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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구미에서 진행된 산업 혁명을 시발로 제품 및 생산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대전환한 바 있으며 이제 21세기 초입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콘텐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혁명에 힘입어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경험경제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 (PC)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도 1990

년대 후반  파산 위기에 처했던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와 아이튠스, 앱스토어 등의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불과 10여 년 만에 시장 가치 세계 1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제에서 미디어-콘텐츠 혁명의 위상과 위력을 보여주

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겠다.  

 

                    IT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큰 시장규모 ($1,774B, PWC 2014 Global E&M Outlook)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E&M)산업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분석이나 진단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형편이다. 이

는 만들기도, 유통시키기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무형의 “경험”을 판매하는 E&M산업 고유의 특성에 더하여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활발

한 창업, 성장, 인수-합병 역사의 영향으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얽히고 설킨 E&M기업들의 복잡한 소유구조와 관련한 표준화된 기업 성과 

자료의 부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진단 부재 상황 하에서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는 2012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황을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 

4대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별로 진단하고, 각 산업 별 글로벌 Top 20기업을 파악 및 심층분석한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 경쟁

력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지난 3년 간의 외부환경 변화와 

산업 내부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매출, 수익성, 생산성 지표에 새로운 평가지표인 성장성을 추가하여 보다 정교하게 평가한 

2015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쟁력 평가결과를 본 보고서를 통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2015년 2월,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김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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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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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황 

 산업 혁명 발 제품 및 생산성 중심의 세계경제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대전환한 
바 있으며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PC, 콘텐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경험경제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미디어-콘텐츠 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황을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 4대 주요 산업 별로 진단
하고, 각 산업 별 글로벌 Top 20기업을 파악,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메가 트렌드 

▶ 디지털화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가 스마트한 모바일 디바이스/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소셜하게 소비됨 

▶ 엔터테인먼트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도 멀티채널, N-스크린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음 

▶ 디지털화, 모바일 혁명, 소셜 미디어가 모두 융합 되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 2013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6,023억 달러(653조원)로 2010년 대비 11% 성장했으며 2014년 -2018년 연평균 성
장률(CAGR) 은 4.2%로 전망 

▶ 방송 4,008억 달러 > 영화 882억 달러 > 게임 675억 달러 >  음악 474억 달러로 방송 산업의 비중 (67%)이 가장 높음 

▶ 2014-2018 연평균 성장률(CAGR) 전망은 게임산업(6.2%)이 가장 높고, 음악산업이 가장 낮음(1.2%) 

▶ 국가별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1위는 미국, 2위는 일본이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는 171억 달러(18조원)로 세계 8위 

▶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상 최초로 글로벌 톱10에 진입 (세계 8위)하였으며 주요 한국 경제 순위 (GDP 세계 13위, 무역액 세계 
9위)보다 높은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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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황 (계속)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회 

▶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모바일 강국으로 이로 인한 다양한 기회가 존재 

▶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합법적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 한-중 FTA 체결 (2014)로 급성장중인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시간, 경제력 갖춘 베이비부머 (1953~1963 출생) 세대의 은퇴로 고객기반 확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기 

▶ 결합 서비스 및 정액 요금제 등으로 단위 콘텐츠 가격 지속적 하락 

▶ 불법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창작 동기 저하 

▶ 중국 시장의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견제 및 중국자본의 지배적 침투,  

▶ 인구 증가율의 감소 및 주요 소비층(6~17세)의 급격한 감소 

3.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 및 전망 

 영화산업 이슈 및 전망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에 의한 영화 플랫폼 변화: 모바일 비디오 시장의 확대 및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발달로 향후 10대~20
대 고객들은 모바일 기기에서 영화 감상하는 것이 일상화 될 것임 

▶ 넷플릭스(미국), 왓차 (한국) 등 영화 VOD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개인맞춤형 영화 추천 기술 및 서비스의 중요도 증대 

▶ 콘텐츠 관련 업체 간 본격적 힘겨루기 시작: 기존 영화제작사들의 콘텐츠 공급가격 인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넷플릭스, 아마존 등 
영화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을 해오던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개봉에 직접 참여 

▶ 영화 산업 부가판권 시장의 변화: 비데오, DVD 등 전통적 부가 판권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나 IPTV 등 온라인(다운로드, 스트리
밍) VOD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하지만  VOD 플랫폼들의 가격책정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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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 및 전망 (계속) 

 방송산업 이슈 및 전망 

▶ 기존 IPTV에서 스마트폰 모바일IPTV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 가입자 묶어두기에 머물러 있던 모바일IPTV가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부상 

▶ 방송산업 내 초대형 인수합병 및 신규 경쟁 구도 형성, 콘텐츠를 가진 케이블과 콘텐츠가 없는 통신사업자가 동일 시장에서 경쟁 

▶ IPTV/스마트 TV로 대변되는 TV의 변신: IPTV/스마트TV 시장의 확대로 개인화, 양방향 서비스, UX 차별화 및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TV 시대 도래.  

▶ TV를 매개로 한 신규 콘텐츠 COMMERCE 사업 모델 등장: TV 시청 중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멀티태스킹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TV 프로그램의 SNS 활용으로 능동적 소비자군 확산 

 

 음악산업 이슈 및 전망 

▶ 산업 구조의 전환 - 디지털 음악 시장의 주류화 진행: IT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음악 시장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으
며 디지털 음원 판매 금액이 음반 판매 금액을 넘어섬 (2014) 

▶ 주류화된 디지털 음악 시장 속에서 재도약중인 LP 레코드 

▶ 라이브 공연 시장의 지속적 확대: 팝 가수들의 내한 공연 성공, 록 페스티벌의 성공이 지속되면서 음반을 프로모션에 이용하고 공연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증가함 

▶ 스마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음원 제공이 아닌 소비자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음악
을 추천해주는 판도라, 스포티파이,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결합
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   

 

 게임산업 이슈 및 전망 

▶ 노장은 죽지 않았다: 콘솔게임의 매서운 추격, 기존의 Disk 중심이 디지털적 접근과 올인원 엔터테인먼트 기기로의 발전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예상 

▶ 모바일 게임: Freemium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노출 

▶ 게임시장 사용자 그룹 재편: 남성에서 여성으로! 급성장중인 모바일게임에서 게임에 대한 적극성, 플레이 빈도, 유료 아이템 구매 등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모바일 게임시장의 양극화: 게임 개발과 마케팅 비용이 점차 커짐에 따라 중소개발사가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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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 및 전망 (계속) 

4.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쟁력 순위 (2015) 

 영화산업 글로벌 Top 20  

 

▶ Netflix의 선전: 할리우드 거대 영화사들 틈에서 온라인 영화 서비스 사업자인 Netfilx가 종합 순위 4위를 차지, 수익성은 하락 

▶ 여전한 할리우드의 강세 속 한국 영화기업 최초로 CGV 글로벌 Top 20 진입 

▶ 거대 중국 영화자본의 부상: 아시아 최대 상영 사업을 해온 Wanda Cinema Line이 AMC Entertainment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극장 사업으로 성장 (2012년 19위 => 2015년 10위) 

▶ 틈새 시장 사업자들의 엇갈린 운명: “Lions Gate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스릴러-호러 시장을 공략, 종합순위 급상승 (2012년: 12위
=> 2015년 5위), 반면 “DreamWorks (19위)”는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쟁심화로 종합 순위 큰 폭 하락 (2012년: 9위) 

 

 방송산업 글로벌 Top 20 

 

▶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속적 강세: DIRECTV(1위), Comcast(2위), British Sky Broadcasting (4위) 등 상위 20위권은 유선 방송, 위
성 방송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류를 이룸 

▶ 콘텐츠 사업자들의 막강한 수익성: The Walt Disney Company (1위),Viacom (2위)가 대표적 

▶ 유럽 방송사업자들(영국 제외)의 낮은 성장성: 독일 Betelsman (17위), 프랑스 Lagardere (18위) 등  

▶ 미국 사업자 편중 속 영국, 캐나다 기업들의 높은 성장성: 글로벌 Top 20 중 14개 사업자들이 미국 회사임, 하지만 성장성은 캐나다
의 Rogers Communications이 1위, 영국의 British Sky Broadcasting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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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음악산업 글로벌 Top 20 

▶ 음악산업 생태계의 변화 - 급속하게 하락하는 음반 판매량으로 기존 음악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 구글 Youtube (1위), 
Spotify(5위)와 Pandora Media (14위)와 같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회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짐 

▶ 메이저 레이블의 여전한 강세: 유니버셜 뮤직(2위), 워너 뮤직(5위) 등 소수의 메이저 레이블들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지배 

▶ K Pop의 웅비: SM Entertainment (4위), Loen (6위), YG Music (10위), CJ E&M (15위) 등 4개의 한국 음악기업들이 글로벌 
Top 20  리스트에 진입하였고 특히 4개사 모두 성장성 부문 Top10에 랭크됨으로써 K Pop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 

▶ 디지털 뮤직 태풍 속 라이브 뮤직 돌풍의 주인공 Live Nation Entertainment (종합 8위) 

 게임산업 글로벌 Top 20 

▶ 콘솔게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매출 순위상으로는 소니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닌텐도(3위)와 같은 콘솔 제조 업체들이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모바일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 GungHo Online 연평균 554% 성장 

▶ 중국 게임사들의 강세: 높은 수익성 [Netease(1위), ChangYou.com(2위), Shanda(3위)]과 성장성 [Tencent(2위), 
ChangYou.com(5위), Netease(6위)]   

▶ 한국 온라인 게임사들의 선전: Nexon, NHN Entertainment, NC Soft 등 한국 게임 3사는 수익성, 성장성 모두 글로벌 Top 10 리
스트에 오름 (수익성/성장성: Nexon 5위/3위, NHN 엔터: 7위/7위, NC Soft: 9위/8위) 

8 

4.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쟁력 순위 (2015) (계속) 

5. 결론 

 콘텐츠 & 미디어 중심의 경험 경제가 정착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임 

 전통적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네트워크를 소유한 통신 사업자, 온라인 기반 사업자 간의 삼파전이 치열해 질 것임  

 K-Pop, 온라인 게임 등의 전 세계적 유행을 비롯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진입 

 뉴미디어와 스마트기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엔터산업 구조의 해체가 가속화 되고 새로운 디지털시장 생태계로 개편 

 콘텐츠 소비와 미디어의 활용에 있어 스마트소비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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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서론 >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 혁명 발 제품 및 생산성 중심의 세계경제는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대전환한 
바 있으며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PC, 콘텐츠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경험경제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음 

 

 하지만, IT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큰 시장규모 ($1,774B, PWC 2014 Global E&M Outlook)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E&M)산업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이나 진단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형편임 

 

 무형의 “경험”을 판매하는 E&M산업 고유한 특성에 더하여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활발한 창업, 성장, 인수-합병 역사의 영향으로 국경
을 넘어서까지 얽히고 설킨 E&M기업들의 복잡한 소유구조와 관련 기업성과 자료의 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겠음 

 

 이러한 진단 부재 상황 하에서는 최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기업들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할 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지 모든 것이 막막할 따름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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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C 미디어-콘텐츠 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황을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 4대 주요 산업 별로 진단하고 4개 산
업의 핵심 현안 이슈 정리 및 중장기 전망 제시  

 

 영화, 방송, 음악, 게임산업 별  글로벌 경쟁력 Top 20기업 파악하고 Top 20 기업 중 각 산업 내 대표적 4~5개 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차원 시사점 도출 

 

 위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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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서론 > 2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본 보고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됨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황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범위 및 규모 비교, 분석 

 현황 분석에 기반한 산업 내 기회 및 위기 요소 분석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슈 및 전망 

 영화, 방송, 음악, 게임의 4개 산업의 이슈 정리 및 전망 제시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쟁력 순위 

 매출 규모,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을 기준으로 4개 산업 (영화,방송, 음악, 게임)의 글로벌 기업 순위 산정 

 산업 별 4,5개의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별 시사점 도출 

1) 보고서의 구성 

2) 연구 방법 

13 

 
 
 
기존 연구 및 보고서를 
참고, 산업별 중요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 산업 및 기업 범위
선정 
 

 
 
 
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출간한 각종 산업 보고서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
간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
석 실시 

 
 
수집, 정리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산업별 이슈 
및 기업 경쟁력 순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
점을 정리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
서 업데이트 및 최종 보
고서 완료 

1. 연구 범위 설정 2. 데이터 수집, 분석 
3. 산업 이슈 및 기업 경쟁력 
순위 산정 

4. 최종 보고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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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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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가 스마트한 모바일 디바이스/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소셜하게 소비됨 

디지털화, 모바일 혁명, 스마트 시대, 소셜 미디어가 모두 융합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엔터테인먼트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도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익숙해지고 있음 

디지털 
(Digital) 

 

• 콘텐츠 
• 유통    

 

모바일 
(Mobile) 

 

• 디바이스 
• 플랫폼 
• 서비스 

스마트 
(Smart) 

 

• 폰 
• 태블릿PC 

• TV 

소셜 
(Social) 

 

• 미디어 
• 서비스 

 

소비의 진화 

1. 디지털 콘텐츠 소비 가속화 
디지털 기술의 혁신(HDTV, 3D 영상, 다운로드/스트리밍)과  새로운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등)
의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 경험 및 기회가 증가 

2. 전 세대에 걸친 콘텐츠  
    소비층의 확산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반화되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이 더 쉬워지면서, 젊은 세대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로 확장 

3. 조기 수용층에서 일반 소비자 
    까지의 빠른 확산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등장 시, 소수의 조기 수용층에서 다수의 일반 소비자까지 확산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음 

4. Freemium 모델의 등장으로  
    Willingness to Pay 형성``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부가 서비스는 유료화 하는 “Freemium(Free+Premium)” 모델의 등
장으로 소비자들의 디지털 콘텐츠 지불 거부감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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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PWC (E&M 산업: 13개 분야) KOCCA (콘텐츠 시장: 9개 분야) 

엔 
터 
테 
인 
먼 
트 
산 
업 

방송 
TV 가입 및 라이선스 (지상파 TV, 모바일 TV 등) 

방송 
TV 광고 (지상파 광고, 온라인/모바일 TV 광고 등)  

영화 영화 (극장, 영화 광고, 대여, 다운로드 등)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음악 (오프라인, 디지털 유통 등) 음악 

게임 게임 (콘솔, 온라인, 모바일, PC 등) 게임 

인터넷 광고 (검색, 배너, 모바일 등) 광고 

인터넷 접속 (유선, 모바일 접속 등) 캐릭터 (로열티, 상품제조, 유통) 

라디오 지식정보콘텐츠 (e-러닝, 솔루션 등) 

옥외광고 출판 및 만화 

소비자 잡지 

신문 

일반 서적 및 교육 도서 

B2B 출판 (기업 정보, 디렉토리 광고, 기업지 등)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KOCCA 연구보고서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E&M 
(Entertainment & Media) 산업이
나 콘텐츠 산업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군을 다루었다면  
본 보고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디지털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 영화, 음악, 게임의 4대 핵심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함 

표 1.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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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49 

1,391,060 

1500,251 

1,419,526 
1,480,801 

1,576,190 

1,669,796 

1,775,669 

1,870,475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2년(e) 2013년(e) 2014년(e) 2015년(e) 

전체시장 

2.0 -2.4 4.6 

4.3 

6.4 

5.9 

6.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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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M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3년 기준 전세계 E&M 시장 규모는 약 1조 8천억 달러 (1,924조 원) 수준 

2014-18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5.0%로 2011-15년 예상(5.7%)보다 하향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그래프 1. 글로벌 E&M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4년(e) 2015년(e) 
 

2016년(e) 
 

2017년(e) 
 

2018년(e)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200,000 

1,529,530 

1,613,339 

1,691,565 
1,774,587 

1,865,262 

1,960,204 
2,062,251 

2,162,295 

2,2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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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5 79,005 88,745 98,341 108,930 151,251 

391,197 420,394 447,266 476,754 506,724 

632,376 

530,385 
548,224 561,950 

579,993 602,281 

703,280 

538,913 
565,716 593,606 

619,499 
647,327 

783,129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e) 2015년(e) 

북미권 

유럽∙중동∙아프리카권 

아시아권 

남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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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북미권이 6,195억 달러(680조원, 34.9%), 유럽,중동,아프리카권이 5,800억 달러(636조원, 32.7%) 

아시아권은 4,768억 달러(523조원, 26.9%) 수준이나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성장 예상 

남미권의 경우 983억 달러(108조원, 5.5%)로 타 권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성장률은 높음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그래프 2. 권역별 E&M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34.9%) 

(32.7%) 

(26..9%) 

(5.5%) 

2010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4년(e) 2018년(e) 
 

1,774,587 
1,865,262 

2,270,03
5 

1,529,53030 1,613,339 
1,69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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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E&M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GDP인 1.45조 달러의 1.2배 수준 

전세계 E&M 시장 규모는 일본 (4조 7천억 달러) GDP 규모의 약 1/3 수준 

한국의 E&M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2.9%에 해당하는 492억 달러 

  E&M 중국 일본 한국 

세계시장규모 1,774,587 
GDP 10,027,560 4,769,800 1,449,490 

한국시장규모 (비중) 49,225 (2.9%)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GDP: IMF(201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3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500 

