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oi.org/10.36775/kjpm.2020.25.71

한국대중음악학회, 통권 25호

유튜브 개인 채널을 활용한 인디음악의 

발전방안 제시 

— 인디음악 채 을 심으로

김창환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2. 인디음악의 정의

2.1. 인디음악의 정의와 역사

2.2. 국내 인디음악의 문제점

3. 소프트파워(soft power) 유튜브의 성장

3.1. 유튜브의 영향과 변화하는 문화

3.2.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4. 인디음악과 유튜브 알고리즘

4.1. 인디음악 크리에이터의 공통점과 특징

4.2.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

4.3. 개인채널의 성장

5. 결론

본 연구는 1963년 국 밴드 비틀즈의 미국 데뷔로 시작된 리티시 

인베이젼 이후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일 듯 형성된 개러지 록이 도화

선이 되어, 1990년  홍 를 심으로 시작된 인디(Indie)음악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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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다. 한 재까지 국내 음악계에서 비주류 음악으로 인식되

어 있는 인디음악에 발  방안으로 최근 네트워크시 에 부상 인 온

라인 동 상 공유 랫폼인 유튜 (1인미디어)의 개인 채 을 활용한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 맞춰 구나 자유롭게 제작자와 시청자

가 될 수 있는 유튜 는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이제 은 세 와 기성

세 를 아우르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홍보와 마 과 커뮤니 이션의 도구로 유튜 의 

랜드채 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 콘텐츠의 따라 메시지 략과 다양

한 특성을 가지며 경쟁을 하고 있다.

기업 외에 연 인과 일반인까지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에서 많은 사람

들이 이로그(VLOG), 제품홍보 상, 게임 상, 화장품과 가 제품, 

자기기 리뷰 상 등 여러 가지 상이 제작되어 개인 채 을 운 하고 

있지만, ‘인디음악을 심으로 한 채 ’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문 이

고 략 으로 채 을 성장시켜 인디음악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채 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논문은 유튜  개인채 의 활용을 인디음악의 발 방안으로 

제시하 으며, 재 유튜  개인채 로 활동 인 기존의 인디음악 채

들을 분석하 다. 이후 유튜  알고리즘(Artificial Intelligence)에 해 분

석/조사하 으며, 인디음악 채 을 비롯한 반 인 개인 채  성장에 

향을 주는 요소는 ‘조회수’며 이 조회수에 많은 향을 주는 요소들이 ‘노

출클릭률, 평균시청 지속시간, 평균 조회율, 업로드 빈도’ 이므로 이 요소

들과 앞서 분석한 인디음악 채 의 공통 과 특이 , 취약  등을 토 로 

‘인디음악 개인 채  성장을 한 운  방법제시’를 하 다. 

아직은 국내에 인디음악의 발  방안에 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

며, 한 인디음악과 유튜  개인 채 을 연계한 연구가 아직은 없기 때

문에 인디음악의 발 과 자신의 음악 홍보 방법으로 유튜 에 심을 가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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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은 층을 넘어서 이제는 50 가 실버서퍼(silver surfer)로 불

리게 되면서 유튜  이용률 3 에 올랐으며, 최근 한 학문화 조사업

체의 따르면 학생의 92%가 유튜 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한

다. 이처럼 재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 를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TV, 라디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 으로 정보

를 달하는 매스미디어(Mass Media)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

디어(New Media)가 등장하면서 소비형태가 바 어 많은 시간 동 상 

공유 랫폼인 유튜 를 시청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이, 임지은, 황장선은 유튜 가 “동 상 콘텐츠의 소비가 이루어

지는 가장 표 인 랫폼”이라고 볼 수 있으며, “텍스트 기반에서 동

상으로 콘텐츠 심의 시장으로 변화하 고 이러한 변화의 심에는 

유튜 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박정이, 임지은, 황장선, 2018: 96). 

한 이희은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는 정보와 우리의 일상생활 

 역으로 그 치와 의미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표하

는 랫폼은 유튜 ”라고 말하고 있다(이희은, 2019: 7). 이처럼 재 

유튜 는 기술의 발 의 힘입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 트 워(soft power)로써 일선에 당

당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 를 시청하는 만큼 유튜  크리에이터로 

뛰어드는 사람들 한 증하고 있다. 먹는 방송 일명 ‘먹방’으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수를 보유하게 된 크리에이터들과 흥행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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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코버(Cover) 상을 업로드 하며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일반인들이 유명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만의 힘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며 홍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의 무 가 바로 

‘유튜  개인채 ’이다.

그에 반해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고 알리며 많은 들의 시선과 

심 속에서 공연을 마음껏 하기 원하지만 그 게 하지 못하는 실 속에 

인디음악 뮤지션들은 몇몇을 제외한 많은 뮤지션들이 힘들게 자신의 

음악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경  불안정으로 인디뮤지션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인디 클럽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어들게 되어 인디 뮤지션들의 상황들이 더 어려

워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인디뮤지션들은 다양한 TV 오디션 로그램

에 참가하며 상업  주류음악을 제작하는 등 인디음악의 근간이 되는 

독립 이며 창의 이고 실험 인 음악들이  어들고 성과 상

업성에 치우쳐 있는 음악들이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아직 들의 심을 받지 못한 인디음악 뮤지션들을 해 ‘유

튜  개인채 ’을 통해  세계에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이들이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여러 인디음악 뮤지션들이 유튜  개인채 을 운 하고 있지만 

다른 콘텐츠로 채 을 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비해 구독자수와 

업로드 상의 조회수가 많지 않다. 이 듯 유튜  개인채 은 인디음

악 뮤지션들에게 필요하지만 개인채 이 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

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창의 이고 실험 인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 인 부분과 자신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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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될 것이다. 그 게 된다면 본 논문에서 

유튜  개인채 을 인디음악의 발 방안으로 제시하는 요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채 이 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성장하여 많은 구독자수

와 조회수를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 개인

채 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유튜  알고리즘’에 해 제 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유튜 의 하루 상 업로드 시간이 략 60만시간을 육박하는 

정도의 엄청난 양의 동 상이 업로드 되고 있지만 그것을 유튜  직원

들이 리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방 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사람이 리하는 신 유튜  알고리즘(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

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동 상들을 계산하고 분석하여 시청

자들에게 추천 상과 련 상을 보여주며, 불법 인 상들은 삭제하

는 등 유튜  사이트를 반 으로 리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이 

유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제 로 악 하는 것이 채 성장의 석

이 될 것이다. 

재 빠르게 성장하며 업데이트 인 유튜  특성상 최근 유튜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  이병호는 “활동 인 유튜버들의 수익 

증진 황을 분석”하는 등 유튜 의 수익창출 구조와 역사에 해 분석 

하 으며(이병호, 2016: 118), 최정은은 “유튜 의 뮤지엄 채 들과 해

당 콘텐츠 분석으로 뮤지엄 채 에서의 활용 략과 방안을 모색”하

다(최정은, 김면, 2019: 650). 한 변 진은 “유튜  콘텐츠 카테고리와 

인기채 들을 분석하여 인기 채 들의 성공요인에 해 고찰”하 으며

(변 진, 2018: 229), 이희은은 “유튜 를 재 테크놀로지이자 문화형

식으로 악하여 유튜 가 일상과 맺는 계를 탐색하 고 이를 해 

먼드 리엄스의 ‘흐름’ 개념으로 유튜  알고리즘을 살펴보며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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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환경 변화를 이론 으로 탐색”하 다(이희은, 2019: 5~6). 마지막

으로 김한석은 “유튜 의 다 네크워크채 을 활용한 음악의 홍보

방안을 제시”하 다(김한석, 2019: 132).

