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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속히 변화하는 디지털화 시 에 있어서 클래식 청취 방식이 어떻

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 으로는 클래식 청취 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주요 청취 매체가 CD에 머물러 있는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클래식 청취

자의 디지털 음원에 한 이해  활용도에 해 알아보며, 더 나아가 클래식 청취

를 한 고음질 오디오 포맷의 상용화의 필요성을 밝히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먼  이론  배경을 해 청취기기를 심으로 한 음악청취 방식의 시 별 변

화상을 살펴보고, 변하는 디지털 음악 산업의 주요 특징을 악해 보았으며, 아날

로그의 디지털화 과정을 포함한 디지털 청취 방식과 오디오 포맷에 해 고찰해보

았다. 본격 인 연구문제  가설검증을 해 클래식음악 수업을 듣는 서울 학교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질문은 음악과 클래식 련 청취 방식과 디

지털 활용  음원에 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조사응답자의 특성별 비교분석을 

해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빈도수가 은 항목에 한 비교를 해 Fisher의 정

확검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클래식 청취 시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음질’이며, 기타 

선호하는 장르의 경우 사용편의성이 조  더 높았으나 여 히 음질도 요한 요소

임을 확인했다. 청취 형태로는 음반보다 디지털 형태를 선호했으며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편의성’ 때문으로 밝 졌다. 성별간의 비교 시, 남성이 여성보다 디지털 음

원에 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음원 가격  비용에 해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클래식 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음질에 해 

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클래식 청취 시 인터넷 활용에 해서는 비교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했다. 반 으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한 이해도는 낮

게 나타났으며,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그룹의 경우, 고음질의 음원에 한 가격장벽

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음질 비교 테스트 결과, 음악 공 여부를 떠나 두 

음원(CD, FLAC)에 한 음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 결과

를 토 로 향후 클래식 청취를 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이 상용화된다면 이에 

한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측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디지털화, 클래식음악, 음악 청취 방식, 무손실 압축 포맷(FLAC)

학번: 2002-2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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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디지털 온라인 음악시장이 기존의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점유율을 추월

한 세계 최초의 나라다.1) 이미 국내 음악시장 매출의 60% 이상이 디지털 온라인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그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2) 또한 문화산업 전

반의 디지털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 돼 음악 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청취 방식의 

출현을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음악 제반 환경을 비롯해 음악 청취자의 청

취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가요, 팝을 비롯한 음악의 여러 장르 중 클래식의 경우는 일반적인 중

음악과 달리 음악 청취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클래식 

청취자 혹은 애호가들은 MP3와 같은 무형(無形)의 디지털음원을 통해 음악을 듣기

보다는 여전히 CD를 통해 음악청취를 하거나 음반을 구매하는 비율이 기타 장르 

비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주변에서도 그러한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4)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클래식을 좋아하는 음악청취자들

은 왜 CD 혹은 유형(有形)의 음반을 선호하는 것일까? 그리고 클래식 음악 청취에 

있어서 ‘음질(音質, Sound Quality)’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까? 가요나 팝을 

들을 때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다를까? 클래식 청취자

는 디지털음원이나 디지털 기기에 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위의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전자매체의 발달로 많은 디지털 

기기의 발전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과 오프라인 서점이 소멸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앞으로도 LP와 CD를 포함한 음반시장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 할 것이다.5) 하지만, 앞서 언급한 로 현 의 문화 산업은 점점 디지털화되고 

1) 이수범(2012)

2) 우리나라는 2004년에 디지털 음악시장이 음반시장 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국제음반 산업협회

(IFPI)에 의하면 음악시장 상위 20개국 가운데서 디지털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는 4개국은 미국, 

한민국, 인도, 노르웨이다.「세계디지털 음악시장의 유통과 수익구조 분석」, 코카포커스, 2012-16

호(통권64호)

3) 이러한 현상은 넓게는 재즈 및 라이브 음원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설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 장르만 상으로 함. 