1,000 

5,000 

10,028 

중국 
GDP 

1,774 

34 

글로벌 E&M 산업 규모 

4,770 

일본 
GDP 

1,449 

한국 
GDP 

세계시장규모 
한국시장규모 

그래프 3. 주요 국가 GDP 대비 글로벌 E&M 산업 규모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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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M 산업 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는 34%를 차지  

방송산업이  2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 5.0%, 게임 3.7% 이 그 뒤를 이음 

4개의 산업군중 방송산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음악산업은 하락세 

 E&M 산업 분야 
2013년 2009-13년 

CAGR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비중 

             방송: TV 가입 및 라이선스 236,419 13.3% 4.0% 

             방송: TV 광고 164,441 9.3% 4.5% 

             영화 88,273 5.0% 1.4% 

             음악 47,415 2.7% -1.2% 

             게임 65,736 3.7% 4.0% 

인터넷 광고 (검색, 배너, 모바일 등) 117,184 6.6% 14.8% 

인터넷 접속 (유선, 모바일 접속 등) 413,782 23.3% 10.8% 

라디오 44,550 2.5% 1.9% 

옥외광고 35,345 2.0% 4.0% 

소비자 잡지 97,050 5.5% -0.3% 

신문 154,378 8.7% -0.8% 

일반 서적 및 교육 도서 121,452 6.8% 0.2% 

B2B 출판 188,562 10.6% 1.4% 

엔터 
테인 
먼트 
산업 

표 2. 분야별 E&M 시장 규모 

[참고] 분야별 E&M 시장 규모 총 합계는 1,774,587백만달러에 달하지만 분야간 중첩되는 시장 규모를 고려한 전체 시장 규모는 1,688,021백만달러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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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위, 33.7%)과 일본(2위, 9.6%)을 비롯한 상위 12개국이 전세계 E&M 시장의 82.2% 차지 

한국은 시장 규모 7위로 2010년보다 2단계 성장 하였고, 시장 점유율은 2.9%이며 연평균 성장률 4.2%로 전망 

중국(3위, 8.3%)과 브라질 (9위, 2.6%)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성장률(각각 10.9%, 10.3%) 예상 

구분 
2013년 시장 규모  2018년 

(전망) 
2013-18년 

CAGR (전망)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점유율 순위 

전체시장 1,774,587  100% - 1,870,475  4.6% 

미국 598,544  33.7% 1위 723,733  4.8% 

일본 170,282  9.6% 2위 174,690  0.7% 

중국 147,377  8.3% 3위 219,412  10.9% 

독일 115,257  6.5% 4위 123,893  1.9% 

영국 93,491  5.3% 5위 105,348  3.1% 

프랑스 78,370  4.4% 6위 88,230  3.1% 

한국 51,835  2.9% 7위 60,460  4.2% 

캐나다 48,783  2.8% 8위 59,397  5.0% 

브라질 46,853  2.6% 9위 68,810  10.3% 

이탈리아 44,021  2.5% 10위 50,203  3.1% 

호주 38,183  2.2% 11위 43,366  3.3% 

스페인 25,957  1.5% 12위 29,811  2.9% 

상위12개국 합계 1,458,948 82.2% 

표 3. 국가별 E&M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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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3년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6,023억 달러 (653조원) 규모 

2014-18년 연평균 기대 성장률(CAGR)은 4.2%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cf. 2011-15년 6.4%) 

그래프 4.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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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008억 달러) > 영화 (882억 달러) > 게임 (657억 달러) > 음악 (474억 달러) 순으로 규모가 큼  

기대 연평균 성장률(CAGR)의 경우  게임산업(6.2%)이 가장 높고, 음악산업(1.2%)이 가장 낮음 

방송산업(4.1%)과 영화산업(4.5%)도 평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래프 5. 분야별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및 전망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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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 중 방송산업 규모가 전체의 66.7%로 가장 큼 

게임산업은 2009-2013 연평균 성장률(CAGR) 5.3%로 1위, 음악산업은  0.07%로 4위 기록 

전체 산업에서 14.6%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 산업은 시장 규모가 소폭 상승세(CAGR:1.7%) 

표 4. 분야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M 산업 분야 

2013년 
2009-13년 

CAGR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비중 

방송 산업 400,860 66.6% 4.3% 

영화 산업 88,273 14.6% 1.7% 

음악 산업 47,415 7.9% 0.07% 

게임 산업 65,736 10.9% 5.3% 

합계 602,284 100% 3.7% 

[참고] 
방송 산업 시장 규모 = TV 가입 및 라이선스 + TV 광고 
영화 산업 시장 규모 = 영화(오프라인) + 영화 온라인 서비스 
음악 산업 시장 규모 = 음악(온,오프라인 유통) + 라디오 라이선스 
게임 산업 시장 규모 = 게임(비디오, 온라인, 모바일, PC) + 비디오 게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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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 규모는 주요 타 제조업 규모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음 

엔터테인먼트산업 규모는 자동차산업, IT 서비스산업 규모와 맞먹음  

방송산업의 경우 우리 나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규모  

  자동차 IT서비스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세계시장규모 778,132 732,700 318,147 602,284 400,860 88,273 47,415 65,736 

한국시장규모 40,696 7,664 51,516 17,140 6,408 2,967 780 6,985 

한국시장비중 5.2% 1.0% 16.2% 2.8% 1.6% 3.4% 1.6% 10.6%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① 자동차: 2013년 하반기 자동차 북미지역 평균 수출 단가인 17,819달러(지식경제부)에 생산대수를 곱하여 규모 산정. 2013년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는 43,668,678대   
생산되었고, 한국에서는 2,283,884대가 생산되었음 (OICA, 2014 Production Statistics) ② IT서비스: IDC (2013) ③ 반도체: Gartner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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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6. 주요 산업 대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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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 규모(6,023억 달러)는 한국 GDP(1조 3044억 달러)의 48% 수준임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 규모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 규모의 2.8% 기록 

한국의 수출 실적 (4,781억 달러) 보다는 크고 무역 실적 (9,153억 달러) 보다는 적은 규모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엔터테인먼트 GDP 무역 실적 수출 실적 

세계시장규모 602,284 
한국경제 

규모 
1,304.468 915,300 478,100 한국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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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① GDP: IMF(201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② 한국 무역 실적, 한국 수출 실적: 지식경제부 (2013) 

그래프 7. 한국 경제 규모 대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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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1위는 미국, 2위는 일본으로 각각 2,293억 달러, 451억 달러 수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171억 달러(2013 기준)인 세계 8위로 Global Top10 첫 진입 (2010년:11위) 

한국의 경우 게임시장(4위)이 상대적으로 큰 편  

52 

국가 
전체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시장규모 종합순위 시장규모 순위 시장규모 순위 시장규모 순위 시장규모 순위 

미국 222,541 1 위 162,105 1 위 31,118 1 위 15,077 1 위 14,241 1 위 

일본 43,974 2 위 23,525 2 위 6,745 2 위 5,041 2 위 8,663 3 위 

영국 33,609 3 위 18,444 4 위 6,088 3 위 4,110 4 위 4,967 5 위 

독일 32,101 4 위 21,315 3 위 3,798 6 위 4.316 3 위 2,672 7 위 

중국 31,100 5 위 17,764 5 위 3,809 5 위 715 11 위 8,812 2 위 

프랑스 21,746 6 위 12,860 7 위 3,812 4 위 1,817 5 위 3,257 6 위 

캐나다 17,390 7 위 11,678 8 위 3,277 7 위 1,338 7 위 1,097 11 위 

한국 17,140 8 위 6,408 11위 2,967 9 위  780 9 위 6,985 4 위 

브라질 16,796 9 위 13,658 6 위 2,157 10 위 533 12 위 448 13 위 

이탈리아 13,144 10 위 9,514 9 위 1,303 13 위 1,019 8 위 1,308 8 위 

인도 12,029 11 위 9,458 10 위 1,774 11 위 347 13 위 450 12 위 

호주 12,025 12 위 6,373 12 위 3,052 8 위 1,427 6 위 1,173 9 위 

스페인 7,368 13 위 4,128 13 위 1,386 12 위 750 10 위 1,104 10 위 

(단위: 백만 달러) 
표 5. 국가별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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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171억 달러(2013년 기준)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원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8%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한국 게임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10.5%로 타 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편 

구분 

세계시장 규모 한국시장 규모 

비중 

백만 달러($) 원(￦) 백만 달러($) 원(￦) 

방송 400,860  441조 6,480  7조1280억 1.6% 

영화 88,273  97조 2,967  3조2637억 3.4% 

음악 47,415 52조 780  8580억 1.6% 

게임 65,736  72조 6,985  7조6835억 10.6% 

합계 602,284  662조 17,140  18조8540억 2.8% 

표 6.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대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 비교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참고] 게임 시장 규모에 “비디오 게임 광고” 시장 규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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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게임” 분야로 전세계 게임 시장의 10.6%를 점유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게임 시장이 69억 달러(7조 6천억 원)로 가장 큼 

그 뒤로 방송(64억 달러), 영화(30억 달러), 음악(7억 8천만 달러) 시장 순으로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세계시장규모 400,806 88,274 47,415 65,736 

한국시장규모 6,409 2,966 780 6,985 

한국시장비중 1.6% 3.4% 1.6% 10.6%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그래프 8.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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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순위는 주요 한국 경제 지표들의 글로벌 순위를 상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순위 (8위) > 한국 무역 순위 (9위) > 한국 GDP 순위 (13위) 

글로벌 Top 10 첫 진입! (2012년 11위, 출처 :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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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9. 한국 경제 순위 대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 순위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GDP 순위,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웹사이트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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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온라인 게임 (29.0%) 

2010년 기준 20.8%를 차지하던 한국의 모바일 게임은 2013년 기준 5.2%로 비중 감소  

영화산업의 경우 1.8%(2010년 기준)에서 3.4%로 한국 시장 비중 2배 가량 확대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단위: 백만 달러) 

표 7.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부 분야 규모 

분야 세부 분야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비중 분야 세부 분야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비중 

방송 

TV 가입 198,456 3,216 1.6% 

음악 

라이브 뮤직  26,696 409 1.5% 

지상파 라이선스 37,963 537 1.4% 오프라인 유통 11,287 138 1.2% 

지상파 광고 120,152 1,567 1.3% 온라인 유통 9,432 233 2.5% 

멀티채널 광고 40,630 1,062 2.6% 합계 47,415 780 1.6% 

온라인 광고  3,659 27 0.7% 

게임 

비디오 게임 25,118 220 0.9% 

합계  400,806 6,409 1.6% 비디오 게임 광고 2,544 57 2.2% 

영화 

박스오피스 36,118 1,179 3.3% 온라인 게임 21,376 6,206 29.0% 

영화광고 2,608 57 2.2% PC 게임 7,221 6 0.1% 

오프라인 판매 25,649 823 3.2% 모바일 게임 9,477 496 5.2% 

스토어/우편 대여 10,712 717 6.7% 합계 65,736 6,985 10.6% 

OTT/스트리밍 6,571 26 0.4% 

페이퍼뷰 6,616 164 2.5% 

합계 88,274 2,96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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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디바이스 보급에 따라 화면 크기 및 특성에 알맞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가능  

 4G(LTE) 서비스는 각종 동영상 및 고품질 콘텐츠 이용의 수월성으로 인한 서비스 차별화가 가능하여 부가수익 창출  

    세계 최고의 온라인/모바일 인프라 

 모바일 IPTV를 주축으로 유료화 모델로 접근하는 전략이 증가하고 있음 

 고객은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불 의향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UI제공과 가격정책으로 수익화 필요  

     모바일 환경 속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 

 고령화로 개인 당 콘텐츠 소비 기간 길어짐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로 고령화 산업 시장 급성장: 특히, 여가 산업 전략적으로 육성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베이비부머세대)층 유입으로 고객기반 확대 
 

1 

3 

4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모바일 강국으로 이로 인한 다양한 기회가 존재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합법적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이 엔터테인먼트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음 

 한-중 FTA로 인해 자유롭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연 10.9%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거대한 기회 

      한-중 FTA 체결 (2014)로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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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태블릿PC 보급의 높은 성장률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인프라 보급
률이 전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망 보급률은 각각 
110%와 88.1%로 전세계 평균(41.1%, 29.5%)의 약 
3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의 보급률도 
스마트폰(2.5배), 태블릿PC(2.5배), IPTV(5배)도 세계 평
균을 상회 

 

2013-2018 
36.9% CAGR 예상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과 낮은 확장성을 개선한 태블릿PC
의 등장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발달과 보급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01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미국
(35.4%)에 비해 다소 낮은 13.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연평균 성장률(36.9%)로 2018년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 

 태블릿PC 및 IPTV 등의 상대적으로 큰 화면과 기능을 갖
고 있는 기기의 높은 보급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가능  

그래프 10. 주요국 온라인/모바일 인프라 보급률 그래프 11. 한국의 태블릿PC 보급 성장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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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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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LTE)의 발전에 따른 적절한 소비 환경  높아지는 고객 충성도 

 한국은 4G를 바탕으로 모바일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얻었으
며 통신 3사가 LTE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 중 

 LTE의 경우 3G에 비해 각종 동영상 및 고품질 콘텐츠를 이용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부가수익을 증진
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해 Over-the-Top(OTT) 콘텐츠 제공, 음악 스트리밍, 
IPTV subscription, 홈시큐리티, 커넥티드 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서비스는 고가 요금제 수요를 늘
려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를 높임  

▶ SKT – BTv모바일 T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혜택으로 3개
월 만에 전체 가입자 80만명 급증 

▶ LG유플러스 – 유플릭스 가입자 급증 / 컨텐츠 확대예정 

▶ KT – 데이터 프리 지니팩에 따른 고객 유치  

 4G의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은 3G의 3배를 상회하며 이는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 사용을 의미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따라 가입자의 충성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지니(음원 서비스) – 사용자의 68.1% 가 KT고객 

▶ 멜론(음원 서비스) – 사용자의 61.1%가 SKT고객  

 Lock-In된 가입자들에게 다른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안
한다면 많은 사용량과 충성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사용자들이 통신사 음악 콘텐츠의 제공방식과 UI 등에 익숙해
지면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KT경제
경영연구소, 2014)  

그래프 12. 통신 방식에 따른 가입자 수  그래프 13. 가입자 당 데이터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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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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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4) 

(단위: 명) (단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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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높은 성장성 한-중 합작 콘텐츠의 성공  

 엄청난 성장에 힘입어 2016년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갖게 될 것
으로 판단  

 특히, 중국의 영화시장은 2014년 관객수익 총 47억 달러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36%의 성장을 이뤘고 자국영화와 해외영
화의 상영비율이 50:50이고 자국 영화에 대한 관객점유율이 
높아 자생력을 갖춰 나가고 있음   

 한-중 FTA의 체결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진출이 
용이해 질 것임  

 한국씨티은행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향후 10
년간 약 30조원의 경제성장 효과 전망   

 

 ‘수상한 그녀’의 중국식 리메이크 판 ’20세여 다시 한 번(CJ 
E&M 지분 50% 이상)‘이 한-중 합작 영화 사상 최초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
로 예상  

 2015년 1월 기준으로 티켓 매출 약 562억원, 누적관객 1020
만명, 예상 순수익 60억원 예상  

 2014년 7월 한중 영화합작협정이 체결되고 합작영화(중국 투
지비율 20% 이상)가 자국 영화로 분류되어 수입쿼터 적용을 
받지 않아 더 많은 영화 콘텐츠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 

 드라마 및 방송 콘텐츠의 경우 사전 심사 및 이로 인한 불법유
통이 많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 중국 협상 필요  

그래프 14.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지표   그래프 15. 한-중 합작 영화 ’20세여 다시 한 번 

출처: 네이버 영화 

중국 

2013년 시장규모 - USD 127.3bn 

2013-2018 연평균 성장률 10.9% 

2013-2018 영화산업 13.0% 성장 예상 

전 세계 성장률 – 5% 
미국 성장률 – 4.8%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전 세계 성장률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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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는 국내TV 시장의 27.7%(201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망의 넓은 저변과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2018년에는 IPTV가 TV시장의 31%를 넘어 870만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 (PWC, 
2014)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한 달에 1회 이상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포함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율 95.7%이며, 이 중 유료 
VOD 서비스인 모바일 IPTV와 OTT의 이용 비중은 34.7% (KT경제경영연구소, 2014) 

 모바일 IPTV의 이용 비중 증가에 따라 유료 VOD편수가 증가하고 있음  

▶ 올레TV모바일(KT)은 전체 VOD 중 50%, B tv 모바일(SKT)은 60%, U+HDTV(LGU+)는 51%를 유료로 제공 

 통신3사는 기존의 무료 VOD를 통한 접근을 통해 100만이 넘는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유료 콘텐츠 증대는 실질적인 매
출증대 및 합법적 콘텐츠 시장으로의 유도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 

