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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산업의 유통시장 구조 변화
－디지털 유통을 중심으로－

연구원  정  현  준*

1)

최근 미국 화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튜디오의 윈도우 구조 조정 노력은 DVD 

홀드백 기간 조정 및 다운로드 판매 방식의 도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관련 2차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

할 때 기술적 공급 가능성의 확대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로 인한 화산업의 수입․비용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지난 4월 3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판매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디지털 유통 계획

을 중심으로 화산업의 윈도우 구조 조정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 화산업의 변화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 할리우드 직배사를 통하여 국내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화산업을 검토함으로서 한국 화산

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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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미국 화 산업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은 DVD 홀드백(hold back)
1)
 기간의 단축, 새로운 윈도우

2)
의 제공 등 화 유통시장의 윈도

연락처: * 신성장산업연구실 연구원 정현준, (02) 570－4352, jjoon75@kisdi.re.kr

1) 홀드백(hold back)은 극장 종  이후 2차 윈도우에 화를 배급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일한 콘텐츠를 서로 다른 윈도우에 배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니발라이제

이션을 막고, 윈도우간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 

2) 윈도우(window)란 매체를 의미한다. 화를 제작하게 되면 이를 극장-DVD-Cable TV/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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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조(window structure)에서 나타나고 있다. 

월트 디즈니의 Robert Iger 등 할리우드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불법복제로 인하여 DVD 매

출이 감소하고, 박스 오피스의 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면서 극장 개봉 이후 DVD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홀드 백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지난 4월 3일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화를 다운로드 판매 형태로 배포하는 

디지털 유통 계획을 발표하 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화산업의 수입․비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산업의 수입․비용 구조 변화로 인하여 스튜디오들은 DVD 홀드백 기간 조

정, 디지털 유통을 통한 새로운 윈도우의 제공 등 윈도우 구조를 조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 변화 중에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유통을 중심으로 화산업의 구조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유통 즉 다운로드 판매 방식은 기존 윈도우 구조에 새로운 윈도

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다운로드 판매 방식이 성공한다면 DVD를 대체/보완하는 윈도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관점에서 극장, DVD/VHS, 다운로드 판매 등의 1, 2차 윈

도우 구조의 조정에 주목하 다. 아래에서는 디지털 유통의 현황을 통하여 다운로드 판매 방

식에 관하여 검토하고, 디지털 유통 동인 분석을 통하여 화산업의 윈도우 구조 변화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 화산업의 변화 움직임을 통하여 한국 화산업에 시사점을 검토하

고자 한다.  

Ⅱ. 미국 화 시장의 디지털 유통 현황

1. 개  요

미국 FCC의 비디오 시장 경쟁 상황 평가 연차보고서는 비디오 시장의 경쟁자－기타 항에

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물 유통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9차 보고서까지는 스트리밍과 다운

로드 등 기술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 으나, 2003년 경쟁 상황을 다룬 10차 보고서

부터는 무비링크와 네트워크 방송국 등의 예를 들면서 많은 비디오가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TV-공중파 등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배급하게 되는데 극장, DVD 등을 각각 윈도우라고 하며 

화 콘텐츠가 전달되는 매체를 의미한다. 

3) 하지만 세계적인 극장 체인인 Regal Entertainment Group과 National Amusement 등은 홀드백 

기간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드림웍스 애니매이션 SKG Inc은 현재 윈도우 구조에 만족하

고 있다고 밝혔다(Reuter 200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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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고, 매년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서비

스 시장에서 입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화산업의 디지털 유통 동향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네트워크 방송국/자회사, 기타 독립사업자 등

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네트워크 방송사
4)
들은 정규 TV 프로그램 시청률 증가와 부록 프

로그램(추가 정보 제공 등) 제공 목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비디오를 제공하

고 있고, 몇몇 사업자들은 웹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편 독립사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튠스에서는 ABC와 디즈니 채널 TV 쇼를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Movielink, Starz! Ticket on Real Movies, ClickStar 그리고 Cinema- 

Now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발표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초기 화 렌탈형 다운로드 서비스

스튜디오들은 몇 년 전부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온라인 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비링크와 시네마나우 등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지분 투자
5)
를 하 으며, 자신의 라이브러리 타이틀을 제공하 다. 

