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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
음악 업계에는  업계 전문가와  아티스트가  업계와 
현실을 경험한다고  가정하는  시각에 있어 분명하게  
단절된 지점이 존재합니다 . 성차별이  업계의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티스트와  업계 전문가는  60%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 여성과 논바이너리 1 개인
(각각 +28%, +46%)은 남성(-32% 낮음)에 비해 
성차별을  문제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성희롱 및 성폭력
음악 업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높은 비율로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생존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악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34%), 트랜스젠더 (42%), 
논바이너리 (43%)가 직장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정체성 및 교차성
음악 업계에서의  양성차별은  다른 소외된 집단에 
기반한 차별이 더해지면서  가중됩니다 . 낮은 
대표성과  토크니즘은  해당 업계에서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이 마주하는  업계 내 경험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 예를 들어, 소수 민족 여성들은  
자신의 채용 결정이 인종, 민족, 부족 배경 또는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평균보다  +114% 더 높습니다 .

인정 및 보상
임금 격차는 여전히 여성, 확장된 젠더를 가진 
전문가, 음악 업계의 창작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력 발전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 
업계 종사자의  약 절반(53%)은 시스젠더2 남성이 
음악 업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 여성 중 절반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경력 경험이 신용도를  
떨어뜨려  업계에서의  잠재적 수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
리더십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전문가 중 소수만이  
음악 업계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으며, 리더십 
위치에 오르는 데 장벽이 존재합니다 . 조사 응답자 
중 58%가 모든 사람이 음악 업계에서  성공하는  데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여성(+30%), 소수 민족
(+30%), 트랜스젠더 (+74%)는 모두 승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발전을 위한 기회
여성(+42%)과 트랜스젠더  개인(+98%)은 전문 
교육/개발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또한 업계 전문가와  창작자 중 41% 
만이 현재 음악 업계에서  일자리를  추천 받기 
때문에 대한 진입 장벽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수준이 향상된다면  업계에서  
일자리를  추천 받는 비율이 추가적으로  22% 증가할 
것임).

주요 결과

 1 논바이너리: 남성도 여성도 아닌(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성 정체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2 시스젠더: 타고난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Please note: References to the industry average should consider only the individuals represented in this research.

건강 및 웰빙
정신 건강은 음악 업계의 여성, 논바이너리 ,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만연한 문제입니다 . 여성
(76%), 트랜스젠더 (82%), 논바이너리 (89%) 모두 
평균보다  음악 업계에 들어간 이후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장애를 가진 개인도 열악한 숙소와 
리소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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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구 
지침
음악 업계를 위한 행동 요구 지침
지금의 환경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하여  업계의 현황을 평가합니다 . 스스로 변화를 
만들자 ( BE THE CHANGE): 음악 업계에서의  
양성평등  연구 전문 읽기.

경영진, 이사회 및 리더십의  성별 구성을 평가하고  
음악 업계 전체를 반영하여  이러한 팀에서 다양한 
대표성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

토론할공간을  마련해 (예: 워크숍, 외부 전문가와의  
공개 시간 등) 보복이나  "잘못된 말"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업계의 
양성평등에  대한 대화를 장려합니다 .

음악 업계의 모든 직급과 부문에서  젠더 대표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산업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

더 많은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창작자, 
프로듀서를  라이브 음악 공연에 채용하고  프로듀서 , 
작곡가, 엔지니어  등 다양한 무대 뒤 창작자를  
평등한 젠더 대표성을  위해 채용합니다 .

창작자가  작업을 녹음, 홍보 및 공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더 늘립니다 (예: 녹음 스튜디오의  
주간 가용성 확대, 라이브 공연장의  약물 금지 구역 
지정,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 전용 
스튜디오  오픈 등).

지금 행동하세요 ! 글로벌 키체인지  서약에 서명하여  
음악 업계에서

HR/리더십을 위한 행동 요구 지침
직무 설명에 급여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고용 위원회를  다양화하여  음악 업계 
전체를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

여성, 확장된 젠더를 가진 업계 전문가, 창작자가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고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데 투자합니다 .

