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10. 디지털 음악
1)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체 음악시장의 20.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1% 상승한 94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표 2-100]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스트리밍
기타
합계

4,608
641
1,860
7,109

4,975
1,012
1,587
7,574

5,639
1,494
1,362
8,495

5,867
2,153
1,200
9,220

5,455
2,825
1,132
9,412

5,109
3,442
1,101
9,652

4,802
4,017
1,087
9,905

4,538 4,307
4,558 5,044
1,085 1,093
10,180 10,444

4,106 △5.5
5,446 14.0
1,095 △0.7
10,646 2.5

* 출처 : PwC(2015)
** 기타 :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음원서비스 수익은
급감하면서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와 가입형 음원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 증가로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번들 형태의
스트리밍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파트너쉽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음원의 불법복제 및 유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유·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안 되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IFPI, 2015).
향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악 시장이 하락세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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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에는 전체 음악
시장의 22.3%를 차지하며 106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6] 글로벌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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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북미 지역이 전체 시장의 42.0%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유럽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북미 시장을 추월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7]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아시아 시장은 2014년 기준 음악시장 대비 디지털 음악시장
비중이 29.1%로 다른 권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이 전체 음악시장의 20.5%를 점유하고 있고,
북미 시장 또한 동일 기간 24.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시아 시장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매우 높은 비중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시장의 경우 2014년 기준 디지털 음악시장 비중이
13.7%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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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연음악 시장이 매우 크고
견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2019년에는 중동·아프리카 시장이 음악시장 대비 디지털 음악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시장 또한 디지털
음악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미시장의
경우 향후 디지털 음악시장은 감소하고 공연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디지털 음악시장 점유율은 2014년 보다 더 줄어들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8] 권역별 음악시장 대비 디지털 음악시장 점유율, 2010-2019

[표 2-101] 권역별 음악시장 대비 디지털 음악시장 점유율, 2010-2019
구분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글로벌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9
8.9
7.4
23.7
11.9
15.3

* 출처 : PwC(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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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9.9
9.3
23.8
14.0
16.3

23.3
11.8
11.3
25.2
15.4
18.3

24.6
13.6
13.0
27.4
19.0
19.9

24.3
15.3
13.7
29.1
21.7
20.5

23.7
15.4
15.1
30.2
24.4
21.1

23.1
15.4
16.3
30.9
26.7
21.5

22.5
15.4
17.5
31.4
29.9
21.9

21.7
15.3
18.6
31.7
33.5
22.2

20.8
15.4
19.6
31.7
36.7
22.3

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가.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 하락한
39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음악시장의 24.3%를 점유하고 있다.
과거 디지털 다운로드 음원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일반음반의 매출
하락을 야기한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디지털 다운로드 음원 수익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애플(Apple)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비츠(Beats)를 3조원에 인수하고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애플 뮤직(Apple Music)을 출시하였다(Sam Sabri, 2014.5.28.).
구글(Google)역시 구글 플레이 뮤직(Google Play Music)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를 애플과 비슷한 시기에 무료로 출시하였다(허핑턴포스트,
2015.7.15.). 유럽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북미지역에서 경쟁을
시작하였고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시장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서 북미 지역의 스트리밍 음악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향후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 수익과 모바일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디지털 음악 전반적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2.0%의 하락세 보이며 35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2]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스트리밍
기타
합계

