의변화이후후속적조치를하기보다는미리가능

한 미래를 예측하고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전략적 시스템

기능을 선별할 수 있는 산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그러한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한겨레신문 2017.12.28. 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확 빠질 것” 
2)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와 달리 전혀 관련성 없는 직종의 직장인 약 20명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대부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으며 아울러 음악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3)본 논문에 참고한 김정숙(2018), 김혜성(2018) 논문이 일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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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본논문은먼저블록체인시스템과암호(가상)
화폐의 구조와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이 실제 음악 산업 구조 변화에어떻게연결되는지구

체적인 사례와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미국
을 중심으로 상용화된 해외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국내 현황과 미래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해

볼 것이다.

Ⅱ.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구조와 주요기능

블록체인(Block-chain)은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기술이
자 시스템이다. 하나의 블록(block)이란 공간에 기록이 저
장되며 이러한 블록은 서로 연결 (chain)고리를 통해 연결
되고 모두 함께 저장된다. 그리고 그것은 참여자 모두에게
열려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정보를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아래의 <그림 1>을보면좌측은현재중앙관리시스템
을 보여주며 우측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경우

중앙관리자의역할이사라진형태를보여주고있다. 즉블
록에 담긴 데이터는 P2P 방식을 기반으로 체인과 같은 형
태의 연결고리 기반의 ‘분산된(distributed)’ 데이터를 저장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접근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동시에

누구도임의로 내용을 수정및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동시에 임의로 삭제 불가

그림 1. 블록체인의 구조
Fig 1. Block Chain’s Basic Structure
source: https://goo.gl/images/GWcdb4

능하다는점이 또 하나의 핵심기능이다. 중앙 관리시스템
이없어진다는것은관리비용이감소한다는것을의미하며

또 하나는 특정 관리자(국가 혹은 기업 등)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함으로써발생하는사건(해킹, 개인정보유출등)
을 차단할 수 있다.4)

블록체인기술을가장먼저 적용한플랫폼은이미잘알

려진비트코인(Bitcoin)이다. 2009년에만들어진암호화폐
(가상화폐)이며사토시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008)을 
통해공식적으로소개됐다. <그림 2>에서와같이암호화폐
(가상화폐)의종류는다양한데비트코인이외에도이더리움
(EthereumㆍETH), 라이트코인(LitecoinㆍLTC), 리플 (XRP), 
대시(Dash), 모네로(MoneroㆍXMR), 제트캐시(ZcashㆍZEC), 
퀀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사용자들에
의해직접발행이되는데이를통상적으로 ‘채굴’이라는말
로 표현하고있다. 이러한채굴작업을통해블록(코인 1개)
이 생성되며 비트코인의 경우는 약 10분이소요된다. 데이
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 블록에는 사용자의 거래내역과 이

전블록의함수값, 난이도등의기록이포함되며각블록은
바로이전블록의함수값을포함하게된다. 이러한방식으
로 블록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블록체인을 형성하게 된

다. 즉이러한반복된프로세스를통해블록체인은중앙(정
부)시스템의통제없이 수십억 달러규모의거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림 2. 암호화폐의 종류
Fig 2. types of crypto-currency 
source: https://goo.gl/images/rdejTS

4)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도 해킹 사건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나 특정 기관이 이것을 보관 및 관리할 경우 보다 확률적으로 그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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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사토시의 논문 말미에도 언급되었듯이 비트코인

은 ‘이중지불(double-spending)’과 같은불안정성이존재하
며[2], 그 외에도 각종 투기행위, 거래소사기, 돈세탁 등과
같은사회적문제를가능케한다. 실제이러한문제점이현
실화되면서 관련 규제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트코인의단점을보완한형태의다양한암호화폐가만들

어지고있으며같은암호화폐도버전이업그레이드가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중이다.

