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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호

디지털음악의 시대: 통계의 재구성

김병오( 주 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음악사회에서 디지털시 라는 말이 횡행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되어간다.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진 CD마 도 아날로그 시

로 묶어버릴 정도의 힘을 지닌 강력하고 새로운 디지털 음악 인터페

이스들은 지배 인 양상으로 우리 음악사회를 거의 장악해 이제는 디

지털시 라는 말에서 아무런 맛도 향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21세기 

벽두의 온라인을 후끈 달구고 곧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소리바다, 벅

스뮤직은 여 히 건재하다. 그들을 흔드는 바람은 여 하지만 처

럼 날카롭지 못하고, 어떤 바람은 흔들기를 포기한 채 달콤한 속삭임

으로 탈바꿈했다. 언뜻 보면 온-오 라인 공히 평온한 느낌이다. 그러

나 이 평온함은 잠정 이고 상하지 못한 휴식과도 같은 것이므로 

이에 해 지속 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 갈등이 불거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군가의 부당한 손해를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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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음악 통권 1호(2008년 상반기)

으로 삼아 갈등이 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디지털시 의 변화에 해 더 떠들어야 한다. 아날

로그에서 디지털 심으로 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 구체 인 

반추 작업이 여 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

는 정보라고는 신문에 가끔씩 등장하는 ‘음반 매 최악’, ‘사라져 가

는 코드 가게’와 같이 과거의 에서 분석 없이 선언되는 선정

인 기사들일 뿐 장기 이고 합리 인 실에 한 진단, 미래에 한 

측을 만나본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리 이고 장기 인 진단과 망을 만나기가 애당  쉽지 

않다. 과거에 음악 시장이 수공업 이어서 그랬다면, 재는 어느 정

도 산업  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 히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사회  황에 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아서이다. 그

동안 음악 창작자들이 어떻게 먹고살았는지, 지 은 어떻게 먹고살고 

있는지에 해 우리는 잘 모른다. 한 음악 청취자들은 어떻게 음악

을 들었고, 듣고 있으며, 듣게 될 것인지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돈된 데이터가 없으니 재의 변화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지, 각

각의 주체들은 어떤 이득과 손해를 볼 것인지 측하지 못한다. 그러

니 합리 인 정책이나 공동의 안은 모색되지 않은 채 당장 손해를 

보는 이들의 하소연이나 일방  주장만이 부각될 뿐이다. 그리고 그것

을 과장 반복하는 언론 등의 호들갑에 의해 ‘요즘 창작자들 참 힘들겠

다’는 식의 책 없고 좌표도 없으며 주제도 모르는 동정심만이 세상

을 풍미하는 것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이론  실이 개선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

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 가장 소 한 작업인 합리 인 데이터를 제

시하는 일은 이번 과제에서는 잠시 미룬다. 하지만 음악사회·음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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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장래를 단하게 하는 몇몇 장면들을 포착해 그 장면을 해석하

기 해 필요한 데이터들은 무엇이며, 기존 데이터들은 어떻게 재배

치·재해석되어야 하는지에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시

에 과 창작자 모두가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인디(Indie)’와는 거리가 먼 음악 시장

음악 시장은 스스로 성장하고 쇠퇴하지 않는다. 음악 시장을 둘러

싼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성장과 쇠퇴를 거듭한다. 하지만 일반

으로 음반 시장의 침체에 해 이야기할 때는 거의 P2P를 통한 사

 유통에 해서 이야기할 뿐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보고 그 향력

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검토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본 으로 음악 시장은 모든 시장이 그 듯이 국내외 경제 동향에 

따라 좌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 소비자의 지

갑 사정에 따라 시장의 상황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을 정 으로 

하는 세계 음악 시장의 경험에서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난다. 미

국 음악 시장에서 코드 매량이 격히 감소했던 시기를 보면 첫 

번째가 1930년을 후로 한 공황 시기 고, 두 번째가 1970년  

말 오일쇼크와 함께 찾아온 경제 공황 시기 다. 이 시기에 음악산업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IMF 리 체제에 놓 을 때 음반시

장이 크게 축소된 사례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경기 불황일 

때 먼  움츠러드는 쪽은 패션이나 음악 같은 여가생활 련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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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 크에서 2004년 10월 회원 4,584명을 상으로 한 경기침체

와 소비심리에 한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1> 경제 불황으로 소비를 인 항목

기 때문이다. 특히 IMF 체제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당수 서민

들의 소비 수 을 하락·동결시켰기 때문에 음악산업의 구매자 층의 

규모가 이미 일정하게 어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1) 따라서 

음반 매출의 하락 원인에는 다소 비 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

은 경제  사정을 반 해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상품의 선  여부’는 음반 산업의 부침(浮沈)에 향을 

미치는 좀 더 직 인 연  요소이다. <그림 1>에서 ‘ /문화’ 

범주에 포함된 수많은 항목들은 일정한 비용을 놓고 쉴 새 없이 음악 

소비와 경쟁한다. 그리고 재는 그러한 경쟁에서 음악이 상당히 려

난 형국이다.