 Simon-Kucher(2013)에 따르면 사용자는 2달러 이상의 유료앱에 대해 70%이상의 지불의향이 있었으며 1회성이 아닌 여
러 차례 걸친 지불에도 적극적 

 유료 콘텐츠의 확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 적합한 사용자 환경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가격정책(year-
based subscription 혹은 cross-platform pricing)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모바일 서비스에서 유료화 비중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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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mon‐Kucher 2013 Apps and Digital Content Study 

그래프 16. 유료앱 카테고리에 따른 지불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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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은 유료 콘텐츠 구매 행위를 정착시킴 

 2011년에 비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은 상당히 줄었지만 
무료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In-App 
purchase 형태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2013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시
장 규모는 94억 달러로 2011년 이후로 PC게임시장 규모를 
넘어섬 (PWC, 201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지속적 성장 

 처음에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사용자 저변을 확대하
고 그 이후 In-App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증가 

 “Freemium(free+premium)” 수익 모델 확산으로 소비자들
의 디지털 콘텐츠 지불 거부감이 낮아짐 

 미국 모바일 이용자 중 85%가 무료 앱을 쓰다가 유료 앱으로 
전환 (Flurry, 2011) 

 Gartner (2013)는 2017년 In-App purchase가 유료 애플리
케이션의 시장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Freemium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증가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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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7. 주요 OS 별 유료 애플리케이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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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8.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 

출처: Gartn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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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ium (Free + Premium) 모델의 성장 

출처: Distimo (2014) 

 Freemium 모델 

▶ 무료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후 in-app purchase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In-app purchase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음 

▶ Distimo에 따르면 Apple App store에서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모델이 Freemium모델 

▶ App Annie (2014)는 Google Play 매출의 98%가 Freemium 모델로부터 발생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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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9. App store내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 매출 발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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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시장 (영화,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중장년층 관객 증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3),  “2012년 영화소비자조사” 

(전체 응답자 2,000명, 단위: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 201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2.2%에서 2050년은 37.4%로 예측 (통계청, 2013) 

▶ 노후 대책 등으로 재정적, 시간적 여유 생긴 중장년층 (베이비부머세대) 관객들 문화 소비에 적극적 

▶ SK텔레콤은 애플리케이션 ‘T청춘’이라는 중장년층 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 

 

 극장 영화 관람 40대 이상의 관람객 수 증가 

▶ 예로, 17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경우 중장년층 예매 비중이  
전체의 38.5%로 역대최대 40대 이상 관람객 수를 달성 (출처 : CJ CGV) 

그래프 20. 연령대별 극장 영화 관람률 추이 (2010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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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은 개별 콘텐츠 가격을 더욱 하락시킴 

불법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창작 동기 저하 

중국의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인구 증가율의 감소 및 주요 소비층의 감소도 여전한 위험 요소 

 여러 가지 결합 서비스 및 정액제 요금 부과로 개별 콘텐츠 당 가격이 내려감 

 특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한 곡 재생당 3.6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 

    단위 콘텐츠 매출 하락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어삼킬 가능성 존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노하우를 익혀 미래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 존재 

     기회이자 위기의 나라 ‘중국’ 

 인구 증가율 감소로 잠재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 한계: 인구증가율 0.3%로 아시아 최저 수준.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인구 증가율 감소로 잠재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 한계: 엔터테인먼트 주요 소비층인 6-17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 증가율 감소 

1 

3 

4 

 2014년 국내 불법 복제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가 2조 4천억원을 초과하여 합법 저작물 시장 규모의 19%에 달함 

 불법 시장의 침해 규모는 영화 부가시장에서 7천억 정도로 가장 크고 침해율은 음악 시장에서 70.8%로 가장 높음 

     불법 복제 등 콘텐츠 원저작자의 피해 지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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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디지털 음원 시장은 빠르게 감소하는 음반 판매 수익을 상쇄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 전세계 음악 산업은 2013년-18년 연평균 성장률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국내 음악 시장의 경우, ‘노래방 연습장’ 산업이 40%가량으로 매우 큰 매출규모를 차지 

 개별 콘텐츠당 가격 하락 

- 아이튠즈 음원 당 가격은 주로 $0.99~$1.29이며(앨범 구매 시 음원 당 가격보다 저렴), 인기곡 위주의 음원 단위 판매만 이루
어지는 경향이 있음 

- 국내에서도 음악 사이트 단일 음원은 500~600원 정도이며, 정액제로 음악 서비스 이용 시 단일 음원 가격은 약 60원, 음악 CD 
곡당 가격에 비해 저렴 

- 스트리밍의 경우 $9.99의 가격으로 무한정으로 곡을 들을 수 있으며 곡당 가격은 3.6원 수준 

 구분 2011년 매출 비중 

음반 제작, 출판,  
배급, 도소매업 

8,849억원 23.2% 

디지털 음악 유통업 8,795억원 23.0% 

음악 공연업 5,322억원 13.9% 

노래 연습장 운영업 1조 5,207억원 39.8% 

국내 음악 산업 전체 매출 3조 8,175억원 100% 

출처: KOCCA (2014), “2012 음악산업백서” 

그래프 21. 전세계 음반 vs. 디지털 음악 시장 매출 변화 추이 표 8. 국내 음악 시장 분야별 매출 비중 

음악 산업은 단위 콘텐츠 매출 하락으로 가장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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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법 복제로 인해 구매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이용으로 구매하지 않게된 합법저작물의 양인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010년 약 2조원에서 2014년 약2조 4천억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23.6%에서 19.1%로 감소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554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감소한 반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4.4% 
증가하여 약 3,200억원 

▶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영화, 음악, 방송 각각 19.0%, 17.9%, 13.8%순으로 나타남 

▶ 음악 콘텐츠는 불법복제물 유통량 16억개와 시장 규모 1,75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전년(842억원)대비 107.8%증가하며 가
장 크게 피해를 입음 

▶ 영화 콘텐츠는 전년 681억원 대비 19.2% 감소한 550억원 피해 

▶ 방송 콘텐츠는 전년 497억원 대비 38.6% 감소한 300억원 피해 

 

국내 불법 복제 시장 규모 

출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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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그래프 23.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그래프 22.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및 침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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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산업 

▶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 위기에 직면한 게임산업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수 연평균 11.6%씩 감소하였으며, 2013년 게임시장 규모는 최초 마이너스 성장 
(-0.3%)을 기록 

▶ 반면,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을 밀어주며 빠른 속도로 성장 

 

 방송 산업 

▶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의 해외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사전심의 시행 

▶ 드라마 <대장금>, <가을동화>,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국 동영상 콘텐츠 산업을 방어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해외 콘텐츠를 방송전에 심의 및 해외 수입 콘텐츠를 전체 콘텐츠 총량의 30%로 제한 

▶ 중국 업체들은 콘텐츠 판권 가격을 인하하기를 요구 

▶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불법 복제 증가 우려 

 

 중국 거대 자본의 한국 침투 

▶ 중국 기업들이 우수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 

▶ 한국 기업들의 노하우 흡수를 통해 미래 경쟁 위협 가능성 존재 

 

 

 

중국 엔터산업의 확장 및 견제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 존재 

한국기업 기업설명 중국자본 사업내용 시기 

NEW 영화 제작/투자/배급 화책미디어 투자 유치 2015년 10월 

초록뱀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 주나인터내셔널 회사 매각 2015년 1월 

메가박스 영화관 사업자 미정 회사 매각 미정 

넷마블게임즈 게임 제작사 텐센트 투자 유치 2014년 3월 

표 9. 중국 자본의 국내 침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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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 감소로 잠재 엔터테인먼트 시장 성장 한계 

 2014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을 0.41%로 아시아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 (통계청, 2013)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2040년 후부터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 (통계청, 2014) 

 주요 엔터테인먼트 소비층인 6-44세의 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PWC, 2011)  

한국 인구 증가율 및 합계 출산율 

출처: KDI (2011)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 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
균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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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4. 한국의 인구 증가율 전망 

(단위: %) 

그래프 25. OECD 국가들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표 10. 국가별 연령대 비중 변동률 

출처: 통계청 (2014)  

국가 2014  연령 중간값 0-14 15-44 45+ 

미국 37.6 20.1% 39.9% 10.0% 

일본 46.1 13.1% 36.0% 50.9% 

중국 36.7 18.4% 47.3% 34.3% 

한국 40.2 15.1% 44.0% 40.9% 

브라질 30.7 26.1% 49.4% 24.5% 

출처: CIA World Factbook (2014), GEOHIV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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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영화취향 기반 맞춤형 영화추천서비스의 부상 

     콘텐츠 전쟁의 시작: 영화사, 극장 vs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IPTV/VOD 등 부가판권 시장의 확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영화시장의 성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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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비디오 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영화 감상 디바이스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추측 

5인치 이상의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태블릿PC와 더불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비디오 감상이 꾸준히 증가 

광고 기반 비디오 시장이 구독 기반 비디오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급성장할 예정 

미국 모바일 영화/비디오 시장 현황 현황 

 국내 모바일 영화 시장은 특히 한국 영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부가 판권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많음 

 즉, 몰락한 국내 부가 판권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모바일 영화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
발에 주력해야 함 

시사점 

 모바일 동영상은 페이스북 성장 동력: ‘하루평균 동영상 시청 
횟수 10억건, 매달 1억개의 새로운 동영상.’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페이스북을 이용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이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1400만명(월간 접속자 기준) 중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비율
은 93%(1300만명) 

출처:2015 CEO 투데이 -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미국 모바일 비디오 콘텐츠 시장은 성장 중이며(2009-14년 
CAGR =25.2%), 그 중에서도 가입자 기반 시장이 가장 큼 

 iPad,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보급 증가와 5인치 이상 화면 크기의 
스마트폰 출시로 큰 스크린에서 영화 감상이 가능해짐 

그래프 26. 미국 모바일 비디오 콘텐츠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출처: eMarketer.com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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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의 영화선호도 분석을 통한 영화의 정밀한 수요파악 중요성이 점차 늘어남 

영화 콘텐츠 발굴 부서에서 대본 분석을 통해 영화의 성공 가능성 예측 

영화추천 시스템의 예 현황 

 영화 추천 서비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인지 정보를 수
집, 반영하여 정확하게 개인 맞춤화된 추천시스템을 갖춰야 함 

 영화선호도 분석을 통해 비슷한 취향을 갖는 사용자들을 연결시킬 영
화기반 SNS로 발전도 가능 

시사점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작품 수가 방대해지고 콘텐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영화 추천 기술과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가 전망 

 영화 게놈 분석은 영화의 분위기(mood, tone)와 플롯(전쟁 이
야기, 선악 대립), 구조(선형적 이야기, 액자 속 이야기 구조), 기
준(폭력, 선정성)과 같은 이야기적 요소로 구분됨 

 상황 인지 정보(Context-aware Information)에 따라 바뀜 

 왓챠 모바일 버전:  1억 5천만 영화 평가 DB가 쌓임  

  

미국의 영화추천시스템 “Jinni” 

한국의 영화추천시스템 “Wat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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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화제작사들의 콘텐츠 공급가격 인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넷플릭스, 아마존 등 영화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을 
해오던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 => 콘텐츠 관련 업체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 시작 

오프라인 극장개봉 중 동시상영 또는 극장개봉 없이 VOD 플랫폼에서 영화 개봉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흥행작들 현황 

 합리적 콘텐츠 가격 조정을 통하여 영화사업자 간 지나친 영역
파괴 및 중복으로 인한 폐해 예방 필요  

 

 독립, 예술 영화 제작자들의 경우 극장-IPTV 동시개봉 또는 
IPTV 개봉 후 긍정적 반응 확산 시 극장개봉 추진 전략 고려 가
능 

시사점 

 콘텐츠 판권 수급 비용 증가 -> 콘텐츠 유통구조에 변화 

 넷플릭스는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로부터 영화콘텐츠 가격 인
상요구를 거부했다가 콘텐츠 공급에 차질을 빚음 

 넷플릭스/훌루등의 서비스사업자들이 콘텐츠를 확보하여 공급
하는데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콘텐츠 콘텐츠 공급 시작 

 아마존도 자체 콘텐츠 강화를 위해 극장 개봉용 영화 제작사업에 
및 판권매입 사업을 시작 (2015 Financial Times) 

 IPTV에서 다양한 장르 (수입, 예술, 성인)의 영화 개봉 시작 

Netflix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House of Cards” 

Amazon이 자체 제작한 드라마 “Transparent” 

http://www.connectinglab.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13/07/house-of-cards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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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Physical Home Video 시장(US$28Bn)의 규모가 VOD기반 Electronic Home Video서비스 시장(US$33Bn)에 추월 
당할 것으로 추정됨: (OTT)/스트리밍 및 (VOD)서비스는 CAGR 19.9% 수준으로 성장 예상 

시장 성장에 못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UX 및 가격정책 개선 노력 시급 

글로벌 영화 산업 수익 구조 현황 

 오프라인 극장흥행 위주의 영화제작관행이 N 스크린 (홈, PC, 
모바일) 부가판권 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지도록 콘텐츠 기획단
계부터  One-Source Multi-Use 전략 고려 필요 

 VOD 플랫폼 사업자들의 UX (User Experience)나 가격정책 
개선 관련 R&D 노력 시급 

 

 

시사점 

 원하는 동영상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OTT(인
터넷 VOD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시청 행태 급증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된 뒤 주문형비디오(VOD)로 넘어 가는 
기간이 점차 단축되면서 비디오나 DVD를 대여하거나 구매하
는 대신 VOD로 영화를 보는 경향 증가 

 수익의 큰 역할을 했던 오프라인(DVD 등) 시장이 급격히 무너진 
반면, 온라인(디지털, VOD 등) 시장은 완만한 성장 중 

 케이블이나 IPTV 상의 영화검색, 추천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 (리모컨 포함) 품질 이나 고객니즈 기반 가격책정 수준은 아직
도 걸음마 단계 

 

그래프 27. Global 영화산업 매출 구성비(%) 

출처: PWC “Global E&M Outlook 2014-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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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산업 내 초대형 인수합병 및 신규 경쟁 구도 

     모바일과 경쟁하기 위한 TV의 변신 노력 

     TV를 매개로 한 신규 콘텐츠 커머스 사업 모델 창출  

     IPTV의 진화: 모바일 IPTV의 부상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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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최근 LTE 통신망을 깔며 모바일IPTV가 무리 없이 서비스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존 IPTV에서 스마트폰 모바일IPTV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 

가입자 묶어두기에 머물러 있던 모바일IPTV가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부상 

국내 모바일 IPTV 가입자 수 현황 현황 

 스마트폰에 특화된 모바일 IPTV가 가입자 경쟁과 채널 확보 경
쟁에 집중  

 모바일IPTV는 통신사들이 확실한 수익을 내는 ‘캐시카우’의 역
할을 할 것  

 모바일IPTV의 월 기본 이용료에 지난 방송이나 영화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로 볼 때 지불하는 요금, 모바일 데이터 요
금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음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대중화되면서 주문형비디오(VoD) 
등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향후 모바일 IPTV가 핵심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
성이 높음  

 

시사점 

 월정액 수익보다 데이터 이용료, VOD, 광고 판매 중심으로 움
직이므로 우선 가입자 확보가 통신사들의 최대 과제  

 부가 서비스 개념인 모바일IPTV 에서 벗어나 각 사업자가 개별 
핵심 브랜드로 육성할 대안을 찾아야 함  

 

통신사 및 
 서비스 명 

LG유플러스  
‘유플러스 
HDTV’ 

KT ‘올레 TV 
 모바일’ 

SKT ‘Btv  
모바일’ 

유료 가입자수 210만명 130만명 240만명 

출처: 각 사 취합(20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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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그래프 28 . 국내 모바일 IPTV 가입자수  

(단위: 만 명) 

표 11 . 국내 모바일 IPTV  유료 가입자수 현황 

   제 3장 > 2절  > IPTV의 진화: 모바일 IPTV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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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산업 내 초대형 인수합병은 미디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책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콘텐츠를 가진 케이블 사업자와 콘텐츠가 없는 통신 사업자간 동일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시화 

미국 방송산업 내 대형 인수합병의 예 

 2014년 미국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타임워너케
이블을 452억 달러(약 48조 원)에 인수함을 공식발표 

 두 사업자가 합병하게 되면 컴캐스트는 미국 케이블 가입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의 가입자를 보유 

 2014년 미국 통신시장 사업자인 AT&T가 Direct TV를 49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인수 

 AT&T는 풍부한 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Direct TV ’를 인수함으
로써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수익 확대를 목표 

 AT&T는 Direct TV 합병을 통해 유료방송 업계에서 입지를 강
화 하여 통신가입자수의 정체와 수익성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실마리 마련  

 

현황 

시사점 

 케이블TV 업계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시장의 재편이 필요 

 케이블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 간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새로운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경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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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의 성장에 따른 TV매출의 정체와 함께 TV는 새로운 시도로 난관을 극복하려 노력 중 

모바일의 도전에 최근 TV기업들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형태로 사용자 가치 제고 중  

TV가 공통기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화(Personalization)된 UI(User Interface) 및 서비스를 제공  

 