Ⅲ.  블록체인과 음악 산업: 저작권과
수익분배 이슈

앞 장에서 살펴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핵심은

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중앙관리시스템이사라지
므로관리(기록)비용이줄어들고둘째, 세세한기록이모두
보관되며임의로수정이불가하므로데이터에대한신뢰도

가높아질것이다. 이러한특징은디지털화를통해큰변화

를 겪은 음악 산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이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은 ‘수익분배’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 여
기서는 먼저 국내 음악 산업의 주요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현재갖고있는문제점이 무엇이고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적방안에대해고민해볼것이다. 물론 본고는블록체

인을 활용한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집중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아래 <그림3> 은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전세계음악
산업의수익변화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을기점으로 음
악 산업에도 본격적인 디지털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피지컬 음반 즉 유형의 음반 (CD를 포함한 레코드
판, 테이프등) 판매수익이급격히감소하고있음을알수
있다. 2001년부터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디지털 음원
수익의 변화 폭은 크지 않지만 서서히 증가해 2015년에는
피지컬 음반수익을 추월하는 현상을 보였다.5) 여기서 한
가지더 눈여겨보아야 할것은공연권(Performance Right)
과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6) 의 수익이 증가하
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음악산업에있어서무형의디지털

5) IFPI(국제음반산업협회)에 의하면 2015년 디지털 수익이 66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처음으로 피지컬 음반 수익을 앞질렀다. 이듬해 2016년에는 
78억 달러 규모로 18.2% 성장세를 보였다. (음악백서, 2017)  

6) 싱크로나이제이션: 영상과 음악의 타이밍을 맞춰 넣는 것으로 영화,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영상에 음악을 삽입하는 것을 말함. (김진우 외, 
뮤직비즈니스바이블, 2016)

그림 3. 글로벌 음악 산업 수입액 (1999년-2016년), 출처: IFPI, 2017
Fig 3. Global Recorded Music Industry Revenues 1999-2016 (US$ Billions), source: IFP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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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및스트리밍월정액으로소비가변화하면서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커지게 되었다. 초기 불법으로 다운을 받거나
무료스트리밍을 하던 시기를 거쳐 2003년 이후에는 음원
유료화사용이안정화되었고7) 이에대해국내에서도음악
저작권법이발의되면서이와관련한저작권수익이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수익은실제저작권협회를통해정
산되는데 음악저작권에는 작사가와 작곡가 외에 실연자8), 
음반제작자등의저작권 외에 저작 인접권등의다양한개

념이 포함된다[3].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
이며 또 시간이 오래 경과될수록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

권리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한다. 저작권협회 내에서
데이터 수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거 정리되지

않은 혹은 잘못 기재된 정보로 인해 여전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4차산업시대에는인간이만든저작권외에인공
지능(AI)이만든저작권에대한이슈가새롭게제기되고있
다. 김혜성(2018)은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➀ 기본적인
사항만결정해입력하는정도의 자동화된 유형과 ➁ 사람
이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인공지능과 상호작

용해만든유형으로분류했으며, 두가지경우모두창작성
을인정해야한다고봤다. 그러나실제저작권수익분배에
관한 문제는 인공지능 제작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 사

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4]. 이
처럼음악관련저작권 이슈는다른저작권이슈보다모호

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더해져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

우가 많으며 향후 인공지능의 저작권 문제까지 더해져 향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이슈로 수익분배 문제를 들 수 있다. 
수익을효율적으로배분하지못해생겨나는마찰은어디든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음원이 mp3와 같은 무형의 음원으
로 소비되면서 온라인 음원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해졌다. 기존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음원유통사는 제
작사혹은개인과 직접 음원계약을 맺게 되는데일정수수

료를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음원의 온라인 유통

과 마케팅 및 홍보 업무를 대행한다. 궁극적으로는다양한
온라인유통채널을 확보해최대한매출을 늘리는것을목

표로하는것이다[3]. 뮤지션 혹은 작사·작곡가개인이직접
계약을맺기도하지만일반적으로제작사나기획사를통해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음악을 만든 작사·작곡
가 그리고 실연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거쳐할 많은 단계들

로 인해 적절한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 곡을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사와의 계약은 거의 필수적이게 되었다. 여기
서 온라인 유통사는 이동통신사업자 혹은 온라인 음악 사

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 이상의 기업에서 역할을 담당

했고, 향후자사유통하는음원을차트에노출시키는등부
작용이 잇따르기도 했다.9)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상