4) 직배사 소니BMG와 유니버설뮤직의 관계자는 클래식의 경우, 장르특성상 가요·팝과 같은 중적 

장르와 비교 시, 디지털 음원보다는 피지컬(CD) 음반매출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5) The Economist Magazine, ‘The revival of vinyl, Back to black’(2011.8) 기사에 의하면, 2011년 미

국 내 Vinyl 음반 판매량이 전년도 비 39% 증가했고, 유럽에서의 Vinyl 음반 판매량도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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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00년도 이후 CD 판매

량의 급감(減) 현상으로 인해 CD플레이어 판매를 중단한 영국의 클래식전문레이블 

린(Linn) 프로덕트와 디지털 단독음원 서비스와 CD음질 이상의 고음질 디지털 음

원 서비스를 시작한 유니버설뮤직의 정책 등은  더 이상 디지털화 시 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例)가 될 수 있을 것이다.6)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현상들과 몇 가지 궁금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일

반적인 중음악과 달리 클래식 음악의 청취방식 혹은 음원(音原) 구매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예비적 가설을 설정해보았다. 또한 

현재 디지털음원 중 표적으로 상용화된 MP3 디지털 음원에 한 클래식 청취자

들의 기존의 좋지 않은 인식- 저가의 음질, 값싼 음원, 음원형태의 무형(無形)성 등

- 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청취 포맷의 형태가 아직 CD7)에 다수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시도해보았다. 그리고 이에 한 하나의 안

으로 CD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고음질 디지털음원8) 형태에 해서도 고찰해보

았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실제 클래식 청취자를 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클래식 청취 방식과 선호하는 방식에 한 선택의 이유, 기타 

장르와의 청취방식의 차이점, 원하는 클래식 음원을 얻지 못하는 원인과 안, 디지

털 음원에 한 인식 및 이해도 등을 함께 조사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청취포맷이 CD에서 무형의 디지털 포맷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클래식 청취자의 청취 형태의 변화하는 방식과 클래식 청취 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의 원인을 파악하며, 이러한 현상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문제점에 

한 개선 방향과 앞으로의 안에 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

를 두고자 한다. 또한 현 의 음악 청취방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전제로, 

앞으로 우리가 택해야 할 청취방식과 제반 환경의 변화상,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

현상을 보였다. 스트리밍을 포함한 디지털음원의 ‘내 손에 닿지 않는’ 무형(無形)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의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 2003년 이후 국내 타워레코드를 포함한 전국 3천여 개 레코드점이 문을 닫았고, 온라인 음악시장이 

CD로 표되는 오프라인 시장을 역전시키면서, 2009년에는 디지털음원판매가 3천억 원을 넘어섰

고, CD 판매량은 6백억 원 정도에 그쳤다. (전자신문, 이머징 이슈 <CD의 종말>발췌, 2009)

7) 근본적으로 CD는 ‘디지털 음원’에 속하지만, 유형의 음원, 즉 음반의 형태를 지니므로, 여기서는 무

형의 디지털 음원(MP3 등)과 구분된다. 이를 최근에는 피지컬(음반)과 디지털로 구분하기도 한다. 

8)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디지털 MP3 파일은 ‘압축’을 통해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신 음질이 떨어지

는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무손실압축’ 방식의 디지털 음원을 말한다. 

표적으로 FLAC(Free Lossless Audio Codec)이 해당되며, 최근 아이리버뮤직을 통해 선보인 

MQS(Mastering Quality Sound)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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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 개선방향에 해서도 고민해 볼 것이다.9)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해 먼저 몇 가지 연구 및 조사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진행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내·국외 음반 산업 동향 및 디지털 온라인 음악 산

업에 한 동향 조사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자료와 (재)한국문화산업교

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

원(KOCCA)의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으며, 국외 사례와 통계자료를 위해서는 국제음

반산업협회(IFPI), 미국레코드협회(RIAA) 등의 자료와 관련 문헌을 참고했다. 두 번

째로는 디지털과 관련 청취포맷에 한 이해를 위해 음향기술 관련 도서와 논문을 

살펴보았으며, 디지털음악 관련 가장 최근 소식과 고음질 디지털음원 서비스에 

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음악장르와 달리, 클래식의 경우 청취 방식이 다름을 

전제로 먼저 다음의 몇 가지 예비적 가설을 설정해보았다.

