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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value of music industry in Korea is not distributed and calculated properly, and this obstacle brings various 

problems in a creative environment. Meanwhile, a new business model such as Open Collaboration, Crowdsourcing 

and platform that makes decisions and innovation from external resources has been appeared in commercial area. 

This new model like a composer delivers to consumers directly through Youtube.com, and multi collaboration is applied to 

the music industry, and it enables a new type of mechanism for creation, distribution, division, and calculation of music.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empirical study of the music market because existing relative researches has been 

centered around fundamental concepts and application methodologies. This research defines Open Collaboration 

Platform in the music industry, and studies affecting factors of Participation Intention for example Justice,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Perceived Value.

For a survey we apply PLS(Partial Least Square) to analyse Equity, Information System Quality and structural 

equation between Perceived Valu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Analysis results show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affects Platform Trust, and Service Quality, Economical Value and Emotional Value affects Platform Usefulness. 

Also Platform Trust and Platform Usefulness affects Platform Participation Intention. We discuss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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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각국은 TV, 출 , 게임, 화, 음악 등의 

창조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주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새정부가 출범한 이 후 창

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경

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7].

재 국가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창조산업

의 매커니즘에 해서, 노 석[5]은 창조산업은 창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 자산을 1차 인 요소로 

새로운 재화와 용역의 창조, 생산,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 다[5].

음악산업은 창조경제의 표 인 산업군으로 작

곡자 혹은 작사자의 창의 인 아이디어에서 하나

의 음원이 탄생하고 이 음원이 유통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분배, 정산하는 매

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음악산업의 분배, 정산은 많은 문

제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한국에서 정산받은 

작권료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었다.1)

음악산업의 창의 인 아이디어에 한 부가가치 

창출이 제 로 된 분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지속 인 창의 인 아이디어의 시장 진출은 

어려워 질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WEB 2.0의 시

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특히, SNS(Social Net-

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의사소통의 더욱 쉽게 

이루어지면서 개인, 기업, 정부의 소통에 경계가 

없이 구나 쉽게 정보를 달하고 교류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시 가 되었다.

SNS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 에 기반한 의

사소통의 신은 정부나 기업의 의사결정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은 

1) 부일보, ‘강남스타일’ 싸이 작권료 수입 3천 600만 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 

idxno=812304, 검색일 2014년 1월 20일.

기업 내부의 자원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한 의사결정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들의 참여와 같은 기업의 외

부 자원을 활용하여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바

었다. 표 으로 개방형 업(Open Collaboration)

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 있다.

음악 산업에서도 조직 외부의 자원을 활용한 서

비스 모델의 등장하기 시작하 다. 표 으로 유

투 의 경우 자체 으로 음원  동 상 콘텐츠를 

유통받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정부, 기업, 개인 등 구나가 음악이나 동 상 콘

텐츠를 유투 에 올려서 SNS를 통해 빠르게 달

되고 소비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 참여 로젝트를 통해 

동을 통해 창작을 하는 시도하는 ‘유튜  심포니 

오 스트라(YouTube Symphony Orchestra)’와 

같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9].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음악산업 시장보다 간의 

유통단계가 어들고 자연스럽게 분배 정산의 단

계가 어들면서 창의 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작

곡자, 작사가와 같은 권리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일어나고 있

으며,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음악산

업의  참여와 조직 인 업이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련된 연구로 개방형 업, 크라우드 소싱, 

랫폼에 한 개념이나 용 방법론에 한 연구

는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참여의 핵심주체인 조직

외부의 자원인 일반 이 개방형 업 랫폼의 

참여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14].

본 연구의 목 은 이러한 에서 음원 콘텐츠

의 제작 유통 분배 정산을 의 참여를 기반으

로 하는 개방형 업 랫폼 서비스 모델을 제시

하고 나아가 기존의 산업 모델보다 좀 더 공정하

고 새로운 가치를 할 수 있는 개방형 업 랫

폼의 참여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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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음악 콘텐츠 산업의 황  망

한국의 음악 콘텐츠 산업은 아이돌을 심으로 

하는 2세  한류에 힘입어 부신 성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2세 의 한류가 지