초기 무비링크나 시네마나우의 화 렌탈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화를 다운로드(혹

은 스트리밍) 받고, 일정 기간동안 화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렌탈 서비스는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으로 할리우드 메이져 스튜디오의 화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나. 네트워크 방송국의 아이팟용 TV프로그램 판매 서비스

지난해 10월 애플컴퓨터가 아이튠스 온라인을 통하여 TV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부터 비

디오에 대한 디지털 유통은 급속하게 주목받기 시작하 다. 디즈니의 ABC는 2005년 10월 

아이튠스를 통하여 1.99 달러에 비디오 아이팟용 TV 콘텐츠를 판매하기 시작하 고, 이는 

NBC 등 네트워크 방송국들이 뉴미디어와의 제휴를 통한 디지털 유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4) 네트워크 방송국의 논의는 화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으나, 비디오 시장의 흐름을 보여 준다

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본문에 다루었다.

5) 무비링크: Sony Pictures, MGM, Paramount Pictures, Universal Pictures, Warner Bros 

시네마나우: Lionsgate,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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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Scrups deal
6)
을 통하여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아이팟용 TV 

콘텐츠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다운로드용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화 판매형 다운로드(download-on-a-purchase) 서비스

최근 발표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디지털 유통 계획은 다운로드 받은 화를 DVD

와 같이 소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 모델로 진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다

운로드 판매(download-on-a-purchase) 모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디지털 유통 계획 발표

지난 4월 3일 7개 메이저 화 스튜디오들은 디지털 다운로드용 화를 제공한다고 밝혔

다. Warner Bros., Universal Pictures, Sony Pictures, Paramount Pictures, Twentieth 

Century Fox, 그리고 MGM은 무비링크를 통하여, Sony와 Lionsgate는 시네마나우를 통하

여 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비링크는 다운로드용 신작(first-run)의 경우 DVD 수준의 요금인 20∼30 달러를, 구작

(older title)의 경우 10∼20 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비링크는 다운로드한 화를 DVD

에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인증 받은 3대의 PC에서만 재생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포터블 

기기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운로드 받은 화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특수 인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DVD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고, 단지 PC를 통한 재생만이 

가능하다. 한편 시네마나우는 다운로드 받은 화를 DVD에 복제하는 것 및 다른 PC로 전송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 킹콩(King 

Kong) 등의 최신 화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그리고 신 타이틀은 DVD 출시일과 같은 날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6) 초기에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ABC의 “위기의 주부들”, NBC의 “The Office” 등과 

같이 자신의 네트워크 내부의(in－house)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작품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른

바 “Scrups deal”을 통하여 NBC와 ABC는 디즈니－ABC 텔레비전 그룹의 터치스톤 텔레비전이 

제작한 NBC의 Scrups를 아이튠스 뮤직스토어를 통하여 다운로드 판매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

고 아이튠스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NBC와 ABC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결정하 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초기 내부(in-house)제작 프로그램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판매 대상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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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비링크의 렌탈 방식과 다운로드 판매 방식 비교

기존 렌탈 방식 신규 다운로드 판매 방식 비고

서비스 방식 렌탈방식 다운로드 판매방식 다운로드

라이센스 관리 방식 렌탈 방식 판매 방식 DVD와 동일

저장 기간 1달 구

재생 가능 기간 첫 시청후 24시간 구

DVD 복제 가능여부 불가 가능

타 PC로의 전송 여부 － 총3대의 PC
포터블 기기

전송 불가

홀드백 기간 DVD 출시 후 30∼45일 DVD와 동시 출시

가격 편당 2.95∼4.99 달러
편당 20∼30 달러(신작)

편당 10∼20 달러(구작)

자료: CNet, AP news, 권은경(2005) 등

이번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화 콘텐츠를 판매하

는 모델(download-on-a-purchase)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DVD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

으로 판매된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유통이 기존의 극장, DVD/VHS, 케이블, 위성, VOD 

등의 윈도우에 새로운 윈도우를 추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Ⅲ. 할리우드 화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동인 및 향후 전망

1. 화산업의 디지털 유통 동인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화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에 참여하게 된 동인은 상 부문에서 박

스오피스의 부진, 브로드밴드 보급률 증가, 불법복제 피해, 소비자의 변화, 신기술과 경쟁자에 

대한 기업 전략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좀 더 구조화하면 미국 화산업의 윈도우 구조 조정 움직임, 나아가 디지털 유통의 진행은 

