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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P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2012~2017)

음반(CD) 23,818 20,302 17,491 15,967 14,389 13,227 12,326 11,494 10,713 9,996 -7.0%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6,328 6,853 7,296 8,173 9,015 9,843 10,626 11,410 12,178 12,931 7.5%

라이브 음악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 24,973 26,099 25,200 25,966 26,528 27,409 28,339 29,215 30,035 30,902 3.1%

합계 55,119 53,254 49,987 50,106 49,932 50,479 51,291 52,119 52,926 53,829 1.5%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세계 166억 181억 194억 208억 222억 235억
북미 73억 79억 85억 91억 97억 103억

■ 세계 라이브 음악(live music)산업 현황과 전망 ■ 

하윤금(KOCCA 통계정보팀 수석연구원)

1. 세계 라이브 음악시장 현황

PwC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음악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499억 달러이고, 이중 라이브 음악(콘서
트 및 음악 페스티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3%(265억 달러)로 전체 음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라이브 음악의 비중은 2017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전체의 
57.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 세계 음악시장 부문별 매출액 추이(2008 ~ 2017)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2013)

  세계적으로 음악 산업이 디지털화와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변화를 겪었
으나, 라이브 음악시장은 그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   

2. 세계 콘서트(concert) 시장 

 전세계 라이브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서트 시장의 매출액은 2006년 166억 
달러에서 2011년 235억 달러로 1.4배 증가하였다. 이중 북미 시장의 매출액은 2006년 73억 달러
에서 2011년 103억 달러로 전체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세계 콘서트 시장 규모                                    (단위: 달러, 출처: eMarketer)

콘서트산업 정보제공업체인 Pollstar에 의하면 2012년 북미투어 콘서트 티켓 판매액은 47억 달
러였으며 총 판매된 티켓 수는 전년도의 3,474만 장에 비해 약 5% 상승한 3,670만 장으로 집계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월드투어 Top 50 콘서트의 총 수익은 30억 달러, 판매된 티켓 수는 
총 3,490만 장이었고 2011년의 3,548만 장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Top 50위
의 월드투어 콘서트 티켓 평균가격은 85.93 달러로 작년대비 약 0.6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총 수익

(백만달러)
평균 티켓 가격

(달러)
평균 티켓판매 

수
평균 총 

티켓판매 수
1회당 평균 

총 수익 (달러)

월드투어 23.5  84.0 12,217.9 295,589.6 1,091,309.4  

북미투어 12.4  72.3 9,000.9 175,284.7 706,165.1 

   

2013년 전반기(1월~6월) 전세계 월드투어 Top 50 콘서트의 총 티켓 판매액은 18억 5000만 달
러로 전년 대비 23% 상승하였고, 전체 판매 티켓 수도 21만 장으로 전년 대비 10.5%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서트 티켓 평균가격도 88.03달러로 작년의 전반기 수치에 비해 약 
11.5%(9.09 달러)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 콘서트 티켓 판매액은 북미의 경우 1999년 약 15억 달러에서 2009년 46억 달러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라이브 콘서트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고, 음악 사업자
들이 라이브 콘서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함에 따라 티켓 가격이 전반적으
로 상승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림.1> 북미 콘서트 티켓 판매액 추이(1990년–2009년) (출처: Pollstar)

세계 콘서트 티켓 가격은 북미의 경우 1996년에는 26달러였는데 2008년 67달러로 상승하여, 인
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3배 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2008년 세계경제의 악화에 따라, 콘서트 수
입이 감소할 것을 감안한 사업자들이 콘서트 티켓 가격을 낮추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후 판매액과 
판매 티켓 수에서 큰 감소가 없어 계속적으로 동일한 매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2012
년에는 평균 68.76 달러로 티켓 가격을 다시 올렸다. 

Pollstar에 의한 2013년 전반기 월드 & 북미투어 Top 100 콘서트의 수익 및 티켓 판매 자료를 
통해, Top 100위까지의 월드 투어의 총수익은 23억 5000만 달러, 평균 총수익은 2350만 달러(약 
250억원)1)이고, 평균 티켓 가격은 84달러(약 89,000원), 평균 티켓 판매수는 12,217매, 총 티켓 
판매수는 295,589매이며, 1회 공연당 평균 수익은 1,091,309달러(11억 5700만원) 이었다.   

<표. 3> 2013년 전반기 월드 & 북미 콘서트 투어 평균 수익 및 티켓 판매(Top 100위 평균)

  

1) 환율은 1달러당 1060원 기준.



순위 총 수익
(백만 달러) 아티스트 평균 티켓 

가격 (달러)
1회 당 
티켓 

판매 수
전체 티켓 
판매 수

1회당 
평균수익 

(달러)
도시 수
/공연 수

1 142.1 Bon Jovi 95.6 25,633 1,486,726 2,450,476 58/60

2 103.9 Bruce Springsteen & The 
E  Street Band 107.19 46,167 969,504 4,948,700 21/31

3 87.7 The Rolling Stones 346.09 23,027 253296 7969,276 11/18

4 79.6
Cirque du Soleil - 

"Michael  Jackson: The 
Immortal"