1) 클래식 청취 시 음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클래식 청취자는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해 잘 모를 것이다. 

3) 고음질의 디지털 포맷이 상용화(常用化)된다면 디지털을 이용한 클래식 청취량이 

증가할 것이다. 

위의 예비적 가설을 통해 본론에서는 연구문제와 몇 개의 실증분석을 위한 구

체적 가설을 설정했으며, ‘클래식 청취자의  클래식 음악 청취방식 및 디지털음원에 

한 인식조사’ 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상은 서울 학교 

학생 중 클래식 관련 음악수업을 듣는 학생 총 180명을 상으로 했으며, 연령은 

주로 20  초·중반이었고, 음악 청취에 한 다양한 방식을 수렴하기 위해 음악전공

생 외에 다양한 전공생을 상으로 했다. 

9) 국내 유료서비스 음악 사이트는 일반 중음악 장르 청취자를 주요 상으로 서비스하므로, ‘고음질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상용화 되어 있지 않다. 국내 표 음악사이트 중 하나인 벅스(Bugs)는 ‘원

음 서비스’를 2009년 국내 최초로 시도했으나, 일반 장르의 경우, 원음(고음질음원)과 기존의 MP3 

파일을 동일한 가격(낮은 가격)에 판매를 함으로써 일반 장르와 달리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클래

식 고음질 디지털음원 서비스 상용화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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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화 과정 속에서 실제 최근 국내 클

래식 청취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클래식 음악을 청취하고 있는지, 음질에 해 어

느 정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다른 장르의 음악과 클래식음악을 들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음원에 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클래식 청취 방식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노력했

다. 

논문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Ⅰ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작을 위한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에 한 배경

과 본 논문의 연구방법과 구성내용에 해 기술했다. PartⅡ이론적 배경에서는 첫 

째로 레코딩의 시작과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음악 청취방식의 시 별 변화상에 해 

먼저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화 경향 중에서 

최근 눈여겨 볼만한 음악 지형변화 특징들에 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화 시 에 새롭게 등장한 청취를 위한 디지털 오디오 포맷에 해 본격적으로 알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아날로그와 디지털, 곧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2) 디지털 청취를 위한 형태로 스트리밍, 다운로드 

그리고 CD리핑(추출) 방식에 해 기술했고 3) 디지털 청취 포맷(비압축포맷, 손실

압축포맷, 무손실 압축포맷)에 해 알아보고 아울러 앞서 언급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FLAC, MQS)에 해 고찰했다. PartⅢ 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는데, 먼

저 연구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실제 클래식 청취자를 상으로 

‘음악청취 및 디지털 음원에 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분석 내용으로, 먼저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 분석과 다음으로 클래식 청

취와 기타 음악 청취방식에 한 특성 및 디지털 음원 활용․인지도에 한 분석을 

시도했으며, 마지막으로 그룹 간 비교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PartⅣ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정리 및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밝혔으며,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행연구에의 제안사항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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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음악 청취 방식의 시 적 변화

미술이 시각적 예술이라면 음악은 청각적 예술이다. 따라서 ‘청취’는 음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 별 음악적 경향도 다

양하게 변하듯이 음악 청취기기도 레코딩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 

초기의 음악 청취는 라이브 실제 연주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후 레코딩 곧 소

리의 녹음과 재생기기의 발전을 통해 청취 형태 또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코딩과 더불어 발전해 온 음악 청취 방식의 변화상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기술했다.