1) 해당 시기마다의 뉴스 기사 제목들만 도 이러한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 컨  

｢IMF 이후 빈곤층 2배 증가…사회 양극화 심화｣, SBS 뉴스 2007년 3월 19일

자; ｢소비자 체감경기 4년 만에 최악수 으로 하락｣, 연합뉴스 2004년 12월 

24일자. 이러한 제목의 기사들은 음반 매가 나날이 축소되던 시 에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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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학생

 1 TV 시청 16.5 게임 13.8 TV 시청 14.5 TV 시청 11.9

 2 게임 12.2 TV 시청 12.3 게임 12.8 신문/잡지 보기 7.1

 3 음악 감상 8.6 독서/만화책 보기 10.1 독서/만화책 보기 11.6 계/동창/사교모임 4.5

 4 독서/만화책 보기 7.2 잡담/통화하기 7.2 화 보기 8.1 화 보기 4.1

 5 화 보기 5.8 화 보기 5.8 인터넷/채 6.4 게임 4.1

 6 잡담/통화하기 5.8 인터넷/채 5.8 잡담/통화하기 4.1 낮잠 4.1

 7 인터넷/채 4.3 목욕 3.6 넘기 3.5 음주 3.7

 8 낮잠 4.3 미니홈피 리 3.6 음악 감상 3.5 산책 3.4

 9 미니홈피 리 3.6 음악 감상 3.6 축구 2.9 인터넷/채 3.4

10 축구 2.9 축구 2.9 노래방 가기 2.9 찜질방 3.4

자료: 2006 여가백서, 문화 정책연구원, 2006, 104쪽.

<표 1> 학생집단의 주 여가활동(%)

<표 1>에는 요즘 청소년  학생들의 여가 문화생활의 비 이 

나타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등학생의 경우에서만 ‘음악감상’이 

상  항목에 놓여 있을 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음악감상이 하 권

에, 학생으로 넘어가면 아  순 권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신 인터넷과 모바일의 화와 함께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 

인터넷/채 , 잡담/통화하기, 미니홈피 리와 같은 새로운 여가 항목

들이 상 권 는 음악감상과 비슷한 치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 새로운 여가 항목들은 모두 음악산업과 경쟁하는 것으로 

2) 이 자료에는 학생들이 ‘미니홈피 리’에 들이는 여가시간이 순 권 밖에 

있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학생들도 미니홈피 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학업 외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술자리’와 ‘인터넷 서핑’(각각 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운동’(16%), 

‘개인홈페이지 리’(12%)가 뒤를 이었다. ‘독서’라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여학생은 ‘친구들과 수다 떨기’(32%)가 압도 이었다. 뒤를 이어 ‘개인홈페이지 

리’(20%)와 ‘인터넷 서핑’(16%)이 꼽혔다.” ｢(기획) 학생 놀이문화: 놀  

모르는 한민국 학생｣, 헤럴드경제 2007년 9월 18일자(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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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음악 통권 1호(2008년 상반기)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게임, 잡담/통화하기, 미니홈피 리 등은 아이템 

구매, 통신 요 과 같이 일정한 비용이 드는 여가생활이기 때문에, 음

악산업은 청소년의 짓돈3)을 둘러싸고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등학생 10명 가운

데 4명이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이 있으며 이들이 구매

하는 액수는 한 달 평균 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이 시 의 음악산업은 새로운 매력과 욕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상당한 쇠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5)

3. 침체된 CD시장, 성장하는 음악소비

CD나 테이  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서 굳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이들을 합친 시장규모가 

지 은 1,000억 원을 돌지만 불과 10년  즈음에는 4,000억 원을 

호가하기까지 했으니 련 업계가 체감한 추락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3) 청소년들의 용돈은 나이에 따라 조 씩 다르겠지만 일반 으로 한 달에 5만 

원 안 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지고 <표 1>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

한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2005년에 도내 청소년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용돈 지출의 

비 이 가장 큰 항목은 ‘먹을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비 은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만 원 안 의 용돈은 평균 으로 봤을 때 

다시 3만 5,000원 안  수 으로 범 가 축소될 수 있다(설문조사는 http://www. 

datanews.co.kr에 인용된 기사 참조).