2,691
220
460
3,371

2,784
371
285
3,440

3,042
586
172
3,800

3,036 2,768 2,455 2,194 1,975 1,791 1,635 △10.0
878 1,118 1,346 1,539 1,706 1,835 1,914 11.4
102 69 48 35 27 22 16 △25.2
4,016 3,954 3,849 3,768 3,708 3,647 3,565 △2.0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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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9]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2014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0%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시장의 6.5%에 불과하던 스트리밍 음원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에는 28.3%의 시장을 점유하였다.
향후 스트리밍 음원시장은 더욱 급격하게 확대되어 2019년에는 전체 디지털
음악시장의 53.7%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90]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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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2% 상승한 1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 지역의 다운로드 시장규모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음원 유통과
관련이 깊다. 아르헨티나 음반협회(CAPIF)는 수익감소로 인하여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를 차단한바 있고, 브라질은 2015년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3개년 국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유저들이 우회 접속을
통해 불법 음원사이트를 접속하고 있어 다운로드 음원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2014년 멕시코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는 매달 두 배가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글
은 삼성과 제휴를 통해 남미 국가에 단기간 동안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스포티파이(Spotify), 알디오
(Rdio), 디저(Deezer), 비보 뮤직카(Vivo Musica) 등이 남미 지역의
스트리밍 음악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PwC, 2015).
향후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며 2억 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3]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스트리밍
기타
합계

36 42 57 68 73 70 67 64 61 58 △4.5
35 48 58 74 94 99 104 110 117 124 5.7
27 26 24 23 22 22 22 22 22 22 △0.6
97 116 140 164 189 191 193 196 199 203 1.5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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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1]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2014년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원 시장이 전체
시장의 49.7%, 다운로드 음원 시장이 38.6%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다운로드 음원시장의 하락과 스트리밍 음원 시장의 확대로 2019년에는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전체 디지털 음악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92]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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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26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북유럽의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확산은 불법 음원 유통의 확산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파일공유형태를 통한 불법 음원다운로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음원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제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몇몇 국가들은 불법 음원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구독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에 촉매가 되었다(PwC, 2015).
향후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9억 2,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4]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스트리밍
기타
합계

1,077
245
154
1,475

1,308 1,508 1,642 1,449 1,409 1,369 1,329 1,290 1,249 △2.9
381 569 820 1,142 1,452 1,770 2,084 2,381 2,650 18.3
138 98 70 55 45 36 33 30 27 △13.3
1,826 2,175 2,530 2,643 2,903 3,174 3,442 3,696 3,924 8.2

* 출처 : PwC(2015)
** 기타 :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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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3]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2014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시장이
54.8%,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43.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3.0%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다운로드
음원시장은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54.8%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스트리밍 음원시장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
장하면서 2019년에는 전체시장의 67.5%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194]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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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체 음악시장의
29.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4% 상승한 25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료 음원 서비스 부문의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일본 음원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디지털 음악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스포티파이(Spotify)와 디저(Deezer)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디지털음원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9%의 다소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7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5]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795 832
스트리밍 139 210
기타 1,178 1,090
합계 2,112 2,131

1,021
278
1,016
2,316

1,103
380
948
2,431

1,144
468
926
2,538

1,151
541
919
2,611

1,148
599
917
2,664

1,146
651
916
2,713

1,143
702
915
2,760

1,140 △0.1
745 9.7
908 △0.4
2,792 1.9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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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5]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2014년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시장이
45.1%, 기타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시장이 36.5%, 스트리밍 음원
시장이 18.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향후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운로드 음원시장 점유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2019년에도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10년까지는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시장이
전체 시장의 55.8%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확대되면서 2014년 전체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5%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2010년 전체 시장의 6.6%에 불과하던 스트리밍 음원시장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4년에는 18.4%까지 증가되었다.
향후 글로벌 음원서비스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입을 본격화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19년에는 스트리밍 음원시장이 전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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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6.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96]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5% 상승한 8,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터넷 인프라망의 발달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디지털 음악시장의 규모 확장이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글로벌 통신사들이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업체와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PwC).
하지만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당분간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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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
평균 1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억 6,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스트리밍
기타
합계