화산업의 수입 및 비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수입․비용 구조가 변화

하는 요인은 화산업을 둘러싼 인프라 및 기술적 공급 가능성의 변화와 소비자 선호의 변화

로 요약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화산업을 둘러싼 수입․비용 구조의 변화와 이를 야기한 

인프라, 기술 및 소비자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한 기업 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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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 화산업의 수입․비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박스오피스는 지난 10년간 약 35억 달러 이상 성장해왔고, 2005년 하락에도 불구하

고 약 9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박스오피스의 성과는 증가하지 못하

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입장료 수입은 지

난 20년 동안 두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며, 2005년에는 1997년의 14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 다. 

[그림 1]  미국 박스오피스 및 입장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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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장료 산정은 NATO 평균 티켓 가격에 근거함

자료: MPAA(2006a) 

한편 미국 DVD 보유 가구는 2005년 8천 4백만 가구이고, 보급률은 2005년 76.2%에 달하

며 이용 가능한 DVD title 개수도 매년 증가하여 45,000개에 이른다. 이러한 DVD 보급률을 

바탕으로 DVD title 판매 수입은 2001년 74억 7천만 달러에서 2005년 353억 8천만 달러로 

374% 증가하 다. 하지만 DVD 판매 수입 증가율은 2002년 93%에서 2005년 17%로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1차 윈도우인 박스오피스의 부진과 2차 윈도우인 DVD시장의 미약한 성과
7)
는 화산업의 

홀드백 구조에 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에는 상 관을 통한 충분한 수익을 얻은 후, 2차 윈

7) DVD 판매 수입만을 보면 판매 증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VHS가 감소하고 그것을 DVD

가 흡수한 것까지 고려할 때 DVD 시장의 성장이 괄목할만한 성과 는지는 의문스럽다. 이런 점

에서 Robert Iger 등이 DVD 시장이 부진하다고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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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에 화를 유통시켜왔으나, 이제는 2차 윈도우인 DVD 등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게 되었다. 

<표 2>  DVD 통계

2001 2002 2003 2004 2005

DVD 가구(백만) 24.8 38.8 46.7 65.4 84.0

DVD 플레이어 보급률(%) 23.6 36.4 43.1 59.7 76.2

DVD title 출하량(백만) 364 685 1,023 1,518 1,657 

이용 가능한 DVD title 개수 13,000 20,000 29,000 40,000 45,000 

DVD title 평균 가격(달러) 20.52 21.02 20.07 19.96 21.35

DVD title 판매 수입(백만 달러) 7,469.3 14,398.7 20,531.6 30,299.3 35,377.0

주: 1. DVD 플레이어 보급률은 TV보유 가구를 기준으로 함

2. DVD title 출하량－판매용 및 렌탈용 DVD 포함

3. 이용가능한 DVD title 개수－ 화 및 뮤직비디오 포함

4. DVD title 판매 수입=DVD title 출하량×DVD title 평균 가격으로 계산함

자료: Nielsen Media Research, Adams Media Research 및 CEA, Digital Entertainment Group, NPD Group, 

MPAA(2006a) 재구성

이에 따라 미국 화산업에서는 홀드백 기간을 단축시켜 DVD를 좀 더 빨리 출시하고, 새

로운 윈도우로써 디지털 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출시하는 등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표 3>  MPAA 회원사의 평균 극장 비용

1985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순제작비(백만 달러) 16.8 36.4 47.7 58.8 63.8 62.4 60.0 

마케팅비(백만 달러) 6.5 17.7 31.0 30.6 39.0 34.4 36.2 

극장비용 계(백만 달러) 23.3 54.1 78.7 89.4 102.8 96.8 96.2 

순제작비 대 마케팅비 0.39 0.49 0.65 0.52 0.61 0.55 0.60 

주: Negative Costs(순제작비): 개발비용, 사전제작 단계 비용, 제작비용, 후반작업비용 등

자료: MPAA(2006a)

1985년 순제작비 대 마케팅비의 비율이 39%이던 것이 1995년에는 49%, 2001년에는 65% 

수준까지 상승하 으며, 2001년∼2005년 평균 약 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 자료는 점

차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개봉 첫주 관람객 수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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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 수는 화 흥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초기 마케팅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화산업 내에서 마케팅 비용도 적정 수