속성문제 내지는 반 인 음악 콘텐츠 산업의 

작권료 분배, 장르의 편 성, 유통구조의 성 

등 여러 측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에 하

여 음악 콘텐츠산업에 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2.1.1 작권료 분배의 문제

작권료의 분배의 가장 핵심 인 문제 은 

작권료를 분배함에 있어서 유통사와 신탁 리자 

그리고 작권자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구조를 만들기 해서는 유통사와 신탁 리

자 그리고 작권자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유통

련 로그데이터의 신빙성에 한 작권자의 신

뢰를 할 수 없는데서 시작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일환으로 표 로그데이터를 도입하여 

이익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이익분배구조를 마련하기 해서는 

표 로그데이터만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표 로그데이터에 하여 

립 인 입장에서 감독(감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보여 진다. 

감사구조는 정부가 문 인 기 을 출범하여 

표 로그데이터에 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지만,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유통까지

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 공 자 모두 같이 참여하

게 하여 콘텐츠에 한 ‘권리’를 공유하게 하여 각 

이해 계자들에게 감독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한 고려해 볼 수 있다. 

2.1.2 장르의 편 성 문제

한국의 주요 음원 유통 랫폼의 통계에 따르면 

스곡과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차트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장르의 편 성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 

장르의 편 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주 소비층인 

10  심의 뮤직비디오와 음악 문채  등 상

매체와의 연계가 두드러지며 유통 경로 개척을 

해 드라마 곡 주의 테마 음악 비 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음악 환경이 격하게 변화

하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데뷔를 해도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성공

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장르의 음악을 우선 으로 

하게 되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부분의 가수가 앨범 1～2개 내고 사라져 우수한 

아티스트가 부족하고 발굴도 어렵게 되었다. 한 

유통사의 입장에서도 편 된 장르에 한 지원만 

극 으로 하기 때문에 우수한 아티스트들이 매

장되기 십상이다.

특정 장르에 한 편 성이 극심해짐에 따라 음

악 콘텐츠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있다. 음악의 다

양성을 가져다  수 있는 인디음악 시장을 심

으로 다양한 콘텐츠는 지속 으로 창작되고 있으

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달되지 못

함으로써 결국 사장되고 장르 편 성은 더욱더 심

각해지고 있는 실이다[19].

2.1.3 콘텐츠산업의 미래 망

콘텐츠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역할이 확

되고 있다. 표 으로 일반인들이 창작한 웹툰을 

유통하고 있는 Daum의 웹툰, 일반인 작가들이 소

설을 유통시킬 수 있는 Joara.com, 이런 문 으

로 특화된 분야를 다루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아

 장르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방송

을 구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Afreeca.com 등 소비

자가 직  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개방

형 랫폼의 성공 인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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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 W. Chesbrough Open Innovation,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3.

[그림 1] Chesbroug의 오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음악 콘텐츠산업에 시사 하는바

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우선 이런 

개방형 랫폼은 에서 제기하 던 제일 큰 문제

던 유통사와 신탁 리단체 그리고 작권자의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소비자가 문

인 감사기 의 도움을 받아 개방형 랫폼의 감사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로그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개방형 랫폼은 무한한 창조

능력과 창의성을 지닌 소비자들의 재능을 발휘함

으로써 지 의 음악 콘텐츠산업의 당면한 과제인 

장르의 편 성을 해결 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개방형 랫폼은 음악 콘텐츠산업의 모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인 해결책이라고 말 할 

수 는 없으나, 다른 콘텐츠산업에서의 성공사례에 

기반 해서 볼 때 음악 콘텐츠산업에서의 개방형 

업의 신 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2 개방형 업 랫폼

개방형 업 랫폼에 한 이해에 앞서 이런 

랫폼의 핵심개념인 개방형 업에 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개방형 업은 오 이노베이션을 처음으로 주장

한 Chesbrough의 주장을 근간으로 한다[24]. 이

후 Chesbrough의 주장을 기반으로 오 이노베이

션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등 개념으

로 확장되어 연구되어 지고 있다. 

국내의 학자 이 기는 개방형 업을 ‘조직  

개인이 폐쇄 이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 인 업을 통하여 신 인 신서비스 아이

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

기 한 비즈니스의 수단’이라고 정의하 다[14].