다음으로 인디음악 련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먼  송 화, 최

란, 김상헌은 인디음악의 상업  변화에 한 원인 분석과 인디음악의 

앞으로의 방향에 한 고찰을 하 으며(송 화, 최 란, 김상헌, 2013: 

151), 경란, 정윤경, 김종하는 부산을 심으로 인디음악 씬의 황과 

과제를 악하고, 이를 토 로 부산의 음악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방

안을 모색하 다( 경란, 정윤경, 김종하 2016: 275). 마지막으로 이정

엽은 홍  앞 인디의 문화 경제 형성의 악과 인디의 문화경제에 복잡

성과 내  모순에 해 밝히고 있다(이정엽, 2010: 68). 

이와 같이 재 유튜 와 인디음악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

고 있지만 유튜  개인채 을 활용한 인디음악 발 방안 제시에 련

된 주제에 해서는 아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 으로는 아직 상업  주류 음악에 가

려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인디음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인디음악들을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인디음악과 유튜  개인채 의 융합’을 하나의 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 개인채 의 성장이 무엇보다 요하

므로 이를 해 이미 자신들의 음악을 소개하며, 개인채 을 운 하고 

있는 여러 인디음악 뮤지션들의 채 들을 조사해 이들의 공통 과 특

징을 알아본다. 이후 개인채 의 실제 인 성장 방법을 악하기 해 

유튜  상 체를 리하고 있는 ‘유튜  알고리즘’에 해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하여 구독자수와 업로드한 상들의 조회수가 오르지 않

는 이유에 해 진단하며, 최종 으로 인디음악이라는 콘텐츠로 상

을 업로드 하는 개인채 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성장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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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디음악의 정의

2.1. 인디음악의 정의와 역사

인디음악의 인디(Indie)라는 단어는 독립 이라는 뜻의 ‘Independent’

라는 단어에서 유래 되었으며, 인디음악에서의 이 독립 이라는 뜻은 

상업 인 거  자본과 유통 시스템에서의 독립을 뜻한다. 즉, 기획사와 

같은 타인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며 개인이 직  앨범작업을 하고 홍

보와 공연을 하는 등 자체 으로 제작, 유통 과정을 해결하며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비상업  경양성이 강한 동시에 술의 진정성과 순

수성으로 근하여 활동하는 것이 인디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송 화, 

최 란, 김상헌, 2013: 151).

독립성을 가진 인디음악은 뮤지션들만의 독특하고 독창 인 부분으

로 인해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 이고 창의 인 장르불문의 다양

한 음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인디음악만의 특징이자 장 이

며, 재 음악의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이 게 없어서는 안 될 인디음악에 한 들의 생각은 과거에 비

해 많이 좋아졌지만 박 흠은 아직 “인디음악에 한 존재의의를 창작

과 술의 활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 이분법 인 생각

과 가치 단의 획일성을 변하는 성공신화의 으로 바라보는 안타

까운 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박 흠. 2007: 

28~29).

실험 이고 창의 인 이 인디음악은 음악의 요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으로서 우리사회가 인디음악의 요성을 알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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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음악 뮤지션들에 해 술 활동을 하는 창작자로 존 되어지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2.2. 국내 인디음악의 문제점

재 K-POP으로 인한 한류 열풍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2012년 7월 싸이(Spy)의 여섯 번째 정규앨범 <싸이6甲 Part 1>의 타이틀

곡인 ‘강남스타일’ 이후 2018년 6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LOVE YOURSELF 轉 'Tear'> 앨범이 빌보드200에서 1 를 하 다. 이어

서 2018년 9월, 2019년 4월 <MAP OF THE SOUL: PERSONA> 앨범까지 

총 3번에 걸쳐 빌보드 차트 1 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다시 한번 

온 세상이 한류에 집 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 히 K-POP은 건재하며 

 세계에 다양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아닌 국내로 시선을 좁혔을 때 흔히들 말하는 기획사

의 자본투자와 오버그라운드(Overground)를 무 로 활동하는 상업  

주류 음악인 ‘메이  음악(Major Music)’에 비해 언더그라운드

(Underground)에서 활동하는 인디음악의 상황은 여 히 어렵고 기획사 

심의 메이  음악의 가려 의 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일부

는 ‘뜨지 못해서’ 인디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며, 박 흠은 인디음악 뮤지

션은 “메이  음악 뮤지션으로 가기 한 기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디음악에 해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박 흠, 2007: 

29). 특히 2005년 7월 생방송 음악캠  럭스의 무 에서 일명 ‘카우치 

사건’이라고 불리는 큰 방송사고가 나면서부터 인디음악에 한 의 

시선은 더욱 안 좋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디음악은 최근 그 뜻에 걸맞는 창의 이고 다양한 자신

만의 음악이 음악의 많은 향과 감을 주는 요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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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으로 재평가가 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인디뮤지션과 인디기획사가 재정 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송 화, 최 란, 김상헌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생겨나는 지원  몰아주

기로 인한 인디기획사 간에 지원 사업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와 “결과물 주의 평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송

화, 최 란, 김상헌, 2013: 151~152). 

결국 인디음악계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한 실 이고 다양한 지원은 

재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인디음악 기획사와 뮤지션들 

한 실험 이고 창의 인 음악을 하는 것에서 의 심을 받기 

한 이고 획일화된 주류음악을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의 해결을 해 먼  정부의 지원 사업이 지속되어

야 되며, 팔 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1)에 입각한 인디음악 뮤지

션들의 창작을 한 재정 지원과 연습실, 작업실 등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이 공기 의 역할일 것이다(송 화, 최 란, 김상헌, 2013: 152).

그러나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인디음악 기획사와 뮤지션들 

한 인디의 본연의 정신을 되찾아 의 심과 상업 인 심보다 

자신만의 창의 인 음악을 하기 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인디음악의 본연의 정신을 찾고 더불어 의 심 증가

로 인한 인디음악의 향유와 더 나아가 인디음악의 발 에 도움이 되고

자 유튜 의 ‘인디음악 콘텐츠 련 개인채  성장’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1945년 국에서 처음 사용된 이 개념은 ‘팔 길이 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정치인이나 료가 술 활동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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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파워(soft power) 유튜브의 성장

3.1. 유튜브의 영향과 변화하는 문화

최근 유튜  코리아에 따르면 재 유튜 의 동 상 업로드는 1분마

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동 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세계 유튜

 이용자 수는 한 달에 19억 명 정도로 하루 총 10억 시간 이상 상 

시청을 한다.