 1.1. 레코딩의 출현: 축음기 

1877년 12월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이 발명한 축음기 포노

그래프(Phonograph)는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소리를 재현, 곧 기록해 다시 재생 가

능하게 만들었다.10) 그가 발명한 초기의 축음기는 원통형 구조위에 얇은 주석으로 

만든 박(tin-foil)을 감싸고 회전시켜 감지한 소리를 바늘로 기록 후, 역으로 그 홈

을 바늘이 인지해 진동판을 진동시켜 소리를 재생하는 원리로 이루어졌다.11) 

당시 에디슨의 축음기의 발명은 꽤나 혁신적이었지만, 녹음된 내용을 복사 혹

은 량 제작이 불가능했으며, 이후 현존하는 형태에 가까운 디스크형 축음기와 녹

음기의 발전은 실제 에밀 베를리너(Emile Berliner, 1851-1929) 등에 의해 이루어졌

다. 에디슨이 발명한 실린더형에 비해 베를리너가 발명한 원판형 축음기는 제작비

용도 비교적 적게 들고 디스크의 량 생산도 용이했다. 한편 최초의 녹음기는 

1900년 발더마르 폴젠(Valdermar Poulsen, 1869-1942)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원통형 

축음기를 개량해 고정된 바늘 아래에서 유리원반이 회전하는 형태의 그라모폰

(Gramophone)은 앞서 언급한 에밀 베를리너에 의해 1887년에 만들어졌다. 베를리

너는 축음기 개발뿐만 아니라 레코딩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12) 이 시기부

10) 소리를 기록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는데, 1957년 프랑스의 레옹 스콧(Leon Scott)이 만든 포노오

토그래프(phono autograph), 1863년 영국의 조셉 펜비(Joseph B. Fenby)가 만든 전자석형

(electromagnet, 電磁石) 축음기인 포노그래프(phonograph), 1877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과학자 샤를 

크로스(Charles Cros)의 팔레오폰(paleophone)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 김윤철(2013),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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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를리너의 그라모폰 <그림 1> 에디슨의 포노그라프

터 레코딩 관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13) 에디슨의 포노그라프

가 레코딩의 시초라면 에밀 베를리너의 그라모폰은 레코딩 산업의 시작인 셈이다. 

음악이나 공연을 보기위해 직접 공연장을 찾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귀족층을 중심

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던 당시 시 에 있어서 에디슨과 베를리너를 비롯한 축

음기의 발전은, 음악의 시·공간적 제약을 처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향

후 음악청취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혁신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memory.loc.gov/ammem/edhtml/edcyldr.html (그림1)
        http://en.wikipedia.org/wiki/File:Gramophone.jpg (그림2)

                

12) 베를리너가 당시 설립한 레코딩 회사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ophone)은 현재의 클래식 

전문 레이블로도 유명하다.

13) 1910년 이후로는 베를리너가 발명한 원반형 기기가 계속 발전했으며, 에디슨이 발명한 실린더형은 

1929년을 기점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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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M 과 FM 시그널 비교

 1.2 라디오 및 LP시

음악 청취의 중화에 큰 기여를 한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 1920년 10월, 미국

의 피츠버그의 방송국 KDKA국에 의해 시작됐다.14)  이후 라디오 방송국 설립이 

앞 다투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라디오 수신기의 판매량도 증가했다.15) 수

신기의 보급은 또한 진공관을 포함한 통신공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음질개선에 한 

발전도 함께 시작되었다. 

