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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중음악산업에서 이용매체의 변화는 음악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의 변화로 나타나며, 여기에 TV 등

매크컴의 복합적인 영향이 음악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소유에

서 소비로 이미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국내 음악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세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1. 서론

최근 한국가요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높은 순위

에 랭크되고, 동아시아와 일본, 유럽 등에서 신드롬

을 일으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한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K-Pop이 새로운 한류의 기폭제가 되면서

음악 산업 부문 수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한류관광객도 급증하는 등 음악 한류의 파급효과

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악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향후 음악

산업의 전망을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음악 소비자들의 이

용패턴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 추이를 가늠해 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자료는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음악산업백서’를 토

대로 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2009년은 조사 내용 없음).

2. 대중음악 소비자들의 이용 실태

2.1 음악 소비자 실태조사 표본설계
①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

: 만 10세~59세 전 국민

② 조사 모집단(Survey Population)

: 목표 모집단 중 음악콘텐츠 구입 및 이용경험자

③ 표본 추출 : 서울/경기, 강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별 및 남, 여 등 2개 성별, 만

10대~50대까지 5개 연령으로 총 1,000~1,500명

조사

2.2 대중음악 이용 실태
2.2.1 주요 음악감상 장르

[표 1] 주요 음악감상 장르 (단위 %)

구분
국내 

대중가요
미국(유럽)

팝음악
일본 

팝음악 기타

2006년
(N=1,300명)

85.5 8.0 6.5

2007년
(N=1,000명)

84.7 6.1 1.5 7.7

2008년
(N=1,500명)

84.6 8.0 0.4 7.0

2010년 
(N=1,200명)

81.7 9.3 1.1 8.9

2011년 
(N=1,226명)

95.5 3.4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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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을 살펴보면 국내 대중가요를 감상한다

는 비율이 2010년까지는 미세하게 감소하다가 2011

년부터는 95.5%로 13.8%가 급증하였다. 또한 이 영

향으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외국음악 및 기타장르

(클래식, Jazz, 월드뮤직 등)가 급격히 감소한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미 외국음악보다 국내 대중가요

를 선호하는 음악 소비자들이 많은 한국의 배타적인

음악 선호도 성향이 더 심화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2.2.2 국내 대중가요 부문 주 감상 장르
[표 2] 국내 대중가요 주 감상 장르 (단위 %)

구분 발라드 댄스 트로트 랩/힙합 R&B 락/메탈 기타

2006년
(N=1,300명)

53.3 16.2 17.1 7.0 3.2 1.9 1.3

2007년
(N=1,000명)

51.3 18.0 19.7 6.1 2.9 1.9 0.1

2008년
(N=1,500명)

50.7 23.9 13.9 6.0 3.4 1.7 0.4

2010년 
(N=1,200명)

52.8 26.8 5.8 8.3 4.5 1.7 0.1

2011년 
(N=1,226명)

44.1 30.8 8.1 5.4 3.1 3.6 4.9

위의 [표 2]를 살펴보면 기타장르가 4.9%로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처음으로 2011년부터

OST, 일렉트로닉/일렉트로니카 장르, 재즈, 인디 등

으로 세분화하여 통계를 냄으로써 그동안 통계수치

에 잡히지 않았던 장르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통계로 계속 조사해온 기존 장르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트로트 장르가 2010년에 5.8%로 떨

어진 이후 2011년에도 계속 낮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과, 댄스음악 장르가 지속적인 선호도 상

승으로 2011년에 30%대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

에 따라 국내 가요의 최고 선호도를 유지해온 발라

드 장르가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2.2.3 음악 감상시 주 이용 매체

[표 3] 음악 감상시 주 이용 매체 (복수응답, 단위 %)

구분 TV

MP3

플레
이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일반
휴대폰

스마
트폰

CD

/DVD

카세트
테이프 기타

2006년
(N=1,300명)

26.4 23.6 15.8 5.3 - 12.2 - 0.9

2007년
(N=1,000명)

26.4 28.3 13.6 3.5 - 11.9 - 0.4

2008년
(N=1,500명)