랫폼에 한 정의는 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제조업분야에서는 랫폼

을 다양한 제품의 토 (기반)이 되는 요소(핵심모

듈)이라고 보고 있고, 기술경  분야에서는 랫폼

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핵심 인 기술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학 인 인데, 산업

경제학에서는 랫폼을 둘 이상의 참여자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거래를 개하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 이런 산업경제학 인 의 랫폼은 

기존의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 그리고 양

면시장(Two-sided market)등의 개념을 내포하게 

되며, 술한 오 이노베이션이나 개방형 업, 그

리고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등의 개념

들은 랫폼이라는 매개체에 내재화 되면서 랫폼

이 진화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리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보는 개방형 업 랫폼 역시 산

업경제학 인 에서의 랫폼과 오 이노베이

션이라는 개방형 업의 개념이 서로 어울러 지면

서 태생하고 있는 새로운 랫폼의 형태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산업에서

의 개방형 랫폼의 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구체 으로 음악 콘텐츠산업에서의 개방형 업 

랫폼은 음악의 창작단계에서부터 음악의 제작, 유

통, 소비까지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에게 오 하여 신을 가져오는 랫폼

이다. 음원이 만들어지기  단계인 창작단계에서

는 작곡가와 작사가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상호

간의 커뮤니 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

게 된다. 제작단계에서는 앨범의 디자인에서 로

듀싱 등에 장 을 가진 개인이나 엔터테인먼트 기

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유통단계 한 음

원에 하여 유통을 원하는 유통사든지 개인들이 

자체 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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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방형 업 랫폼 로세스

로세스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출된 수익에 

한 분배 역시 개방 인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참

여자가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고질 인 문제 던 참여자사이의 신뢰

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모든 단계에서 개인이던 기업이든 모

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 인 방식을 취하

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서술하는 랫폼 

한 산업경제학에서 논하고 있는 랫폼과 일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공

리주의 경제학, 심리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이론이며, 인 계의 시작, 강화, 지속, 유지 등을 

설명하기 하여 발 되어 왔다. 사회교환이론은 

개인과 조직 사이의 계를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32].

사회  교환이론에 의하면 모든 교환은 개인의 

경제 , 비경제 인 요소를 활용하여 자기이해를 

구성하며 이런 자기이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

인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15]. 사

회  교환이론은 개인이 조직과의 상호작용에서 

조직의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보상에 한 조직

의 행동이 강화(Reinforcement)가 되어,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가 형성된다. 이런 태도는 조직에 

한 의인화 된 평가(Anthropomorphic ascrip-

tion)되어 조직에 한 우호 인 태도 는 참여 

의도나, 신뢰, 조직에 한 충성도를 형성하게 된

다[32].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계는 2가지의 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 인 의미의 경제

 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서 욕구의 교

환 계이다. 이런 사회․정서 욕구의 교환 계

는 개인에 한 조직의 존 , 자기존 , 참여 그리

고 존경 등의 욕구가 포함된다[15]. 경제  의 

교환은 비용과 효익에 한 인지  평가를 통하여 

조직에 한 단을 내리는 반면 사회․정서

욕구의 교환 계는 개인에 한 조직의 존 , 자

기존 , 참여 그리고 존경 등의 욕구를 만족시킴

으로써 조직지원지각(Perceived organizationanl 

support)을 유발하게 되며, 이런 조직지원지각은 

조직의 공정성에서 기인하게 된다[23, 52]. 조직의 

공정성은 차 인 공정성(Procedural justice), 

분배의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배의 공정성이란 “결과물에 한 배분

과 련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차의 공정성은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기 하여 사용된 수단, 

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한 구성원의 인식정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이런 분배의 공정성과 

차  공정성은 개인들이 조직의 조직지원지각과 

깊은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43]. 

종합하면 조직에 한 개인의 신뢰나 참여를 유

도하기 해서는 차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

에 한 개인들에게 정 인 인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이 어떠한 개인에게 신뢰를 구축하기 한 

방법으로는 조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되는 

것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27]. 한, 어떠한 조직이 조직에 

참여자들을 극 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공헌

에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인지는 참



166 이동민․이  룡․송 주․김 용

여자들의 행   감정  상태와 요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참여와 조직지

원에 한 지각을 높일 수 있다[36]. 즉, 분배․

차  공정성은 조직지원에 한 지각이나 조

직구성원의 참여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래의 개념도의 당 성이 증명될 수 

있다.