4) ｢ 등생 40% 용돈으로 게임머니 구입｣, 부산일보 2006년 10월 12일자.

5) ｢유료 콘텐츠·아이템 구매 한 달 평균 1만 5,376원 쓴다｣, 디지털타임스 2006

년 9월 21일자; ｢도토리가 결혼 축의 ?｣, 한국경제신문 2007년 1월 5일자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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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D와 테이 의 매가 락했다는 말이 음악산업의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CD 이어가 더 이상 팔리지 않으며 애

터서비스도 쉽지 않은 시 에, CD를 기 으로 음악산업의 황을 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게다가 카세트는 이제 어학 용기기가 되었고 

음반산업 회(RIAK)는 음악산업 회(MIAK)로 이름을 바꾼 지 이미 

오래이다. CD와 테이 의 매량은 음악산업의 실을 보여주는 일

부 요소일 뿐 체를 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CD와 테이

의 매량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소비자의 태도를 문제 삼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행 는 정치 인 제스처일 뿐이다. 그 게 해서 

제도와 정책에 자신들의 입장을 고착시키려는 정치 인 로비활동인 

것이다. CD 매의 감소에 한 원인 분석은 우선 단순하게 CD

이어 매의 감소량과 연 된 통계 제시와 그 수치 증감의 의미 악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CD시장은 쇠퇴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음악 시장은 지속 인 성장

을 거듭하고 있다. 수많은 경쟁자들에 맞서서 자신의 역과 청소년 

용돈에 한 ‘지분’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음악 시

장의 힘을 논리 으로 해설하고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반면 세

상의 풍경에서 그러한 직 을 얻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유사 이래 가

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오디오 이어를 지니고 가장 오래도

록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산업 

체6)의 매출을 합산하면 역사상 최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된다.7) 

6) 노래방이나 공연흥행산업은 여기서 일단 제외했다. 4,000억 원을 정 으로 이야

기하는 기존 음악산업의 규모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맥락에서는 음반과 그를 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음원까지 

합산한 것을 체로 보고자 한다.

7) ‘그 매출을 가 다 가져가는가’라는 문제는 여 히 남아 있다. 이는 뒤에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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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원 사업의 성장세는 기존 음반 산업의 하락세를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 른 형태를 보인다.

한편, 2006년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음악산업백서 2006
(이하 백서)는 음악산업에 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그래 로 구성

해 소개하고 있다. 그  몇 가지 그래 들을 목 에 맞게 재구성해보

면, 통계자료의 신뢰성은 별도의 문제로 치더라도, 일정한 음악 시장

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 양(量): 성장하는 음악소비①

우리는 음악 시장이 재 얼마나 쇠퇴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 

일단 업계의 자료를 통해 정리한 자료를 재구성해 야 한다. 백서를 

살펴보면 음악산업이 가장 호황을 리던 2000년8) 국내 음반 매출액

은 2,056억 원가량이다.9) 그리고 당시 국내 가요의 음반 시장 유율

은 75%로 기록되어 있다.10) 이를 조합해보면 2000년 당시 국내 음반 

시장에서 가요가 차지한 매출액은 1,542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2000년에 이르면 휴 폰 벨소리를 주축으로 한 디지털음원 시장도 

450억 정도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다.11) 단순화의 우려는 있지만 

와 청취자들의 처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신한다.

8) G.O.D의 <거짓말>, 조성모의 <아시나요>,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 등이 

출시되었고 H.O.T가 해체되기  마지막 음반을 발매했으며 핑클과 S.E.S, DJ 

DOC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 이다.

9) 음악산업백서 2006, 61쪽의 <1996~2005년 국내 음반 생산량  매출액 추

이> 참조.

10) 음악산업백서 2006, 67쪽의 <2001~2005년 장르별 음반 매 비율 추이> 

참조. 제목에는 2001년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래 에는 1999년부터 자

료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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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반 매출 디지털음원 매출 가요 유율(%) 가요 총매출 성장률(%)

2000년 205,620 45,000 75 187,950 -

2001년 201,508 91,100 76 222,382 18

2002년 165,237 134,500 74 221,805 0

2003년 135,494 185,000 78 249,985 13

2004년 112,460 211,200 80 258,928 4

2005년 95,591 262,100 80 286,153 11

자료: 음악산업백서 2006의 <그림 1-2-5>, <그림 2-2-4>, <그림 2-2-12>에서 재구성.

