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디지털 영화

1)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 세계 스크린의 디지털 전환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영화시장의 약 100%의 비중을 보이며
전년대비 27.1% 증가한 392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텐트폴(Tentpole)35) 영화가 큰 흥행을 기록하고 중소
규모의 영화들의 흥행이 추가 흥행 성적을 보완하는 현상이 나타
났으며 특히 프리미엄관, 3D 영화의 흥행이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전세계 동시 개봉한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포스(StarWars: The
Force Awakens)는 3D, IMAX로도 개봉되어 도합 20억 달러의
흥행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의
영향력 확대로 전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표 2-50]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15,178 21,299 26,028 28,841 36,903 38,251 41,160 43,976 46,696 49,322 6.0
디지털
극장광고 1,105 1,563 1,910 2,030 2,342 2,420 2,485 2,549 2,616 2,684 2.8
총계
16,282 22,861 27,938 30,871 39,245 40,671 43,645 46,525 49,313 52,006
5.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1선도시의 디지털 극장 전환에
끈 블록버스터 영화를 지칭함

35) 한 해 영화 시장의 성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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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선도시의 신규 디지털 극장 개관으로 디지털 극장 수가
급증했고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남미 지역의 경우 35.6%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디지털 시장
규모의 확대를 보였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는 44.4%의 성장률을 보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중동·아프리카, 남미, 유럽, 북미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극장이 초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우 각각
17.8%, 17.7%의 성장률을 기록해 디지털 상영관 시장이 상당부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D 영화관은
2015년에는 총 7만 4,562개의 상영관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2014년의
6만 5,788개보다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16)
[그림 2-72]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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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이 다양화되었고 콘텐츠 유통 경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블록버스터 영화의 흥행, 중국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플랫폼 증가로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
하면서 2020년까지 520억 6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역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중극의 디지털 영화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 디지털 영화 시장은 2017년 이후 미국 시장을
추월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아시아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2015년 14.4%p 하락한 30.5%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국, 인도 시장으로 인한 아시아 영화 시장의 빠른 성장이
북미 영화 시장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2020년에도 권역별
디지털 영화시장의 점유율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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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블록버스터 흥행이 시장 견인

2015년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119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디지털 영화시장의 약 30.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확연한 트렌드는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텐트폴(Tentepole)영화의 성공이었으며 이를 대화면
IMAX, 3D 영화를 개봉해 많은 흥행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영화의 창작보다는 기존의 IP를 활용해 팬덤에 힘입어 흥행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략을 통해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는 2020년 까지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억
9,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33

[표 2-51]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6,847 9,123 10,065 9,404 11,100 10,696 10,904 11,147 11,431 11,765 1.2
디지털
극장광고 466 641 737 753 857 877 888 898 915 932 1.7
총계
7,313 9,764 10,802 10,157 11,957 11,573 11,791 12,045 12,346 12,697 1.2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74]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박스오피스 영화의 시장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전체 영화시장의 92.6%의 점유율을 보인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현재와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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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플랫폼을 통한 시장 성장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디지털 영화시장의 약
6.0% 비중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28.5% 증가한 23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프리미엄 영화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세대 기술을 이용해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다
멕시코는 문화와 예술을 위한 국가위원회(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Conaculta)가 디지털 플랫폼 시네마 멕시코
(Cinema México)를 런칭하며(KOBIZ, 2014.11.0) 중남미 전역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보여 전자홈비디오 수익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wC, 2016). 프리미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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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홈비디오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31억 6,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2]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403 774 1,345 1,689 2,182 2,270 2,440 2,615 2,794 2,977 6.4
디지털
극장광고 30 57 100 132 159 165 171 177 184 190 3.6
총계
432
831 1,445 1,822 2,342 2,435 2,611 2,793 2,978 3,168 6.2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76]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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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20년에는 극장광고 시장비중 감소로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7]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할리우드 영화의 성장 견인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디지털 영화 시장의
약 25.8% 점유율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17.8% 증가한 101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의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이 상당부문 이루어져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보여주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흥행이 시장을 견인하였으며, OTT/스트리밍 분야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넷플릭스(Netflix)를 포함한 인터넷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PwC, 2016).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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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럽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0.9%의 성장률을 보이며 106억 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3]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9,346 8,950 9,121 9,297 9,516 9,760
0.9
791 809 824 834 841 848 1.4
10,137 9,759 9,945 10,132 10,357 10,608
0.9

