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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디어 소프트”의 범위 및
유통경로 검토

한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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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미디어 소프트”란 ‘미디어를 통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유
통되는 정보 소프트이며, 그 유통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정의된다(총무성, 2010).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나 TV프로그램, 음악 소프트, 신
문기사 등을 들 수 있다. 미디어를 ‘하드’라고 할 경우, 콘텐츠는 미디어의 ‘소프트’인
점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총칭하여 “미디어 소프
트”라 부르고 있다.
총무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미디어 소프트의 제
작 ․ 유통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통계 데이터 등
1)

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 소프
트 시장이 등장하고 인터넷에 의해 유통경로가 다양화하는 등 미디어 소프트를 둘러
싼 제반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총무성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정보DB센터 책임연구원, (02)570-4236, hey@kisdi.re.kr
1)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게시판,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 이용자 개인이 발신하는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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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프트에 대한 정량적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시장의 범위와 유통경로 등에 대
2)

한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검토결과를 지난 4월에 발표하였는데, 본 고
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미디어 소프트 시장의 대상범위
2009년까지의 조사에서는 1차 유통되는 미디어에 따라 미디어 소프트를 분류하였
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방송이 1차 유통인 소프트는 ‘TV프로그램’, 극장상영이 1차
유통인 소프트는 ‘영화 소프트’, 신문이 1차 유통인 소프트는 ‘신문기사’ 등으로 분류
하였다.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한 미디어 소프트들을 정보의 성질에 따라 ‘영상계 소프
3)

트’, ‘음성계 소프트’, ‘텍스트계 소프트’의 세 그룹으로 크게 나누었다.

<표 1> 종래의 “미디어 소프트의 분류와 유통 미디어의 관계”
미디어 소프트 분류

1차 유통 미디어

2차 유통(멀티유즈)의 주요 미디어
2)

영

영화 소프트

극장상영

비디오 소프트

판매, 렌탈

지상파TV 프로그램

지상파TV방송

상 위성TV 프로그램
계

인터넷 오리지널
소프트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PC인터넷
(휴대인터넷, 위성방송, CATV, 지상파TV방송)
비디오, 위성방송, CATV,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CATV, 위성방송, 지상파TV방송, PC인터넷

BS, CS방송

CATV 프로그램
게임 소프트

비디오 , 위성방송, CATV, 지상파TV방송,

(비디오)

CATV방송

(비디오, 위성방송, 지상파TV방송)

가정용 게임, PC게임,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아케이드 게임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2) 총무성은 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미디어 소프트 시장규모에 관한 집계 결과를 2010년
5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3) 이상의 기본적 분류에 추가하여, 미디어 소프트의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해 분석하기 위
해 통계조사에서는 몇 개의 보조적 분류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유통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계 소프트, 아날로그계 소프트로 구분하고 디지털계 소프트를 통신계 소프트와 그 외로 세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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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프트 분류

1차 유통 미디어

음악 소프트

CD, 테이프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방송

2차 유통(멀티유즈)의 주요 미디어
렌탈CD, 유선방송, 통신가라오케,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음
성
계

인터넷 오리지널
소프트

텍
스
트
계

PC인터넷
(유선방송, 휴대인터넷)

PC인터넷

신문기사

신문

온라인DB,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만화

만화잡지

단행본, 문고본,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잡지 소프트

잡지

단행본, 온라인DB,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서적 소프트

단행본, 문고본

문고본,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DB기사

온라인DB

CD-ROM 등의 오프라인DB

인터넷 오리지널
소프트

PC인터넷 ․ 휴대인터넷

주: 1) ( )안은 현재로는 명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것, 또는 파악이 곤란한 것을 나타냄.
2) 비디오에는 판매, 렌탈이 포함됨
자료: 總務省 情報通信政策硏究所(2009)

그러나 최근들어 인터넷 등 네트워크 유통이 진전되고 미디어 소프트를 둘러싼 환
경이 변화하자, 기존의 미디어 소프트 시장에 추가될 새로운 시장들을 검토한 후 미디
어 소프트 시장의 대상 범위를 [그림 1]과 같이 수정하였다. 미디어 소프트 시장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미디어 소프트에 대한 정의에 따라 (ⅰ) 미디어를 통해 유
통되고 있는 것, (ⅱ)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될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ⅲ) 유료
4)

모델, 광고 모델 등에 의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등의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이
에 따라 새롭게 조사대상이 된 미디어 소프트 시장에는 소셜 미디어(블로그, SNS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인터넷 영상 전달(IPTV 등),
일반 웹 정보, 무료 신문, 텔레매틱스 서비스, 중고 소프트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4) 정의 이외의 고려 요소로는 통계의 연속성, 데이터 취득(계측 ․ 예측)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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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새롭게 제시된 “미디어 소프트 시장의 대상 범위”