세 데이터 기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하나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현재의 음원 유통구조에
서는저작권자가얻을수있는수익이매우적다. 예를들어
무제한 스트리밍 월정액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음악을 1번
재생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대략 6원이다. 이에 대한 수익
분배는제작사 44%, 음원사이트 40%, 저작권자(작사, 작곡
가) 10%, 실연권자(가수 혹은 연주자) 6%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만약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제작사와 음
원사이트(유통사)의역할이대폭줄어들면서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배분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전망가능 한 것

이다[5](<그림4>, <그림5> 참조).
<그림4>를 보면 현재의 음원 유통분배 구조를 보여주
고 있는데 소비자가 9.99달러를 지불하면 중간 로열티, 유
통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약 1.4달러가 아티스트에게 지불
되는데 이것 또한 아티스트 전원에 대한 지불액이므로 뮤

지션이 5명이면 이를 1/n로 나눠야 한다. <그림5>의 경우,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했을 경우 중간 제작사와 음원사

이트의 역할이 사라지고 중개수수료 부분이 모두 뮤지션

7) 2000년대 초반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했던 많은 음악사이트는 주요 수입원이 온라인 광고와 전자상거래 및 부가콘텐츠 판매였다. 2003년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료화하면서 서비스를 유지할 만큼의 유료 회원유치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사이트들이 문을 닫게 됐다. 

8)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며
실연에는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참조). 

9) 자사에서 유통하는 음원을 차트 상위권에 ‘추천’이란 타이틀을 넣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top100 과 같은 차트 위주로 듣는 점을 악용해
자사유통음원을 차트 순위권에 진입시키려는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데일리, 2013년 1월 3일자 뉴스 “음악사이트 추천은 낙하산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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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돌아가게되는데이를 PPP(Pay Per Play) 방식이라고
한다. 즉 소비자(리스너)가 직접 아티스트(뮤지션)에게 지
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가 실현된다면 무엇
보다 뮤지션의 수익이 상승되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음악 산업 생태계의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음악산업에 있어 블록체인 시스템은 물론 암호화

폐의활용도주목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전세계적으

로 유튜브채널을통해알려지듯음악산업계는 더욱 글로

벌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뮤지션과 해외 사이트에서 특정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SNS를 통해 뮤지션 혹은 스타들
과 직접소통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자신이좋아하는아티스트의음원및머천다이즈를

구매하고 싶을 경우 우리는 달러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영미권을 포함한 국가일 경우 그나마 수월하지만 그렇지

그림 4. 현재의 음원 유통구조
Fig 4. current structure of music industry of distribution, source: music-coin white paper

그림 5. 블록체인 시스템의 PPP 구조
Fig 5. PPP(pay per play) structure in blockchain system, source: Music-coin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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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국가의경우는여러가지로제약이생길수있다. 만약
암호(가상)화폐를사용한다면어떨까? 또중간유통비가훨
씬 줄어드는 암호(가상)화폐를 사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에게더많은수익이돌아갈수있다면? 그리고궁극
적으로 음악을만들고 노래(연주)하는 사람이이러한 활동
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수익을 얻고

더좋은음악을만들어 낼수있다고가정하면암호화폐의

활용은 향후 음악산업이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

그 이상의 대안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의 블록체인 연구소(BCI: 

Blockchain for Creative Industries cluster)에서는‘Music on 
the Blockchain’이란 주제로 음악산업에의 블록체인 적용
과그 가능성에대한연구를 진행했으며 먼저 블록체인기

술에대한조사와음악산업에미칠영향및가능성에대해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다[6].

1 음악저작권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As a networked database for music copyright information

2 신속한 처리와 마찰이 없는 로열티 지급 문제
Facilitating fast, frictionless royalty payments

3 밸류 체인을 통한 데이터의 투명성 제공
Offering transparency through the value chain

4 대체 자본 출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공
Providing access to alternative sources of capital

표 1.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변화 가능한 음악 산업의 네 가지 영역
Table 1. Four areas of the music industry transformed through the block 
chain system 

앞서 언급한 음악저작권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블록체인은 여기에 네트

워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원활히 제공해줄 수있을것

으로예상할수있다. 또한이러한데이터베이스기록은특
별히관리자가존재하지않으므로비용적인측면에서도효

율적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뮤지션의 해외공연이나
로열티 지급에 있어서 실제 어려움이 많다. 화폐가 통일된