<표 2> 2000~2005년 사이 가요 시장의 매출액  성장 추이(100만 원)

유율 75%를 같이 용해서 추산하면 3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2000년도 가요의 총매출액은 1,880억 원 

후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백서에서 가장 최근 통계자료로 등장하는 

2005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음반 매출액이 765억 원가

량이다. 거기에 폭발 인 성장을 거듭한 디지털음원 시장을 더할 경우 

국내 음악 시장에서 가요가 이룬 매출액은 총 2,861억 원이라는 계산

이 나온다. 지나치게 간단한 수식이지만 5년간 무려 50%가 넘는 성장

을 기록한 것이며 이를 연 단 로 계산한다면 거의 매년 9% 정도의 

성장을 거듭한 것이다.12)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음악산업이라고 하면 여 히 ‘ 기’나 ‘몰락’이라는 말이 연상되는 

지 ,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11) 2005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보고서, 소 트웨어진흥원, 2005. http:// 

www.miak.or.kr에서 재인용.

12) 흔히 ‘4,000억에서 추락해 이제는 1,000억 미만’이라고 이야기되는 음반산업 

규모에 한 통계는 계산에서 가  피하고자 한다. 그 규모에 한 산출식을 

살펴보면 체 불법음반시장의 규모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미단속분이라

는 추정치가 포함된다. 작인 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방송사용보상 으

로 한정되어 디지털음원이 세인 지 의 상황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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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바일 성장률(%)

2000년 30,600 -

2001년 62,734 105

2002년 129,059 106

2003년 176,723 37

2004년 191,100 8

2005년 202,600 6

<표 3> 국내 모바일 음악서비스 연도별 매출액(100만 원)

면 시장이 어든 것이 아니라 그 이득을 챙기는 주체가 극 으로 바

어버린 것이다. 음반을 스하고 유통한 데에서 수입을 얻는 이들

이 지난날에 실익을 챙겼던 이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동통신사와 

음악 련 포털 운 자들이 음악산업 이득의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산업의 황을 변하는 주요 세력이 지난날 이득

을 챙기는 주체들이었으므로 ‘ 기’나 ‘몰락’이라는 표 이 음악산업

과 자꾸 결부되는 것이다.

성장하는 음악산업을 조 만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통신사로부터 

기획된 모바일 음악 시장의 개척은 가장 놀라운 음악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다. 재는 성장세가 조  둔화된 상태이지만 2000년에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가 시작되고 2001년에 컬러링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는 한 해에 거의 100%를 넘나드는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5년

이 되면 모바일 서비스만으로도 매출액의 규모가 음반 시장이 최  

호황을 기록하던 시 의 매출에 맞먹는 수 에까지 이른다.13)

가장 극 인 성장 규모를 보여  것은 모바일 분야이지만 온라인을 

13) 2005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보고서, 소 트웨어진흥원, 2005. http:// 

www.miak.or.kr에서 재구성. 한편, 음반시장이 기록한 역  최고 매출액은 2000

년의 2,05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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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음악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벅스뮤직과 소

리바다의 유료화 모델이 어느 정도 안착 단계에 어들고 음반사와 

모바일회사, 포털 등이 앞을 다투며 다운로드나 스트리  서비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백서에 따르면 이 분야 체에서 2005년 

재 370억 원의 매출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소리바다라는 한 회사의 

2007년 매출 목표와 같은 액수이다. 소리바다는 실제로 올해 일사분

기에만 9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14)

싸이월드로 표되는 BGM 역은 음악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조

용한 강자이다. 2002년 7월 미니홈피 배경음악 유료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4개월 만인 2005년 11월에  매 1억 곡을 넘겼으며, 그로

부터 다시 1년 6개월 만인 2007년 5월에  매 2억 곡을 넘겼다. 

1억 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 정도가 되니 최근 1년 6개월

간 월 평균 3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따라서 소리바다

와 싸이월드만 합쳐도 2007년 매출은 2005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

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15) 이처럼 CD시장은 고사 직 에 놓여 

있으나, 음악 시장 체 규모는 커지고 다양해진 음악 소비에 비례해 

안정 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소리바다, “올 매출 370억 유료회원 100만 목표”｣, 조이뉴스24 2007년 7월 

5일자(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300&g_ 

serial=270195) 참조.