국내 이용자 한 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  국내 유튜  

이용자는 총 3122만 명으로 한 달 총 317억 분 이상 시청을 하며 이는 

다른 동 상 랫폼 옥수수, 아 리카TV, 네이버TV, 넷 릭스를 다 합

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시청 시간이다(박태희, 2019). 이 듯 재 

유튜 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

에 다양한 상이 실시간 업로드 되고 크리에이터(Creator)의 라이

(Live)스트리  방송 등으로 인해 각종 TV 로그램과 화, 미술, 음악

시장까지 많은 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유튜  사용자가 직  만든 다양한 상들과 뮤직비디오와 각종 

로그램 소개 상과, 시네마틱 상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이 업로드 되

는 유튜 는 2005년 2월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운 하는 페이팔 홀딩스 

주식회사(PayPal Holdings, Inc.)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 스티  첸, 자베

드 카림이 공동으로 창립을 했으며 2005년 4월 23일에 jawed라는 페이

지에 유튜  창업자 자베드 카림이 ‘Me at the zoo’라는 제목으로 유튜  

최 의 상을 업로드 하 다.2) 

이후 2006년 10월 구 (Google)이 16억 5천만 달러에 유튜 를 인수

 2) 자베드 카림이 동물원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은 18 의 짧고 특별한 것이 

없는 상이지만 유튜  최  업로드 상이라는 이유로 7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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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2005년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개발된 유튜  사이트가 설립 

1년만에 거액인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되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되

었던 것이다.

구 의 유튜  인수 이후 1년 뒤인 2007년 6월 랑스 리에서 열린 

‘구  스데이 2007’ 행사에서 국가별 지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 고 한국어는 2008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재 총 50

여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도 많은 일반인들이 유튜 로 인해 자신만의 다양한 콘텐츠로 

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며 크리에이터의 길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구인,구직 매칭 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성인남녀 3천543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2천233명인 63%가 유튜버(크

리에이터)에 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연령 는 20 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승 , 2019).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튜  상

을 보는 시청자에서 이제는 직  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는 크리에

이터로써 심을 가지고 도 하고 있다.

한  세계 으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도 유튜  활동을 하

고 있으며 유튜 는 이러한 아티스트들을 해 ‘Youtube for Artists’ 사

이트를 만들어 따로 운 하여 아티스트들이 유튜  채 을 시작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다. 그뿐만 아니라 공식

아티스트 채 3)은 업로드한 뮤직비디오 앨범목록 등의 재생목록을 콘

텐츠 별로 정리해주며, 시청자들이 원하는 아티스트 채 을 바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편의성과 상 바로 아래에 해당 상 아티스트

의 공연 날짜와 서가 등이 동 상 슬롯에 표시가 되어 홍보를 할 수 

 3) 공식아티스트 채 은 개인 채  소유와 Youtube 음악 배  트 가 제공하는 

뮤직 비디오가 3개 이상 있어야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 공식아티스트 채 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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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로모션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유튜 는 

이 게 아티스트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아티스트들이  세계 많은 시

청자와 소통하고 공연 홍보도 하며 자신의 채  한 성장 시킬 수 있도

록 편의성 제공과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 정 이며 일방 인 정보 달을 했던 매스미디어(Mass Media)

로 시청자들에 참여도와 선택권이 많이 떨어졌으나 재는 뉴미디어

(New Media)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 방송이 뜨게 됨으로 인해 원하는 

상들을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과 시청자가 시

청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  자신의 채 을 만들어 방송을 하게 

될 정도로 미디어에 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방향소통이 가능해진 뉴미디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유

튜 와 다양한 동 상 렛폼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미디어 향유에 

한 개념이 좀 더 폭 넓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 

국내에는 연령  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 를 시청하고 크리에이

터로써 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하나의 문

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는 유튜 를 시청하고 자신만의 상을 제

작하여 업로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까

지 이르게 되었다.

3.2.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국내에서 나타난 1인 미디어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같은 포털사

이트를 시작으로 사이트 내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사진을 업로드 

하는 등 개인 공간을 만들고 지인들과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에서 음

성으로 발 을 하는 1인 미디어가 기술의 발 으로 음성에서 동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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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단계 발 하게 된다. 1인 미디어가 동 상으로 발 하는 동시

에 함께 등장한 ‘라이 (Live) 스트리 ’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 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취미로 시작한 개인 방송이 직업이 되는 상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그 게 재는 많은 동 상 랫폼 서비스 사이트가 생겨나게 되었

으며 다양한 동 상과 시청자들의 미시 인 니즈를 악해 실시간으로 

용하며 라이  스트리 을 하는 창작자라는 뜻을 지닌 ‘크리에이터

(Creator)’의 등장으로 재 모습의 1인 미디어로 성장하게 되었다.

재의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며 유통시

키는 것을 뜻한다(지식백과, 2019.11.07).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기존의 형 미디어나 문 인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던 실시간 스트

리 과 상 제작이 이제는 구나 원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상을 

제작하며 라이  스트리 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반인들 

에서도 연 인 못지 않은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 연 인과 함께 방

송을 하며 고도 는 등의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인기가 있는 크리에이터는 이제 사회에서 향력이 있는 

셀러 리티(Celebrity)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인 미디어의 발 에 

따라 많은 크리에이터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지 도 여러 동 상 랫

폼 사이트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유튜 에서는 2017년 2월 슈퍼챗(Super Chat)5)을 도입해 라이

 스트리  방송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슈퍼챗이란 말 그 로 후원

을 크리에이터에게 보내며 하고 싶은 채 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4) 셀러 리티(Celebrity) 는 셀럽(Celeb)은 유명인이라는 말로 해석되며, 들로

부터 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5) 유튜 의 크리에이터 후원 시스템인 슈퍼챗(Super Chat) 이외에 2015년 10월 21일 

유튜  드(Red)라는 유료요 제 시스템이 생겼으며, 2018년 유튜  리미엄

(Premium)으로 변경되었다. 유튜  리미엄은 상 재생시 고가 나오지 않으

며 유튜 의 동 상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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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슈퍼챗도 유튜  고와 같이 유튜 와 함께 수익을 배분해

가는 형식이며 크리에이터와 유튜  측이 7:3의 비율로 배분을 하고 있다.

이는 아 리카TV의 ‘별풍선’과 트 치TV의 Bits라는 후원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렛폼에 비해  세계인들이 시청

을 하는 유튜 에 많은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기 시작하 으며 재는 

1,000만명, 500만명, 300만명 등의 엄청난 구독자 수를 보유하며 한 달 

몇 백에서 몇 천원만원 가량의 큰 수익을 내는 인기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연 인 못지않은 인기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

는 만큼 그러한 크리에이터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라이  스트리 과 

상을 시청하는 일명 ‘구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구독자들이 

특정 크리에이터의 개인 채 을 구독하고 시청하며 댓 로 소통도 하

고 슈퍼챗으로 후원까지 하게 되면서 인기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크리에이터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해 다양한 상

을 많이 만들게 되고 매일 수많은 시간 라이  스트리 을 하기도 한다. 

한 실시간으로 구독자들의 니즈를 악하여 방송에 즉각 인 용을 

하며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간다.

이 게 시청자와 크리에이터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반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재 1인 미디어 방송의 가장 큰 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시청자들의 미시 인 취향과 니즈를 하나하

나 용하기가 힘든 거시 미디어(Regacy Media)의 한계 과 단 을 

보완하 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 방송에 비해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 

제작으로 시청자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독자들은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상과 방송을 시청하며 자신도 크

리에이터로서 목표를 가지게 되며, 많은 구독자가 1인 방송에 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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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것이 유튜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독

자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한 크리에이터가 군가의 구독자가 되어 

방송을 시청하며 댓 과 후원을 하는 것이 재 유튜  필드의 모습이

다. 그 지만 이미 드오션이라고 할 만큼 많은 크리에이터의 등장으

로 시청자들의 심을 받으며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기란 더욱 쉽지 않

게 되었다.