모든 업계 직원에 대해 성희롱 방지 및 젠더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

음악 업계의 차별 사례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대면에서  비보복적이고  익명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음악 업계 환경(예: 스튜디오  내, 투어 중 등)
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외부 자원(예: Safe Tour)를 활용합니다 .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제 자살 예방 협회, 
Helpline Direct-Link 및 Trans Lifeline(미국 및 
캐나다에만  해당)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행동하세요 !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창작자와  업계 전문가를  소개하는  전문 
마켓플레이스와  프로필 (예: Gritty in Pink의 INPINK 
Marketplace, Sound Girls, She is the Music, 
Amplify Her Voice 등)을 확인해 보세요. 

https://www.tunecore.com/what-is-tunecore#be-the-change
https://www.tunecore.com/what-is-tunecore#be-the-change
https://www.tunecore.com/what-is-tunecore#be-the-change
https://www.keychange.eu/what-can-i-do/as-a-music-organisation-representative
https://www.safetour.org/
https://www.iasp.info/crisis-centres-helplines/
https://findahelpline.com/i/iasp
https://translifeline.org/
https://inpink.com/
https://inpink.com/
https://soundgirls.org/profiles/
https://sheisthemusic.org/profiles/
https://www.amplifyhervo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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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구 
지침

남성을 위한 행동 요구 지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직 내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

동료 업계 전문가와  창작자를  지원하고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다양성을  가진 팀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및 
확장된 젠더를 가진 창작자와  업계 전문가를  
모집하고  채용합니다 .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관행에서  비롯된 음악 업계의 
현실에 대해 스스로 알아봅니다 .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의 경력을 지원하고  업계의 모든 젠더를 
위해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 음악 업계에서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십시오 .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성차별 사례를 신고해 음악 
업계의 안전 문제와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

리더라면  음악 업계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에게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지금 행동하세요 ! 음악 업계 네트워크 (Women in 
Music, SheSaidSo, Color of Music Collective, 
Queer Capita 등)를 구축하거나  참여하고  전문 
개발 리소스와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

창작자를 위한 행동 요구 지침
팀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약속한 단체, 대리인 및 경영진과  협력합니다 (예: 
양성평등을  위한 키체인지  서약을 이행한 리퍼반 
페스티벌 (Reeperbahn Festival).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였던  역할(예: 프로듀서 , 
사운드 엔지니어 , 로드 크루 등)에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을 고용합니다 . 
#BookMoreWomen 과 Diversify The Stage 와 
같은 단체는 포용적인  채용의 좋은 예시입니다 .

라이브 음악 공간에서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과 '무대'를 공유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양한 젠더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지를 
보냅니다 .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팬이 안전하게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합니다 (예: 펑크 록 
가수 캐슬린 한나(Kathleen Hanna)가 지지하는  
"Girls to the Front" 캠페인 ).

라이브 쇼에서 여성과 확장된 젠더를 가진 개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라이브 
음악 행사 (예: Calling All 
Crows(#HereForTheMusic), UN Women UK’s Safe 
Spaces Now)에서 단체들과  협력합니다 .

음악 업계의 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 
Music Minds Matters, Backline 등)에 액세스하여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투자합니다 .

지금 행동하세요 ! 공연 라인업과  스태프에  젠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포용성 부칙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

https://www.womeninmusic.org/
https://www.womeninmusic.org/
https://www.shesaid.so/
https://www.colorofmusiccollective.com/
https://www.queercapita.com/
https://www.reeperbahnfestival.com/en/frontpage
https://www.bookmorewomen.com/
https://www.diversifythestage.org/
https://www.callingallcrows.org/
https://www.callingallcrows.org/
https://www.callingallcrows.org/hftm
https://www.unwomenuk.org/safe-spaces-in-music
https://www.unwomenuk.org/safe-spaces-in-music
https://www.musicmindsmatter.org.uk/
https://backline.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