15) ｢싸이월드, 배경음악 매 2억 곡 돌 ｣, 디지털타임스 2007년 5월 23일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52302010631727009); ｢싸

이월드 배경음악 매 1억 곡 돌 ｣,  자신문 2005년 11월 7일자(http://news. 

media.daum.net/snews/digital/computer/200511/07/etimesi/v10712198.html) 참조.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1(KST)



116  음악 통권 1호(2008년 상반기)

3.2. 질(質): 성장하는 음악소비②

음악 소비의 양  성장은 수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지만 질 인 

성장을 말하기 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난망하다. 그러나 통

상 인 의미에서 다양한 음악  취향이 공존하는 것을 질 인 성장으

로 간주하며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디지털 시 에 어들어 음악이 코드의 외피를 벗어나면서 음악

의 소비 양상이 에 띄게 변해가고 있다. 과거의 획일 이거나 세  

편향  양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 와 취향이 마다 자리를 잡아가

는 양상이 나타났다. 인터넷이 화되기 인 아날로그 시 에 음악

을 들을 수 있는 매체와 경로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 한정된 경로에서 

가장 열성 으로 음악과 문화를 향유하던 10 들의 취향이 지배

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음악 소비의 거의 유일한 경로 던 

코드의 구매 행 는 10  심으로 편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는 모바일 시 의 도래와 함께 음악을 재생하는 다양한 랫폼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10  편  경향이 후퇴한 신 다양한 취향이 확

산되는 형태로 음악 소비의 양상이 변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어가 TV와 같이 가정에 한 씩 마련되어 있었다

면, 지 은 디지털, 컨버 스의 붐을 타고 1인당 몇 씩의 이어

들을 소유하고 있다. MP3 이어 같은 음악 용 이어는 물론

이거니와 부분의 컴퓨터나 휴 폰 등에도 음악 재생 장치들이 들어 

있다. 한 컴퓨터 안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지닌 수많은 

이어들이 2차 으로 설치되어 유 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곰

이어, 도우미디어 이어, 앰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블로

그, 미니홈피에서도 오디오 이어 기능을 부가 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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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니홈피, 블로그 등과 같은 뜻밖의 이어들은 이 과 비

교할 수 없는 다양한 취향의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 다. 그것이 친구

의 블로그이든 아니면 정보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르게 된 블로그이

든 간에 그곳에서는 마치 무심코 채 을 돌리며 이런 런 음악을 듣

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컬 션을 넘어선 음악들이 흘러나온

다. 라디오와 다른 은 그 음악의 취향과 다양성이 라디오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라는 사실이다. 이는 수십, 수백만 명의 디제이들

이 마다의 선곡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시시콜콜

한 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연 인 신 그 음악의 제목과 음악을 만들

고 연주하는 이들의 이름이 반짝이고,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한다. 이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미래에 우리 음악의 

취향과 다양성이 매우 풍요로워진다면 그 일등 공신은 바로 미니홈피

와 블로그라는 신개념 이어, 그리고 거기에서 디제이 역할을 수행

한 우리 자신들의 덕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과 경향을 뒷받침

하거나 비 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은 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향과 양상들이 진지하게 조사되거나 통계

로 등장하기는커녕 때로는 불법  상, 단속의 상으로 여겨진다는 

데에 있다. 음악산업 회, 작권 회는 물론이고 문화콘텐츠진흥원

과 같이 세 으로 운 되는 기 은 이러한 경향이 가져올 장기  효

과 등을 무엇보다 먼  조사하고 통계자료로 기록해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사와 자료 축  없이 개인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음악을 도

질인 양 비난하면서 단속부터 시작해 그 수많은 취향의 채 을 없

애는 것은 궁극 으로 음악산업의 발 을 가로막는 일이다.

트랜지스터 FM라디오의 등장이 안방이나 거실로부터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 음악을 옮기면서 청년문화 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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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많은 이어의 존재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마다의 음악

을 향유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한다. TV를 통해 음악 시장을 만들고 

소비했던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그러한 행

의 공간을 이 하면서 TV가 놓인 거실과 청소년들의 공부방이 다시 

분리되고 있다. TV 황 시간 에 편성되었던 10  심의 가요 로

그램들은 시청률이 가장 안 좋은 시간 로 려났고 그나마도 청소년

들의 학원 시간을 고려해서 배치되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조  자세

히 살펴보면, 재 공  3사의 10  심 가요 로그램들의 편성 

시간에 따르면 MBC <쇼 음악 심>은 토요일 오후 3시 25분, SBS 

<SBS 인기가요>는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편성되어 있다. KBS2 

<뮤직뱅크>는 이와 달리 요일 오후 6시 40분에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편성되었던 것이 최근 옮겨진 것이