9
3
41
53

10
2
47
60

11
2
51
65

18
2
56
78

22
3
60
87

24 24 24 23 24
4 5 7 9 13
66 77 87 104 122
97 106 121 141 161

1.8
34.1
15.3
13.1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97]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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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8]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가.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 하락한 37억
3,400만 달러로 전체 음악시장의 24.8%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시장에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의 수익성이 악화 되자 애플(Apple)은 스트리밍
회원제 서비스로 변화를 꾀하였고 구글(Google)은 무료 스트리밍
음원서비스를 출시하며 스포티파이(Spotify), 판도라(Pandora), 랩소디
(Rhapsody)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였다(PwC, 2015).
다수의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다운로드 및 기타 시장의 하락세로 인하여 미국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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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2.0%의 하락세를 보이며 33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
음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에 비하여 3.5%p 감소한
21.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07]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스트리밍
기타
합계

2,575
212
448
3,235

2,626
359
276
3,261

2,849 2,816 2,574 2,279 2,032 1,823 1,647 1,497 △10.3
571 859 1,094 1,316 1,503 1,663 1,785 1,857 11.2
166 99 67 46 34 26 21 16 △25.0
3,586 3,774 3,734 3,642 3,569 3,512 3,453 3,370 △2.0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99]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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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서비스 시장이
68.9%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 전제 시장의 6.6%에 불과하던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4년에는 전체 시장의 29.3%를 점유
하였다. 향후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은
보다 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19년에는 다운로드
음원서비스 시장을 추월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00]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나.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프랑스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 하락한
1억 6,300만 달러로 전체 음악시장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운로드
음악 시장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서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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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장을 형성하였다.
프랑스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은 자국 기업 디저(Deezer)와 글로벌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ial Music Group)은 통신회사 하바스
(Havas)와 협력하여 글로벌 데이터 연합(GMDA)을 결성하였고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자 음원청취,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스트리밍 음원,
일반음원의 매출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도피(Hadopi)법을 통해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를
해왔고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한 4백만 명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단
19명만이 벌금 부과된바 있다. 이처럼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및 유통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다운로드 시장의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며 1억 9,6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하며 전체 음악시장의
11.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8]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63 79 88 87 71 65 59 53 47 41 △10.4
스트리밍 33 55 69 72 88 103 119 133 146 154 12.0
기타
20 16 12 7 5 3 2 1 1 1 △32.5
합계 116 150 169 166 163 172 180 188 194 196 3.7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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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1]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그림 2-202] 프랑스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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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독일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2.1% 상승한
5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음악시장의 11.6%를 점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은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전체 음악시장규모가 비슷한
영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점유율이 21.8%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는
디지털 음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09]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208 269 336 360 342 339 337 335 332 330 △0.7
스트리밍 33 35 48 90 165 252 345 438 518 573 28.3
기타
29 24 7 6 5 4 3 1 1 1 △22.9
합계 271 328 390 456 511 596 685 774 851 904 12.1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독일은 전 세계 3위 규모의 레코드음반(Vinyl, CD, DVD)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으나 디지털음반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 작은 편이고 음원
소비자들이 레코드음반을 선호하고 있어 디지털 음악으로의 전환
이 더딘 편이다.
그러나 현재 14개에 이르는 글로벌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업체가
독일에 진출하였고 독일 이동통신사들은 스포티파이(Spotify), 냅스터
(Napster), 디저(Deezer)등과 제휴를 통해 스트리밍 음원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IFPI, 2015). 향후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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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연평균 1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에는 9억
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하며 전체 음악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03]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그림 2-204]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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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영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6.3% 하락한 9억
3,4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전체 음악시장의 21.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0]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551 665 753 849 713 698 684 669 654 639 △2.2
스트리밍 35 63 96 124 205 286 367 447 528 609 24.3
기타
50 46 36 23 16 11 8 6 4 3 △29.4
합계 636 773 885 997 934 995 1,058 1,122 1,186 1,251 6.0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영국의 전체 음악시장은 독일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 음악시장은 독일과 많은 격차를 보이며 유럽 1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독일 디지털 음악시장이 11.6%를 점유
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매우 큰 시
장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타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디지털화에
적응해나가며 다양한 음악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디저(Deezer)와 스포티파이(Spotify)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 애플도
2015년 한 해 동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스트리밍 음원서비스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복제가 용이한 다운로드
음원 시장은 지속 하락하여 2019년에는 스트리밍 음원 시장 규모가
다운로드 음원 시장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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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9
년에는 12억 5,100만 달러까지 성장하며 전체 음악시장의 약 28%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05]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그림 2-206] 영국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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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10.5% 상승한 5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음악시장의 71.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1]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8 9 11 12 14 15 15 15 15 15
스트리밍 22 25 38 55 71 95 109 122 132 138
기타 400 416 431 446 482 515 544 568 586 598
합계 431 451 480 513 567 625 668 705 733 751