 AM(Amplified Modulation)은 1906년 미국의 공학자 패선든(Reginald Aubrey 

Fessenden, 1866~ 1932)에 의해 발명되었다.16) 진폭변조 방식이며 주파수는 변하지 

않고 진폭이나 출력이 변화하는 전송기술을 말한다. 주파수 300 ~ 3000 kHz 사이의 

전파와 파장 100m~1000m 범위의 중파(medium-wave)방송이며, 전송하고자 하는 

음성신호를 반송파(carrier wave)에 그 로 싣는 방식이다. 전파의 진폭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섞이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FM(Frequency modulation)은 전파의 진폭을 고정시키고 주파수를 변화시켜 전달하

는 방식이다. 모든 신호를 주파수 변화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역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100㎒ 정도의 초단파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FM은 AM보다 잡

음이 줄어들고, 주파수 혼선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17) 

*출처:  http://www.softwareforeducation.com/wikileki/index.php?title=FM

14) 라디오 기기의 발명은 마르코니(Marconi, M.G.)의 무선통신법 발명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

으며, 그밖에 다양한 기술자, 발명가, 사업자들이 함께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무선통신

의 발명을 시작으로,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마이크로폰 개발에 따라 전파방송의 가능성이 열렸

으며, 1906년 미국의 드포리스트(Lee DeForest)가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3극 진공관(audion 

tube)을 발명한 이후부터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다. (두산백과 참조)

15)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어쿠스틱 곧 기계식 축음기인 그레덴저가 탄생했는데, 1925년에 만들어진 이 

기기는 음악을 실제 연주하는 것처럼 아름다워 현재까지 당  최고의 명기로 불리 운다.

16) 그는 고주파발전기식 무선전화로 음악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약 8km떨어진 선박에서 정상적인 

수신을 하면서 첫 방송에 성공했다.

17)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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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24년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는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진공관 앰프 

등을 사용하는 오디오기기를 발명함으로서 레코딩에 최초로 전기적인 신호를 사용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증폭(Amplifier)장치를 통해 고음질의 레코딩이 가능해졌으

며, 1948년에는 미국 콜럼비아 사에서 처음으로 LP 레코딩(Long Playing Record)개

발에 성공했다. 

SP(Standard Play)18)는 셀락(shellac: 동물성 천연수지)을 주원료로 만들어졌으

며, LP보다 앞서 나온 원판형 모양의 레코드다. LP와 EP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몇 

가지 단점들-무겁고 두꺼운 재질, 파손에 약함, 고회전수로 인한 음질의 열화(劣化)

성 등 – 때문에 시장성을 잃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LP(Long Playing)는 말뜻 

그 로 장시간 재생이 가능한 방식이며, 흔히 아날로그 레코드 앨범이라고도 한다. 

직경 30cm 크기에 매분 33⅓회전하는 방식이며, 약 30분정도 연주가 가능하다. 주

파수도 15,000Hz 까지 가능하며 이전방식보다 음질도 개선되었다. 특히 이러한 방

식은 일반적으로 연주시간이 긴 클래식 음악 레코딩에 적합했으며, 당시 표적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초기레코딩에 유용하게 활

용이 되었다. LP의 흥행은 RCA Victor 음반사(1950)를 비롯해 미국의 주요 음반사

와 영국의 표적 레이블 데카를 포함해 LP 음반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EP(Extended Playing)는 LP이후에 나온 형태이며, 직경 17inch에 45회전으로 재생

하는 레코드이며, 한쪽 면에 한 곡밖에 수록되지 않아 ‘싱글판’이라고도 불리 운다. 

표적인 LP의 출현과 함께 클래식 감상 방식도 자유로워졌는데, 공연장 혹은 음악

회장에 가서 들어야만 했던 음악을 이제는 집에서도 편리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으

며, 서구의 귀족중심의 문화에서 점차 중적인 문화로의 이행단계에 접어들었다. 