[그림 3] 분배/ 차의 공정성과 조직지원지각, 신뢰, 
참여의도와의 계

분배․ 차의 공정성과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개방형 업 랫폼의 계에 하여 살펴보

자면, 개방형 업 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한 문

가  소비자들의 객 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은 그들에게 차의 공정성에 한 신뢰를 

 수 있다. 신뢰는 조직 즉 개방형 랫폼이 개인

에게 존 , 자기존  그리고 존경 등의 욕구를 만

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지원지각을 유발함으

로서 만족스러운 교환 계로 이어져서 최종 으로 

개방형 랫폼에 한 신뢰, 참여의도, 충성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방형 업 랫폼은 음악 콘텐츠에 한 ‘권

리’가 참여했던 모든 참여자에게 있다. 따라서 분

배의 단계에 있어서도 모든 참여자가 분배의 

차, 방식 등에 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의 공정성 역시 확보가 되

며, 분배의 공정성은 역시 개방형 랫폼에 한 

신뢰, 참여의도, 충성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정보시스템 성공모형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은 Delone and Mclean[29]

가 제시한 모델이다. 기 정보시스템 모형에서 성

공의 요인으로 시스템품질(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등 2개의 요인에 만 집

하 다[29]. 1980년  메인 임 연구 상으

로 하고 있는 시스템의 서비스 인 측면을 간과하

다는 비 이 나오게 되었다[16]. 이후 Mysers 

[44]은 간과했던 서비스품질을(Service Quality)

를 추가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성공모형을 제

시하 으며[44], 이런 정보시스템의 성공모형은 상

황이론(Contingency Theory)에 따라 용 시에

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모형을 유연하게 용하

여야 한다고 제시하 다[16]. 

각 개념 인 정의를 보면 시스템품질은 ‘사용자

가 인지하는 정보시스템의 성능에 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품질은 ‘정보시스템의 

결과물인 정보가 사용자의 기 와 요구상황을 충

족시켜주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품질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측

면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로 정의할 수 있다[16, 29, 38].

본 연구의 연구 상인 개방형 랫폼 역시 하나

의 정보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

템의 성공모형의 요인인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

비스품질 등의 요소를 본 연구에 용하여도 큰 

부조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Mysers[44]가 제시했던 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을 용하여야 한다는 과 

음악 콘텐츠산업의 특징 인 부분을 고려하여 공

정성의 측면과 가치 인 측면을 추가하여 연구하

다[44].

2.5 가치 련 연구 

Mathwick at al.[40]은 가치를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목표 혹은 목  달성을 진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서비스 수행  제품속

성에 해 소비자들의 지각된 상 인 선호도’라

고 정의하 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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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Sweeney and 

Soutar[53]은 소비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아이템 

개발에 한 연구에서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가치

를 기능  가치(Functional Value), 감정  가치

(Emotional Value), 사회  가치(Social Value)로 

구분하 다[53]. 그리고 기능  가치를 세부 으

로 경제  가치(Price/Value for money)와 성과

 가치(Performance/Quality)로 구분하 다. 이

들이 주장한 경험가치의 분류체계는 가치를 분류

함에 있어서 보편 으로 용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가치 분야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치의 분류체계인 Sweeney and Soutar 

[53]의 분류체계를 채택하고자 한다[53]. 이들의 가

치에 한 분류체계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이  사회  가치의 개념  정의를 

살펴볼 때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일치하지 않다고 

단되어 연구에서 배제하고 연구를 수행하 다. 

기능  가치에 한 부분은 좀 더 면 하게 연구

하기 하여 정보시스템성공모형(Information Sys-

tem Success Model)으로 체하여 연구를 수행

하 다.

출처 : 이룡, 김 용[13].

[그림 4] Sweeney and Souter 경험가치 분류체계

각 가치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기능  가치

는 물리  는 기능  편익에 한 지각된 내

효용을 의미하며, 감정  가치는 다른 제품/서비스

에 비해 해당 제품/서비스가 특별하다는 느낌, 감

정상태를 유발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에 하여 

소비자가 지각하는 효용을 말한다. 경제  가치는 

제품/서비스가 자신에게 직 으로 경제 인 이

익을 가져다주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을 일 수 

있는 시간 약, 로세스 단순화 등의 측면의 효

용에 한 지각을 말할 수 있다[51]. 