0.9
14.2
4.4
5.8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국 음악시장은 정부차원의 문화산업정책 강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인들의 문화교육오락분야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중국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빠른 확산은 중국의 디지털 음악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중국 음악시장은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불법복제 만연으로 인해 실제 음악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해 왔다(IFPI, 2014). 불법복제, 즉 해적판의 범람은
중국 음악시장이 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기기가 대중화되고 디지털 음악이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음악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불법복제의 대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음악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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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중국 음악시장의 기형적인
온라인 편중화 현상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2014년 기준 디지털 음악시장의 85.0%를 피쳐폰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었던 모바일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시장이 점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쳐폰 보급률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112] 중국 피쳐폰 및 스마트폰 보급률, 2010-2019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피쳐폰 77.4 73.2 69.0 64.8 60.5 59.1 57.6 56.1 54.5 53.0 △2.6
스마트폰 22.6 26.8 31.0 35.2 39.5 40.9 42.4 43.9 45.5 47.0 3.6

* 출처 : PwC(2015)

중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악 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비해 그에 걸맞는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PwC). 텐센트의 경우 자사의 그린 다이아몬드(Green Diamond)를
통해서 단돈 1.6 달러의 가입형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단 300만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을 뿐이고 음원의 불법유통
및 공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인구의 절반 수준인
약 6억 5,00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 음원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미래 성장성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CMC, 텐센트 등의 기업들은 글로벌 음반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며 중국의 스트리밍
음원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IFPI, 2015).
향후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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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7억 5,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전체 음악시장의
71.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07]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그림 2-208]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282

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바.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일본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8억
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음악시장의 17.9%를 점유하고 있다.
[표 2-113]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다운로드 541 489 545 537 613 616 616 618 619 621 0.3
스트리밍 21 31 41 87 104 120 131 138 145 153 8.0
기타 301 234 168 117 84 63 48 37 30 22 △23.5
합계 863 754 754 741 801 799 794 793 794 796 △0.1

* 출처 : PwC(2015)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209]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283

2015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음악시장인 일본은 디지털 음원보다
음반 위주로 음악 산업이 구축되어 있고 보수적인 음반 레이블사의
성격으로 인해 구글, 스포티파이 조차 일본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었다(beSUCESS, 2015.6.12.).
그러나 최근 일본 음악시장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이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2015년 6월 일본 내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라인이
스마트폰용 메신저 앱을 통해 정액제 기반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인
‘라인뮤직’을 시작하였다(문정식, 2015.6.12.).
특히 다운로드형 ‘아이튠즈’에 치중하던 애플이 2015년 6월 30일,
월 9.99달러의 정액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애플뮤직’을 시작하면서
일본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외에 일본 자국 기업들도 스트리밍 음원 시장에 진출하였는데
NTT토코모의 'd히츠'는 2012년 7월에, 'USEN'은 2013년 12월에,
에이벡스그룹 홀딩스(AVEX Group Holdings)와 사이버 에이전트
(Cyber Agent)가 출자한 AWA는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였다. 보수적인 일본 음악시장도 이처럼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했다.
향후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피쳐폰 감소로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다운로드 음원시장의 정체로 2019년까지 연평균
0.1% 감소한 7억 9,600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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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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