다면 이러한 로열티 지급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와 마찰이

발생할확률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가치체인
을 형성해 데이터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적용가능한영역이며, 현금이아닌암호(가상)화폐
의 활용을 통해 대체 자본에 대한 접근성 또한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요소다. 특히 음악관련 회사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드 펀딩(seed funding)10)과 같은 투

자 개념 도입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11)과 같이음악을좋아하는사람들이조금씩투자

해서 음악활동을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다면

블록체인과암호화폐의활용은더욱유의미한가치를갖게

될 것이다. 
다만이것은하나의이상적인대안이며실제적으로이를

위해서는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일테
면이처럼새롭게탈(脫)중앙적인시스템하에서모두공정
한거래(fair trade)를할수있을것인가? 그리고현재도발
생하는 이를 악용한 여러 사례들이 발생했을 시 중앙관리

시스템이없는경우어떻게관리할수있을것인가? 그리고
현재국내음악유통사들은이러한상황에즐겁게동참하길

원할 것인가? 기존의 플랫폼을 버리고 이용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으로거부감없이 이동할것인가? 등등많은질문과
과제가 남겨져있다. 

Ⅳ. 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앞 장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암호(가상)화폐가 어떻
게 음악 산업과 연결이 되며 또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실제 블록
체인 시스템을 적용한 혹은 일부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적인측면에서는구체적인형태로암호화폐가쓰이는음악

서비스모델이상용화되었으며아울러블록체인시스템을

적용해음악산업의 새로운생태계조성을 위한 주제의학

술적연구또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해외사례에비하

10)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자본을 투자 받는 것을 의미. 
11)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한 단어.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웹상에서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는 것을 의미함. 주로 초기 자금 여유가 없는 벤처사업가나 예술가에게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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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국내의움직임은매우미약한수준이지만 최근 음악서

비스 관련 주요 기업들의 미래 전략발표와 움직임을 통한

지각변동이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되었으며 해외 관련 기업

과협업을하고있는국내기업을 중심으로활기찬 변화의

움직임또한활발히전개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현재는
암호(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국내외 동향 및 블록체

인을활용한특징적음악서비스를중심으로분석적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스포티파이(Spotify): 로열티 문제 해결 위해
블록체인 도입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가 지난해 2017년 4월, 블록체
인기술회사 '미디어체인 랩(Mediachain Labs)'을 공식 인수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체인랩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음악의 창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컨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모두적절한보상이이루어지는시스템을개발중

이다. 한편 스포티파이는 실제 서비스 중인 음악의 작곡, 
작사 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로열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사실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음악출판사 협회(NMPA)와 법적분쟁에 휘말
려 약 3천만달러(한화 338억원)의합의금을 지급한사례도
이슈가됐다. 이번 미디어체인랩의인수건은향후스포티

파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작

사, 작곡가에 대한 로열티 지급과 보상체계 시스템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파악된다. 

 “ The mission of Mediachain Labs has been to build a 
more connected world for creators. Inspired by the 

disruptive technology behind Bitcoin, we set out to explore 
how the next generation of blockchains and open, 

peer-to-peer protocols would empower creators to better 
reach their audiences and ears a living.” 

- Mediachain Lab Team12)

미디어체인랩은 ‘창작자들에게보다서로밀접히연결된
세상을만드는것’이사명이라밝히며, 비트코인뒤에존재
하는파괴적기술(블록체인)에영감을받아, 차세대블록체
인과 개방형 P2P (peer-to-peer) 프로토콜을 통해 창작자들
이 보다 음악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또 이익을 정당
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12) ZDNet의 'Spotify acquires blockchain startup Mediachain to improve music attribution' (검색일: 2018/08/05)
    https://www.zdnet.com/article/spotify-acquires-blockchain-startup-mediachain-to-improve-music-attribution/

그림 6. 스포티파이와 미디어체인
Fig 6. Spotify and Mediachain,  source:  https://goo.gl/images/rQmM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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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실제음원의로열티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다. 과거 애플(사)에서
아이라디오서비스를준비하면서음원로열티문제를해결