25.3 31.2 16.4 3.5 - 6.8 2.3 1.1

2010년 
(N=1,200명)

41.3 57.8 46.4 18.2 - 15.3 4.3 2.5

2011년 
(N=1,226명)

59.7 36.2 34.4 6.0 28.2 16.7 2.5 1.0

위의 [표 3]를 살펴보면 대중들이 음악 감상 시 사

용하는 주 매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복수응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1년에

TV의 비중이 59.7%까지 상승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디지털 TV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들이 기존의 라디오와 함께 디지털 TV의

장르별 음악채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음악매체인 MP3 플레

이어가 20%이상 급감하고 그 대신 스마트폰이

28.2%로 새로운 음악 감상 매체로 급부상한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존 일반

휴대폰 및 PC/노트북 사용자들의 선호도 감소분을

그대로 떠안으며 4G 이동통신망의 보급과 더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도 16%대의 선호도를 보이는 CD매체는 소장가치가

있는 음악을 구매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직

도 꽤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3 디지털 음원 이용실태
2.3.1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표 4]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2006년
(N=1,300명)

51.7 48.3

2007년
(N=1,000명)

56.4 43.6

2008년
(N=1,500명)

60.7 39.3

2010년 (N=1,200명) 71.9 28.1

2011년 (N=1,226명) 50.1 49.9

위의 [표 4]을 살펴보면 2006년 이래 계속 상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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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경험이 2011년에 20%이

상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조사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온라인 음악유료사이트 이용방식 (복수응답, 단위 %)
구분

DRM-Free

다운로드 스트리밍 DRM 다운로드
2008년

(N=666명)
79.5 10.7 23.1

2010년 
(N=634명)

86.2 17.4 16.4

2011년
(N=460명)

59.8 70.2 22.5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

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로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 기기와 기간을 제한하여 콘

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다. 따라서 DRM-free인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한

다는 것은 그 곡을 완전히 자신이 소유한다는 의미

가 있는 것이다.

위의 [표 5]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승해 오던 DRM-free 다운로드 비율이 2011년에

들어와 59.8%로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17.4%에서 70.2%로 극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

나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들의 기기에 저장

하기 보다는 멜론, 벅스, 도시락 등 음악전문사이트

에 상시 접속하여 듣고 싶은 음악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개

념이 음악 소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여기에 음악전문 사이트들의 저렴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멜론의 경우 월 3000원)이

확산되면서 음원제작자 및 저작권자들이 이에 대해

분배 요율을 높여 줄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3. 결론

위의 통계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만 한 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보다 유독 2011년의

통계 수치에서 크게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수치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K-Pop이 일본 및 범 아시아권을 벗어나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중심의 유럽과, 미국과 남미,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를 앞 다퉈 매스컴

에서 보도함으로 인해 많은 한국 대중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한국음악 선호도가 더 가속화되었으리

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 대중가요의 질적 향상이다. 대표

적인 대형기획사인 SM기획은 10년 전부터 미국 및

유럽 작곡가들과의 네크워크를 활성화하여 한국 댄

스음악의 세계화에 먼저 앞장서 왔으며 영어가사 및

제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한글 가사로 전 세계인

들이 거부감 없이 한국 대중가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뒤따른 다른 중소 엔터테인먼트 회사

들도 외국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아 발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작곡가들에게도 무한경쟁의 자극

제 역할을 하면서 국내 작곡가들의 질적 향상을 가

져오게 되었다.

셋째로는 케이블TV에서 시작된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중파 TV의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과 같은

기성가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및 신인 오디션 서바

이벌로 확대 편성됨으로써 국내 실력파 가수들의 재

조명 및 새로운 편곡을 통한 오래된 명곡들의 재발

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가요에 대한 젊은 세대들

의 관심 및 선호도가 가속화 된 것이 2011년에 통계

수치의 주목할 만한 변화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DRM-free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증하는 디지털 음악소비자들의 이용실태와 음악

저작권에 있어서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 스트리

밍 분배 요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

악 이용매체의 급격한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 배분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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