구분 2011 2012 2013 2014
디지털
극장영화 4,460 6,018 7,198 7,883
디지털
극장광고 405 551 657 724
총계
4,865 6,569 7,856 8,607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78]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138

있다. 2015년 92.2%의 점유율을 보인 디지털 극장영화시장은 극장광고
시장비중의 확대로 2020년에는 0.2%p 감소한 9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9]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 인도 시장의 성장 견인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36.1%의 점
유율을 보이며 전년대비 44.3% 증가한 141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영화시장은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중국의 영화
소비 증가로 1선도시의 디지털 영화관 전환과 2선도시의 디지털영화관
건립으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2위의 영화시장으로 도약했다.
프리미엄 영화는 한국의 CGV가 4DX, ScreenX, 스타리움 극장관
등의 최첨단 시설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프리미엄 영화관을 통한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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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인도 역시 발리우드 영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47억
2,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4]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3,360 5,168 7,047 9,444 13,702 15,750 18,081 20,273 22,280 24,113 12.0
디지털
극장광고 191 287 366 365 460 489 519 551 584 616 6.0
총계
3,551 5,455 7,413 9,809 14,163 16,239 18,601 20,824 22,864 24,729
11.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80]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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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9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는 전체 시장의 96.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리미엄 영화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극장
광고의 시장비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 규모는 2020년 0.8% 증가한 97.5%의 시장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1]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국가 정책과 홈비디오
시장 성장이 시장을 견인

2015년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매우 작은 1% 미만을 점유했으며 전년대비 35.6% 증가한 6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화 산업 부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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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아공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인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았다(KOBIZ, 2015.7.). 하지만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종교적 이유로 영화관의 설립이나 개봉이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전체 중동·아프리카의 성장은 제한적이기도 하다. 또한 더운
날씨로 인해 교외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바레인 등지의 인근
국가에 영화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무선인터넷의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스트리밍 영화 시장
또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국가의 자국 영화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홈비디오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8억 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5]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108 216 372 421 572 586 614 643 674 706 4.3
디지털
극장광고 14 28 49 56 75 79 83 88 93 98 5.5
총계
122
243
421
477
647
665
697
731 767 804 4.4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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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8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
영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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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8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 비중은 극장광고의 규모 확대에 따라 0.1%p
하락한 88.5%를 기록했으며 2020년 까지 현재와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56] 주요 국가의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미국
6,823 8,930 10,066 9,403 11,170 10,797
중국
1,577 2,354 3,072 4,313 6,398 8,486
일본
894 1,354 1,524 1,683 1,797 1,779
한국
1,009 1,127 1,212 1,257 1,578 1,466
합계
10,303 13,765 15,874 16,656 20,943 22,52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1,006 11,249 11,537 11,871
1.2
10,413 12,222 13,827 15,239 19.0
1,815 1,857 1,907 1,964
1.8
1,558 1,605 1,647 1,681
1.3
24,792 26,933 28,918 30,755
8.0

가.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영화의 강세

2015년 미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11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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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6,368 8,311 9,347 8,673 10,332 9,940 10,140 10,373 10,645 10,963 1.2
디지털
극장광고 455 619 719 730 838 857 867 877 893 908 1.6
총계
6,823 8,930 10,066 9,403 11,170 10,797 11,006 11,249 11,537 11,871
1.2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84]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미국의 박스 오피스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프렌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글로벌 스튜디오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다. 특히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Avengers: Age of
Ultron), 분노의 질주7, 헝거게임, 제임스본드 스펙터, 쥬라기 월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등이 프리미엄 영화와 3D 영화로 개봉되었으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145

