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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시장 동향
2008년 세계 온라인음악 시장은 애플의 iTunes의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Amazon
MP3, Rhapsody 등 주요 업체들의 약진과 함께, 최대 SNS 기업인 MySpace의 온라인음
악 시장 진출 등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pple이 운영하고 있는 iTunes Store는 2003년 4월 출시된 지 5년 만에 음악콘텐츠 다
운로드 건수가 50억 건을 돌파하면서 유료 온라인음악 시장의 최대 사업자로 부상했
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Tunes의 독주
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007년 RealNetworks와 MTV의 Joint Venture로 설립된 Rhapsody Music은 2008년 6월
DRM-Free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및 SNS 부문에서는 iLike, 검색은 Yahoo, 모바일 부분
은 Verizon Wireless와 제휴를 통해 유통구조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Sony BMG,
Warner Music, EMI, Universal Music 등 주요 4대 음반사 모두와의 계약을 통해 어느 단
말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DRM-Free 음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최대 SNS(Social Networks Service) 사업자인 MySpace는 2008년 4월 Sony BMG,
Universal Music, Warner Music과 Joint Venture ‘MySpace Music’을 설립하고, 9월부터 서
비스를 개시하였다. ‘MySpace Music’ 서비스는 세계 주요 4대 음반사 외에 최대 독립음
반사인 Orchard의 참여로 더욱 풍부한 음원을 제공하고 있고, 광고기반의 무료 스트리
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11> Rhapsody Music과 MySpace Music 서비스 현황
구분

Rhapsody Music

MySpace Music

설립 회사

MTV, RealNetworks

MySpace, Sony BMG,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제휴 회사

Yahoo, iLike, Verizon Wireless

EMI, Orchard, Amazon.com, Google,

－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14.99)
－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 DRM-Free 다운로드 서비스(곡당 $0.99,
－ Amazon.com을 통한 DRM-Free 다운로
앨범당 $9.99)
드 서비스
서비스 모델
－ Verizon Wireless의 ‘Vcast’를 통한 모바
－ 벨소리 다운로드, 콘서트 티켓 및 기타
일 다운로드
음악관련 상품 판매
－ iLike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음원 판매

그리고 세계 최대 단말기 벤더인 Nokia도 온라인음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10월
부터 영국에서 ‘Come with Music’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Come with Music’은 세계 주요
4대 음반사와 제휴를 통해 PC나 무선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구매하여 Nokia 단말기에
서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단말기와 함께 패키지로 구매하며 패키지
구매자는 12개월 동안 무료로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다운로드 받은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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