다. 참고로 <뮤직뱅크>는 지난 2007년 9월 단행된 개편을 통해서 

일종의 가요순  로그램으로 회귀했다.16)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가

요 로그램이 TV 황 시간 에서 려난 것은 가요가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악 향유 방식이 바 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 향유의 공간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TV는 좀 더 나이 많은 세 에게 친숙한 매체로 바 고 있으며 

여 히 커다란 향력과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기성세 의 취향을 과

거보다 한층 높이 띄워 올리고 있는 이다.17) 결국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서 10 들의 취향이 계속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16) 과거 가요 로그램의 명사 던 KBS의 <가요 Top 10>의 경우 수요일 녁 

7시경에 주로 편성되었다.

17) 비교  시청률이 높은 시간인 일요일 오후 5시 30분 SBS <일요일이 좋다 옛날 

TV>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응한 로그램의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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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 에게는 TV와 CD, 라디오 등의 강력한 매체가 새롭게 다가왔

다. 그뿐 아니라 자가용 출퇴근이 늘어나면서 라디오를 통한 30~40

의 취향도 확산되고 있으며 노년층은 10 가 떠난 거실에서 TV 음

악 로그램의 맹주가 되었다.18) 디지털이 10 를 이동시키고 난 후에 

펼쳐진 모습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랫폼을 통해서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TV 등에 편   집 되었던 취향이 극복되어 다

양한 취향의 음악들이 자신의 고유 역을 확보하고 안착해가는 이

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

백서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을 기 으로 주요 음악 포털 이용자

들에 한 연령 분석을 볼 수 있다.19) 재 음악 감상 분야에서 1 20)

를 달리고 있는 벅스뮤직의 경우 10 가 32.3%를 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20 가 26.9%, 30 가 21.5%, 40 도 20%에 육박하는 19.2%

를 기록하고 있다. 소리바다에서도 40 의 비 은 22%에 달하고 있

으며 가장 먼  유료화모델을 이끌었던 맥스MP3의 경우는 40  사용

자가 30.1%로 체 연령  가운데 최고 비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TV 심 패턴에서는 특정 유행곡만 노출되고 반복되어 시장을 독

하던 경향이 온라인에서 무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21)

18) ｢음악 로, 10  떠난 자리 60 가 채운다｣, 경향신문 2007년 1월 23일자 

참조.

19) 음악산업백서 2006, 84쪽의 <그림 2-2-24> 참조.

20) 랭키닷컴(Rankey.com)의 자료 참조. 벅스뮤직은 2007년 10월 17일 재 국내 

사이트 체 순  39 로 67 에 머물고 있는 멜론을 제치고 음악감상 사이트 

부문 1 를 유지하고 있다.

21) 벅스뮤직의 경우에는 세 별 인기차트를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세 별 차이가 그 게 크지 않지만 산발 으로 에 띄는 차이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 권보다는 하 권에서 이러한 차이들이 좀 더 나타나지

만 통계 표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경향을 살펴보는 

정도로 참고해야 한다. http://music.bugs.co.kr/bugschart/generation/chart.as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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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의 다양화는 공시성을 지닌 통계자료를 통해 이해될 수도 있지

만 한편으로는 통시성을 통해 경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 가요는 

유행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기록되고 보존·재 되어

온 고 음악들에 비된다는 의미를 띤다. 즉, 개별 유행가들은 통시

성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22) 유행가들이 노출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TV, 라디오로 제한된 소수 미디어에, 그

리고 넓이가 제한된 음반매장의 한 자리에 의 유행가가 언제까지

고 송출  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시 가 등장하면서 

이런 제한요소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자신이 듣고 싶다면 

그것이 언제 출시된 음악인지와 상 없이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찾

아 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한 방송사의 뉴스23)에는 미국의 경

우 온라인에서 매되는 음악 매출의 40%가 일반 음반 가게에는 

시되지 않는 음반에서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다. 오래된 음악

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디지털 시  이 에는 방송 등의 작권 수입

에서만 가능했던 음악의 매출 방식인데, 이제는 이것이 소비자의 직

인 매 역에까지 확장된 것이다.24) 유행가 에서 수많은 고

11&gnb=service_gnb_bugschart_generation 참조.