2.6 신뢰, 유용성  참여의도의 계

신뢰(Trust)는 “상 방이 자의 으로 신뢰자의 

최 이익을 한 행 를 하거나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라고 McLain and Hackman[42]이 정의

하 고, Gefen, Karahanna and Straub[35]은 신

뢰를 “신뢰 받는 이가 기회주의 으로 행동함으로

써 이익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35].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신뢰는 아주 요한 선행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4, 49]. Ratnasingham[48]

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있어서 기본 이고 핵심

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바로 참여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 하 으며[48], Jarvenpaa 

et al.[37] 역시 e-밴더에 한 믿을 수 있는 정도

를 나타내는 신뢰가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있어서 

요한 요인이라고 지 한 바 있다[37]. Pavlou 

[46]은 신뢰가 TAM의 핵심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이나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선행변수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지 하 다[46].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벤더의 기회주의  행동이 더욱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참여할 때 신뢰는 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국내의 학자인 나윤규, 홍병숙[4] 인터

넷쇼핑과 련된 연구에서, 김범수, 이정, 김경규

[3]은 자정부 민원서비스에서, 문 주, 이종호[6]

는 C2C 자상거래에서 신뢰와 유용성  의도사

이의 정 인 계에 하여 실증 으로 설명한 

바가 있었다[3, 4, 6].

본 연구의 연구 상인 개방형 업 랫폼 역시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참

여의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경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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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랫

폼의 신뢰와 랫폼의 유용성, 그리고 랫폼의 

참여의도와의 정 인 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산업의 

개방형 업 랫폼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개방형 랫폼의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공정성측면에서 분배의 공정성, 차의 

공정성 등 하 변수를 설정하 으며, 기능  가

치를 좀 더 세분화하기 하여 정보시스템성공모

형의 선행변수인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

품질 등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 으며, 가치

는 경제  가치와 감정  가치 두 변수로 설정하

다. 매개변수로는 랫폼에 한 신뢰와 랫

폼의 유용성 두 개의 변수를 설정하 으며, 종속

변수는 랫폼의 참여의도로 설정하 다. 본 연

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모형

3.2 연구 가설

3.2.1 공정성과 련된 가설

Adams[21]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사회교환에 

있어서 자신의 투입과 산출비율에 근거하여 사

회  비교결과를 통하여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

한다[21]. 이런 교환 계의 만족은 개인, 조직에 

한 태도 내지는 신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편 인 견해이다. 교환 계에 한 만족은 공

정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랫폼의 공정성 역시 음악 콘텐츠

산업의 참여자  일반 군 들에게 신뢰구조를 

만들기 한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은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실증 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Alexander

와 Ruderman[22]는 2800여명의 연방정부 종사

자들을 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

면 차의 공정성은 조직에 한 신뢰, 직무만

족 등에 정 인 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22]. Konovsky[39]은 조직의 조직몰

입과 련된 연구에서 분배의 공정성은 조직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을 증명한바가 있다[39]. 국내의 학자로는 서재

[8]이 분배의 공정성이 조직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다[8].

가설 1-1： 랫폼의 분배공정성은 랫폼 신뢰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1-2： 랫폼의 차공정성은 랫폼 신뢰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2 정보시스템품질과 련된 가설

조 , 김성희, 이석기[16]는 EDI 정보시스템의 

성공모형과 련 된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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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정보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16]. 오창규[12]

는 e-book의 성공모형과 련된 연구에서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실증 으로 증명한 바

가 있다[12].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 랫폼의 정보품질은 랫폼 유용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2： 랫폼의 시스템품질은 랫폼 유용성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3： 랫폼의 서비스품질은 랫폼 유용성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3 가치와 련된 가설

홍병숙, 나윤구[20]는 인터넷 쇼핑몰에 한 연

구에서 지각된 감정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20]. 신종철, 강명수[10]은 모바일 인터넷에 련

된 연구에서 감정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증명하

다[10].