하지못해난항을겪었던점, 그이후음반사와의음원로열
티인하조정을위한시도가이슈가되기도했다. 뿐만아니
라 광고수익으로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Youtube)의 경우도 약 20억에 가까운 로열티
를지급했으나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수많은뮤지션들
에게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음원로
열티 문제의 핵심은 창작자와 소비자 간에 중간 유통업체

가 존재함으로써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저작권관련정보가불투명하다는데있다. 스포티파
이는바로이러한 문제의핵심을블록체인기술을통해보

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 피드밴드(FeedBands): 대시(dash)13)에 기반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뮤직큐레이팅과크라우드펀딩서비스를결합한형태의

음악서비스 피드밴드(Feedbands)는 독특한 사례다.  여기
서 우리는 다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의 산

업규모가점점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뮤지션과창작자

의수익은크게늘어나지않고있는현실에다시한번주목

할필요가있다. 최광헌, 김준익(2017)에의하면, 사운드클
라우드 (Sound Cloud), 스포티파이(Spotify), 밴드캠프
(Band Camp)와같은실제이용자수가많은스트리밍서비
스기반의음악플랫폼기업들이외형과매출은성장하였지

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비용과 컨텐츠 저작권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저작권료 지

불에 사용하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7]. 
이러한 점에피드밴드서비스는 하나의대안이될수있

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티스트는 플랫폼에 음악을 무료
로 업로드할 수있고사용자는자유롭게 음악을선택해서

업로드한음악을듣고투표를할수있다. 투표를통해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뮤지션은 음반제작에 선정되며 선정된

뮤지션에대한 펀딩을 받아 음반은 제작된다. 이음반에는
스트리밍을통해미리들어본곡외에도미공개 곡들이수

록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구매자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뮤지션과 관련된 티셔츠나
모자와 같은 상품(goods)을 함께 판매하는전략도 함께 진
행된다. 이사이트를이용하려는사람은월 4달러를지불하
면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하고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추가
적으로 매달 선정된앨범을구매하고싶다면 25달러, 앨범

13) 대시(Dash)는 암호화폐의 일종이며 비트코인과 비교해 익명성이 보장되며 추적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7. 피드밴드 사이트의 메인화면
Fig 7. Feed Bands main page,  source: www.feedba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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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티셔츠도 함께 구매하려면 45달러를지불하면된다. 피
드밴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대시(Dash)를 사용하고 있
으며홈페이지메인에는다음과같은안내문구가적혀있다

(<그림 7>의 우측 중간 부분 문구 참조).

“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악을 피드밴드에 업로드하고 판
매함으로써 암호(가상)화폐로 수익을 얻는다. 수수료는 1
센트도들지않으며, 우리는아티스트에게수익의 99.9%를
지급한다.”

3. 레코드그램(RecordGram): 블록체인 활용한
모바일 레코딩 스튜디오

음악을듣기위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검색

을 해서 광고를 시청 후 원하는 음악을 영상으로 보거나

혹은 특정 음악사이트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곡을 듣는

다.14) 한편 앞서언급했듯이음악은국가나장르를초월하
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국내 음악사이트를이
용해서는 들을 수 없는 해외 인디 뮤지션이나 콜라보음원

은로열티문제에 있어서더욱복잡한프로세스를갖게된

다. 더군다나 나라마다 화폐의 단위가 다르다보니 음악은
이미 글로벌화 되었지만 그 프로세스는 글로벌화 되지 못

한상황인셈이다. 한편, 뛰어난실력을지닌뮤지션이라도
음악을 녹음하려면 적지 않은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이미

누군가 작곡한곡을쓰고싶어도그절차와저작권 해결과

정이 복잡해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레코드그램(RecordGram)은이러한문제를해결할 수있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서비스는먼저 암호화폐의 하나
인 튠토큰(Tune Token)을 통해 화폐를 하나로 통합했다.  
글로벌 음악소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고자 레코딩 시스

템 환경을 모바일에서 구현했으며, 작곡가들이 올려놓은
곡에 자유롭게 가사를 붙이거나 편곡을 하거나 연주 레코

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만들어진 영상은 공유도 가능하다. 기존의 레코딩작업프
로세스(프로듀싱, 로열티를 지급하고 곡을 선정, 스튜디오