그러나 그 외 영화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흥행 성적과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자체 제작 영화를 극장과 인터넷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TV 스크린의 대형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1.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118억 7,1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의 점유율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 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전체 디지털 영화시장의 92.5%를 점유한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수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극장광고 참여확대로 2020년에는
0.2%p 하락한 92.3%를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5]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프리미엄 영화관 건설이 시장 견인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48.3% 증가한 63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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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영화를 레저문화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영화관의 개관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체 티켓 판매의 6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장 스크린은 3D 스크린이 가장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어
디지털 영화관 중 86%가 3D 상영이 가능한 스크린으로 구성되었다.
[표 2-58]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1,537 2,300 3,003 4,231 6,305 8,381 10,296 12,091 13,681 15,079 19.1
디지털
극장광고 40 54 70 82 93 105 117 131 146 161 11.6
총계
1,577 2,354 3,072 4,313 6,398 8,486 10,413 12,222 13,827 15,239
19.0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86]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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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뿐만 아니라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중국 미디어 기업 완다는 2012년
미국 2위 극장 체인 AMC를 인수한데 이어 2016년에는 배트맨
비긴즈와 쥬라기 월드를 제작한 레전더리 엔터터엔먼트(Legendary
Entertainment)틀 인수하였고, AMC가 미국 4위의 극장체인인 카
마이크(Carmike)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으로 성장
하였다. 2015년 중국의 보나필름 그룹은 2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을
20세기 폭스 영화사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자국을 영화 제작소로 키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완다 그룹은 494 에이커 면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화 방송 스튜디오를 건설 중이며 2017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PwC 2016) 디지털 영화관의 건설뿐만 아니라 글로벌영
화 제작소로의 꿈을 키우는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1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52억 3,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7]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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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 시장의 비중은
크지 않다.
2015년 전체 디지털 영화시장의 98.5%를 점유한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극장광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2선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스크린의 수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2020년 까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극장영화는 현재보다
0.4% 증가한 98.9%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헐리우드 콘텐츠의 프리미엄
상영이 시장 성장을 견인

2015년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디지털 영화스크린 도입률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전체
영화 시장과 비교해 거의 100% 수준의 디지털 스크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의 주요 극장 체인 토호(Toho)는 오랜기간 유니버셜과
장기계약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를 일본에 수입해왔는데 2015년 후반
파라마운트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파라마운트의 영화를
일본에 직접 유통하는 권리를 획득하기도 했다.
토호는 영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2015년 후반부터는 IMAX 스크린을
추가 도입하고 4D 시설을 연계한 극장시스템을 구축해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PwC 2016).
헐리우드 영화의 프리미엄 상영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억
6,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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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9]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894 1,354 1,524 1,683 1,797 1,779 1,815 1,857 1,907 1,964 1.8
극디지털
장영화
극장광고 0 0 0 0 0 0 0 0 0 0 0.0
총계
894 1,354 1,524 1,683 1,797 1,779 1,815 1,857 1,907 1,964 1.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2015년 일본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 영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극장광고가 허락되지 않는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디지털 영화가 2020년 까지 100%의 시장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88]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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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자국영화 흥행이 시장 견인

2015년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25.6% 증가한 15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영화 시장은 자국 영화의 비중이 할리우드
영화보다 높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때문에 한국 영화시장의
경우 자국 영화의 흥행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스크린의 도입률이 매우 높아 완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젊은 신인 감독의 영화뿐만 아니라 유명 감독의
영화도 OTT나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목표로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2015년 한해동안 20개관 이하에서 개봉한 영화가
약 68편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과 45편과 비교해 51.5%가
증가한 것이다.(KOBIZ, 2016.2.3).
또한 고화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 수의 영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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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UHD로 제작되거나 변환되었는데 2015년 8월 기준으로 CJ
파워캐스트는 70여 편의 영화를 UHD로 서비스한바 있다.(한국
영상자료원, 2015. 9. 25.).
고화질 콘텐츠의 출시와 디지털 스크린의 도입률이 높아지면서
기술을 앞세운 프리미엄 영화관도 확대되었는데 롯데시네마는
롯데월드타워에 34평형의 4배에 이르는 세계최대이자 아시아 최초의
4K 쿼드영사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Full HD보다 4배 선명한 상영관을
설치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공식 인증을 받은 롯데시네마의 4K 쿼드
영사 시스템은 4K 영사기 4대를 동시에 출력하는 4K 쿼드 프로젝터와
전 좌석 360도 입체 음향 돌비 ‘애트모스&165 어레이 스피커’ 가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한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자국 영화의 꾸준한 제작과 프리미엄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6억 8,1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0]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964 1,076 1,156 1,199 1,518 1,403 1,493 1,537 1,577 1,609 1.2
디지털
극장광고 45 51 56 58 61 63 65 68 70 72 3.4
총계
1,009 1,127 1,212 1,257 1,578 1,466 1,558 1,605 1,647 1,681
1.3
* 출처 : PwC(2016), IHS(2015)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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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91]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 영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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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 극장광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2020년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점유율은 0.4%p 하락한 95.7%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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