116.53 34,160 683,196 3,980,577 20/88

5 69.9 Justin Bieber 76.85 16,844 909,564 1,294,444 54/67
6 61.1 Pink 75.03 15,641 813,340 1,175,000 52/60
7 60.9 Depeche Mode 77.22 34,282 788,486 2,647,205 23/25
8 58.5 Taylor Swift 85.11 25,437 686,805 2,164,879 27/37
9 58.1 Fleetwood Mac 107.8 12,832 538,961 1,383,333 42/42
10 55.6 Beyonce 92.03 26,267 604,150 2,417,391 23/36
11 50.1 Rihanna 80.9 13,176 619,283 1,065,957 47/54
12 49.6 One Direction 53.79 23,053 922,104 1,240,000 40/68
13 49.1 Kenny Chesney 75.05 24,231 654,230 1,818,519 27/29
14 45.3 Cirque du Soleil -  "Ovo" 132.24 2,062 342,315 272,706 3/166
15 44.8 Cirque du Soleil -  

"Corteo" 107.87 1,745 415,233 188,193 1/238

16 43.5 Paul McCartney 129.58 30,518 335,699 3,954,545 11/15
17 42.6 George Strait 89.8 22,590 474,387 2,028,571 21/21
18 33.3 Cirque du Soleil -  

"Kooza" 97.19 2,102 342,678 204,324 3/163

19 31.1 Cirque du Soleil -  
"Vareki" 65.84 2,426 473,099 159,733 3/195

20 31 Maroon 5 66.8 13,259 466,071 885,714 35/36
21 30.7 Elton John 126.45 8,992 242,783 1,137,037 27/37
22 29.9 Alicia Keys 76.81 7,785 389,272 598,000 50/52
23 29 Swedish House Mafia 78.44 17,605 369,709 1,380,952 21/31
24 28.4 Eric Clapton 89.18 10,273 318,457 916,129 31/38
25 28.3 The Killers 60.87 11,340 464,925 690,244 41/44

 3. 세계 주요 콘서트 투어(concert tour) 시장의 현황

Pollstar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반기 세계 최고의 콘서트 투어는 본 조비(Bon Jovi)의 콘서
트였으며, 북미 최고의 콘서트 투어는 The Rolling Stones가 차지했다. 세계 1위인 본 조비의 경
우 142.1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평균 티켓가격은 95.60 달러, 밴드는 58개 도시에서 60번의 
공연을 하였다. 티켓판매는 1,486,726매 였고, 공연당 평균 2,450,476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두 
번째는 Bruce Springsteen & The E Street band로 평균 티켓 가격 107.19 달러였으며, 21개 
도시에서 31번의 공연을 가졌다. 티켓은 969,504매가, 공연 당 평균 4,948,700 달러를 벌어, 전체 
수익은 103.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위는 The Rolling Stones로 북미 콘서트 투어 1위를 차
지했는데, 전체 수익은 87.7백만 달러이고, 평균 티켓가격은 346.09달러, 11 개 도시에서 18회의 
공연을 가졌고, 공연당 평균 7,969,276 달러, 티켓 판매는 253,296매 였다. 북미 2위는 Taylor 
Swift로 전체 수익은 58.5백만 달러, 27개 도시에서 37회 공연을 가졌다. 평균 티켓 가격은 85.11
달러로, 공연 당 2,164,879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북미 3위는 Fleetwood Mac으로 전체 수익은 
58.1백만 달러, 42개 도시에서 42회 공연을 했고, 평균 티켓 가격은 107.80 달러, 공연당 수익은 
1,383,333 달러였다. 다음은 2013년 전반기 월드 Top 25 콘서트 투어이다.

<표. 4> 2013 전반기 월드 Top 25 콘서트 투어 순위    

※ 출처: Pollstar



4. 세계 콘서트 시장의 주 소비층

현재 세계 콘서트 투어의 주 소비층은 21세에서 45세 연령층의 남성과 여성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 25% 수준이다. 다음은 4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20세 이하는 7%대의 비중을 보인다. 이는 중년층의 비중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
의 <표.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계 Top 25 월드 투어 콘서트도 1위 본 조비, 2위 부루스 스프
링스틴, 3위 롤링 스톤즈 등 오랜 경력의 뮤지션들의 시장이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표. 5> 미국 콘서트 및 이벤트 주 소비층 (2013년, 출처: IBISWorld.com) 

구분 남성 여성
20세-이하 7.5% 7.1%
21세-45세 26.4% 24.3%
45세 이상 12.1% 12.6%
기업회원 10%

5. 세계 콘서트 시장 수익 및 비용 구조

세계 콘서트 시장의 수익 원천을 살펴보면, 전체 수익의 47.3%는 티켓 판매, 15.8%는 식음료, 
상품 판매 수익, 12.7%는 광고, 스폰서 등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콘서트산업의 비용 
구조를 보면, 콘서트 음악산업은 일반 산업에 비해 마케팅, 랜트&유틸리티, 감가상각의 비중이 높
고, 반면 수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콘서트 시장의 수익 원천                      <그림. 2> 콘서트 산업의 비용 구조

6. 전망

지난 10년간 북미에서 대표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 100개의 콘서트 투어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몇 십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에 의하면 2000-2009년 사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낸 미국의 대표적인 공
연들의 공연자 리드싱어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40%,  50대가 19%, 40대가 35%, 약 6%만이 30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보다 낮은 리드싱어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아주 높은 티켓 판매
를 보이는 콘서트가 예전의 살아있는 전설적 뮤지션이나, 연령대가 높은 뮤지션들에 의존하고 있
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창출되는 콘서트 수익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물
론 저스틴 비버나 테일러 스위프트 등과 같이 새로운 뮤지션들이 콘서트나 글로벌 투어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과연 현재처럼 콘서트 뮤지션의 수명이 오래 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
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 뮤직 기술과 수익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