유용성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달해 

주는 어떤 가치가 기존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 우수하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말한다[13]. 

본 연구의 연구 상인 개방형 업 랫폼은 참

여자들의 장 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합한 트 를 쉽게 찾아주고, 업이 비교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는 시간 으로나 으로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경제  가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제  가치는 개방형 랫폼에 

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

된다. 

가설 3-1： 랫폼의 감정  가치는 랫폼 유용성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3-2： 랫폼의 경제  가치는 랫폼 유용성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2.5 신뢰  유용성과 련된 가설

나윤규, 홍병숙[4]은 인터넷쇼핑과 련된 연구

에서, 김범수, 이정, 김경규[3] 자정부 민원서비

스에서, 문 주, 이종호[6]는 C2C 자상거래에서 

신뢰와 유용성  의도사이의 정 인 계에 

하여 실증 으로 설명한 바가 있었다[3, 4, 6].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랫폼의 신뢰는 랫폼의 참여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5： 랫폼 유용성은 랫폼의 참여의도에 

정 인 향을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정의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의 조작  정의는 <표 1>과 같

다.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모에 한 설정

은 독립변수로 공정성, 정보시스템 품질, 가치 매

개변수로 신뢰, 유용성이고 종속변수로 참여의도

를 설정하여 이와 련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이

루어 졌으며 측정항목의 구성은 공정성 속성에서 

2개 항목, 정보시스템 품질에서 3개 항목, 가치에

서 2개 항목, 신뢰, 유용성, 참여의도에서 각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각 변수에 한 조작  정

의는 <표 1>과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총 44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7  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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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측정문항수 측정항목 련연구

독립
변수

분배 공정성
개방형 업 랫폼에 기여한 가로 평가받는 의사결정
결과가 얼마나 공정한지 지각하는 정도

4
고종욱, 박종표[2]

Price and Muller[47]
강여진, 장지원[1]

차 공정성
개방형 업 랫폼에 받는 보상이나 의사결정시 활용되
는 차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 지각하는 정도

5

고종욱, 박종표[2]
Moorman[43]

McFarlin and Sweeney[41]
강여진 and 장지원[1]

정보 품질
개방형 업 랫폼에서 제공된 정보에 한 지각된 가치
의 정도

4
Delone and Mclean[30]

Wang[56]

시스템 품질
개방형 업 랫폼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에 한 지각된 
가치의 정도

4
Seddon[50]

Delone and Mclean[30]
Wang[56]

서비스 품질
개방형 업 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
의 정도

5
Delone and Mclean[30]

Wang[56]

경제  가치
개방형 업 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  효용의 지
각된 가치의 정도

4
Sweeney[53]
최수정[18]

감정  가치
개방형 업 랫폼이 유발하는 기쁨, 즐거움 감정의 지각
된 가치의 정도

5 Sweeney[53]

매개
변수

랫폼 신뢰
개방형 업 랫폼이 역할을 효과 으로 신뢰성 있게 수
행할 것이라는 믿음

5
오상 , 김상 [11]
Zheng et al[57]

랫폼 유용성
개방형 업 랫폼을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의 유용
한 정도

5
Davis[28]

Venkatesh and Davis[55]

종속
변수

랫폼 
참여의도

개방형 업 랫폼에 참여하려는 정도 3
Davis[28]

Zheng et al[57]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 연구

4. 실증 분석

4.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반인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4일부터 2014년 1월 19

일까지 6일간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해 실시

하 다. 총 24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결측치

가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

하고 최종 분석에서는 204부의 설문지를 활용

하 다.

4.2 확인  요인 분석

연구모형의 합성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부분최소

자승법에 기반한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 2>, <표 3>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집 타당성의 검증은 일반 으로 요인 재값 

(Factor Loading)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값은 각 

측정변수와 구성개념 사이의 상 계 정도를 의

미한다. 보통 0.5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평하가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구성 개념의 

요인 재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집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성의 검증은 일반 으로 크론바하 알 값

(Cronbachs Alpha), 합성신뢰도값(Composite Re-

liability)이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45].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의 크론바하 알 값과 

합성신뢰도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

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구성개념 간에 상

계가 낮아야 하는 것으로 별타당성의 검증은 평

균분산추출값을 제곱근하여 얻은 값이 구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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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CL Alpha CR AVE