TV 매출의 정체 공통 기기에서 개인화 기기로의 변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의 메뉴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콘텐츠 유형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예: 
Panasonic My Home Screen)  

 사용자의 시청습관, 지인 성향을 학습한 후, 특정 시간대에 사
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서비스를 추천(예: 삼성 On TV, 
Social)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과 원하는 채널을 등록한 후, 사용자가 
TV 앞에 가면 안면인식을 통해 나의 즐겨찾기 채널 자동 확인 
(예: Hisense Manage Your Favorit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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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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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대) 

출처: 디스플레이서치, 디스플레이뱅크 

시사점 

 모바일의 성장과 함께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TV시장은 최근 새
로운 형태의 TV로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도약을 위해서는 보
다 더 사용자 친화적인 UI와 UX가 필요  

 모바일을 경쟁상대로 볼 것만이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TV의 
성장도 고려해야 함   

 

그래프 29. 전세계 TV 시장 매출  

그래프 30 . 전세계 TV 판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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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및 웹 서비스 업체들은 기존의 TV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고려하고 있음  

다양한 사업자들의 TV 관련 시장 진출은 기존의 TV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추구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TV 시장의 결합은 TV시장 자체를 위협 

 

TV를 통한 새로운 사업 

 eBay (Watch with eBay): 시청 중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eBay 의 제품 목록 중에서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을 추천 

 Shazam (Shazam For TV) : TV 프로그램 상에 Shazam 로고
가 나타나면 앱을 실행 시켜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미리 연결해 
놓은 웹사이트 등으로 이동하는 등 부가 정보에 접속 가능 

 Google : Google 은 YouTube 의 유료 콘텐츠 채널을 런칭했
으며 2013 년 7 월 크롬캐스트를 발표해 YouTube 및 Netflix 
등의 콘텐츠를 TV 를 통해 시청 가능                                               

 YouTube Space studios 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유통을 위한 
준비 추진 

 

 

 

현황 

시사점 

 TV를 매개로 한 새로운 사업의 시도는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기
회가 될 수 있음 

  TV시장 자체에는 동반성장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 및 웹 서비
스 업체들에게 시장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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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 전망 

   제 3장 > 3절 > 산업 구조의 전환: 디지털 음악 시장의 주류화 

2014년 음원시장의 음원 판매에서 디지털 음악 비율이 음반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IT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음악 시장의 강세 

불법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낮은 음원 가격으로 불•합법적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 성장 저해요소가 존재 

 

 

 

 

 

 

 

 

 

 

 

 

구분 2011 2012 2013 2014E 2015E 2016E 2017E 2018E 
13-18 
CAGR 

음반 14,342 12,716 11,287 10,171 9,270 8,551 7,931 7,434 -8.0% 

디지털 7,757 8,719 9,432 10,180 10,905 11,544 12,020 12,491 5.8%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현황 

 PWC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디지털 음악 매출이 101.8억 달
러로 음반 매출 101.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붕괴되었던 전통적인 음반 시장은 그 하
락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불법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음원시장의 경우에도 낮
은 음원 가격이 문제 

 디지털 음원 판매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IT 및 모바일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한 모바일 음원과 스마트폰이라는 촉매제가 
있었기 때문임 

시사점 

 간단한 방법으로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의 성장세
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 음악 시대에 적합한 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
력이 요구됨. 예로, 물리적 음반을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이 아
닌 마케팅, 프로모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가능 

 디지털 음원 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요소(디지털 앨범 자켓 등)
를 통해 소비자를 만족 시킬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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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1. 음반 시장 및 디지털 음원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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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 전망 

   제 3장 > 3절 > 산업 구조의 전환: 디지털 음악 시장의 주류화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는 다운로드 음악보다 스트리밍 음악 시장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짐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률은 13.4%로 다운로드 시장 성장률의 4배 

다운로드에 비해 낮은 음원 가격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 성장 저해요소가 존재 

 

 

 

 

 

 

 

 

 

 

 

 

구분 2011 2012 2013 2014E 2015E 2016E 2017E 2018E 
13-18 
CAGR 

다운로드 5,055 5,743 5,986 6,258 6,520 6,755 6,891 7,057 3.3% 

스트리밍 1,038 1,530 2,148 2,692 3,174 3,557 3,837 4,035 13.4%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현황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던 음악 
다운로드가 2013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 3.3%를 보이며 성
장세 주춤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13.4%의 성장률을 보이며 대세 음악 
소비행태가 됨 

 애플의 비츠뮤직 인수, 삼성의 밀크 뮤직 등 여러 기업들이 스
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임 

  IT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시
킴 

 

시사점 

 모바일 기술, 무선 인터넷의 발전으로 향후 음악시장 미래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딩 보다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음악 사업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여 음악 소비자
들의 편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더욱 낮아진 음원 가격이 음악 시장 성장
에 위험한 요소가 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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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2. 음반 시장 및 디지털 음원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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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앨범 판매량 추이 

   제 3장 > 3절 > 주류화된 디지털 음악 시장 속에서 재도약중인 LP 레코드 

아날로그 감성의 레코드판에 대한 애착, 향수 증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존경의 표시 및 수집욕구 

복고 취향을 넘어서서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기능 

현황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으로 물리적 음반의 하락세라 예상
되었으나 오히려 LP판(레코드판)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 

 Nielsen Soundscan에 따르면, 미국내 2014년 CD판매량은 
2013년 대비 19.6%감소하였으나 레코드판 경우, 2013년 
290만개에서 2014년 400만개로 약 40.4%의 판매량 증가 

 2014년 11월말 영국 내 레코드 판 판매량은 78만장 정도로 
연말까지 120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판매량이 밀
리언셀러를 넘은건 지난1996년 이래 처음. (오피셜차트컴퍼
니, 2014) 

 지드래곤, 아이유 등 마케팅 수단으로 한정판 앨범을 제작 

 

 

 
시사점 

 소비를 위한 음악 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음악에 대한 욕구도 존
재 

 아날로그 감성의 디자인 제품인 턴테이블, LP판 등의 판매량 
증가 

 디지털 포맷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날로그의 색다른 경험 제공 

 중장년층 음악 소비자들의 과거의 미디어에 대한 향수 

(단위: 백만개) 

그래프 33. 미국 내 앨범 판매량 

출처: Nielsen (2014) 

구분 2013 2014 증감률 

디지털 앨범 판매량 60.8 53.8 -11.6% 

CD 앨범 판매량 78.2 62.9 -19.6% 

LP 앨범 판매량 2.9 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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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국내 공연시장 규모 

   제 3장 > 3절 > 라이브 공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음반을 프로모션에 이용하고 공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증가함 

팝 가수들의 내한 공연 성공, 록 페스티벌의 성공이 지속되면서 국내 공연 시장의 인지도 상승 

국내 가수들은 세계적 콘서트 기획사 라이브네이션과 손잡고 해외 공연 기획 

현황 

 

 

 

 

 

 

 

 

 

 

 

 음악 소비 문화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이동하고 
있음 (아이돌 가수의 성행) 

 가시적인 형태의 소유욕 음반구매가 줄어들면서 그 방향이 다
른 형태인 공연관람으로 넘어가고 있음 (2013년 글로벌 공연
시장 규모는 270억 달러를 넘어섬) 

 전세계 라이브 공연시장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2.7%를 성장
하고 있음. 특히,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6.3%와 8.0%
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라이브네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유명한 팝스타들의 내한공연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 공연 기획 
또한 증가중 (2012년 빅뱅과 협력을 첫 시작으로 계속 성장중) 

(단위: 백만 달러) 

 한국 음악들이 세계화되면서 해외 공연횟수도 증가하는 이 때
에 국내의 부족한 공연 인프라를 해외의 공연 대기업 라이브네
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중 

 정체되어 있는 음반, 음원 시장 규모에 비해 경험적 가치를 제
공하는 ‘보는 음악’으로서의 공연산업은 음악산업의 주요한 수
입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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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4. 글로벌 공연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그래프 35. 국내 공연시장 규모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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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eat 

   제 3장 > 3절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모바일 기기, 무선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 및 소비의 시대로  

음악 소비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 

현황 

 

 기존의 월정액제를 기반으로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
니라 광고를 기반으로 한 무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2014년 10월 가입자수 100만명 돌파 

 유료로 음악을 소비하는 사용자 층이 아닌 사용자 층을 끌어
들여 수익을 창출중 

 2013년 4월 설립된 이후, 국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총 30
억원의 투자를 유치 

 모바일 기기의 발전, 빨라진 무선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 대표
적인 예 

 애플은 음악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소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Beats Music’을 인수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저변을 확
대, 구글은 ‘YouTube’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
려고 계획중 

 정액제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광고를 
기반으로 무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즈니
스도 생겨나고 있음 

시사점 

 제한적으로 음원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서비스 대신 일정 금액
을 지불하고 다양한 곡을 접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서비스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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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와 사업 결합 

   제 3장 > 3절 >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한 제품 및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통신, 제조, 서비스 기업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형태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여 기존 서비스에 차별성 부여 

현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기존의 사업자간의 결합 – 기존의 사
업영역에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을 통해 서
비스 영역을 확대중 

 기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차별화를 주기 위해 스트
리밍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전략으로 세움 

 스포티파이는 우버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
려 하고 우버는 승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 

 삼성전자는 단순히 기기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밀크뮤직’을 
통해 디바이스 메이커의 이미지를 벗어나려 노력중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
티파이’와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의 결합된 서비스 

시사점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음악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하여 마
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단순히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음
악 서비스를 이용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여 차별성을 제공하
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돋보임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폰 사용
자에게 무료로 ‘밀크뮤직’이라
는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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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 4절 게임 산업 이슈 및 시사점 

63 

     모바일 게임 Freemium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게임 시장 구조의 재편: 남성에서 여성으로  

     모바일 게임의 양극화 가능성 

     노장은 죽지 않았다: 콘솔게임의 매서운 추격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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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시장의 높은 성장성 예상 

   제 3장 > 4절 > 노장은 죽지 않았다: 콘솔게임의 매서운 추격    

2009년 이후 하락세였던 콘솔게임의 재도약이 예상 

기존의 Disk 중심이 디지털적 접근과 올인원 엔터테인먼트 기기로의 발전에 따라 높은 성장세가 예상 

신작타이틀 완성도, 가상현실을 통한 차별화, 신흥시장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성장세 증대에 영향을 줄 것 

현황 

 Disc 기반의 기존 콘솔게임의 낮은 성장률(0.6%)에도 불구하
고 디지털 콘솔게임의 높은 성장성(2013-2018 CAGR: 
15.6%)에 힘입어 온라인과 모바일에게 빼앗길 것으로 예상
된 주도권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   

 In-game 광고의 경우도 11.9%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
으로 예상  

 Sony 플레이스테이션4, MS Xbox One, 닌텐도 게임연동 피
규어 아미보의 판매   

 2014년 새롭게 출시된 타이틀은 총 153개이며, 기존 플랫폼
을 포함한 국내 출시 타이틀은 총 512개 

 2014년 기준 약 60%넘는 타이틀이 디지털로만 발매. (디지
털 다운로드 2013년 기준 23%, 2018년 37% 성장 예상)   

 Xbox One과 같이 음성인식기기 키넥트, 셋톱박스 등 ‘올인원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경우 서양식 거실문화를 강조하여 더 넓
은 사용자 계층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 달러) 

시사점 

 새롭게 발매된 기기의 신작 타이틀 완성도가 떨어져 잠재고객
의 진입을 위해 질이 높은 다양한 신작이 출시되어야 함    

 2013년 7월 중국은 콘솔시장의 규제를 풀었으며 브라질, 인
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므로, 신흥시장 사용자들의 니즈와 구매수요에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그래프 36. 콘솔게임 매출액 (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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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IUM 모델 수익 비중 

   제 3장 > 4절 > 모바일 게임 Freemium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소셜 및 캐쥬얼 게임을 통해 잠재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존재 

모바일 게임산업의 새로운 활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Freemium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을 확인    

무료 사용자들은 유로로 전환되기 보다 새로운 무료게임으로 이전되는 성향이 있어 게임출시의 빠른 순환이 이어짐  

현황 

 

 Appstore 분석기관 DISTIMO에 의하면 과금모델 별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Freemium 앱의 비중이 평균 약 
81%이상을 차지 

 

 

 모바일 앱 전체적으로는 Freemium 모델이 매출에 기여하지
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음 

 Candy Crush Saga가 500만 다운로드를 넘었지만 385레벨
까지 오른 사용자 중에 75%는 단 한번도 유료 결제를 하지 않
았으며,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료로 게임을 하기 원하고 플레이
의 지속성마저 떨어짐 

 Swrve Monetization Report 2014년 1월호에 따르면 모바
일 게임 실제 사용자들의 1.5%만이 In-app purchase를 하며, 
게임을 시작한 초기에 유료 구매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결
제 확률이 현격히 떨어짐 

출처: Distimo (2014) 

시사점 

  Freemium모델은 사용자 확보 측면에서 유료 모델에 비해 장
벽이 낮아 유용할 수 있으나 모바일 게임에서는 유료 사용자로
의 전환율이 낮아 실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지속적으
로 필요 

 온라인 게임의 과금 방식과 Freemium모델의 성공 사례를 벤
치마크하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R&D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Freemium모델의 정착 필요 

그래프 37. 모바일 앱의 과금모델 별 매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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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성별에 따른 차이  

   제 3장 > 4절 > 게임 시장 구조의 재편: 남성에서 여성으로  

기존의 콘솔/온라인 게임시장과는 다르게 모바일에서는 여성고객이 중심  

게임에 대한 적극성, 플레이 빈도, 유료 아이템 구매 등 산업 기여도가 남성보다 높음   

여성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게임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  

현황 

 

 

 

 

 

 

 

 

 한달에 5만원 이상 결제하는 남성은 0.7%, 여성은 1.6%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2.2배 가량 높음 

 2013년에 인기가 높았던 위메이드의 ‘에브리타운’의 경우 여성 
사용자의 비중이 71%로 대부분을 차지 

 남성 중심이었던 비디오 콘솔 및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모바
일 게임은 사용량 및 매출 측면에서 ‘여성’이 주도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MMD연구소의 
<2014년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모바
일 게임을 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52.1%)가 여성이었고 지속
적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 있는 여성의 경우 45.7%로 남성의 
33.0%를 넘음 

 

시사점 

  게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여성 사용자들의 취향과 행동패턴
을 반영해야 성공 가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음  

  연령별 국내 모바일게임 In-App Purchase(IAP) 비중을 살펴
보면 20-30대가 가장 높은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이에 따라 20-30대 여성을 공략할 전략이 필요 

그래프 38. 국내 모바일게임 월지출비용(남/여)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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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클래시오브클랜 

   제 3장 > 4절 > 모바일 게임 산업의 양극화 가능성  

모바일 게임 초기에는 쿠키런, 애니팡, 블레이드 등 아이디어와 뚜렷한 방향성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확보 

하지만 게임 개발과 마케팅 비용이 점차 커짐에 따라 중소개발사가 경쟁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 존재 

각기 다른 고객군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쩐의 전쟁이 된다면 사용자 이탈 가능  

 핀란드의 회사 Supercell이 출시한 게임으로 기존 모바일 게
임의 마케팅과는 다르게 많은 비용을 다매체에 투입하여 성공 

 약 200억원 이상을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비용으로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되며, 모바일 게임도 거대 자본력을 통해 성공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4년)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들이 
지상파 3사(KBS, MBC, SBS)에 집행한 광고비는 192억 원으
로 2013년 17억원의 11배 수준 

 특히 중소개발사들은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의 게임에만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현실적
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중심의 접
근이 될 경우 지금의 경쟁우위를 잃을 가능성 존재   

 지금까지 묻지마 식의 다작(多作)을 통해 대박이 나길 바랬던 
개발사들은 고객들의 니즈와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이에 더해 
줄어든 비용을 마케팅에 투자하여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활용   

현황 

 슈퍼셀은 MBC뉴스데스크(1회 15초 1,206만원), 지하철 역
사(1개역 월620만원), 멀티플렉스 영화관(3,000만원~3억원 
사이) 등에서 클래시오브클랜의 광고 노출 

  클래시오브클랜 모바일 게임에서도 마케팅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게임성과 마케팅의 조화를 통한 성공이 가능함을 증명  

 마케팅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뚜렷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대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점했던 초기의 애니팡, 쿠키런, 블레이
드 등과 같은 중소 게임 개발사의 전략이 앞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음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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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쟁력 순위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69 

종합 순위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종합 순위 

KAIST Global Entertainment Competitiveness Ranking (2015): Movie Industry Top 20 

순위 국가 회사명 소개 

1  미국 Warner Bros. Movie Contents 부문.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 제작/배급 사업자. 대표 스튜디오: Warner Bros 

2  미국 NBC Universal Media NBC Universal은 Comcast가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중이다. 