많은 구독자를 모으며 상 조회수를 올리기 해서는 유튜 에 

해 제 로 악하며 략 으로 개인채 을 운 해야 성장시킬 수 있

을 것이다. 한 인디음악을 콘텐츠로 한 인디 뮤지션들의 개인 채  

성장을 해서도 동일하게 략 인 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략

인 근 방법으로 재 활동 인 인디음악 크리에이터 개인채 의 

해 분석하며 반 인 사이트 내 채 을 리하는 AI ‘유튜  알고리

즘’에 해 알아본 이후 최종 으로 인디음악 콘텐츠 심의 개인 채  

성장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4. 인디음악과 유튜브 알고리즘

4.1. 인디음악 크리에이터의 공통점과 특징

인디음악 뮤지션들도 유튜  채 을 개설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

부 인디음악 소개, 홍보 채 들을 제외한다면 아직 들의 심을 많

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디음악 채 들에 해서 알아보면 먼  ‘김뜻돌’이라는 이름으로 

인디음악 활동을 하는 뮤지션으로 유튜  채 명 한 김뜻돌이며 2012

년 10월에 채 을 개설해 지 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음악 크리에

이터다. 조 은 엽기 인 모습과 몽환 인 음색으로 자신만의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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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만드는 인디음악 뮤지션이다.

김뜻돌 채 의 구독자수는 2019년 11월2일 기  총 8천6백명 정도이

며, 업로드 한 상은 총 26개이며 상의 총 조회수는 36.1만이다. 

이 채 은 자신이 상에 달린 댓 들에 해 답하는 소통 상 

외에 부분의 상은 자신의 노래를 소개하는 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

유튜  가입은 2012년에 했지만 2년 부터 본격 으로 상을 업로

드 하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 업로드는 1년에 평균 8개정도로 상

을 업로드 하고 있다.

다음 ‘NoRang 밴드 노랑’이라는 인디밴드 채 이다. 이들은 3인조 인

디밴드로 2017년 4월에 채 을 개설하 으며, 7천2백여 명의 구독자수

와 총 34개의 상을 업로드 하 고 21.7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채 의 상들은 작권에 한 상, 일상 합주 이로그, 구독자와 

소통 상, 작곡 강좌 상, 공연 상 등을 업로드 하고 있고 한 달에 

1~2개 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 상들의 조회수는 1,000회에서 4만회

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인조 혼성 밴드 ‘보수동쿨러’는 2017년부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다. 2018년 디지털싱  ‘죽여줘’로 데뷔를 하 으며 유튜  채

은 2016년 8월에 개설하 다. 1년 부터 상 업로드를 시작했으며 

구독자 578명의 총 5개의 상에 체 조회수 1만 3천 회 정도이다.

다음은 인디음악 뮤지션이 아닌 이들의 음악을 자신들의 채 에 

신 소개하고 홍보하는 ‘미러볼 뮤직 – Mirrorball Music’은 2011년 유튜

를 가입하 고 2013년에 채 을 개설하여 상을 업로드 하기 시작하

다. 그 게 채 의 인디음악 상이 쌓이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2018

년부터 들의 심을 받게 되었다. 이 채 이 뒤늦게 들의 심

을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채 의 ‘재생목록’을 잘 활용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BM] PLAYLIST THEME’이라는 재생목록은 드라이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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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연애, 로, 기분 환 등으로 곡의 주제를 나눠 채  크리에이터가 

음악의 분 기를 악해 각 항목의 맞는 리스트에 따로 분류하는 형식

이다. 이러한 ‘주제별로 묶은 이 리스트’라는 재생목록으로 인해 

재까지 많은 들에게 심을 받고 채 이 성장하며 동시에 여러 인

디음악 뮤지션들의 음악이 심을 받게 되었다.

미러볼 뮤직 채 의 구독자 수는 2019년 12월 10일 기  30.7만에 

총 4313개의 상을 업로드 하 으며 체 상의 조회수는 9,117만을 

넘어서고 있다. 

유튜  채  분석 문 사이트인 워칭투데이에 따르면, 미러볼 뮤직

의 비슷한 조회수를 가진 채  비 동 상 인기도(업로드 상들의 

평균 조회수가 비슷한 채 들과 비교해 나타난 상의 조회수 상승속

도)는 47.7%로 높지 않은 편에 속하며, 구독자 참여율(채  내 구독자들

의 활동)과 채 의 성장성(구독자수가 높아지는 정도)은 각각 27%, 

27.7%이다. 채 의 연간 최  상 수입은 6,152만원 이상으로 추정 된

다(워칭투데이, 2019.11.07).

마지막으로 미러볼 뮤직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으며 동일하게 다양한 

인디음악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뮤직비디오와 라이  상을 주로 업

로드 하는 ‘온스테이지ONSTAGE’ 채 이다.

이 채 의 특징은 여러 인디뮤지션들이 라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음향장비와 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스튜디오에 많은 인디

뮤지션들을 해 라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라이 공연 

모습을 촬 하여 자신의 채 에 업로드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가

수 백 린의 신곡 라이 공연 상이 업로드 되었고 이 상의 최근 

 조회수는 51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외에 최근까지 다양한 인디

음악의 라이  공연 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상의 조회수 한 

높은 편에 속한다. 온스테이지 채 의 구독자 수는 34.2만 명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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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은 1.86천이며 상의 총 조회수는 1.27억을 넘어서고 있다. 유

튜  채  분석 문 사이트인 워칭투데이에 따르면, 비슷한 조회수를 

가진 채  비 동 상 인기도는 36.7%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구독자 

참여율과 채 성장성은 각각 41.8%, 47.7%로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 의 연간 최  상 수입은 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칭투데이, 2019.11.07.).

<표4> 인디음악 크리에이터 채널 분석

채널명 김뜻돌
NoRang 밴드 

노랑
보수동쿨러

미러볼 뮤직- 

Mirrorball 

Music

온스테이지 - 

ONSTAGE

장르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가입일
2012년 10월 

4일

2017년 4월 

9일

2016년 8월 

21일

2011년 7월 

26일

2011년 1월 

3일

구독자 8.68천 7.49천 587명 30.7만 34만

조회수 36.3만 21.8만 14,015회 9117만 1.27억

업로드 

동영상
26개 34개 5개 4.28천 1.86천

월간 

예상수입
-

2.8천원~3.92

만원
-

36.1만원~505

만원

135만원~1894

만원

연간 

예상수입
-

3.4만원~47.7

만원
-

439만원~6152

만원

1646만원~2.3

억원

추천 채널 - - Judge Light

서교동의 밤 – 
The Night of 

Seokyo, 

환상약국(Fant

astic 

Drugstore) 등

-

채널 태그

김뜻돌, 인디, 

싱어송라이터, 

인디음악, 

사라져, 

실리카겔, 

아참, 

페미니스트, 

등

작곡, 

인디밴드, 

작곡 기초, 

인디음악, 

화성학 기초, 

화성학, 작곡 

강좌, 

작곡하는법, 

작곡 영상 등

-

Indie Music, 

Indie Pop, 

Music, 

Electronic, 

Indie Folk, 

Indie, Indie 

Film 등

온스테이지,

onstage, 

피에타, 

천미지, 

온스테이지X, 

홍갑, PIETA, 

빈지노, 

마블링스튜디

오 등

*자료출처 : 워칭투데이, 유튜  홈페이지(2019.11.07.)