22) 그러나 조용필의 노래가 교과서에 실린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유행가도 고 이 된다. 알고 보면 고 도 개는 유행가와 같은 성격을 

띤다. 수많은 고 음악들은 유행이 지나면서 폐기된 반면, 조용필의 <친구여>

처럼 선택된 일부 유행가는 고 이 되어 교과서에 기록된 것이다.

23) ｢“롱테일을 주목하라” 맞춤형 미디어가 뜬다｣, SBS 뉴스 2007년 5월 30일자 

참조. 네이버에서 재인용.

24) 이런 상을 일종의 ‘롱테일(long tail)’ 상이라 부른다. 네이버 백과사 에 

등장하는 롱테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년에 단 몇 권밖에 팔리지 않는 

‘흥행성 없는 책’들의 매량을 모두 합하면, 놀랍게도 ‘잘 팔리는 책’의 매상을 

추월한다는 온라인 매의 특성을 이르는 개념이다. 20%의 핵심 고객으로부터 

80%의 매출이 나온다는 유명한 토 법칙과 반 되는 개념으로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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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겨나고 스테디셀러들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옛 

뮤지션들의 처지와 지 가 향상될 것이고, 이 변화는 다시 그러한 취

향의 확산과 분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 이야말로 취향의 다양화에 

디지털 시 가 기여하는 요한 측면이다. ‘7080, 8090’의 표상으로 

이러한 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한 지 벌써 상당한 시

간이 흘 다. 따라서 이와 련된 통계자료들과 그 경향, 효과들

이 부지런히 취합되고 기록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4. 창작자와 소비자의 어깨동무 볼륨 업

디지털시 가 도래했는데 온라인에 한 규제는 미흡한 탓에 창작

자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는 이들

은 늘 창작자의 앞에 있거나 배후에 있는 이들이었다. 다수 창작자들

의 견해가 그 게 모여 이야기되는 일은 무척 드물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창작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작권에 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작권료를 징수할 

상이 늘어나고 있다. 음반에 의한 수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얻어지는 작권료에는 ‘ 박’은 없지만 ‘안정 인 수익’이 있

다. 이는 업계를 좀 더 합리화하고 창작자들의 인생 계획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다. 합리 인 논증은 어렵겠지만 P2P나 

토 법칙’이라고도 한다. 무한 의 진열이 가능한 인터넷 서  아마존에서 1년

에 몇 권 안 팔리는 80%의 소외받던 책들의 매출 합계가 20%의 베스트셀러들

의 매출을 능가한 의외의 결과를 두고 인터넷이 가져다  유통 명과 련지

어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잡지 와이어드의 크리스 앤더슨 편집장이 만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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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 않은 매개를 통해 음악 소비가 성장하면 창작자는 그에 비례

해 더 큰 보람을 얻게 되는 동시에, 그들의 소득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든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는 역사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의 지루한 논쟁은 늘 창작자의 생존을 면에 내세웠지만 뜻

밖에도 창작자들은 언제나 그러한 논쟁의 뒤편에 놓여 있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실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작업자들이 늘 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에 하나인 듯 보 다. 그러나 소리바다, 

벅스뮤직의 소송과 논쟁 과정, 지속 으로 변화하는 디지털음원 시장

의 추이 속에서 그들은 결국 서로가 다른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제는 수를 바꾸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실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 창작자들의 단체인 한국음악 작권 회(이하 음

)와 한국 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단연)는 2006년에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의 유료화가 시작되던 시  가장 먼  소리바다와 손을 

잡았고 한국음원제작자 회(이하 음제 )가 뒤를 따랐다. 기존 형 음

반사들을 주축으로 재 음원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디

지털음악산업발 의체(이하 디발 )는 여 히 소리바다와 립각을 

세우고 최근까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5)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4,000억에서 몇백 억으로 었다고 하는 

시장의 규모가 끼치는 향과 계가 먼 순서 로 소리바다와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를 들어 소리바다와 제일 먼  합의를 마친 음

의 경우, 음반 시장 규모가 하락했는데도 최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에 한 인식 상승에 힘입어 수입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음 에 있어 유료화에 나선 소리바다는 창작에 한 보상을 추가로 

25) ｢소리바다 정액제에 한 3각 논란｣, 조이뉴스24 2006년 9월 1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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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작권 분배 액 성장률(%)

2003년 30,961 -

2004년 36,228 17

2005년 57,606 59

주: 2003년과 2004년에는 원래 제시된 수치에서 각각 26억 원, 30억 원씩 추가했다. 제시

된 자료에는 11월까지 징수한 액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액을 12월분으로 추가한 것이다.