준이 존재하며, 극장 관련 수입․비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화산업의 구조가 변화할 유인이 

존재한다.
8)
 

즉 극장 상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마케팅 비용까지 증가해야 하는 상황은 스튜디오 입장

에서 윈도우 구조를 조정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브로드밴드 보급률의 증가는 디지털 유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써 향후 디지털 콘

텐츠의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화산업 전반에 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UNE(unbundled network element) 제공 규정의 부작

용으로 인하여 브로드밴드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 다. 하지만 일련의 법원 판결
9)
 이

후 브로드밴드 설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줄어듦에 따라 브로드밴드 망 투자가 활성화되

었고, 2001년 10.1%에 불과하던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

하여 2005년에는 32.3%까지 증가하 다. 

브로드밴드의 활성화
10)
는 불법복제를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화산업에 디

지털 유통의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갖는다.

<표 4>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 보급 가구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가구수(백만) 10.9 15.9 26.1 28.8 36.3 

보급률(%) 10.1 14.5 23.7 25.6 32.3

주: 보급률은 총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US Census Bureau, IDC, MPAA(2006a) 재인용

 8) 1월 27일 개봉한 “버블”은 극장 개봉일에 HD TV 방송인 HD Net으로 동시 상 되며, 4일 후에

는 DVD를 발매하기로 하 다. 이는 기존의 할리우드 비즈니스 방식과 큰 차이가 난다. 이 화

의 제작자들은 가능한 많은 유통 채널을 통제하기 위하여 화 상 과 관련한 동시 출시 전략을 

실험하 다. 3개 채널을 통한 동시 공개는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저예산 

화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시 발매하는 DVD는 통상의 홈 비디오 보다 높

은 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다(ZDNet Korea(2006. 1. 17)).

 9) UNE에 대하여는 정현준(2005)을 참조하시오.

10) 2004년 OTX의 보고서는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불법 복제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98%인 한국의 경우 58%의 응답자들이 온라인으로 화

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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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터넷을 통한 화 콘텐츠의 불법복제는 화사에게 화 라이브러리 자산의 관리, 

나아가 디지털 자산 관리라는 점에서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PAA
11)
는 화산

업이 전 세계적으로 불법복제로 인하여 연간 30억 달러의 수입을 잃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2004년 12월 온라인 리서치 회사인 OTX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 국 

그리고 미국, 총 8개국에서 3600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관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4%의 응답자들이 인터넷으로 화를 다운로드 받은 경

험이 있고, 온라인 불법복제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소비

자로 하여금 불법 다운로드를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브로드밴드와 압축 기술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 점, 높은 극장표 가격,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화

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압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화 시청이 현실적으로 가능

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설적으로 화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여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의 수요와 기술적 공급 가능성이 모두 충족될 때 사업적 결단을 통하여 디지털 유통이 활성

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들은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적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화 콘텐츠 유통, 윈도우 구조 개편 등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관리를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넷째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를 들 수 있다. 2001년∼2005년 소비자의 미디어 소

비 시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 미디어 소비시간은 9.2%(1,679h→1,834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39.7%(131h→183h), 홈비디오 61.7%(47h→76h) 

증가한 반면, Box Office는 7.7%(13h→12h)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박스 오피스를 통한 미디어 소비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산업의 소비자 측면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1)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1922년 설립되어 미국의 화, 홈비디오, 텔

레비전 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Buena Vista Pictures Distribution,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Paramount Picture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nc.,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NBC Universal, and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등의 회원사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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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소비 시간 조사(1인당)

2001 2002 2003 2004 2005p
01－05p 

변화율

Cable 및 위성 TV 744 800 847 868 869 16.8%

Broadcast TV 744 719 696 678 679 －8.7%

인터넷 131 147 164 176 183 39.7%

홈 비디오 47 57 60 67 76 61.7%

Box Office 13 14 13 12 12 －7.7%

Interactive TV 

및 무선 콘텐츠
－ 4 7 11 15 275.0%

계 1,679 1,741 1,787 1,812 1,834 9.2%

주: 1. 홈 비디오－VHS, DVD 포함

2. 2001년 데이터 미비시 2002년∼2005년의 퍼센트 변화율 사용

자료: Veronis Suhler Stevenson, MPAA(2006a) 재인용

다섯째 기업 전략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화의 디지털 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브로드밴드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시장구조 및 소비자 행태의 변화는 기업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 유통이 점차 확산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스튜디오는 현재 DVD판매가 박스오피스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화의 디지털 유통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홈