유튜브 개인 채널을 활용한 인디음악의 발전방안 제시 김창환  89

이 게 재 유튜  활동을 하는 인디음악 뮤지션 채 과 인디음악 

소개, 홍보 채 에 해 알아보았다. 미러볼 뮤직이나 온스테이지와 같

은 다양한 인디음악들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과 인디음악을 연결시

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채 들은 나머지 인디뮤지션들의 채

과는 다르게 많은 구독자수와 조회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채 로 성

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디음악 소개 채 과 나머지 김뜻돌, 밴드노랑, 

보수동쿨러와 같은 인디뮤지션 개인채 들의 차이 은 인디음악 소개 

채 의 비해 업로드 상의 수가 무 으며, 업로드 날짜 한 일정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채 의 확실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로드 상들이 부

분 명확한 색깔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으며, 미러볼뮤직의 재생목

록을 활용한 주제별 이리스트와 온스테이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독특하고 깔끔한 스튜디오를 활용한 라이  무 와 같은 이들 채

만의 강 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김뜻돌, 밴드노랑, 

보수동쿨러 등의 개인채 들은 이러한 강 이 존재하지 않는 채 이라

는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채  상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는 상 같은 경우

에는 평균조회수를 웃돌아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되었으며, 인디음악 소

개 채 들의 공통 으로 나타난 ‘채 들의 명확한 방향과 꾸 하고 잦

은 업로드’를 유지해주며 인디음악 소개 채 들로 알 수 있었던 자신의 

개인채 만의 강 을 한 가지 이상씩 확보하여 채 에 용한다면 충

분히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 를 한다. 그 지만 좀 더 확실한 채  

성장을 해 유튜  채  시스템 자체에 해서 알아보며 이를 활용하

여 인디음악 채 들의 성장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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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

4.2.1.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 는 알고리즘에 해 유튜  측에서 공식 으로 밝힌 자료들은 

아직 없으므로 재 활동 인 유튜  크리에이터들과 유튜  계자

들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 다. 알고리즘은 기본 으로 유

튜  사이트 체 채 과 상을 리하며 상의 조회수 증가를 해 

계속 해서 다양한 집단에게 련 상을 추천하며 각 채 의 상을 

소개, 홍보(노출수) 해주는 역할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즉, 개인 채

의 상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알고리즘이 다양한 집단에 노출 시켜 

주지 않으면 상의 조회수가 높게 나올 수 없으며, 그 말은 개인 채

의 성장은 유튜  알고리즘의 상의 노출수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튜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에 몇 가지 시스템에 해 알

아보면, 먼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 발  다이오드) 

연구원이자 유튜  크리에이터로 활동 인 ‘남보르TV’는 “개인 채 의 

구독자와 조회수의 비율은 략 0~1% 내외로 서로 한 연 이 있다”

고 분석하 다(남보르TV, 유튜  홈페이지, 2019.11.07.). 이는 개인 채

을 개설해 상 업로드를 하며 채 을 운 할 때 상의 체 조회수

에 따라 구독자 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한 ‘남보르TV’의 따르면 재 활동 인 채  주부아빠, 유튜 랩 

등의 채 을 분석한 결과 “유튜  알고리즘은 채 의 첫 상을 많이 

노출”(홍보) 시켜주며, 이후 업로드한 상 총 10개가 된다면 그 “10개의 

상 에 2~30%확률로 2~3개 상을 더 많이 노출” 시켜 다고 주장

한다(남보르TV, 유튜 , 2019.11.07). 즉, 10개의 상을 업로드 한다면 

그 상들  2~3개 정도는 평균조회수를 웃도는 상들이 나올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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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1~2개 상은 채 의 평균 조회수 보다 2배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일명 ‘ 박 상’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음악 

크리에이터들의 공통 으로 언 한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한 주기로 꾸

하게 상 업로드를 한다는 부분과 연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확한 주기로 꾸 히 상을 업로드 한다면 그만큼 알고리즘으로 인

한 상의 노출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4.2.2. 통계 데이터 분석

유튜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해 개인 채 에서 ‘유

튜  스튜디오 베타’에 채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며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 채  통계 데이터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기록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1>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 – 채널 통계 데이터

*자료출처 : 유튜  홈페이지(2019.11.05.)

와 같은 개인 채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엑셀(Excel) 로

그램에서 상 계수(Correlation) 함수인 ‘CORREL(X,Y)함수6)’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상 계수(Correlation) 함수를 활용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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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연구원이자 유튜  크리에이터로 활동 인 ‘남보르TV’의 분석법

을 용하여 분석한다(남보르TV, 유튜  홈페이지, 2019.11.07).

먼  데이터를 Google 시 리드시트(새 탭)으로 복사해 엑셀 일로 

가져온다. 이 게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시청시간, 조회수, 

평균시청시간, 평균조회율, 구독자, 노출수, 노출클릭률 순서로 정리해 

다시 표를 만들어 각 항목들의 데이터가 서로 어떠한 상 계가 있는

지 CORREL(X,Y)함수를 활용해 계산하여 나온 값을 분석하기 쉽도록 

%로 변환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6 통계 데이터 상관계수(correlation) 함수 분석 결과>

구독자
평균조회

율
노출수

노출클릭

률
조회수

평균시청 

지속시간
시청시간

구독자
100% 29% 99% 74% 100% 16% 100%

평균조회

율
29% 100% 33% 40% 27% 53% 28%

노출수
99% 33% 100% 74% 99% 17% 99%

노출클릭

률
74% 40% 74% 100% 74% 52% 74%

조회수
100% 27% 99% 74% 100% 15% 100%

평균시청 

지속시간
16% 53% 17% 52% 15% 100% 16%

시청시간
100% 28% 99% 74% 100% 16% 100%

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채  성장에 가장 요한 

 6) CORREL(X,Y)함수란 X와 Y항목에 상 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1~1까지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 여기서 -1이 나온다면 X와 Y는 완  반 의 상 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반 로 1이 나온다면 X와 Y는 완 히 같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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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와 노출수’를 기 으로 나머지 요소들 간에 계에 해 

으로 분석해 본다. 

먼  구독자와 조회수, 시청시간까지 세 가지 요소들은 100% 상

계이며 서로 종속 인 계로 같은 요소로 묶어서 볼 수 있다. 구독자와 

조회수는 앞서 언 한 것처럼 0~1% 비율로 함께 높아진다는 말을 뒷받

침해주는 수치이며, 조회수가 높으면 시청시간이 높은 것은 당연하므

로 서로 종속 인 계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노출수와는 99%로 높은 

상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채 의 구독자가 많을수록 

유튜  알고리즘이 그만큼 자주 노출 시켜 다는 것이다.