<표 4> 음 의 연도별 작권 분배 액(1,000원)

가져다  반가운 손님이다. 그리고 재 확인할 수 있듯 소리바다의 

성장은 음 에 속한 음악 창작자들에게는 생계 의 재앙이 아니

라 뜻밖의 박 선물인 것이다.

이 듯 창작자들의 여건은 디지털 시 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고 있다. 작권자들의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작권 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음악 작권에 그 내용이 부분 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

로 작권수입의 성장 추이를 추정해보면 <표 4>와 같다.

디지털 시 에 들어 작권 회의 수익이 폭발 으로 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음악산업의 심이라

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

서 확인할 수 있듯 디지털 시 에 창작자들의 여건은 차 좋아지고 

있다. 이들은 2002년 이래 매년 7%의 규모로 수익을 증 시켜왔다.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라는 기 으로 디지털 시 의 추이를 살펴볼 

때, 이 시 는 창작자를 한 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

나 이러한 안정 인 수입의 상승 추세는 음악 시장의 합리화를 정착

시키고,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 창작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토 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게 창작자들 수익의 성장과 함께한 것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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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SCAP의 연간 수입

주: 2001년도 수입에는 이블에 따른 일회성 수입이 포함된다.

자료: www.royaltyweek.com 2007년 2월 19일자.

<그림 3> ASCAP와 BMI의 미국 내 수입(2003~2006)

자료: http://www.impactlab.com/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1177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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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반매출 디지털

음원매출

가요

유율

가요

총매출

발매

앨범 수

앨범당

매출액

총액

성장률

앨범당

매출액

성장률

2000년 205,600 45,000 75% 187,950 1,200매 157 - -

2005년 95,591 262,100 80% 286,153 500매 572 52% 264%

자료: 음악산업백서 2006, 8쪽 내용을 토 로 재구성.

<표 5> 2000~2005년 가요 시장의 매출액, 성장 추이, 앨범당 매출액 추정(100만 원)

오 라인, P2P, 유료 스트리 ,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통해 쉴 새 없

이 창작자들의 음악을 즐기고 사랑한 들의 례 없이 왕성한 음

악 청취 활동이다. 이제 통계 ·사회학  방법을 통해 들이 

이어의 볼륨을 높이면 높일수록 창작자들의 주머니 볼륨도 함께 높아

졌다는 사실을 합리 으로 해석하는 일만 남았다.

한편 이 게 디지털 시 를 음악산업에 유익한 것으로 바라보는 견

해를 뒷받침할 사례가  있다. 이는 음반 출시량인데, 그 요성에 

비해 여 히 통계에 등장하지 않는 요소이기도 하다. 국내의 음반 발

매량은 2000년의 1,200여 장에서 2005년에는 500여 장까지 감소했

다.26) 이는 단일 음반별 매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표 2>를 응용하면 5년간 50%의 성장을 보

인 국내 가요 매출은 실제로 성장률을 거의 몇 배는 더 높여서 야 

한다는 뜻이 된다. 물론 더 많은 고려요소들이 있겠지만 우선 계산해

보면 <표 5>처럼 심한 결과가 등장한다. 따라서 련 연구자  업

계에서는 이러한 측면도 세부 으로 잘 고려한 통계를 통해 올바르게 

음악산업 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26) 음악산업백서 2006,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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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음악문화의 풍요와 음악산업의 성장이 서로 립되어서는 안 된다. 

｢ 작권법｣ 제1조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인들의 문화향유 권리와 창작

자의 권리가 동시에 확 되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일

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의 상황은 비교  좋은 방향으로 자

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부의 갑론을박은 여 하며 

청취자들의 청취 패턴은 안정된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유

하고 있으며, 때로는 받고 있다. 제도와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뒷

받침하지 못한 채 목소리 큰 이들의 견해를 주로 반복하고 강조해주

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재의 디지털 음악환경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청취자와 창작자의 처지 등에 기 를 둔 자료의 제시와 경

향에 한 분석이 구체 이고 풍성하게 뒷받침된다면, 는 그에 해 

합당하고 방향성이 뚜렷한 문제 제기들이 일정한 좌표를 설정해 다

면 우리의 음악문화는 한층 더 진일보할 것이 분명하다.

시장의 복잡성과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몇

몇 계산과 기존 통계 자료의 재구성이 무척 허술할 수 있음을 인정한

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지 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동안 조명하지 않던 부분에 한 연구와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한 근거이나마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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