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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문화 예술 산업에서 게임과 관련된 음악 혹은 OST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타 장르와는 

다르게 국내의 미디어 매체에서 언급과 노출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게임을 소비하는 일부 이용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중은 게임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 음악은 여전히 문화 예술이 아닌 게임 음

악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음악의 상업성에 대해 분석하고 게

임 음악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를 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음악(Music), 온라인 게임(Online Game), 상업성(Commerciality), 대중화(Pop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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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과거의 게임 음악은 단지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청각적으

로 허전함을 느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효과음에 

불과했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게임과 관련된 하드웨어의 

발전과 새로운 컴퓨터 음악 기법의 등장으로 더욱 더 풍성한 음향을 

구사하고 다양한 형태의 게임 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단순히 게임의 효과음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게임 음악은 

게임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음악으로써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함께 그 규모 또한 지속해서 커지게 

되었다. 과거 단순히 게임 작동을 위한 효과음에 불과했던 게임 음악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첨단 음향 기기나 오케스트라를 활용하여 게임의 

서사와 분위기를 내포한 높은 품질의 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게임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술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내∙외 게임사가 게임 음악을 문화 예술의 메이저 

장르로써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예술성

을 표현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중 성공적인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1]

Fig. 1. Music from the game "League of Legends"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의 음악을 상업적

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게임 음악을 

하나의 문화 예술로서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음악의 상업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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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 시장 규모 비교 조사

국내 콘텐츠 시장 전체 규모(119조 6,066억 원) 중 음악과 관련된 

콘텐츠(음악 외 4개 콘텐츠)와 게임의 매출액(14조 2,902억 원)을 

비교하였을 때,[2] 게임의 매출액은 음악(6조 979억 원), 영화(5조 

8,898억 원), 애니메이션(6,293억 원) 콘텐츠보다 크게 상회하며, 

방송 콘텐츠 매출액(19조 7,622억 원)와 광고 콘텐츠 매출액(17조 

2.119억 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게임 콘텐츠는 방송 콘텐츠 다음으로 

높은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Comparison graph of music-related content In Korea

수출 규모는 게임 콘텐츠 규모가 전체 96억 1,504만 달러 중 

64억 1,149만 달러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다음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게임 콘텐츠의 시장 규모는 타 콘텐츠보다 내∙외적으

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Fig. 3. Comparison graph of exports of music-related content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내 게임 음악의 상업성에 대한 무조건적

인 확신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게임 콘텐츠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작지 않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보다 높은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COVID-19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과 각종 

미디어 매체의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게임 음악의 접근과 미디어 

매체의 노출이 비교적 용이해진 점을 따져보았을 때,[3] 현재 국내 

게임 음악의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충분히 보유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Fig. 4. Comparison graph of usage time changes 

before and after Covid-19

2.2 게임 음악 연주회의 상업성

공연 및 연주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음악을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는 게임 음악 콘서트가 

지속적해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최근 들어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과거 몇몇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오케스트라 

악단과 협력하여 협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기업인 넥슨의 사운드 팀 네코드(NECORD)가 주관하

는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필두로 작년 12월, 한국게임산업

협회에서 주관하는 “아이머게이머 콘서트”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 게임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올해 2021년 4월에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서비스하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주관하는 “LoL Live: The Orchestra” 연주회를 KBS 

교향악단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게임 기업과 오케스트라의 신선한 조합은 해외에서는 그다

지 신비한 광경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 라이프치히의 클래식 홀에서 명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매년 

게임 연주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콘솔 게임의 강대국인 일본에서는 

메이저 교향악단의 자체 연주 레퍼토리에 게임 음악을 포함한 사례도 

있으며, 한 해에 일본 내에서 개최되는 게임 음악 콘서트만 약 150회 

이상 개최될 정도로 게임 음악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써 자리 잡았다.[4]

게임 음악을 주제로 한 연주회의 대중적인 인기를 앞서 서술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이끌 수 있다면 게임 음악이 문화 예술로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중적인 음악 장르로써 충분히 상업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2.3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의 상업성

국내 음악 콘텐츠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내 음악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음악 감상 이용 수단 또는 서비스 통계를 

확인하였다.[5] 그 중 음원 스트리밍(63.2%)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60.3%)가 높은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이용 수단은 공통적