3  미국 21st Century Fox-movie Filmed Entertainment 부문.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 제작/배급 사업자. 대표 스튜디오: 20th Century Fox 

4 미국 Netflix 영화 DVD 대여 사업자, 세계 최대 온라인 VoD,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사업자 

5  미국 Lions Gate Entertainment Corp. 할리우드 중견 영화 제작/배급 사업자. 대표 장르: 스릴러, 호러 

6  일본 TOHO – CINEMA 일본 메이저 영화 제작/배급 사업자 및 영화관 사업자(TOHO Cinemas) 

7 미국 Sony – Movie Sony Pictures 부문.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 제작/배급 사업자. 대표 스튜디오: Columbia Pictures 

8  일본 Shochiku - Theater 일본 기반의 영화관 사업자. 

9  미국 dolby laboratories 영화의 오디오 잡음 감소 및 오디오 압축 및 해제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회사. 

10  미국 AMC Entertainment Inc. 세계 최대 영화관 사업자 미국 2위 업체를 Wanda Group이 인수함 

11  미국 Walt Disney - Movie Studio Entertainment 부문. 대표 스튜디오: Walt Disney Pictures, Pixar Animation Studios 

12  미국 Viacom, Inc. 배급 제작 영화관 사업자, Viacom(종합 미디어 기업)을 소유, 대표 스튜디오: Paramount Pictures  

13 일본 TOEI company, LTD. 일본 메이저 영화 제작/배급 사업자, TOEI 애니메이션(은하철도999, 드래곤볼 등)으로 유명 

14  호주 Village Roadshow Limited 호주 기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 영화 제작/배급  및 영화관 사업자, 테마파크 사업자 

15  미국 Cinemark Holdings, Inc. 영화관 사업자(미국 3위 업체), 북미-중앙아메리카-남아메리카 그리고 대만에도 진출 

16  미국 Regal Entertainment Group 미국 최대 영화관 사업자. 대표 영화관: Regal Cinemas,  United Artists Theatres 

17  한국 CJ CGV (Global Top 20 첫 진입) 한국 기반의 영화관 사업자 

18  캐나다 Cineplex Inc 캐나다 기반의 영화관 사업자 

19  미국 Dreamworks 할리우드 대표 애니매이션 제작 사업자, Paramount Pictures에 인수됨 

20  프랑스 Technicolor SA 프랑스 기반의 DVD 및 BlueRay 영상 품질 향상 및 피지컬 콘텐츠 배급 사업자. 

표 12.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순위: 영화 산업 상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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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시사점 

 기존 할리우드 거대 영화사들 속에서도 온라인 영화 서비스 사업자인 “Netflix”가 종합 순위 4위를 차지. (과거 종합 순위 : 3위) 

 매출규모(8위->6위) , 수익성(4위->17위), 생산성(9위->2위) 성장성 (2위) 중 수익성은 과거 대비 큰 폭 하락 

 Amazon 역시 온라인 영화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서 극장용 영화 제작 및 배급 사업으로 다각화 

    플랫폼 사업자의 진화 

 2012년 5월, AMC Entertainment를 인수한 중국의 Wanda Group이 19위에서 10위로 도약 

 아시아 최대 상영 사업을 해온 Wanda Cinema Line이 AMC Entertainment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극장 사업으로 성장 

 극장 사업 외에도 호텔, 가라오케, 백화점 사업 등을 통한 다각화로 향후 극장 사업과 시너지를 낼 만한 요소들을 갖춤 

     거대 중국 영화자본의 부상 

1 

3 

 상위 10 위 중 8개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80% 차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영화관 사업자들, 그리고 한국의 CGV가 17위를 차지 

 유럽권 기업은 프랑스의 “Technicolor SA (20위)”가 유일 

     여전한 할리우드의 강세 속 한국 영화기업 최초로 CGV 글로벌 Top 20 진입 2 

 강력한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와 영화관 사업자들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사업자들의 활약이 돋보임 

 “Lions Gate(5위)”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스릴러-호러 시장을 공략, 종합순위 급상승 (2012년: 12위) 

 “DreamWorks (19위)”는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쟁심화로 종합 순위 큰 폭 하락 (2012년: 9위) 

    엇갈린 운명의 틈새 시장 사업자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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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부문별 순위 

수익성 

순위 기업명 
 매출액 

($M, 2013) 

1 Warner Bros. 17202.00  

2 21st Century Fox-movie 9679.00  

3 Sony - Movie 8290.00  

4 Walt Disney - Movie 5979.00  

5 NBC Universal Media 5452.00  

6 Netflix 4374.56  

7 Viacom, Inc. 4282.00  

8 Regal Entertainment Group 3038.10  

9 AMC Entertainment Inc.(Wanda group) 2749.43  

10 Cinemark Holdings, Inc. 2682.89  

11 Lions Gate Entertainment Corp. 2630.25  

12 Technicolor SA 2415.00  

13 TOHO - CINEMA 1972.64  

14 TOEI company, LTD. 1182.11  

15 Cineplex Inc 1036.55  

16 Dolby laboratories 909.60  

17 Shochiku - Theater 889.00  

18 Village Roadshow Limited 853.82  

19 CJ CGV (Global Top 20 첫 진입) 832.66  

20 DreamWorks Animation SKG, Inc. 706.92  

순위 기업명 
순이익률 
(2013) 

1 NBC Universal Media 36.10% 

2 Dolby laboratories 20.92% 

3 21st Century Fox-movie 14.58% 

4 AMC Entertainment Inc.(Wanda group) 13.25% 

5 Warner Bros. 10.12% 

6 TOHO - CINEMA 8.97% 

7 DreamWorks Animation SKG, Inc. 7.79% 

8 Cineplex Inc 7.14% 

9 Walt Disney - Movie 6.84% 

10 Sony - Movie 6.48% 

11 Lions Gate Entertainment Corp. 5.78% 

12 Cinemark Holdings, Inc. 5.53% 

13 TOEI company, LTD. 5.51% 

14 Regal Entertainment Group 5.19% 

15 Village Roadshow Limited 4.88% 

16 Viacom, Inc. 3.49% 

17 Netflix 2.57% 

18 Shochiku - Theater 2.25% 

19 CJ CGV (Global Top 20 첫 진입) 1.32% 

20 Technicolor SA -3.60% 

표 13 . 영화 산업 매출액 순위 표 14. 영화 산업 수익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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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부문별 순위 

성장성 

순위 기업명 
 직원 1인 당  

매출액 
($M,2013) 

1 Lions Gate Entertainment Corp. 4.14  

2 Netflix 2.16  

3 Shochiku - Theater 1.67  

4 TOEI company, LTD. 1.23  

5 Sony - Movie 1.15  

6 NBC Universal Media 0.91  

7 Warner Bros. 0.88  

8 Dolby laboratories 0.70  

9 TOHO - CINEMA 0.65  

10 Village Roadshow Limited 0.63  

11 CJ CGV (Global Top 20 첫 진입) 0.55  

12 Viacom, Inc. 0.43  

13 21st Century Fox-movie 0.36  

14 DreamWorks Animation SKG, Inc. 0.32  

15 Walt Disney - Movie 0.23  

16 Technicolor SA 0.16  

17 AMC Entertainment Inc.(Wanda group) 0.14  

18 Regal Entertainment Group 0.14  

19 Cinemark Holdings, Inc. 0.12  

20 Cineplex Inc 0.10  

순위 기업명 

 성장성 
CAGR 

($M,2010-
2013) 

1 Shochiku - Theater 48.84% 

2 Netflix 26.33% 

3 TOHO - CINEMA 24.96% 

4 CJ CGV 22.10% 

5 Lions Gate Entertainment Corp. 18.45% 

6 Warner Bros. 13.96% 

7 Village Roadshow Limited 9.71% 

8 NBC Universal Media 8.75% 

9 21st Century Fox-movie 8.25% 

10 Cinemark Holdings, Inc. 7.81% 

11 Cineplex Inc 5.19% 

12 AMC Entertainment Inc.(Wanda group) 4.38% 

13 Regal Entertainment Group 2.66% 

14 Viacom, Inc. 1.33% 

15 Dolby laboratories -0.75% 

16 Technicolor SA -1.17% 

17 Sony - Movie -3.41% 

18 DreamWorks Animation SKG, Inc. -3.42% 

19 TOEI company, LTD. -3.44% 

20 Walt Disney - Movie -3.73% 

표 15. 영화 산업 생산성 순위 표 16. 영화 산업 성장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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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2위 NBC Universal Media. 

종합 순위 주목할 부분 사례 기업 : Operadora Cinépolis 

 2011년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비스회사(ISP) Comcast의 인
수로 인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출처: 한국경제 (2014. 2. 13), “美 컴캐스트, 타임워너 48조 원에 인수 

 종합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그룹으로서 콘텐츠-플랫폼 통합
을 시도 

 Comcast사의 방송, 통신(초고속 인터넷, 전화)등의 인프라적 
측면에서 시너지를 발휘 

 케이블 업체인 타임 워너 케이블의 인수가 진행 중 
     [합병 최종 승인까지는 규제 당국(연방통신위원회FCC, 법무부)의 승인 필요] 

시사점 

 위성방송 등 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콘텐츠 제작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플랫폼활용 극대화 

 고속인터넷 이외의 신성장 동력 개발이 필요 

 설립연도: 1990년 

 본사: 미국 뉴욕 

 홈페이지: www.nbcuni.com 

 CEO: Steve Burke 

 매출: $5,452M (2013년 기준) 

 순이익: $1,968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6,000명 (2013년 기준, 영화 부문) 

 

대상 기업 : NBC Universal. - 영화 콘텐츠 부문 

NBC Universal Media는 세계 최대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플랫폼 통합 시도  

현재, 방송, 출판, 영화 의 주력 3개 사업 분야의 디지털 사업 강화 전략을 추진 중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향후 콘텐츠 시장의 승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매출 수익 생산 성장 

5위 1위 6위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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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4위 Netflix 

종합 순위 주목할 부분 사례 기업 : Operadora Cinépolis 

 넷플릭스 자체 투자 및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성공
으로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 접근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주는
Cinematch 서비스를 제공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하여 창업 10여년 만에 세계 
최대 온라인 VOD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 

 가입자수 : 스트리밍(OTT) 서비스 유료가입자수  

     4년만에 3천만명  

 서비스 국가 : 51개국(미국/캐나다/중남미 43개국/영국/아이
슬란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시사점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던 제휴사들이 넷플릭스의 자체 
투자 및 제작 드라마로 인해 넷플릭스 견제 가능성 존재 

 콘텐츠를 자급자족하게 되며 결과가 성공적이어서 향후 제작
비율을 늘릴 가능성 

 설립연도: 1997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www.netflix.com 

 Founder & CEO: Reed Hastings 

 매출: $4,374M (2013년 기준) 

 순이익: $112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022명 (2013년 기준) 

 가입자 수: 2,360만 명 (2013년 기준) 
 

Netflix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대상 기업 : Netflix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하여 창업 10여년 만에 세계 최대 온라인 VOD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 

N-스크린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 

향후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도적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임 

1단계 (1997년) 
: 온라인으로 
DVD 대여 

2단계 (2007년) 
:  유선 네트워크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3단계 (2014년) 
: N-스크린 기반 

 자체 콘텐츠 제작 

출처: SERI 보고서, HBS case 등 

매출 수익 생산 성장 

6위 17위 2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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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8위 Shochiku 

종합 순위 주목할 부분 사례 기업 : Operadora Cinépolis 

 토호, 토에이와 더불어 일본3대 영화 제작 배급 기업(995억엔 
중 855억엔) 

 독과점적 지배구조로 일본 영화 시장 장악 

 공연과 영화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가부키는 광범위한 계층에서 흥행 비즈니스로서 전성기 구가 

 영상사업부문, 실사 및 애니메이션, 특수촬영 제작/선전/배급  

 현재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제작 및 배급 

 고급화와 감성화를 극대화하는 초대형 시네마콤플렉스 오픈 

 

시사점 

 설립연도: 1920년 

 본사: 일본 도쿄 

 홈페이지: http://www.shochiku.com 

 CEO: Jay Sakomoto 

 매출: $889M (2013년 기준) 

 순이익: $20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532명 (2013년 기준) 

 대표작품: 카드캡터사쿠라, 건담, 공각기동대, 강철의 연금술사  

대상 기업 : Shochiku. 

일본의 영화나 연극을 제작 및 배급하는 회사 가부키 공연을 위한 회사로 설립 

도호 도에이와 더불어 일본의 3대 영화사, 재정이 튼튼한 회사로 유명 

주로 여성관객을 겨냥한 홈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성장을 보임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인 가부키를 부활시키는 것이 지금
까지 목표였다면, 미국 포함 해외시장에서도 관심 유도 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요를 파악하여 애니메이션 기반 공연사
업 역시 해외로 확장 가능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7위 18위 3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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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10위 AMC Entertainment Group 

종합 순위 주목할 부분 사례 기업 : Operadora Cinépolis 

 미국 최대 극장 체인 사업자로 가장 생산성이 높음 - 미국 
Top10 매출을 내는 극장 8개를 소유 

 미국 내 가장 큰 시장인 NY, LA, Chicago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 

 미국 전역에 포진되어 있는 344개의 극장에서 4959개의 상
영관을 소유 

 2012년 중국 완다 그룹이 인수 

 2013년 12월 경에 뉴욕증시에 상장 

시사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하여 기존 영화관 사
업자들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 

 기존의 영화관 플랫폼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다
양한 사업으로 다각화를 통한 확장이 필요 

 

 

 

 

 설립연도: 1920년 

 본사: 미국 켄자스 

 홈페이지: http://www.amctheatres.com/ 

 회장: Gerardo “Gerry” Lopez  

 매출: $2,749.43M (2013년 기준) 

 순이익: $364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900명 (2013년 기준) 

 모기업: Wanda Group 

대상 기업 : AMC Entertainment Group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 사업자로 2억 명이 넘는 영화관람자 기록(2010) 

헐리우드 영화시장 등의 콘텐츠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기대되어지면서 매출, 주가 상승이 기대 

영화관 사업뿐만 아닌 사업모델 다각화 필요 

매출 수익 생산 성장 

9위 4위 17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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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1절 영화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17위 CJ CGV 

종합 순위 주목할 부분 사례 기업 : Operadora Cinépolis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가운데 최대 시장 점유율 보유 

 2013년 입장권 매출액은 1조 5,512억(전년대비 6.6% 증
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CJ CGV 

 중국 극장시장에 진출을 위해 주요 종속회사인 CGI Holdings 
Ltd. 를 홍콩, Megastar Media Company를 베트남에 진출 

 4DX 입체음향과 함께 전후좌우로 흔들리는 특수좌석으로 이
루어진 차세대 영화관 구축 노하우를 러시아에 수출 

 한국 최다 IMAX영화관을 가진 극장 

 45세 이상 고객을 위한 노블레스 전용 프로그램 진행   

시사점 

 설립연도: 1996년 

 본사: 대한민국 서울 

 홈페이지: http://www.cgv.co.kr 

 CEO: Seo Jeong 

 매출: $832M (2013년 기준) 

 순이익: $11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1505명 (2013년 기준) 

 대표작품: CGV theatres, CGV IMAX, 4DPlex, Starium 

 

대상 기업 : CJ CGV. 