평균조회율은 조회수 마다 시청자가 평균 으로 상에 몇 %를 보는

가에 한 부분을 보는 것인데, 조회수와 노출수와의 계는 각각 27%, 

33%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조회율은 조회수와 노출수에 향으로 상

을 보는 %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균시청 지속시간과 가장 높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때 이 둘의 요소는 서로 한 연 이 있으며 평균조회율을 높이기 

해서는 먼  평균시청 지속시간을 높여야 될 것이다. 이 두 요소는 

둘  한 가지 요소가 높아진다면 나머지 요소도 따라서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시청 지속시간은 조회수 마다 상을 본 평균시간을 말하는 것

인데, 일반 으로 상의 조회수가 높다면 평균시청 지속시간도 높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회수와 노출수와의 계는 각각 15%, 17%로 이

들의 계는 서로 어느 정도 향을 주지만 크게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이 둘의 계에 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남보르TV

가 언 한 “업로드 상 10개 에 10~20% 확률로 1~2개 상을 더 많

이 노출 시켜 다”는 공식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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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잘 만들고 좋은 상을 업로드 한다고 해도 서로간의 상 계

는 17%로 업로드 상 10개  1~2개정도만 노출시켜 평균조회수를 웃

도는 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표에서 특별히 여겨 볼 부분은 앞서 언 한 노출수와 노출클

릭률( 상이 특정 집단에 노출 되었을 때 클릭해서 볼 확률)인데 노출

수는 조회수, 시청시간, 노출클릭률 등 나머지 요소들 간에 높은 상

계를 가지지만 노출수는 유튜  알고리즘이 직  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따로 조 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 다면 결

국 크리에이이터가 직  상을 업로드 하고 활동을 하면서 조 할 수 

있는 요소는 ‘노출클릭률’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의 표와 같이 

노출클릭률은 모든 요소에 높은 상 계를 가지며 다양한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채 을 개설해 운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가장 많은 향을  정도로 요한 요소는 노출클릭률이라는 

것이다. 결과 으로 유튜  알고리즘을 이용해 채 을 성장시키기 

해서는 먼  노출클릭률을 높  알고리즘이 내 채 에 업로드한 상

들에 한 노출수를 높이도록 만들게 되면 상에 조회수는 계속 높아

지게 되고, 0~1% 확률로 조회수와 연 이 있는 구독자도 함께 따라 오

르게 되면서 채 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유튜  채  운  담당자인 맷 질 (Matt GieLen)과 제 미 

로젠(Jeremy Lsen)은 2016년 6월 23일 유튜  알고리즘에 해 분석한 

결과로 “가장 요한 요소는 시청시간(Watch time)”이라고 밝혔다

(tubefilter, 2019.11.13). 이들이 말하는 시청시간에 속한 요요인으로 

조회수(Views), 평균시청 시간(Average View Duration), 세션 시작

(Session Starts), 세션 시간(Session Duration), 세션 종료(Session Ends), 

업로드 빈도(Upload Frequency)까지 총 6가지 요인을 설명하 다

(Gielen & Rosen, 2016. 6. 23). 맷 질 과 제 미 로젠이 밝힌 시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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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가지 요소를 볼 때 채  성장에서 가장 요한 조회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시청 시간, 세션 시작, 세션 시간, 세션 종료’ 까지 4가지의 

요소들에 해 종합해보면 ‘나의 상을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이 선택

(클릭)해서 시청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의 한 뜻을 가진 요소들

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CORREL(X,Y)함수 분석에서 요한 요소로 

언 된 ‘평균 조회율과 평균시청 지속시간, 노출클릭률’과 같은 요소들

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요소인 ‘업로드 빈도’는 인기 음악 크리

에이터들의 공통 과 남보르TV의 알고리즘 노출수에 해 언 한 부분

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고 꾸 한 상 업로드’에 해 요하다고 말하

고 있다. 즉, CORREL(X,Y)함수로 채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결과와 

맷 질 과 제 미 로젠이 주장한 6가지 요소와 부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유튜  알고리즘을 활용해 채  성장을 하기 해 가장 

요한 요소는 ‘조회수’며 이 조회수에 많은 향을 주는 요소들이 ‘노출

클릭률, 평균시청 지속시간, 평균 조회율, 업로드 빈도’가 요하다는 

것을 개인 채  분석과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후 유튜  알고리즘 활용을 해 도출된 4가지의 요한 요소들과 

그 외 재 활동 인 많은 유튜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동일하게 언

하고 있는 채  성장 방법을 융합해 최종 으로 유튜 의 개인채 과 

인디음악을 주제로 한 개인채  성장 방법에 해 제시하려고 한다.

4.3. 개인채널의 성장

4.3.1. 유튜브 개인채널 운영

인디음악 뮤지션들이 유튜 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인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먼  상을 촬 하기 해 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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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되며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소니(Sony)의 a6400, 캐논(Canon)의 

m50 등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는 화질이 좋으

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처음 유튜 를 시작하는 부분의 크리에

이터들이 로지텍(Logitech)의 C920, C922와 같은 방송용 캠(CAM)을 많

이 사용한다.

다음 인디음악 개인채 에게 있어 가장 요한 개인방송용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Dynamic Mic), USB마이크, 콘덴서 마이크(Condenser 

Mic)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들  인디음악 뮤지션들이나 음악 

련 콘텐츠 채 같은 경우 콘덴서 마이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다.7) 조명은 ‘룩스패드’와 ‘고독스’의 조명 시리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상 촬 후 편집 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상

을 제작하게 된다.

상 편집 로그램으로 재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Adobe

의 ‘ 리미어 로’가 있고, 그 외 Vrew, 다빈치 리졸 (Davinci Resolve) 

등 다양한 유, 무료 편집 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듯 개인방송을 하기 

한 기본 인 방법을 숙지하여 자신만의 상을 제작해 유튜  개인

채 의 업로드 하게 된다면 기본 인 채  운 이 가능하게 된다.

4.3.2. 유튜브 개인채널 성장방법

지 까지 채  분석을 통해 유튜  알고리즘 활용하여 채 을 성장

시키기 해 요한 4가지 요소인 노출클릭률, 평균시청 지속시간, 평

균 조회율, 업로드 빈도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개인 채

이 어떠한 략  근 방법이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7) 유명 음악 크리에이터로 활동 인 제이 라는 MXL사의 콘덴서 마이크인 

MXL2006을 사용하며 새송은 BLUE사의 블루버드(Bluebird)를 사용하는 등 많은 

유명 음악 크리에이터들이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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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노출클릭률’을 올리기 해서는 내 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

출 되었을 때 내 상을 선택해 클릭할 확률을 올린다는 것인데, 그 게 

하기 해선 먼  상의 미리보기 사진인 ‘섬네일(Thumbnail)’과 ‘ 상 

제목’을 시청자들에 심을 끌 수 있도록 잘 정해야 된다. 섬네일과 

상 제목을 잘 짓기 해서는 최 한 공감 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이어야 하며 시청자들에 본능 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평균시청 지속시간과 평균 조회율’을 높이기 해서 상

의 하이라이트 부분의 일부를 앞으로 당겨서 시청자들로 하여  궁

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는 편집 방법과 상 자체가 루즈해지지 않도

록 오디오가 비는 공간은 컷 편집을 한다. 한 상 길이는 무 길지 

않으며,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에게 많은 것을 달할 

수 있도록 상을 제작한다. 박정이, 임지은, 황장선은 실제로 시청자들

이 “ 상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해당 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차 어든

다”고 분석하 다(박정이, 임지은, 황장선, 2018: 141).