[

자료: 總務省 情報通信政策硏究所(2010)

3. 미디어 소프트 시장의 유통경로
지금까지는 소프트가 복수의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소프트의 유통 타이밍을 기준으로 최초 유통시장을 “1차 유통시장”, 그 이후에 유통
하는 시장을 “멀티유즈시장”으로 정의하여 왔다. 예를 들어, 영화 소프트가 극장에서
상영되고, 음악 소프트가 CD나 테이프 등의 패키지로 판매되며, 소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것이 1차 유통에 해당한다. 한편 영화 소프트가 비디오 패키지로 판매 또는
렌탈되거나, 음악 소프트가 렌탈CD나 유선방송으로 제공되거나, 단행본이 문고화하
5)

는 경우는 2차 이용인 멀티유즈 에 해당한다.
5) 한 개의 소프트를 다른 미디어로 2차 이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서, 오리지날 소프트(오리지
날 소스)를 기본으로 몇 개의 새로운 미디어 소프트가 제작되어 각각 다른 미디어로 유통되는 일
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한다(총무성, 2010). 어떤 소설을 토대로 영화
소프트를 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같은 컨셉트 하에 게임 소프트를 제작하는 경우가 원소스 멀티
유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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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종래의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대한 개념도

[

자료: 總務省 情報通信政策硏究所(2009)

그러나 최근, 미디어 소프트의 디지털화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
로 인해 미디어 소프트의 시장 유통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영상전송 등의 네트워크 유통이 확장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새로운 유통시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에 의한 음악 및
게임 소프트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패키지 미디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TV,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전자서적 리더 등 복수의 미디어나 디바
이스를 통한 유통도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소프트 유통시장의 변화 요인으로는 (ⅰ) 네트워크 전달의 편리성
(네트워크 요금의 저렴화, 브로드밴드화, 소프트 수의 증대, 소프트 단가의 하락, 결재
플랫폼의 발달 등) 증대, (ⅱ) TV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소프트의 디지털화, 저작권법
개정 등 유통환경의 정비나 윈도우(유통창구) 전략, (ⅲ) 스마트폰 등 이용단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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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을 들 수 있다.
미디어 소프트에 있어서 1차 유통시장은 판매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고, 다미디어를
통한 소프트 유통이 현재의 소프트 제작의 실태임을 감안하여, 총무성은 이러한 미디
어 소프트 시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유통경로(채널)를 분류하게 된 것이다. 미
디어 소프트 유통의 여러가지 패턴들의 특징으로부터, 유통경로를 크게 두 개로 분류
했다. <분류 1>은 하나의 주된 유통시장에 의한 유통을 “1차 채널”, 파생적으로 퍼지
는 유통시장에서의 유통을 “파생 채널”로 명명하였다. TV프로그램과 같이 지상파 방
송이라고 하는 주된 미디어에 의해서 주로 소프트가 유통될 경우, 지상파 방송에 의한
유통을 1차 채널로, 그 후의 DVD 렌탈이나 판매, 위성방송이나 인터넷 영상전달 등
에 의한 유통을 파생 채널로 간주한다.
한편, 네트워크 전달 시장의 확대 등을 토대로, 주된 시장에서의 복수의 미디어를
통한 유통을 “멀티채널”로 하고, 그 외의 유통을 “파생 채널”로 분류하였다(<분류
2>). 예를 들어, 음악 소프트의 경우 종래의 음악 CD의 판매나 렌탈 등의 패키징 유
통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의한 다운로드 전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패
키지 유통과 네트워크 유통을 복수의 주된 시장으로서 멀티 채널로 하고, 파생적으로
퍼지는 렌탈이나 가라오케 등은 파생 채널로 본다.

그림 3] 새롭게 제시된 “미디어 소프트의 유통채널 분류”

[

자료: 總務省 情報通信政策硏究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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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어
총무성의 이번 미디어 소프트의 범위 및 유통경로에 대한 검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터넷 등 고속 네트워크의 보
급 확대, 고기능 휴대단말의 이용 확산 등 미디어 소프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다. 이러한 기술 발전 및 기기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향후에도
미디어 소프트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하다.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종래의 가족 중심의 미디어가 더욱 퍼스널화 되어 가고, 또
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 소프트
의 수동적 소비주체였던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일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미디어 소프트 제작자들도
대중 지향의 콘텐츠 제작에서 개별 소비자 지향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방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소프트를 등장시키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양산할
것이다.
미디어 소프트의 범위 및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는 관련 통계정보의 정확
한 산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시장획정과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미디어 소프트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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