한국기반의 영화관 사업자로 국내 영화관 사업자 중 최대 점유율 확보 

IMAX, 4DPlex, Starium, Cine De Chef 등의 특별관 도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매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관람객의 불편함 해소  

 유동인구와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점하여 
관람객을 분류하는 등의 고객 관리가 필요 

 적극적 해외 시장 공략 등을 통한 새로운 매출 확대 필요 

 경제력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 

 스크린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필요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9위 19위 11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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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순위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종합 순위 

KAIST Global Entertainment Competitiveness Ranking (2015): Broadcasting Industry Top 20 

순위 국가 회사명 소개 

1  미국 DIRECTV 미국기반의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사  

2  미국 Comcast Corporation 미국 제1의 유선 방송 사업자. 유선 방송 사업뿐만 아니라 방송 및 통신 영역으로 사업다각화  

3  미국 Time Warner Inc. Network 사업부문. 주요계열사 : Turner Broadcasting System, The CW Television Network 등 

4  영국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영국과 아일랜드에 유료 텔레비전 방송 제공 업체로 광대역, 전화 서비스도 제공   

5  미국 Viacom Inc. Media Network 사업부문. 주요계열사 : MTV networks 등 

6  캐나다 Rogers Communications Inc. (*) 캐나다 최대 미디어/통신 사업자 

7  미국 The Walt Disney Company Media Network 사업 부문. 주요계열사: Disney channel, ABC, ESPN 

8  미국 CBS Corporation 주요계열사 : CBS Television Network, CBS Television Station,  

9  미국 Liberty Global, Inc. 주요계열사: Liberty Capital, Liberty Starz, Liberty Interactive Group 

10  미국 Time Warner Cable Inc. 미국의 케이블 통신 사업자 

11  미국 Virgin Media Inc. 영국 기반의 유선방송 사업자  

12  미국 DISH Network Corporation 미국 기반의 대표적인 유료 방송 사업자  

13  프랑스 Lagardère SCA Lagardère Media 사업부문. 프랑스 미디어 기업으로 출판,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진행  

14  독일 Betelsman AG_RTL Group RTL Group 사업부문. 유럽에서 가장 큰  TV, Radio 프로덕션 회사, 독일에 본사  

15  호주 Optus 호주 종합 통신사로 유·무선 통신,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제공 

16  미국 Charter Communication 미국의 유선방송사업자  

17  영국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영국 국영 방송  

18  미국 News Corporation Cable network, Television, Direct broadcast 

19  미국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미국의 유선방송 사업자 

20  미국 CC Media Holdings Inc (*) 미국 기반의 유료 방송 사업자 

표 17.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순위: 방송 산업 상위 20위 

(*) Global Top 20 신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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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시사점 

 상위 20위권 내에 유선 방송, 위성 방송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류를 이룸 

 DIRECTV(1위), Comcast (2위),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4위) 등이 대표적 

 가입자 기반 모델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강화에 집중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강세 

 종합순위 상위 20위권 내 유럽기업은 4개에 불과 

 독일기업 Betelsman AG는 성장성에서 -2.76%로 17위 기록 

 프랑스 기업 Lagardere  SCA 는 성장성에서 -3.68로 18위 기록 

     영국을 제외한 유럽기업들의 낮은 성장성 

1 

3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대부분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림 

 Viacom (5위), The Walt Disney Company (7위), Time Warner (3위)가 대표적 

 수익성 순위에서도 The Walt Disney Company 가 1위, Viacom이 2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록 

     콘텐츠 사업자들의 높은 수익성 2 

 엔터테인먼트 산업군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방송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 사업자들이 미국 회사 

 상위 20위권 내 미국 외 국가의 기업은 6개 (30%)에 불과 

 성장성 순위에서 캐나다 기업이 1위, 영국 기업이 2위 차지 

     미국 사업자 편중 속 영국과 캐나다 기업들의 높은 성장 4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80 

매출규모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부문별 순위 

수익성 

순위 기업명 
 매출액 

($M, 2013) 

1 Comcast Corporation   64,657.00  

2 DIRECTV   31,754.00  

3 Time Warner Inc.   29,795.00  

4 Time Warner Cable Inc.   22,120.00  

5 The Walt Disney Company   20,356.00  

6 CBS Corporation   15,284.00  

7 Liberty Global, Inc.   14,474.00  

8 DISH Network Corporation   13,904.00  

9 Rogers Communications Inc   12,706.00  

10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11,576.00  

11 Viacom Inc.    9,656.00  

12 Lagardère SCA    9,433.80  

13 News Corporation    8,891.00  

14 Charter Communication    8,155.00  

15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7,936.00  

16 Optus    7,825.00  

17 Betelsman AG_RTL Group    7,344.00  

18 Virgin Media Inc.    6,423.00  

19 CC Media Holdings Inc    6,243.00  

20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6,232.20  

순위 기업명 
순이익률 
(2013) 

1 The Walt Disney Company 33.49% 

2 Viacom Inc. 24.80% 

3 Lagardère SCA 17.28% 

4 Virgin Media Inc. 17.05% 

5 Betelsman AG_RTL Group 14.77% 

6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13.53% 

7 Rogers Communications Inc 13.14% 

8 Time Warner Inc. 12.39% 

9 CBS Corporation 12.29% 

10 Comcast Corporation 10.54% 

11 DIRECTV 9.00% 

12 Time Warner Cable Inc. 8.83% 

13 Optus 8.55% 

14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7.47% 

15 Liberty Global, Inc. 6.66% 

16 DISH Network Corporation 5.81% 

17 News Corporation 5.69% 

18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3.04% 

19 CC Media Holdings Inc 1.33% 

20 Charter Communication -2.07% 

표 18. 방송 산업 매출액 순위 표 19. 방송 산업 수익성 순위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81 

생산성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부문별 순위 

성장성 

순위 기업명 
 직원 1인 당  

매출액 
($M,2013) 

1 DIRECTV 1.13  

2 Optus 0.90  

3 Viacom Inc. 0.89  

4 Time Warner Inc. 0.88  

5 CBS Corporation 0.78  

6 Betelsman AG_RTL Group 0.75  

7 Liberty Global, Inc. 0.72  

8 DISH Network Corporation 0.56  

9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0.56  

10 Comcast Corporation 0.48  

11 Rogers Communications Inc 0.47  

12 Lagardère SCA 0.47  

13 Time Warner Cable Inc. 0.47  

14 Virgin Media Inc. 0.46  

15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0.44  

16 News Corporation 0.40  

17 Charter Communication 0.38  

18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0.35  

19 The Walt Disney Company 0.30  

20 CC Media Holdings Inc 0.30  

순위 기업명 

 성장성 
CAGR 

($M,2010-
2013) 

1 Rogers Communications Inc 31.77% 

2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25.11% 

3 Comcast Corporation 19.45% 

4 Virgin Media Inc. 18.34% 

5 Liberty Global, Inc. 17.09% 

6 DIRECTV 9.63% 

7 The Walt Disney Company 5.85% 

8 Time Warner Cable Inc. 5.44% 

9 Charter Communication 4.93% 

10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3.62% 

11 Time Warner Inc. 3.48% 

12 DISH Network Corporation 3.23% 

13 CBS Corporation 2.82% 

14 CC Media Holdings Inc 2.10% 

15 Viacom Inc. 1.13% 

16 News Corporation 0.53% 

17 Betelsman AG_RTL Group -2.76% 

18 Lagardère SCA -3.68% 

19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4.84% 

20 Optus -22.59% 

표 20 . 방송 산업 생산성 순위 표 21. 방송 산업 성장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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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1위 DIRECTV 

최근 미국 통신시장 사업자인 AT&T에 매각 

DIRECTV는 미국 최대 규모의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위성방송 서비스 초기에 시장을 장악 

양질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채널들과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 확장에 집중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DIRECTV 주목할 부분 대상 기업: DIRECTV 

시사점 

 설립연도: 1985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www.directv.com 

 CEO: Michael White 

 매출: $31,754M (2013년 기준) 

 순이익: $2,859M(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8,200명 (2013년 기준) 

 주요 사업 부문: DirecTV US, DirecTV Latin America, Direc
TV Sports Networks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위성 방송 사업자로 미국 전역에 2천만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 확보 

 위성 방송 서비스를 초기에 선점하면서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을 연결, 소비자에게 차별화 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성과 거둠  

 2014년, 미국 통신시장 2위 사업자인 AT&T에 매각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포화 및 넷플릭스와 같은 OTT의 등장으
로 정체기에 접어드는 양상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입자 확충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패키지화
를 가속할 수 있을 것 

 위성사업자로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문제를 AT&T 매각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임 

 

매출 수익 생산 성장 

2위 11위 1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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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3위 Time Warner Inc. 

타임 워너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기업 그룹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통해 유료방송 채널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 

플랫폼 사업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사업에 중점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berty Media Corporation 주목할 부분 

 설립연도: 1990년 

 본사: 미국 뉴욕 

 홈페이지: www.timewarner.com 

 Chairman: Jeff Bewkes 

 CEO: Jeff Bewkes 

 매출: $29,795M (2013년 기준) 

 순이익: $3,691M(2013년 기준)  

 종업원 수: 34,000명 (2013년 기준) 

 주요 사업자: Turner, TNT, CNN, HBO, TBS 등 

 

 타임 워너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기업 그룹으로서 텔레비전, 
케이블 채널인 TBS, TNT, Turner Classic Movies, CNN, 
HBO, 카툰네트워크 등을 산하에 두고 있음 

 채널 사업은 타임워너가 소유하고 있는 유료방송 채널 및 인터
넷 콘텐츠 유통 부문 등이 포함 

 타임워너 소유 유료방송 채널들은 주요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데, 중남미 시장의 경우, 터너 지역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로 스페이스(Space), 인피니토(Infinito), 아이샛(I-Sat), 글리
츠(Glitz), HTV, 머치뮤직(MuchMusic) 등의 채널들이 진출 

Time Warner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통해 유료방송 채널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플랫폼 사업보다는 글로벌 콘텐츠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으로 성장 필요 

 

 

대상기업: Time Warner Inc. 

시사점 

매출 수익 생산 성장 

3위 8위 4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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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4위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은 영국 최대 규모의 위성방송 사업자임 

유럽의 가장 큰 종합 미디어 기업이자 유료방송 기업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기대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berty Media Corporation 주목할 부분 

 설립연도: 1990년 

 본사: 영국 런던 

 홈페이지: www.corporate.sky.com 

 Chairman: Nicholas Ferguson 

 CEO: Jeremy Darroch 

 매출: $11,576M (2013년 기준) 

 순이익: $1,5661M(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0,841명 (2013년 기준) 

 주요 사업자: Sky Ireland, Sky Deutschland, Sky Italia 등 

 

 영국의 대표적 미디어 기업으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이탈리
아 등에서 사업을 진행 

 1990년 Sky Television과 British Satellite Broadcasting의 
합병을 통해  유럽 내 최대의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가 됨 

 2014년에 영국 외의 국가에서 SKY plc 라는 이름으로 변경 

 2014년 스카이 이탈리아와 스카이 독일을 인수 

 스카이 이탈리아는 가입자 규모가 4백만 명을 초과하는 등 성
장 추세 

 

Time Warner 

 영국의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와 영화 장르 콘텐츠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후속 투자가 기대됨 

 콘텐츠 경쟁력과 높은 가입자 규모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콘텐츠의 소비를 유도하여 수익 창출 필요 

대상기업: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시사점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0위 6위 9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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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5위 Viacom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MTV, BET, Nickelodeon 등의 다양한 케이블 방송을 보유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제작 및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목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있어야 함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DIRECTV 주목할 부분 대상 기업: Viacom 

 설립연도: 1971년 

 본사: 미국 뉴욕 

 홈페이지: www.viacom.com 

 CEO: Philippe P. Dauman 

 매출: $13,794M (2013년 기준) 

 순이익: $2,395M(2013년 기준)  

 종업원 수: 10,900명 (2013년 기준) 

 모회사: National Amusement Inc. 

 주요 채널: MTV, BET, Nickelodeon 등 

 대표적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MTV, BET, Nickelodeon 등
의 다양한 케이블 방송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 

 대표적 UCC 사업자인 유튜브(YouTube)와의 저작권 분쟁 

 최근 CBS와 바이어컴(Viacom)으로 기업이 분할되기는 했지
만 바이어컴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중 하나 

 영화와 케이블 채널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
척하는 데 기업의 핵심 전략을 집중 

 160개 국가에서 텔레비전을 포함해 영화,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미디어 채널
들의 도달 범위는 7억 명에 달함 

 

대상기업: Viacom 

시사점 

 지역 또는 다국적 선호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와 자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핵심 비즈니스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콘텐츠 자산
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야 함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1위 2위 3위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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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2절 방송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6위 Rogers Communication 

Rogers Communication 은 캐나다 내 최대 통신/미디어 회사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와 방송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필요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berty Media Corporation 주목할 부분 

 설립연도: 1920년 

 본사: 캐나다 토론토 

 홈페이지: www.Rogers.com 

 Chairman: Alan Horn 

 CEO: Mark La zwin 

 매출: $12,706M (2013년 기준) 

 순이익: $1,669M(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6,801 (2013년 기준) 

 주요 사업자: Rogers Cable, Rogers Wireless,                    
Rogers Media등 

 

 캐나다의 정보통신, 미디어 회사 중 가장 큰 기업으로 이동통
신, 케이블 TV, 인터넷 망, 방송국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캐나다 통신 미디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 규제와 진입장벽은 
시장 경쟁 저해와 소비자 비용 증가로 비판을 받음 

 2008년, 온타리오의 케이블 서비스 기업인 Aurora Cable을 
인수 

 미국의 HBO 채널과 영국의 방송 제작사 프리맨틀(Fremantle 
Media)과도 계약을 맺고 방송을 제작 중 

 바이스미디어(Vice Media)와 1억 달러의 파트너쉽 계약 체결 

 스튜디오(Vice Canada Studio)를 설립하고 뉴스와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Rogers 

시사점 

 최근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에 $100M 을 투자하면서 새로
운 성장 기반을 마련 할 것으로 보임 

 자체 방송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콘텐츠 확보 강화에 나서
고 있음 

매출 수익 생산 성장 

9위 7위 11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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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순위 

   제 4장 > 3절 음악 산업 > 종합 순위 

KAIST Global Entertainment Competitiveness Ranking (2015): Music Industry Top 20 

순위 국가 회사명 소개 

1  미국 (*) Google - Youtube Music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2  미국 Apple - Music IT 산업의 기업으로 iTunes Store를 통해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3  일본 Avex Group Holdings Inc. 일본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그룹 

4  한국 SM Entertainment (2012년 8위) 한국 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5  미국 Spotify AB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6  한국 Loen Entertainment (2012년 4위) 디지털 음악 플랫폼, 유통, 콘텐츠 투자/제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등 

7 일본 Amuse Inc. 일본 연예기획사 

8  미국 Live Nation Entertainment 세계적인 콘서트, 공연 기획사 

9  미국 Universal Music Group (Vivendi - Music) 글로벌 종합 음악 미디어 사업자 

10  한국 YG Entertainment (Global Top 20 첫 진입) 음반 기획 및 제작, 연가지 매니지먼트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회사 

11  일본 Sony Corporation – Music Sony Music Entertainment 부문 

12  미국 Warner Music Group Corp. 미국 기반의 글로벌 음악 미디어 기업 

13  독일 Edel AG 독일 최대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레코드 제작, 배급 

14  미국 Pandora Media, Inc. 자동화 음악 추천 서비스 

15  한국 CJ E&M – Music (2012년 18위) 음반제작, 음원유통, 공연사업 

16  일본 Nippon Columbia Co., Ltd. 일본 레코드 레이블 

17  태국 GMM Grammy Public Company Limited - Music 태국 최대 통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Total Music business 부문 

18  일본 Tower Records Japan 일본의 대형 레코드 회사 

19  프랑스 SOCIETE POUR L'EDITION RADIOPHONIQUE 음악 배급, 인터넷 판매, 음악 라이센싱 

20  미국 Trans World Entertainment - Music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품 리테일러 

표 22.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순위: 음악 산업 상위 20위 

(*) businessinsider.com 
기사, 구글 사업보고서, 
<Hadopi, YouTube 동
영상의 분류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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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의 규모는 축소 중 - 급속하게 하락하는 음반 판매량으로 대부분의 기존 음악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 

 Youtube (1위), Apple (2위), Spotify(5위)와 Pandora Media (14위)와 같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회사들의 급부상이 두드러짐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 다양한 결합 서비스/플랫폼의 등장 

    음악 생태계의 지각변동  

 K-POP이 각종 SNS를 통하여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해외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특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전세계적 
히트는 이례적인 사례 

 SM(3위), YG(5위), 로엔(7위), CJ E&M(8위) 등 국내 음악기업들이 글로벌 음악기업들 중 성장성 Top 10 리스트에 4개사 진입,  

     K-Pop의 웅비: 한국 음악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 

 음악 생태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팝 아티스트들의 세계 공연 투어를 진행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함 

 2011년 국내에선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를 설립하며 내한 공연 추진 및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진출 창구로 역할 

     디지털 뮤직 태풍 속, 라이브 뮤직 시장의 돌풍 ‘라이브네이션’ 

1 

3 

4 

 과거의 메이저 레이블 중 글로벌 Top 10기업에  유니버셜 뮤직 (9위)만 포함됨 

 급격히 하락중인 음반중심 사업에서의 탈피 없이는 빙하기 공룡의 위기 재현 조짐  

 국내에서는 MP3 등 디지털 뮤직생태계에 익숙한 SM, YG, JYP 등의 콘텐츠/가수 기획사들이 음악산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음반 중심 메이져 레이블들의 몰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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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명 
매출액 

($M, 2013) 

1 Universal Music Group (Vivendi - Music)    6,107.50  

2 Live Nation Entertainment - Music    5,154.83  

3 Sony Corporation - Music    4,902.58  

4 Apple - Music    3,591.60  

5 Warner Music Group Corp.    2,871.00  

6 Avex Group Holdings Inc.    1,524.83  

7 Google - YouTube Music       728.00  

8 Tower Records Japan       522.25  

9 Spotify AB       443.87  

10 Pandora Media, Inc.       427.14  

11 Amuse Inc.       337.71 

12 GMM Grammy Public Company Limited - Music       330.11  

13 SM Entertainment (2012년 20위)       244.27  

14 Loen Entertainment (2012년 15위)       229.62  

15 Edel AG       222.36  

16 CJ E&M – Music (2012년 14위)       217.83  

17 Nippon Columbia Co., Ltd.       139.75  

18 Trans World Entertainment       113.37  

19 YG Entertainment (Global Top 20 첫 진입)       105.72  

20 SOCIETE POUR L'EDITION RADIOPHONIQUE         96.48  

순위 기업명 
 순이익률 
(2013) 