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이 휴대가 간편하고 보편적인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음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비교적 낮은 이용률을 차지한 피지컬 음반

(11.5%)처럼 별도의 음악 청취용 기기(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

어 등)가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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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악 또한 대중적인 가요 및 기타 음원(클래식, 재즈 등)처럼 

음원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원과 동일한 사업 수단을 통해 앞서 서술한 이점을 상업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 Statistical graphs of means and services of music 

appreciation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 사업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사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

가 요청하는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해당 음원의 단가, 

이용 횟수, 음원의 지분율 등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하

고,[6] 청구된 금액을 사업자(35):권리자(65)의 비율로 분배하는 수익

구조를 띄고 있다.[7] 이러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은 음원 

게시를 위해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유통사 대행비와 간헐적인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불필요한 지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서 서술한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한 간편한 접근성과 높은 이용률(63.2%)을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사가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음원을 활용하여 부가적

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현재까지 활용되

고 있으며, 국내 음악 콘텐츠 시장의 사업 구조와 관련 사업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6. Game Music Albums Published on Music 

Streaming Service "Melon“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시각적인 콘텐츠를 음원과 함께 제공하는 

형태이며 일반적인 음악 감상 서비스와 다른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유튜브”이며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음악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90.2%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8]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는 음원 또는 영상 게시를 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용자 또한 무료로 게시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음원의 권리자가 단독으로 음원을 게시할 수 있고, 권리자의 

음원을 제3자가 창작한 영상에 삽입하여 게시할 수도 있다. 또한, 

콘텐츠 게시자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참여 중이라면 

게시한 콘텐츠에 포함된 광고 수익, 채널 멤버십, 상품 섹션을 활용한 

굿즈 판매 등의 수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게임사에서 직접 

게임 음악과 관련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고, 타 콘텐츠 게시자의 

독자적인 UCC(User Created Content) 제작 및 공유에 특화된 유튜브

의 특징을 활용하여 서비스 중인 게임의 음악을 제3자가 다양한 

창작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공모전, 개인 콘텐츠 BGM 

활용 등) 서비스 중인 게임의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의 수익 권리를 

보유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10]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활용에 대한 상업적 가치는 직접적

인 수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게임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인 측면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11]

Fig. 7. YouTube Users By Age Graph

2.4 게임 음악 장르의 다양성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 음악의 장르는 게임의 전체적인 

서사나 컨셉에 따라 음악 장르가 일관적이거나, 게임을 구성하는 

각 맵의 컨셉과 분위기에 따라 게임 음악의 장르가 클래식, 가요, 

EDM, 기타 배경음악 등으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구성된다. 단일적인 

음악 장르와 동시에 다양성을 지닌 음악 장르로 온라인 게임의 개성을 

각양각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임 음악만의 특징은 음악이라는 

현대 대중예술을 구성하고 있는 파편화된 음악 장르의 넓은 스펙트럼

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나누어진 음악 콘텐츠 소비자들을 

단번에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III. Conclusions

게임 음악의 특성상 게임 외적으로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 음악이 대중에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비교적 노출이 적은 

미디어 매체를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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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usic-related information acquisition path 

comparison graph

그림 8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업성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음악 감상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간단한 마케팅으로도 

충분한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음악 장르나 음악을 

찾기 위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TV 프로그램이 

전체 25.8%로 가장 높은 정보 획득 경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음악과 

장르를 탐색하는 소비자들을 게임 음악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에 

효과적으로 접근시켜 흥미로운 주제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TV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과정(BGM, 

오디션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음원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라이브 콘서트의 현장감과 몰입감은 

청취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이는 게임을 주제로 

한 연주회(콘서트)나 공연도 동일하다. 기존의 게임 음악 콘서트는 

개최 시기가 규칙적이지 않고, 공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또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추첨을 통해 

인원을 선별하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일반 대중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게임 음악 콘서트를 

정규 편성하여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게임 음악을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하나의 게임을 

주제로 개최하는 단일 주제의 콘서트부터 게임 관련 협회 또는 각 

게임사의 협의를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게임을 주제로 대규모의 

콘서트를 지속해서 개최하여 게임 음악 장르로 이루어진 유료 공연 

시장을 구성하거나 무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여 하나의 문화예술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중의 시선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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