에서의 수요, PMP 등 포터블 기기를 통한 이동중 수요 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월마트나 아마존과 같은 메이저 소매업체들이 자신의 인지

도 및 유통망을 활용하여 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비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12)
 한편 인터넷 검색 기술의 발달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안내와 

추천 기능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하 고, 직접적인 프로모션과 타겟 고객에 대한 가격 설

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 화산업의 디지털 유통 전망 

앞에서 2차 자료를 통하여 화산업의 수익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2) 320만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Netflix)도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DVD 대여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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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반 인프라로서 브로드밴드 보급율의 증가, 압축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으로 디지털 

화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미디어 소비 시간의 변화는 온라인

을 통한 화 시청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월마트 등 타 산업 

부문에서 화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화의 공

급에 기술적 공급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수요 측면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화산업 구조 조정의 전면에 대두된 것이 DVD 홀드백 기간 조정과 디지털 유통 계획

인 것이다. 미국 화산업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은 결국 2차 윈도우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

시키게 되었고, 2차 윈도우 구조에서 새로운 윈도우로서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유통을 점

차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튜디오의 윈도우 구조에 대한 조정 작업은 현행 윈도우와의 마찰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

다. DVD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홀드백 기간 단축이 DVD 유통 부문에 유리한 측면이 존재하

고, 현재는 다운로드 판매 방식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한 마찰이 예

상된다. 하지만, DVD 유통이 홈 마켓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DVD 부문과의 적절

한 상생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홀드백 기간의 단축과 디지털 유통의 개시는 극장 부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 극장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예로 세계적인 극장 체인인 

Regal Entertainment Group과 National Amusement 등은 홀드백 기간을 줄이는 것을 반

대하고 있으며, 이는 스튜디오, 극장 나아가 소비자 모두에게 악 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간의 적절한 수익 배분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고, 극장 수입 배분 구조 및 DVD 유통 수입 배분 구조에까지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DVD 윈도우와 다운로드 판매 방식의 윈도우는 상호 대체/보완적인 윈도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이 성공하면 다운로드 판매 방식에서도 DVD로 기록하고 

이를 DVD 플레이어에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때 소비자는 자켓 등이 모두 

갖추어진 현행의 DVD를 구입하여 시청하는 것과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DVD로 기록하고 

DVD 플레이어로 시청하는 것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DVD 판매를 통한 수익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

지털 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

만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 디지털 유통을 통한 다운로드 판매 방식이 DVD에 버금

가는 새로운 윈도우로서 자리 잡을 것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나아가 화산업의 

수입 배분 구조에까지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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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미국 화산업에서 박스오피스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1차 윈도우로서 극장 

부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하

으며, 이는 윈도우 구조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화산업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것은 화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요

인들에 의하여 2차 윈도우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 구조에서 DVD 등 2

차 윈도우 시장에서 홀드백 기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디지털 유통을 통한 다운로드 판

매 방식이 신규로 2차 윈도우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화산업의 경우 미국과 달리 극장 관람객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극장부문이 활성

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DVD 홀드백 기간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

만 개별적으로 지난해부터 비흥행작의 경우 홀드백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할리우

드 메이저 직배사들도 홀드백 조정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비링크는 미국 내에서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속성상 국경 제한을 두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로 보이

며, 콘텐츠 보호에 대한 확신이 서면 서비스 제한을 풀어나갈 것이고, 디지털 유통은 한국에 

까지 확산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극장 부문은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탈바꿈하 고, 2차 

시장 확장의 단계에 있다. 즉 극장 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미국의 변화 움직임이 

곧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우리 화산업도 향후 미국 화산업의 움직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홀드백 기간의 전면적 조정은 차치하더라도, 디지털 유통에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다운

로드 판매가 DVD와 같은 시기에 출시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윈도우로 다운로드 판매 방식이 

도입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윈도우 구조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일

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브로드밴드 보급, 저작권 보호 장치 등 디지털 유통을 위한 기반

이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디지털 유통은 결국 한국 

화산업에까지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이번 디지털 유통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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