마지막으로 인디음악 소개 채 인 미러볼뮤직과 온스테이지의 채

을 분석하며 공통 으로 나타난 부분과 같이 ‘업로드 빈도’는 높을수록 

좋으며 상 업로드 날짜가 일정하고 꾸 해야 될 것이다. 처음 채 을 

개설 했을 때는 상의 리티(Quality)보다 상 업로드 수에 집 하는 

것이 유튜  알고리즘으로 하여  나의 상이 좀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다. 종합 으로 유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 채 을 성장시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이며 본능 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채  주제와 콘

텐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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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하고 꾸 한 상 업로드 

(3) 섬네일과 상 제목을 잘 선정해서 노출클릭률 높이기

(4) 궁 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상 제작과 컷 편집 

(5) 길지 않으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메시지를 달할 수 있는 상 

제작

한 유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상에서 채 성장을 해 강조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에 재 활동 인 인

기 유튜  크리에이터 리섭TV, 유튜 랩, 생활리뷰 싹피디, 주부아빠 

등이 말하는 채  성장을 해 ‘꾸 한 상 업로드(2)’와 ‘ 이고 

심 끌 수 있는 섬네일과 상 제목 선정(1)(3)’, ‘시청자와 커뮤니 이

션으로 인한 니즈 악’, ‘지루하지 않도록 짧은 상 속 재미있는 내용 

제작(5)’ 등을 채  성장을 한 방법으로 언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

들은 유튜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5가지 방법과 부분 일맥상통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유튜  알고리즘으로 도출된 5가지 방법

은 어떤 채 이든 용이 가능하며 채  성장에 요한 운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한 상의 제목을 선 할 때는 유튜  검색란을 이용

해 업로드 하려는 상 주제의 련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주제

에 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내용 순으로 련 검색어가 뜨게 된다. 이 

련 검색어를 활용해 해당 주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내용들을 참고

해 상 제목을 선 하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해당 상을 시청하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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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개인 채널 업로드 영상 시청 경로

*자료출처 : 유튜  홈페이지(2019.11.06.)

와 같이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개인 채 에서 업로드한 상들

을 어떤 경로로 시청하 는지 데이터를 보면 ‘YouTube 검색’으로 상

을 시청한 경우가 체의 9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처럼 처음 개설한 

채  같은 경우에는 내 상을 유튜  검색으로 찾아서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 제목을 잘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 외에 해시

태그(HashTag)8)를 활용해 상의 제목과 함께 업로드 하는 방법도 많

은 크리에이터들이 추천하고 있는 방법이다. 한 인디음악 주제의 채

이기 때문에 와 같은 방법을 용하여 채 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앞서 언 한 ‘유튜  아티스트’ 시스템을 극 활용하여 공식아티스트 

채 을 만들어 팬과의 소통과 공연 홍보 등 유튜  아티스트 사이트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용하여 채 을 운 한다면 채 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재 인디음악 채  모두가 자신의 음악과 인디음

악 소개를 메인 콘텐츠로 운 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 도출된 5가지 방법  1번째 방법인 ‘ 이며 본능 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채  주제와 콘텐츠 선정’을 용해 재 유튜 에

8) 해시태그(HashTag)란 소셜 네트워크(SNS) 등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띄어쓰기 없는 

단어나 문장에 해시 기호 ‘#’을 붙이는 형태의 표시 방법 는 메타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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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 인 콘텐츠와의 융합’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튜  기존의 인기 콘텐츠인 ‘먹방’과 ‘ASMR9)’을 

융합한 콘텐츠가 등장하며  세계 많은 시청자들에게 심을 받고 있

는 콘텐츠가 등장하기도 하 다. 일명 ‘ASMR 먹방’을 메인 콘텐츠로 업

로드 하는 채 과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SIO ASMR, 문

복희 Eat with Boki, Jane ASMR 제인’ 등의 구독자 200만~600만의 많은 

구독자수를 보유한 인기 ASMR 먹방 크리에이터가 있다.

그 외 ‘성 모사’ 콘텐츠와 ‘게임방송’ 콘텐츠를 융합한 콘텐츠도 있으

며, ‘먹방’과 ‘토크방송’의 융합 등 다양한 융합 콘텐츠가 유튜 에 등장

하고 있다.

이처럼 인디음악을 메인 콘텐츠인 개인채  크리에이터들은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유튜  콘텐츠들을 악해 인디음악을 소개하는 채 의 

메인 콘텐츠와 인 인기 콘텐츠와의 한 융합을 통해 유튜  

내에서도 비주류 음악으로 의 심을 받지 못한 이러한 콘텐츠 자

체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 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할 것이다.

4.3.3. 인디음악 크리에이터 지원 정책

재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유튜 의 요성

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채 을 운 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는 도정홍보와 소통강화를 해 유튜  채 인 ‘갱남피

셜’을 개설하여 운  이며 구독자수는 7.93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라남도는 2014년 3월부터 총 1230개의 자료를 업로드 하며 채 을 

 9)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뜻으

로 백색소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해 심리  안정감과 쾌감

을 느낀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유튜브 개인 채널을 활용한 인디음악의 발전방안 제시 김창환  101

운 했지만 구독자 1000명을 조  넘어선 채 로 라남도는 2022년까

지 구독자 5만 명을 목표로 하여 이를 해 유튜  련 문 인력 확충

과 차별화된 콘텐츠 등으로 채 을 성장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박

정렬, 2019). 

경상북도의 유튜  채  ‘보이소TV’의 경우 구독자가 5.79만으로 지

역 도정 홍보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 이다. 이 듯 지역

마다 많은 도에서 유튜 를 채 을 활용해 지역홍보와 소통에 집 하

고 있는 것처럼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 한 인디음악 

련 경연 회와 음악교실, 정기 인 공연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와 더불어 유튜  개인채 의 요성을 인식해 상 으로 소외되어 

지고 있는 인디음악에 성장과 홍보를 해 따로 채 을 개설해 기존의 

인디음악 소개 채 인 미러볼 뮤직과 온스테이지 채 의 인디음악 홍

보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이다. 

올해 11월 용인시에서 청년들을 상으로 크리에이터 지망생들을 뽑

아 문인력에게 콘텐츠 제작 방법과 채  운 에 한 을 해주며 

본격 으로 지역내 크리에이터 지망생들을 키우고 있다(김병 , 2019). 

이와 같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이 인디음악의 발 을 

해 인디음악 뮤지션들  유튜  크리에이터 지망생에게 개인채  운

을 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하여 인디음악 개인채 들의 략

인 성장을 통해 인디음악을 홍보하며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문화체육 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디음악 

지원사업인 ‘해외 진출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은 국고 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각 지역

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등이 유튜  개인채 을 활용하여 인

디음악을 홍보하며, 인디음악 뮤지션들의 개인채  운 을 해서도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병행 되어 진다면 지역과 인디뮤지션의 시 지 



102   통권 25호 (2020년 상반기)

효과로 인해 인디음악의 많은 성장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디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채  자체는 아이돌 음악과 같은 주

류음악에 비해 의 심이 높지 않지만 음악이라는 주제 자체는 사

람의 본능 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유튜  인기 카테고리 순

에도 2 에 오를 만큼 항상 인기 순 에 올라 꾸 히 사랑받고 있는 

주제이다. 그 기 때문에 와 같이 유튜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법들

과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강조하고 있는 채  성장 방법들을 용해 채

 개설 후 꾸 한 활동을 해 다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 로 성장 

할 것이다. 한 정부의 인디음악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역내 지방자치

단체와 문화재단 등의 유튜  개인채 을 활용한 홍보와 인디음악 크

리에이터들을 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디음악의 발 과 함께 질  성

장 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디음악 크리에이터들은 개인채

의 성장을 해 인디음악 채 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 보다 시청자들

에게 서로의 채 들을 소개해주며, 크리에이터들끼리 ‘합동 방송’으로 

함께 방송하는 콘텐츠도 진행하게 된다면 채  성장뿐만 아니라 시청

자들이 다양한 인디음악과 뮤지션들에 해 알게 되며, 더 나아가 인디

음악에 한 편견과 좋지 않은 시선 한 사라질 것이라 기 한다. 