분배공정성

DJ1 0.890

0.925 0.947 0.817
DJ2 0.906

DJ3 0.907

DJ4 0.912

차공정성

PJ1 0.859

0.894 0.922 0.702

PJ2 0.858

PJ3 0.833

PJ4 0.809

PJ5 0.829

정보품질

IQ1 0.878

0.868 0.910 0.717
IQ2 0.874

IQ3 0.837

IQ4 0.796

시스템품질

SYQ1 0.862

0.900 0.930 0.769
SYQ2 0.899

SYQ3 0.894

SYQ4 0.852

서비스품질

SVQ1 0.839

0.915 0.936 0.746

SVQ2 0.903

SVQ3 0.828

SVQ4 0.900

SVQ5 0.846

경제 가치

ECV1 0.899

0.928 0.949 0.822
ECV2 0.921

ECV3 0.924

ECV4 0.883

감정 가치

EMV1 0.891

0.949 0.961 0.830

EMV2 0.927

EMV3 0.937

EMV4 0.913

EMV5 0.885

랫폼 신뢰

PT1 0.886

0.937 0.952 0.799

PT2 0.885

PT3 0.911

PT4 0.908

PT5 0.879

랫폼 유용성

PU1 0.923

0.943 0.957 0.816

PU2 0.921

PU3 0.923

PU4 0.856

PU5 0.891

랫폼 참여의도

PPI1 0.916

0.916 0.947 0.857PPI2 0.946

PPI3 0.914

<표 2> 확인  요인 분석의 집 타당성, 신뢰성 분석

들 간의 상 계수보다 크게 나타날 때 별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33].

본 연구에서는 구성 개념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값이 서로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보

다 모두 높게 나왔으므로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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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Redundancy Communality

분배공정성 　 　 0.817

차공정성 　 　 0.702

정보품질 　 　 0.717

시스템품질 　 　 0.769

서비스품질 　 　 0.746

경제 가치 　 　 0.822

감정 가치 　 　 0.830

랫폼 신뢰 0.574 0.138 0.799

랫폼 유용성 0.764 0.401 0.816

랫폼 참여의도 0.589 0.415 0.857

모형 합도 0.711

<표 4>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

[그림 6] 분석결과

4.3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은 값, Redundancy

값, 체 합도(Goodness of Fit)로 검증이 가능

하다. Redundancy값은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양수일 때 합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25].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랫폼 신뢰, 

랫폼 유용성, 랫폼 참여의도의 Redundancy값이 

각각 0.138, 0.401, 0.415로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

므로 모형의 합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생변수들의 값으로 모형의 합도를 평가 

할 수 있으며 값이 0.26 이상이면 ‘상’, 0.13 이

상～0.26 미만이면 ‘ ’, 0.02 이상～0.13 미만이면 

‘하’로 구분한다[26].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랫폼 신뢰, 랫

폼 유용성, 랫폼 참여의도의 값이 0.574, 0.764, 

0.589로 모두 0.26 이상으로 높은 합도를 가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체 합도는 값의 평균값과 공통성(Com-

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하여 제곱근한 값으로 평가

한다. 그 값이 0.36 이상이면 ‘상’, 0.25 이상～0.36 

미만이면 ‘ ’, 0.1 이상～0.25 미만이면 ‘하’로 구

분한다[54].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그 값이 0.711로 

0.36 이상의 값을 가지므로 모형 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3 가설검증

구조모형의 가설검증은 Smart PLS 2.0의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서 제공되는 t-값

을 통해서 가능하다.

양측검정의 경우 t-값의 치가 2.58보다 클 

경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며, 2.33

보다 클 경우 유의수  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며, 1.96보다 클 경우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샘 링(Sampling) 

횟수를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500회를 설정하

여 분석하 다[31].