1 Apple - Music 21.67% 

2 Google - YouTube Music 21.60% 

3 Nippon Columbia Co., Ltd. 20.25% 

4 Edel AG 16.32% 

5 Loen Entertainment (2012년 3위) 13.50% 

6 YG Entertainment (Global Top 20 첫 진입) 12.95% 

7 Amuse Inc 10.79% 

8 Universal Music Group (Vivendi - Music) 8.24% 

9 SM Entertainment (2012년 1위) 6.69% 

10 Avex Group Holdings Inc. 4.33% 

11 Trans World Entertainment 2.10% 

12 SOCIETE POUR L'EDITION RADIOPHONIQUE 1.47% 

13 CJ E&M – Music (2012년 18위) -0.10% 

14 Tower Records Japan -0.26% 

15 Live Nation Entertainment - Music -0.48% 

16 Sony Corporation - Music -0.91% 

17 Warner Music Group Corp. -6.90% 

18 Pandora Media, Inc. -8.93% 

19 GMM Grammy Public Company Limited - Music -11.10% 

20 Spotify AB -15.39% 

매출규모 수익성 

표 23 . 음악 산업 매출액 순위 표 24 . 음악 산업 수익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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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업명 
직원 1인 당 

매출액 
($M, 2013) 

1 Google - YouTube Music 4.41  

2 Spotify AB 2.22  

3 Apple - Music 1.34  

4 Amuse Inc. 1.27 

5 Avex Group Holdings Inc. 1.07  

6 SM Entertainment (2012년 13위) 0.95  

7 Loen Entertainment (2012년 2위) 0.94  

8 Live Nation Entertainment – Music 0.88  

9 Warner Music Group Corp. 0.66  

11 Universal Music Group (Vivendi - Music) 0.60  

11 CJ E&M – Music (2012년 7위) 0.60  

12 YG Entertainment (Global Top 20 첫 진입) 0.59  

13 Sony Corporation - Music 0.55  

14 SOCIETE POUR L'EDITION RADIOPHONIQUE 0.53  

15 Nippon Columbia Co., Ltd. 0.47  

16 Pandora Media, Inc. 0.40  

17 Tower Records Japan 0.25  

18 Edel AG 0.24  

19 Trans World Entertainment 0.12  

20 GMM Grammy Public Company Limited - Music 0.07  

순위 기업명 
 성장성 
(CAGR, 

2010-13) 

1 Google - YouTube Music 89.34% 

2 Spotify AB 64.89% 

3 SM Entertainment 45.96% 

4 Pandora Media, Inc. 45.82% 

5 YG Entertainment 37.43% 

6 GMM Grammy Public Company Limited – Music 24.26% 

7 Loen Entertainment 22.03% 

8 CJ E&M – Music 17.65% 

9 Avex Group Holdings Inc. 17.06% 

10 Edel AG 10.68% 

11 Live Nation Entertainment - Music 9.17% 

12 Amuse Inc. 7.97% 

3 Apple - Music 4.14% 

14 Sony Corporation - Music 1.37% 

15 SOCIETE POUR L'EDITION RADIOPHONIQUE -0.70% 

16 Warner Music Group Corp. -1.28% 

17 Universal Music Group (Vivendi - Music) -1.32% 

18 Nippon Columbia Co., Ltd. -5.28% 

19 Tower Records Japan -8.02% 

20 Trans World Entertainment -20.20% 

생산성 성장성 

표 25 . 음악 산업 생산성 순위 표 26. 음악 산업 성장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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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사용자가 직접 영상클립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함 

월 순 방문자수가 10억명에 달하며 파급력이 매우 강력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뮤직 키’ 진출 계획 중 

종합 순위 

 설립연도: 2005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youtube.com 

 CEO: Susan Wojcicki 

 매출: $728.00M (2013년 기준) (*) businessinsider.com 기사 이용 

 순이익: $157.25M (2013년 기준) (*) Google의 순이익 이용 

 종업원 수: 165명 (2013년 기준) (*) wsj.com 기사, 사업보고서 재구성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Google – YouTube Music 주목할 부분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음 

 현재 유튜브 월 순 방문자 수는 10억명에 달하며 음악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8천 8백만명으로 집계됨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음악산업 기업들 중 1위를 
기록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어 20억건
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하는 기
염을 토함 

 유튜브 사용자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월 정액 ‘뮤직 키’ 베타버
전을 출시 

 

 시사점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종료하면 재생 또
한 중단되는 것이 단점이었으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기존의 유튜브 사용자 기반을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로 흡수
하여 향후에도 지속적 성공가능성이 높음 

 유튜브를 통해 공짜 음악을 제공하면서 홍보수단으로 이용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광고의 이익을 공유하
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 

 

매출 수익 생산 성장 

7위 2위 1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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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소유에서 접속의 시대로  

음악 소비행태가 스트리밍 형태로 변화하면서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 

한달 $9.99가격의 정액제 가입시 제한없이 음악소비 가능 

종합 순위 

 

 설립연도: 2006년 

 본사: 스웨덴 스톡홀름 

 홈페이지: https://www.spotify.com/ 

 CEO: Daniel Ek  

 매출: $443.87M (2013년 기준) 

 순이익: $-68.32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00명 (2013년 기준) 

 대표서비스: Spotify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Spotify 주목할 부분 

시사점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스트리밍 음악서비스로 변화하는 음악 
생태계에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1위 기업 

 국내에서는 아직 서비스되지 않음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  

 곡과 곡 사이에 광고가 삽입되고 셔플 재생만 가능한 무료 
서비스 (ad-supported) 

 광고 없이 선택재생 가능한 한 달에 9.9유로의 유료 서비스 
(paid) 

 

 무선 인터넷망 확산과 함께 스트리밍 뮤직 서비스들의 성장으
로 소비자들이 비싼 음원 구매보다는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
로 눈길을 돌리고 있음 

 저렴한 단위 곡당 매출로 인해 문제발생 가능성 있음 (예로, 유
명 팝 아티스트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거부) 

 음악 소비에서 스트리밍 음악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기업
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출 중 - 애플의 Beats Music을 인
수, 구글의 유튜브 음악스트리밍, 삼성의 밀크뮤직 등 

매출 수익 생산 성장 

9위 20위 2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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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전 세계 공연시장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공연/이벤트 온라인 예매 서비스 업체인 티켓 마스터를 함께 운영중 

음반산업의 하향세에 따라 앞으로 공연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며 이에 따른 기회 포착이 필요 

종합 순위 

 설립연도: 2010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livenationentertainment.com 

 CEO: Michael Rapino 

 매출: $5154.83M (2013년 기준) 

 순이익: $-24.66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5888명 (2013년 기준) 

 대표공연기획: 마돈나, U2, Jay-z 등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ve Nations Entertainment 주목할 부분 

 음악 생태계의 변화 (다운로드 서비스의 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로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공연 산업부문의 
대표적인 기업 

 공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높은 매출과 꾸준한 성장
세를 보임 

 2011년 12월 한국지사 설립후 해외 팝아티스트들의 내한 공
연과 god, 빅뱅 등 국내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글로벌 투어 성
과 이룩 

 

 

시사점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산업의 상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음반산업의 하향세와 달리 경험하는 음악 즉, ‘보는 음악’을 즐
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무대
연출 또한 중요해짐 

 공연 기획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공연 유치 
및 협력등을 이끌고 있음 

 

매출 수익 생산 성장 

2위 16위 6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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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음반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음악 기업 

2012년 EMI group을 인수하며 음악산업 거대기업으로 발돋움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 

종합 순위 

 

 설립연도: 1934년 Decca Records로 창립 

 본사: 미국 산타모니카 

 홈페이지: universalmusic.com 

 CEO: Lucian Grainge  

 매출: $6107.5M (2013년 기준) 

 순이익: $503.35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10174명 (2013년 기준) 

 대표가수: Maroon5, Eminem, Jay-z 등 다양한 가수들이 유
니버셜 레코드 산하 레코드에 소속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Universal Music 주목할 부분 

 세계 3대 레코드 회사중 하나 

 2012년 EMI의 레코드사업 부분과 음악배급 부분을 인수하며 
세계 음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음반회사로 등
극 

 음악 산업의 최대 기업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거둠 

 산하 수많은 레이블의 소속 가수 홍보와 앨범 유통에 주력 

 많은 한류 가수들 싸이, 빅뱅, 포미닛, 소녀시대, 카라 등이 해
외진출을 위해 유니버설 뮤직과 협력 

 

 
시사점 

 세계 최대의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유니버설 뮤직의 앞으
로의 행보로 세계 음악시장 미래를 가늠 

 해외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아티스트들에
게 해외진출을 수월하게 도와줌 

 거대자본을 지닌 소수의 음악 기획사들이 마케팅, 프로모션 등
을 기반으로 음악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블록버스터 현상
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위 8위 11위 1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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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악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아이돌 가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한류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익성 다각화 방안과 새로운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종합 순위 

 설립연도: 1998년 

 본사: 대한민국 서울 

 홈페이지:www.ygfamily.com 

 CEO: 양민석 

 매출: $105.72M (2013년 기준) 

 순이익: $13.69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179명 (2013년 기준) 

 대표가수: 빅뱅, 2NE1 등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YG Entertainment 주목할 부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로 음악 출판, 
아티스트 육성 및 매니지먼트를 주 목적으로 함 

 2011년 11월 코스닥 상장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
먼트 기업으로 성장 

 2011년,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AVEX와 합작을 통해 
YGEX를 설립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2014년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 콘텐츠 독점공급 

 

시사점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은 아이돌 가수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성 다각화 방안을 고려 중 

 YG의 대중음악 클러스터 투자유치, 패션브랜드 런칭 등과 SM
의 코엑스 아티움 조성등의 다각화 방안들의 성취여부가 기대 

 줄어든 음반 판매 수익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
한 콘텐츠 전략 개발이 필요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9위 6위 12위 5위 

http://www.yg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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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Global Entertainment Competitiveness Ranking (2015): Game Industry Top 20 

순위 국가 회사명 소개 

1  일본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 출판 (퍼즐앤드래곤, 세계의 문, 라그나로크, 에밀 크로니클 등) 

2  미국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비디오 게임 개발, 출판 배급 (2K Games, Rockstar Games 소유) 

3  중국 Tencent Holdings Ltd. - game 중국 최대 게임업체 (Riot Games의 League of Legends 등 소유) 

4  중국 Netease 온라인 게임 출판, 개발 

5  미국  Microsoft - game Xbox One, 360, Kinect, Mediaroom, Windows phone 

6  한국(*)  Nexon (2012년 14위)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7  일본  Sony-Game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LLC 부문 외, PlayStation 4, 소프트웨어 등  

8  미국 Activision Blizzard, Inc. 게임 소프트웨어 업계를 선도하는 개발사이자 유통사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WOW 등) 

9  한국 NHN Entertainment (2012년 8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한게임) 

10  일본  Nintendo Co., Ltd 비디오 게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Wii 시리즈 

11  일본 Sega Sammy Holindgs - game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아케이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회사 (소닉 등) 

12  중국  ChangYou.com Ltd. 온라인 게임 개발, operator 

13  일본 Square Enix Holindgs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등) 

14  미국  Electronic Arts Inc. 비디오 게임 개발, 출판, 배급, 유통 (피파, 심즈) 

15  한국 NC Soft Corporation (2012년 17위)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리니지, 아이온 등) 

16  일본  Konami - game 비디오 게임 타이틀 (위닝일레븐, 메탈기어 등) 

17  중국 Shanda Games  온라인 게임 출판, 개발 

18  일본 Capcom Co. Ltd. 비디오 게임 개발, 출판 (스트리트 파이터, 메가맨 등) 

19  미국  Zynga Inc. 소셜 네트워크 게임 (팜빌, 시티빌 등) 

20  프랑스 Ubisoft Entertainment SA 비디오 게임 개발, 출판  

표 27.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쟁력 순위: 게임 산업 상위 20위 

* 넥슨 본사는 일본 소재이나 한국 NXR Holding이 최대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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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의 등장에 따라 다소 주춤하던 온라인 게임 시장은 기존 사용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탄탄한 라인업(기존+신작 타이틀)과 게임 
내의 장치들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확고히 함  

 넥슨, NHN Entertainment,  NC Soft 등 한국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수익성, 성장성 모두 글로벌 Top 10 랭크 

   제 4장 > 게임 산업 > 종합 순위 및 시사점 

 매출 상위권인 콘솔게임 업체의 경우 높은 매출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임 (소니, 닌텐도 마이너스(-) 수익률 보임)  

 콘솔게임의 시장 성장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구조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  

 클라우드 게이밍과 같은 디지털 콘솔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콘솔게임의 수익성 약화  

 중국 기업들은 매출 성장성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달성  

 높은 수익성(Netease(1위), ChangYou.com(2위), Shanda(3위)과 성장성(Tencent(2위), ChangYou.com(5위), Netease(6위)보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현재도 잠재력이 높아 앞으로도 높은 성장 기대  

     중국 기업의 강세  

1 

3 

모바일 환경에서의 게임 산업이 지속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Gungho Online의 경우 연평균 554.91%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모바일게임 ‘퍼즐앤드래곤’의 성공에 기인  

온라인에서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모바일 게임 시장 지속적 성장  2 

     한국 온라인 게임사들의 선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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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수익성 

순위 기업명 
 매출액 

($M, 2013) 

1 Sony-Game 9792.47  

2 Microsoft - game 9628.00  

3 Nintendo Co., Ltd 5727.26  

4 Tencent Holdings Ltd. - game 5338.60  

5 Activision Blizzard, Inc. 4300.00  

6 Sega Sammy Holindgs - game 3634.95  

7 Electronic Arts Inc. 3575.00  

8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2350.57  

9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1630.60  

10 Nexon (2012년 15위) 1584.65  

11 Square Enix Holindgs  1550.23  

12 Ubisoft Entertainment SA 1438.66  

13 Konami - game 1353.33  

14 Netease 1186.95  

15 Capcom Co. Ltd. 1022.00  

16 Zynga Inc. 873.27  

17 NC Soft Corporation (2012년 18위) 687.86  

18 ChangYou.com Ltd. 669.17  

19 Shanda Games  620.67  

20 NHN Entertainment (2012년 19위) 584.42  

순위 기업명 
순이익률 
(2013) 

1 Netease 49.49%  

2 ChangYou.com Ltd. 40.46 %  

3 Shanda Games  37.47%   

4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33.59%   

5 Nexon (2012년 3위) 32.28%  

6 Activision Blizzard, Inc. 31.00%  

7 NHN Entertainment (2012년 5위) 27.84%  

8 Tencent Holdings Ltd. - game 27.61%  

9 NC Soft Corporation (2012년 6위) 20.96%  

10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15.38%  

11 Konami - game 14.08%  

12 Microsoft - game 9.28%  

13 Sega Sammy Holindgs - game 7.12%  

14 Square Enix Holindgs  4.26%  

15 Capcom Co. Ltd. 3.37%  

16 Electronic Arts Inc. 0.92%  

17 Sony-Game -0.82% 

18 Nintendo Co., Ltd -4.05% 

19 Zynga Inc. -4.23% 

20 Ubisoft Entertainment SA -6.51% 

표 28. 게임 산업 매출액 순위 표 29. 게임 산업 수익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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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순위 기업명 
 직원 1인 당  

매출액 
($M,2013) 

1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1.64 

2 Nintendo Co., Ltd 1.09 

3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0.96 

4 Sony-Game 0.76 

5 Microsoft - game 0.67 

6 NHN Entertainment (2012년 7위) 0.66 

7 Activision Blizzard, Inc. 0.63 

8 Sega Sammy Holdings - Game 0.52 

9 Netease 0.44 

10 Square Enix Holindgs  0.43 

11 Electronic Arts Inc. 0.39 

12 Konami - game 0.39 

13 Capcom Co. Ltd. 0.38 

14 Tencent Holdings Ltd. - game 0.36 

15 Nexon (2012년 15위) 0.33 

16 NC Soft Corporation (2012년 17위) 0.31 

17 Zynga Inc. 0.28 

18 Shanda Games  0.19 

19 Ubisoft Entertainment SA 0.15 

20 ChangYou.com Ltd. 0.12 

순위 기업명 

 성장성 
CAGR 

($M,2010-
2013) 

1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554.91%  

2 Tencent Holdings Ltd. - game 47.12%  

3 Nexon  42.36%  

4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35.59%  

5 ChangYou.com Ltd. 34.85%  

6 Netease 22.68%  

7 NHN Entertainment 17.42%  

8 NC Soft Corporation  15.67%  

9 Zynga Inc. 15.39%  

10 Square Enix Holindgs  7.92%  

11 Sony-Game 7.55%  

12 Microsoft - game 3.49%  

13 Capcom Co. Ltd. 1.53%  

14 Electronic Arts Inc. -0.13% 

15 Shanda Games  -1.37% 

16 Sega Sammy Holindgs - game -2.50% 

17 Activision Blizzard, Inc. -3.20% 

18 Konami - game -9.05% 

19 Nintendo Co., Ltd -14.51% 

20 Ubisoft Entertainment SA -33.01% 

표 30. 게임 산업 생산성 순위 표 31. 게임 산업 성장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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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퍼즐앤드래곤’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룸  

RPG+Puzzle 요소를 최초로 결합하였고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성공을 보여줌  

중국을 비롯한 신규 시장 진출 시 카피제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필요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berty Media Corporation 주목할 부분 