5. 결론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디음악이라는 장르는 아직 비주

류 음악으로 세 를 막론하고 일부 매니아층이 즐기는 음악이라는 이

미지에서 완 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형기획사의 자본투자

로 제작한 주류음악들이 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을 받고 있어 상

으로 인디음악은 열약한 제작과정과 홍보로 인해 들로 하여  

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8년 장기하와 얼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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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흥행하면서 TV출  까지 하게 되었으며, 들이 인디음악에 

한 심을 조 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 10cm, 오, 국카스텐, 볼

빨간사춘기 등이 등장하면서 인디음악이 조 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인디음악에 한 심이 많이 증가하 지만 아직 형

기획사의 주류음악들에 가려져 있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

만 인디음악은 음악의 발 에 많은 향을 주는 ‘사라져서는 안되

는 장르’일 것이다. 이러한 인디음악의 발 을 해 재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 의 ‘개인 채 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유튜 의 인디음악 개인채 을 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튜  

알고리즘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노출클릭률, 평균시청 지속시간, 평균 

조회율, 업로드 빈도’의 4가지 요소를 토 로 한 성장 방법이다. 첫째, 

이며 본능 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채  주제와 콘텐츠 

선정 둘째, 일정하고 꾸 한 상 업로드 셋째, 섬네일과 상 제목을 

잘 선정해서 노출클릭률 높이기 넷째, 궁 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이라

이트 상 제작과 컷 편집 다섯째, 길지 않으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메시

지를 달할 수 있는 상 제작이다. 

한 유튜  활동 인 크리에이터들이 주장하는 채  성장 방법들도 

‘꾸 한 상 업로드’와 ‘ 이고 심 끌 수 있는 섬네일과 상 제

목 선정’, ‘시청자와 커뮤니 이션으로 인한 니즈 악’, ‘지루하지 않도

록 짧은 상 속 재미있는 내용 제작’ 등 의 5가지 방법들과 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유튜  검색기능을 활용한 상 제목 선정과 해시태그를 활

용한 상 업로드 등을 활용하여 개인채 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과 더불어 각각의 인디음악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개인 

채 만의 뚜렷한 장 을 발견하여 부각시켜야 될 것이며, 유튜  알고

리즘의 요한 요소로 도출된 ‘노출클릭률과 평균시청 지속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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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율’을 높이기 해 인디음악 개인채 의 메인 콘텐츠인 인디음악 

소개와 인 인기 콘텐츠와의 ‘융합’ 콘텐츠를 찾아 용한다면 비

주류인 인디음악 개인채 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해 국내와 해외 유튜  시장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악하고 

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유튜  알고리즘은 유튜  사이트내의 수많은 

상을 리 할 수 있을 만큼 모회사인 구 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뛰

어나지만 알고리즘의 한계  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에 맞춰 유튜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 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지 까지 분석한 내용들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일부일 

뿐이며 그 일부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그 지만 크리에이터들

은 개인 채  성장의 요한 요소로 도출된 ‘노출클릭률, 평균시청 지속

시간, 평균 조회율, 업로드 빈도’의 4가지 요소에 집 하여 데이터를 수

시로 분석하며 알고리즘의 근본 인 흐름을 악하고 활용한다면 알고

리즘의 변화에도 능동 으로 발맞춰 함께 변화하고 채  한 더욱 성

장할 것이다.

유튜 에서 인디음악 자체는 충분히 매력이 있으며 발  가능성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지원과 유

튜  련 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수많은 인디음악 뮤지션들

이 유튜 에서 아직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역으로 인디음악이라는 주제에 콘텐츠 역을 개척하며 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게 인디음악에서 많은 뮤지션들의 유튜

 개인채 이 성장하여 지 까지 실험 이고 창의 인 음악에만 념

하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한 물질 인 부분이 해결되는 동시에 많

은 시청자(구독자)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많은 연 인과 유명인들이 유튜  채 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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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반인에서 인기 크리에이터로 성장한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이

미 사회에서는 셀러 리티로써 TV 로그램 출연과 고를 으며 다양

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디음악 뮤지션들도 자신들의 

채  성장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홍보

하게 되며, 한 들은 형기획사의 상업 인 주류음악만 향유하

는 문화  편식 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디음악도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다. 이후 인디음악의 발 으로 인해 음악에도 많은 향을 주

게 되고 더 나아가 상업  주류음악과 인디음악이 서로에게 향을 주

고받으며 궁극 으로 음악이라는 장르가 크게 발 하게 되는 선순

환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으로 유튜  알고리즘은 정 인 로그램

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며 발 하고 있는 로그램(AI)이다. 이러한 

을 생각 했을 때 유튜  알고리즘에 해 지 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사례들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채  데이터 상 계 분석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채 을 분석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채 의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해 보며 더 많은 데이터와 다양한 사례들로 본 

논문에서 다룬 유튜  알고리즘에 한 연구의 부족한 을 더욱 보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추가 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물들을 용해 인디음악 채 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인디음악 채 에 방법 인 부분을 용했을 때의 

데이터와 채 의 성장여부를 직  확인하는 연구를 추가한다면 본 연

구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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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Indie Music 

Using Youtube Personal Channel:
Focusing on Indie Music Channel 

Chang-Hwan Kim

(Culture and Arts Science, Dankook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s about the indie music that began around Hongdae 

in 1990 after the British Invasion, which began from the debut in America 

of the English band The Beatles in 1963, became a trigger of garage rock 

among many Americans.

Also, as s way to develop indie music, which is perceived as non-mainstream 

music in the Korean pop music industry so far, I wanted to present a way 

to utilize Youtube’s personal channel, online video sharing platform that is 

rapidly rising in the network era.

Youtube, where anyone can freely become producers and viewers to keep 

up with changes in spending patterns of consumer, has grown rapidly and 

is now being positioned as an indispensable culture in our day encompassing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Lately, many companies are using Youtube’s brand channels as a tool for 

advertisement, marketing and communication, and have messaging strategy 

and various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video contents and compete 

as well. 

Many people in various professions and age groups, including celebrities 

and ordinary people are producing videos about Vlogs, advertise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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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roducts, games, cosmetics and home appliances, and electronic devices 

reviews, but ‘Channel centered on indi-music’ is not only very much, but 

also hard to find channels that promote and communicate indie music 

professionally and strategically.

This paper presented the use of Youtube personal channels as a way to 

develop indie music and analyzed existing indie music channels currently active 

as Youtube personal channels.

Later, it analyzed and researched Youtube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judged 

that ‘the number of viewers’ is the factor which gives the affect overall personal 

channel growth, including indie music channels, and since this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views are 

‘exposure clicks, average viewing duration, average viewing rate, and upload 

frequency’, based on this factors and the similarities, singularities and weaknesses 

of the indie music channels analyzed earlier, the operation method for the 

growth of Indie music personal channels was presented. 

There are not many studies in Korea yet on how to develop indie music, 

also there is no study that links indie music with Youtube’s personal channels, 

therefore it will help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Youtube as a way 

to develop indie music and promote their music.

Keywords: Indie music, Youtube, Youtube personal channel, Youtube 

algorithm, Analyzing of pernon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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