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타이달(TIDAL): 올해 최고의 뮤직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스페셜 플랫폼   

뉴욕, 2016년 12월 27일 /PRNewswire/ -- 올해 뮤지션들은 실험적인 시도들을 통해 장벽을 

부수고 팬들과 보다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올 한해동안 음악산업은 다른 어떤 때 

보다도 더욱 발전했고 이러한 흐름을 이끈것은 바로 글로벌 뮤직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타이달(TIDAL)이었다. 타이달(TIDAL)은 아티스트들이 제한없이 그 창의성과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타이달은 레모네이드(Lemonade), 안티(ANTI), 라이프 오브 파블로(The Life Of Pablo)과 

같은 앨범들을 배포한 것은 물론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된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의 이지 시즌 3 패션쇼의 프리미어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리한나(Rihanna)의 펜티X퓨마(Fenty X Puma) 패션쇼 라이브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다수의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 하기도 했다.  

타이달(TIDAL)은 데미 로바토 & 닉 조나스(Demi Lovato & Nick Jonas), 본조비(Bon Jovi), 

릭 로스(Rick Ross), 로린 힐(Ms. Lauryn Hill)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명인사들의 공연 

티켓을 제공하고 공연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 하며 팬들과 사용자이 상징적인 

퍼포먼스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은 전 세계 수십개의 

이벤트들과 축제들에 참가하고 39개의 라이브스트림(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들을 시청할 

수 있었다. 18만장 이상의 티켓들이 타이달 플랫폼을 통해 판매 되었으며 이는 블러드 

오렌지(Blood Orange), 어셔(Usher), 쥬시 제이(Juicy J), CNCO등과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위한 티켓들을 포함했다.  

2016년 동안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된 32개의 특별 앨범들과 함께, 타이달(TIDAL)은 

프린스(Prince), 제이지(JAY Z), 비욘세(Beyonce)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자랑하는 

스타들의 앨범들을 위한 고향과 같은 역할을 한 유일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플랫폼이다. 타이달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본래 아티스트들이 공유하고자 했던 그 방식대로 음악을 팬들에게 전달하는데 

진력했기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당 플랫폼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TIP, 데드 

웨더(The Dead Weather), 데미안 말리(Damian Marley), 팻 조(Fat Joe), 빅 멘사(Vic Mensa) 

그리고 타이달의 라이징 아티스트(TIDAL Rising Artist)인 타비 보니(Tabi Bonney)는 

올해만 45개 이상의 뮤직비디오들을 발매했다.  

기존의 음반 발매와 투어들과는 차별화된 더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티스트들을 

팬들과 연결하기 위해, 타이달(TIDAL)은 앨범과 뮤직 비디오, 투어등을 만드는 과정들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비하인드신 콘텐츠와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을 지원했다. 릭 

로스(Rick Ross)부터 릭 조나스(Nick Jonas), 21새비지(21 Savage)에 이르기까지 

타이달(TIDAL)은 90개 이상의 영상들을 공개했다. 또한 제이지(JAY Z), 제레미 

스캇(Jeremy Scott), 준 앰브로스(June Ambrose), 앤지 마티네즈(Angie Martinez), 엔리케 

이글레시아스(Enrique Iglesias), 저스티스 윈슬로우(Justise Winslow), 브렛 엘드릿지(Brett 



Eldredge), 솔란지(Solange), 레이 스레머드(Rae Sremmurd)를 포함하는 다수의 아티스트들, 

유명인사들, 운동선수들, 테이트스메이커(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타이달 플랫폼을 

통해서만 총 150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들을 공개했다.  

타이달(TIDAL)은 아티스트들의 박애주의적인 노력들을 지원하고자 진력하며, 지난 1년 

동안에는 TIP, 릴 웨인(Lil Wayne) 등과 함께 기관 및 조직들이 박애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TIDAL X 1015과 같은 자선 콘서트들과 함께, 

타이달(TIDAL)은 아티스트들이 각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시 여겨지는 것에 

대해 그 원인과 이의 개선을 위한 운동들을 조명하는 것을 도왔다. 스타들의 자선 

콘서트와 같은 이벤트들은 글로벌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고유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이달(TIDAL)에 대해 

타이달은 글로벌하고 실험적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전 세계 스타들과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싶은 팬들을 위해 구축되었다. 타이달(TIDAL) 회원들은 아티스트들을 그 

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자 특별히 제작된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회원들이 하이파이(Hi-Fi), CD 사운드 품질의 음악과 고해상도의 

영상, 타이달 라이징(TIDAL Rising)을 통해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타이달 X(TIDAL X)를 통해 독특한 경험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4천2백50만개 이상의 노래 목록과 14만개 이상의 고품질 영상들을 제공하는 

타이달(TIDAL)은 전 세계 52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타이달 웹페이지(www.tidal.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TIDAL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http://facebook.com/tidal), 트위터(http://twitter.com/tidalhifi), 

인스타그램(https://instagram.com/tidal/) 

로고 -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904/263788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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