분석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총 9개의 가설  

7개의 가설이 채택되고 2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먼  분배의 공정성이 랫폼 신뢰에 정의 향

을 미친다는 가설 H1-1은 경로계수 0.167, t값이 

2.340이므로 유의수  0.02에서 채택되었다. 차

의 공정성이 랫폼 신뢰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1-2은 경로계수 0.6333, t값이 10.007이므

로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정보품질이 

랫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2-1

은 경로계수 0.054, t값이 0.905로 기각되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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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품질이 랫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는 가설 H2-2은 경로계수 0.108, t값이 1.374로 

기각되었다. 서비스품질이 랫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2-3은 경로계수 0.246, t

값이 2.637이므로 유의수  0.02에서 채택되었다. 

경제 가치가 랫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

다는 가설 H3-1은 경로계수 0.162, t값이 2.213 

이므로 유의수  0.05에서 채택되었다. 감정  가

치가 랫폼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가설 

H3-2은 경로계수 0.391, t값이 5.214로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랫폼 신뢰가 랫폼 참여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4는 경로계

수 0.490, t값이 6.058 이므로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랫폼 유용성이 랫폼 참여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H5는 경로계수 0.322, 

t값이 3.951로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업 랫폼의 참여의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검증하 다. 이

를 해서 개방형 업 랫폼이라는 서비스 모델

을 정의하고, 개방형 업 랫폼의 공정한 분배 

정산, 새로운 가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계하 고, 실증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 다. 분석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방형 업 랫폼의 공정성 측면에서 분배의 

공정성과 차의 공정성이 랫폼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났다. 이는 기존의 산

업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원이 유통

되는 반면 개방형 업 랫폼에서는 랫폼 내에

게 음원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로 유통시키면서 과

정이 투명화 되고 정산데이터를 모든 이해 계자

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랫폼에 한 신뢰가 형성

될 것이라고 해석된다. 아울러 분배공정성이 차

의 공정성보다 경로계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재 

음악산업의 정산과 분배의 과정이 서비스 사업자, 

유통사, 신탁단체 등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차에 한 불신이 래되고 이에 따른 분배에 

한 불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결과 

재 개방형 업 랫폼은 기존의 차보다 더 

투명화 된 차를 제공함으로써 차 공정성이 분

배 공정성보다 신뢰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서비스 되는 개방형 업 랫폼은 투명한 

분배 정산의 과정을 모든 이해 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랫폼에 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 업 랫폼의 기능  가치의 측면에 해

당하는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서비스품질은 랫

폼 유용성에 서비스품질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형 업 랫폼이라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정부나 기업에서 활용하는 정

보시스템처럼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에 해 여러 가

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랫폼의 등장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은 당연히 기 되는 품질로 받아

들여져 랫폼의 유용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서비스 품질은 정보시스템 

자체의 품질이 아닌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측면으로 정보시스템의 발 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개방형 업 랫폼 역시 높은 서비스 품

질에 해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랫폼 유용성이 형성될 것이다.

개방형 업 랫폼의 경제  가치는 랫폼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는 개방형 업 랫폼을 통해서 기존보다 렴한 

비용으로 음원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한 분배가 참여자들에게 많이 돌아

갈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방형 업 랫폼의 감정  가치는 랫폼 유

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는 개방형 업 랫폼이 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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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직  음원 창작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므

로 그 동안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방형 업 랫폼의 랫폼 신뢰와 랫폼 유

용성은 랫폼 참여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왔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한 신뢰와 유용성이 형성

되어야 참여의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음악산업의 개방형 업 랫폼은 기

존 산업의 모델보다 공정한 분배 정산을 제공한다

는 것을 이용자에게 인식시키고 오늘날 당연시 되

는 정보품질, 시스템 품질은 기존의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품질은 새로운 형태

의 개방형 업 랫폼에서도 여 히 요한 요인

으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가

치와 감정 가치는 기존의 음악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 개방형 업 랫폼의 참여를 통

해 쉽고 렴하게 음원 콘텐츠 산업에 참여를 하

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

방형 업 랫폼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 , 실무  시사 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학문  시사 은 음악 산업의 개방형 

업 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랫폼에 한 

포 인 이해와 지식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

다. 본 연구의 실증  연구결과는 향후 개방형 

업 랫폼에 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

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 기 된다. 실무  시사 은 

랫폼 참여요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

으로서 향후 개방형 업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은 본 연구의 설문 상

이 일반인을 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다. 개방

형 업 랫폼의 참여주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작곡자, 작사자, 가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는 일반

이 아닌 음악산업 종사자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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