녹음등)의시간적, 금전적손실을줄이고모든것을모바일
에서 구현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다름 아닌 곡을
만드는 송라이터들과 뮤지션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음
원에 대한 로열티의 공정한 분배라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 테크놀로지의 고도화 현상으로 시공간적으

로밀접한네크워크가구축되었고실시간소통이가능해졌

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다. 음악산업은 결국 음악에 대한
니즈와소비가 증가하면서발전한다. 이를 위해 화폐의 통
합과현대인에게필수품이되어버린모바일을활용한레코

딩시스템구축은무척매력적인아이디어다. 물론이를위
해서는 최소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유저를 확보

해야하며튠 토큰, 암호화폐의 확장과 안정적 기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레코드그램은 2015년 미국에서 프로듀
서 출신인 에릭 멘델슨(Eric Mendelsohn)에 의해 시작되었
다. 최근엔 블랙아이드피스(Black Eyed Peas)의 윌아이엠
(Will.i.am) 등이참여하면서주요미디어에소개되고있다. 
국내에도 유튜브 채널 및 IT관련 소식을 다루는 미디어에
의해 소개되며 인지도를 얻고 있다.15)  
이밖에도 영국의싱어송라이터이모젠 힙(Imogen Heap)
이자신의신곡을발표해화제가됐던이더리움기반의 ‘우
조뮤직(Ujo Music)’, 국내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니지
만 저작권 투자가가능한 옥션 플랫폼뮤지코인(Musicoin) 
등이 있다[8]. 각 서비스의 특색과 활용법은 다르지만 궁극
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불필요한 유통단계의

비용을 줄여‘창작자와 뮤지션의 수익률을 보다 높이고 투
명한시스템을통해공정하게수익을나누는것’이라할수
있다. 다만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몇몇작은 신생업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힘들다고 생각하

며,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공감하
고음악생태계를건강하게바꾸려는사회적의식변화가우

선적이라 생각한다. 
한편 국내스타트업 메이크어스(makeus.com)는 최근거
대자본을투자받았다(SK텔레콤 100억, 네이버 30억). 메이
크어스가운영하는미디어채널딩고뮤직은일반적인영상

화면이 ‘가로형’이라는 점에주목해 모바일의 세로형화면

14) 이데일리, 2018년 5월 22일자 뉴스 "한국인, 음악 감상도 '유튜브'" 
15) 뮤지션이 만든 모바일 스튜디오 ‘레코드그램’과 암호화폐 ‘튠토큰’  (비석세스,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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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한 ‘세로라이브’를 런칭했으며참신한 아이디
어와 탄탄한 컨텐츠 개발 등이 투자유치의 성공요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017년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은 9억뷰, 
페이스북채널은 28억 뷰를넘어서면서국내음악생태계
지형변화를이끌고있는미디어플랫폼선두주자로평가받

고있다. 이처럼작은스타트업회사의경우는자본력이적
은만큼 아이디어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가장중요하다. SK텔레콤의투자결정은앞으로성장가능
성이 높아 보이는 딩고뮤직(메이크어스)에 투자해 새로운
음악유통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
보다 SK텔레콤은딩고뮤직컨텐츠를중심으로 하반기 자
사음원스트리밍플랫폼을구축할계획을갖고있으며, 이
외에인공지능(AI) 및블록체인등신기술을도입한음악사
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상용화된 부분은 없지만
올해하반기이후 SK텔레콤과딩고뮤직이 함께 선보일 영
상모바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감을 갖게 된다. 또한 메이크어스는 네이버
의 플랫폼에 자사의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하여 ‘네이버
-KTB 오디오 컨텐츠전문투자조합’이란형태로상생협력

안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 할 수 있
다. 또한 드라마, 뷰티, 미용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딩
고’와 라이브 위주의음악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딩고뮤
직’ 채널은주 타켓층이 10대에서 30대사이가 큰폭을 차
지하는데 바로 이 점은 투자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가 되었을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메이크어스의 딩고서비
스는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없지만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카카오

3.0에 맞서 SK텔레콤과네이버의 거대자본을 배경으로충
분히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내라고 규정짓기는 힘들지만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