 설립연도: 1998년 

 본사: 일본 도쿄 

 홈페이지: gungho.co.jp 

 CEO: 카즈키 모리시타(Kazuki Morishita) 

 매출: $1630.60M (2013년 기준) 

 순이익: $547.68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992명 (2013년 기준) 

 대표작: 퍼즐앤드래곤 

 창업당시 온라인 옥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야후재팬의 옥
션에 밀려 사업철수하고 온라인 게임으로 비즈니스 모델 변경 

 RPG(몬스터 수집 및 육성)와 퍼즐의 요소를 모두 갖춘 ‘퍼즐앤
드래곤’의 엄청난 성공으로 2010-2013년 연 평균 500%가 
넘는 성장률(2015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4천 1백만 다
운) 

 2014년 12월 텐센트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 결정으로 지속적
인 성장 가능성 높음(중국 모바일 게임 유저 5억명 이상 추정)  

GungHo Online Entertainment 

시사점 

매출 수익 생산 성장 

9위 4위 1위 1위 

대상기업 :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하나의 제품으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일본, 홍콩, 대만, 한국 등 아시아에서의 성공이 북미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진 사실에 비춰 문화권과 상관없이 유저들이 좋
아하는 ‘보편적‘ 특징이 있음을 증명 

 일본식의 가챠(랜덤뽑기) 시스템이 게임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어 문화적 ‘특수성’이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   

 해외 신규시장 진출 시 카피제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필
요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101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콘솔 타이틀 GTA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 

하나의 타이틀을 콘솔 → PC → Mobile로 확장하면서 T2의 주요 플랫폼인 콘솔이 강화될 수 있는 전략 실행  

디지털 콘솔 시장의 엄청난 성장성과 T2의 브랜드, 개발능력 등의 뒷받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기대  

   제 4장 > 4절 게임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2위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DIRECTV 주목할 부분 대상 기업: Viacom 

 설립연도: 1993년 

 본사: 미국 뉴욕시  

 홈페이지: take2games.com 

 CEO: Strauss Zelnick 

 매출: $2,350.57M (2013년 기준) 

 순이익: $361.61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440명 (2013년 기준) 

 대표작: Grand Theft Auto(GTA), Midnight Club, NBA  

 T2의 대표 타이틀 GTA 시리즈의 최신작인 GTA5는 2013년 
발매 3일 만에 매출 10억달러(약 1조원)를 달성하였고 
‘Academy of Interactive Arts and Science’ 명예의 전당에 
선정(발매 24시간 만에 예약 주문을 포함 1천 121만부 판매) 

 플레이스테이션4와 Xbox One용 GTA5가 출시되었고 2015
년 1월 PC버전이 출시될 예정  

 2013년 10월 인터넷 서명 사이트 change.org에서 GTA5의 
PC버전 발매 청원자가 약 60만 명에 이름   

 

대상기업: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시사점 

 비디오 게임 타이틀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린 GTA시리즈를 
통해 One Source Multi Use 전략으로 각기 다른 플랫폼을 장
악할 수 있음을 증명 

 GTA5의 모바일 버전의 경우 게임의 일부 기능만을 플레이할 
수 있고 이 결과(게이 머니, 레벨 등)이 다시 본 게임의 반영되
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모바일 시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신들의 주요 플랫폼인 콘솔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음   

 콘솔 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 접
근이 가능한 게임 개발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기대   

 

 

매출 수익 생산 성장 

8위 10위 3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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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4절 게임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4위 NetEase 

5억 9,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주요 뉴스 포털로 온라인 게임을 통한 수익성이 높음  

다양한 서비스로 확보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게임과 해외 흥행작 퍼블리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현재 진행하는 비관련 사업다각화의 성공여부가 기업 전체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 존재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berty Media Corporation 주목할 부분 

 설립연도: 1997년 (넷이즈게임즈 창립시기: 2001년) 

 본사: 중국 광둥 

 홈페이지: netease.com / nie.163.com 

 CEO: William Ding  

 매출: $1186.95M (2013년 기준) 

 순이익: $587.48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2,654명 (2013년 기준) 

 대표작: Fantasy Westward Journey, Westward Journey 
Online, Tianxia III, Heroes of Tang Dynasty 등  

 

 163.com은 세계에서 15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뉴스 포털 사
이트로 중국 최대의 이메일, 검색, 비디오, SNS 서비스 제공  

 확보한 사용자는 약 5억 9,000만명이며, 가장 큰 수익원은 자
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온라인 게임 

 2008년 부터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등 블리자드의 흥행작
들 중국시장 퍼블리싱 

 비관련 사업다각화 진행 (양돈, 도자기, 양조 등) 

 

Time Warner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해외 흥행작의 적절한 퍼블리싱으로 높
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 예상  

 뉴스 포털, 이메일, 검색, 온라인 비디오,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확보한 탄탄한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잠재고객 유입
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양돈, 도자기, 양조 등의 비관련 사업다각화가 성공하여 투자
할 현금보유량이 많아지면 긍정적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되
나 만약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에 악영향 예상  

대상기업: NetEase 

시사점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4위 1위 9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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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4절 게임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6위 Nexon 

세계 최초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출시, 부분유료화 모델 개발, 2D 사이드 스크롤 방식 최초 시도 등으로 업계 리드  

최근 3년간 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도 리더로 성장 중   

모바일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이 중 해외 게임의 퍼블리싱의 비중이 높아 자사의 모바일 역량 강화가 필요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DIRECTV 주목할 부분 대상 기업: Nexon 

시사점 

 설립연도: 1994년 

 본사: 일본 도쿄 

 홈페이지: nexon.com 

 CEO: 오웬 마호니(Owen Mahoney) 

 매출: $1584.65M (2013년 기준) 

 순이익: $511.60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4661명 (2013년 기준) 

 대표작: 서든어택, FIFA온라인,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마
비노기 등  

 2014년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4% 증가, 영업이
익 7% 감소, 순이익 69%증가로 넥슨 내부 전망치 상회  

 월드컵 특수로 ‘FIFA 온라인 3’시리즈 한국에서만 64%성장  

 PC온라인 게임이 전년 동기 대비 9%증가한 반면, 모바일 게
임의 매출은 전년 동기 41%가 증가 

 모바일 게임 ‘영웅의 군단’의 게임리그 개최 (2015년)   

 최대지분 보유한 NC소프트에 대한 경영권 분쟁 (2015년) 

 2015년 상반기에 ‘광개토태왕’을 비롯하여 총 9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으
로 기대   

 ‘삼검호’와 같이 적절한 해외게임의 퍼블리싱이 단기적 매출증
대에 기여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사의 모바일 개발 및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넥슨지주회사(회장 김정주)의 NC소프트 M&A가 이뤄질 경우 
네오플(넥슨 총 매출의 40%차지) 등의 M&A처럼 기업 운영
에 탄력을 줄 수 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
의 필요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0위 5위 15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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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 4절 게임 산업 > 기업 사례 분석: 7위 Sony 

게임부분에서 높은 매출을 올렸으나 높은 비용구조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 저조함을 보임  

클라우드 게임서비스 PS나우가 2015년 삼성 타이젠TV에서 출시될 예정이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플레이스테이션4의 중국시장 진출이 경쟁자보다 늦어져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필요  

종합 순위 대상 기업 : NHN - Games 대상 기업 : Liberty Media Corporation 주목할 부분 

 설립연도: 1946년 

 본사: 일본 교토 

 홈페이지: sony.net 

 CEO: 하라이 카즈오 

 매출: $9792.42M (2013년 기준) 

 순이익: $-80.58M (2013년 기준)  

 종업원 수: 12,821명 (2013년 기준) 

 대표제품: PlayStation 시리즈  

 

 플레이스테이션4 출시로 인해 H/W와 S/W의 매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플레이스테이션 출시를 위한 비용이 높았고 
몇몇 PC 게임 타이틀의 판매부진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수익
성에서 적자를 보임 (소니 IR Report 2013_Final)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임관련 상품들의 계절성이 높음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PS나우’가 삼성전자 ‘타이젠TV’ 탑재되
어 출시 예정  

 플레이스테이션4 중국 판매 연기  

 

대상기업 : Sony 

시사점 

매출 수익 생산 성장 

1위 17위 4위 11위 

 플레이스테이션4의 안정적 판매에 힘입어 FY2014, 2015에
는 매출 증진에 따른 수익 증대효과를 기대하겠지만 연말에 판
매가 몰리는 계절성을 극복할 전략 필요  

 H/W없이 TV로 게임이 가능한 ‘PS나우’의 경우 콘솔게임 저변 
확대와 초기 진입자의 이점을 소니에게 줄 것이지만, 플레이스
테이션3 게임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장 위협의 가능성
은 제한적  

 플레이스테이션4의 중국 내 판매 연기로 라이벌인 마이크로소
프트의 Xbox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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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Convergence) 

디지털 
(Digital) 

 

• 콘텐츠 
• 유통    

 

모바일 
(Mobile) 

 

• 디바이스 
• 플랫폼 
• 서비스 

스마트 
(Smart) 

 

• 폰 
• 태블릿PC 

• TV 

소셜 
(Social) 

 

• 미디어 
• 서비스 

 

소비의 진화 

전통적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네트워크를 소유한 통신 사업자, 온라인 기반 사업자 간의 삼파전이 치열해 질 것임  

K-Pop, 온라인 게임 등의 전 세계적 유행을 비롯 언어와 국경을 넘은 진정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진입 

모바일, 소셜 등 뉴미디어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의      
해체가 가속화 되고 새로운 디지털 시장 생태계로 개편될 것임 

콘텐츠 & 미디어 중심의 경험 경제가 정착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임 

콘텐츠 소비와 미디어의 활용에 있어 Smart 소비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임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107 

참고 문헌 및 데이터 출처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참고 문헌 

108 

 영화진흥위원회(2013), <2013년 영화소비자조사> 

 영화진흥위원회(2014), <영화산업결산>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4 영화추천기술과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년 콘텐츠 산업 통계> 

 영화진흥위원회(2013), <2012년 영화소비자조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Hadopi, YouTube 동영상의 분류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2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현황 및 전망> 

 Distimo (2014), <How the Most Successful Apps Monetize Globally> 

 Swrye (2014), <The Swrve Monetization Report>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4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4), <모바일게임 이용행태 및 유료결제 현황> 

 일본MMD연구소(2014), <2014 년 스마트 폰 게임 이용 실태 조사 (번역)> 

 KT경제경영연구소(2015), <통신사 부가가치 서비스의 재발견> 

 KT경제경영연구소(2014), <한국인의 스마트라이프 - 스마트폰 이용행태 분석> 

 Simon-Kucher & Partners(2013), <Shift from free to paid: Consumer demand and 
revenue opportunities for apps> 

 DEG (2014), <Home Entertainment Report>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MPAA (2014),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IT서비스: IDC (2013)  

 반도체: Gartner (December, 2014) 

 OICA (2014), <Production Statistics> 

 PWC (2014), <Global E&M Outlook 2014-2018> 

 CIA (2014), <CIA World Factbook> 

 Distimo (2014), <How the Most Successful Apps Monetize Globally> 

 KDI (2011),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nielsen (2014), <Entertainment & Billboard's 2014 mid-year music industry report> 

 PWC (2011), <Global E&M Outlook 2011-2015> 

 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미국 케이블 TV시장의 재편과 시사점: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
이블 합병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2013),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글로
벌 콘텐츠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dart.fss.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Box Office Quant (Boxofficequant.com) 

 Box Office Mojo (Boxofficemojo.com) 

 eMarketer (www.emarketer.com) 

 Gartner (www.gartner.com) 

 Google Finance (www.google.com/finance) 

 Hoovers (www.hoovers.com) 

 Yahoo Finance (finance.yahoo.com) 

 게임 커뮤니티 포탈 인벤 (www.invent.co.kr)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International Monetary Fund(www.imf.org) 

 World Trade Organization(www.wto.org) 

 통계청 (www.kostat.go.kr) 

 GEOHIVE (www.geohive.com/earth/world1.aspx) 

 Gartner (www.gartner.com) 

 Distimo (www.distimo.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DMCMEDIA (www.dmcmedia.c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odima.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ca.kr)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데이터 출처 

109 

 Time Warner Inc.,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Movie Contents 매출 이용 

 Comcast,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NBCUniversal 매출 이용 

 21st century fox,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Filmed Entertainment 매출 이용 

 Netflix,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Lions Gate Entertainment Corp.,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Toho Co., Ltd., <Period ended Mar31/2014 Annual report> 

 Sony,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Movie 매출 이용 

 Shochiku Theater, <Period ended Mar31/2014 Annual report> 

 Dolby laboratories,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AMC Entertainment Group,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Disney, <Period ended Sep30/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Movie 매출 이용 

 National Amusements Inc., <Hoovers>, Viacom <Annual Report> 

 TOEI Company, Ltd., <Period ended Mar31/2014 Annual report> 

 Village Roadshow Limited, <매출액, 순이익 : Period ended June 30/2013 Annual 
report, 종업원수 : corporateinformation.com> 

 Cinemark Holdings,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Regal Entertainment Group,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ineplex,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J CGV, <Period ended Dec31/2013 DART system> 

 DreamWorks Animation SKG,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Technicolor,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영화 산업 방송 산업 

 The Walt Disney Company <Period ended Sep 28/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Media Network 매출 이용 

 Viacom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Media Network 매출 이용 

 Optus <Hoovers> 

 DIRECTV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Time Warner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News Corporation <Period ended June 30/2013 Annual report> 

 Betelsman AG_RTL Group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Period ended June 31/2013 Annual report> 

 DISH Network Corporation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BS Corporation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Liberty Global,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Virgin Media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harter Communications,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종업원
수 : Yahoo Finance> 

 Lagardère SCA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종업원수 : Yahoo 
Finance> 

 Time Warner Cable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omcast Corporation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종업원
수 : Hoovers> 

 CC Media Holdings Inc. <Yahoo Finance> 

 Rogers Communications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데이터 출처 

110 

 Google, <http://techcrunch.com/2011/03/21/citi-google-local-youtube-1-billion/, 
http://www.businessinsider.com/youtubes-2013-revenue-2014-7/ 의 Gross 
revenue,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48704399804576193044126399
836> 

 Apple, <Global E&M Outlook 2014-2017, 
http://gadgets.ndtv.com/tv/news/amazon-gains-against-apples-itunes-in-music-
downloads-355132,http://www.cultofmac.com/217723/itunes-accounted-for-
60-percent-of-digital-music-revenues-in-2012/, Period ended Sep 24/2014 
Annual Report> 

 Avex Group Holdings Inc,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SM Entertainment, <금융감독원> 

 Spotify AB, <http://www.arcticstartup.com/2011/10/11/spotify-revenue-99-
million-with-a-loss-of-42-million-in-2010, 2013년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 : 
Hoovers> 

 Amuse Inc.,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Live Nation Entertainment,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Loen Entertainment, <금융감독원> 

 Universal Music Group, <Period ended Dec 31/2013 vivendi Annual Report> 

▶ Universal Music Group 부문 이용 

 YG Entertainment, <금융감독원> 

 Sony Corporation,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  음악 부문 이용 

 CJ E&M, <금융감독원> 

▶  음악/공연/온라인 부문 이용 

 Warner Music Group Corp., <Period ended Sep 30/2013 Annual Report> 

 Pandora Media,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Edel AG, <매출액 : period ended Sep 30/2013, 순이익, 종업원수 : Hoovers> 

 Nippon Columbia Co., Ltd.,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종업원수 : 
Hoovers> 

 GMM Grammy Public Company Limited,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 음악 부문 이용 

 Tower Records, <Hoovers> 

 SOCIETE POUR L'EDITION RADIOPHONIQUE, <Hoovers> 

 Trans World Entertainment, <Period ended Feb 1/2014 Annual Report> 

▶ 음악 부문 이용 

음악 산업 게임 산업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 콘솔게임 2009-2018 매출 및 예상액 활용  

▶ Video Game 파트 이용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Tal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Tencent Holdings Ltd.,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게임 매출 이용 

 Nexon,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NetEase,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게임 매출 이용  

 Microsoft, <Period ended June 30/2014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Computing and Hardware와 D&C others 중 게임 매출 이용  

 NHN Entertainmen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Activision Blizzard,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Sony,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게임 매출 이용  

▶ <Period ended Mar 31/2013 Annual Report> 이용  

 Sega Sammy Holdings,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ChangYou.com, <Period ended Dec 31/2013> 

▶ 사업부 중 Online Game 이용  

 NC Sof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ntendo Co., Ltd,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Square Enix Holdings,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Electronic Arts Inc.,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Konami,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 사업부 중 게임 관련 매출 이용 

 Shanda Games,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Capcom Co. Ltd.,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Zynga Inc., <Period ended Dec 31/2013 Annual Report> UbiSoft  Entertainment, 
<Period ended Mar 31/2014 Annual Report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연구보고 

KAIST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 경쟁력 보고서 2015 

 

발행일: 2015년 2월 25일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130-7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카이스트 경영대학  

전화 02-958-3654 팩스 02-958-3599 

imrc@business.kaist.ac.kr 

 

© 2015 KAIST 정보미디어연구센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