으로사업을키우고있는비손컨텐츠(Pison Contents)도주
목해볼필요가있다. 비손컨텐츠는스포티파이, 유튜브, 아
이튠즈와의 유통 직배권을 소유했으며 AI를 활용한 작곡
등의 서비스를 준비중인 포자랩, 인터랙티브 플랫폼 달콤
소프트 등 20여개 업체와 Musician First Alliance(MFA)16) 
라는 이름으로 협약을 맺고블록체인시스템을활용해 ‘뮤
지션이 가장 우선’이 되는음악환경을만들겠다는 강한의
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 MFA 홈페이지: http://musician1st.org

그림 8. 레코드그램 모바일화면
Fig 8. mobile page of Recordgram
source: https://goo.gl/images/h43D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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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조와암호화폐의 기능적

측면이 어떻게 음악 산업과 연결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플랫폼, 저작권이슈와로열티, 수익분배의측면에서살펴
봤다. 아울러몇몇상용화된해외사례분석을통해실제적
으로 가능한 부분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또 아

직 속도가 느리지만 국내 동향 및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가지주목할점은과거에는이러한동향이나사
례들을국내와국외로나눠서살펴보는것이일반적이었으

며현재로써도블록체인시스템을직접적으로활용하고있

는예는미국을중심으로다수존재하지만 앞서언급한대

로 플랫폼도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팀잇(Steemit)은 한국어 카테고리를
별도로구성해한국지사와의협업을통해컨텐츠를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지부의 역할이 적잖이 커지고 있다. 따
라서 국내 혹은 국외 서비스로 한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딩고뮤직 서비스의 경우도 페이스북, 유튜브
와같은글로벌서비스를이용한플랫폼 채널 확장으로단

순히 국내 서비스라고 한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국내 적용되는 방식과 지점은 정해진 공식이 존

재하지 않는다. 이미기존에상용화된해외 사례를 벤치마
킹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되겠지만큰 틀에서사업의확

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블록체인과 암호(가상)화폐
의 도입은 디지털 음악산업계에 분명히 긍정적인 대안이

될수있다고판단된다. 다만여러가지전제조건이해결되
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이 기술(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음악 산업의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논의하는것이시급하다할수있다. 현재미국과
일본은물론동아시아타이완, 홍콩, 중국에서도이와관련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학계에서도 앞으로 다

가올 미래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고민

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영국미들섹스연구팀의보고서(2018)에의
하면, 여전히블록체인을잘활용할것인지아니면이에반
대할것인지 다른 두견해의 논박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

며 또 그것은 마치 흑백논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the de-
bate between ‘for’ and ‘against’ camps has at times seemed 
black and white), 현재미디어를포함한특히음악관련산
업은이미이기술의 다양성(diversity)에많은것들을 적용
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블록체인기술이음악산업에 중요한영향을줄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로 음악저작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

고이를네트워크화할수있다는점,로열티지급의공정성
과 빠른이행(移行)성, 중앙시스템이아닌 개개인의네트워
크 밸류(value) 체인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명확히 제시
하고있으며이는현국내음악환경에있어서도 하나의대

안적 요소로 파악된다. 
필자는 현재 국내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시스

템의 기술적 효용 보다는 비트코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점에주목해볼때,  마커스오데어(Marcus O’Dair)
가 제시한관점은현재우리에게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생

각한다. 즉,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결과적 ‘생산물(pro- 
duct)’이아닌다양한분야에적용가능한과정적인의미의
‘기술적시스템(technological system)’인것이다. 이미세계
적인추세는각종산업분야를 비롯해학계내에서도 블록

체인의 활용 가능성을타진해 적용해나가고있으며 국내

의 경우도 실시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본고는 국내에서도여전히끊임없이갑론을박이어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가닥친현실을즉시하고미

리준비하자는데궁극적인목적을두고있다. 지난과거를
통해배운것은빠르게변화하는기술의속도에 비해 삶의

변화를감지하는속도는매우느리며 또한 필요한여러장

치들은 뒤늦게 만들어지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미리 구체적인 가능성과 방향

성을 고민하고 분석한다면 실제 당면한 현실 속에 발생하

는여러가지문제점의수준이낮아질것이라희망한다. 아
울러이와관련한학계에서도기업과 함께 산학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열고 새로운

음악 산업 환경과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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