구분 년도 생산처(국가) rpm/M 규격 재생시간
10“(3분20초)
12“(4분30초)

LP(Long Play) 1948 Columbia Records
(미국) 33⅓ 10“/12” 20-40분

7“(7-8분)
12“(15-25분)

78 10"/12”

45 7" /12"

* RPM(revolutions per minute)/M : 분당 회전수

SP(Standard Play)

EP(Extended Play)

1887 그라모폰(독일)

1952 RCA Victor(미국)

<표2-1> SP, LP, EP 비교표

18) 에밀 베를리너가 1887년에 그 때까지의 원관(圓管) 레코드 신으로 발명한 평원반 레코드에서 비

롯된다. 초기에는 회전수가 회사에 따라 78회전 ·80회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전기취입이 시작

된 1925년 무렵에는 78회전으로 통일되었다. 331/3회전 ·45회전이 일반화됨에 따라 1961년 이후 

SP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인터넷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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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ono vs Stereo

1.3. 스테레오, 하이파이시

스테레오19)는 영국 엔지니어 출신의 블룸레인(Alan Dower Blumlein, 

1903-1942)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1931년 특허를 받았다. 1933년 미국 벨 연구소에

서는 3차원 입체 음향재생실험을 통해, 1940년 월트디즈니 영화 <판타지아

Fantasia>20)를 완성시켰고, 1952년에는 에모리 쿡이 입체음향 레코드를 발표하기도 

했다. 스테레오의 정식발매는 1958년에 이루어졌는데, 베토벤교향곡 7번, 스트라빈

스키 <봄의 제전> 등이 담긴 클래식 총 16곡을 담아 RCA Victor사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는 스테레오포닉 사운드(Stereophonic Sound)라고도 하

며, 스피커의 칭 구성을 통해 둘 이상의 독립적인 음향 채널을 사용하는 재생방

식을 말한다. 이와 반 되는 개념은 ‘모노(mono)’ 방식이며, 모노와 스테레오의 차이

는 음질과 전혀 무관하다. 예를 들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소리를 함께 연주한 음

악을 모노타입으로 청취하면,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두 악기의 음악이 흘러나

오는 것이고, 스테레오 방식으로 청취하면, 두 악기의 소리가 각개의 스피커에서 별

도로 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리에 입체적인 감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

수의 채널과 복수의 신호에 의한 음의 재생을 말한다. 영화관이나 TV브라운관의 

서라운드 시스템의 경우는 2채널 이상의 5.1~6.1채널을 사용하기도 한다. 스테레오

의 발명은 음악 기기를 통한 청취에 있어서 보다 기술적인 발전의 형태로 전개되었

으며, 어떻게 하면 보다 원음에 가깝게 재생할 수 있는가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multimedia.journalism.berkeley.edu/tutorials/dictation-recorders/microphones/ 

19) LP판의 홈 좌/우측 각각 45도의 각도로 기록되는 두 가지의 신호를 통해 ‘스테레오‘라는 개념이 

생겼다. (장호준, 2010)

20) 1940년 미국, 월트디즈니에서 제작된 <판타지아 Fantasia>(감독:James Algar & Samuel 

Armstrong) 는 총 8장의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된 에니메이션 작품이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조곡'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악에 맞춰 에니메이션의 모션이 연출

되며, 총 11명의 연출자와 60명의 애니메이터가 참여한 작품으로 혁신적인 입체음향과 레코딩 기술

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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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트랙과 8트랙 카트리지 비교

한편 LP이후로 주요한 중적 음악매체가 된 최초의 카세트테이프는 1965년에 

발매되었다. 이것의 초기제품은 자기테이프로 만들어진 8트랙 (Eight Track)21)이며, 

8트랙의 전신모델이 4트랙이다. 4트랙22)은 문츠(Muntz)23)에 의해 자동차에서의 청

취용으로 개발·판매되었으며, 8트랙과 달리 2개의 채널(Two stereo channels = 4 

tracks)이 존재하며, 구조적으로는 카트리지 내부에 핀치롤러가 없으며 이러한 형태

는 8트랙으로 발전했다. 8트랙은 최초로 자동차용 음악 청취 포맷으로 세계적인 인

기를 모았으며, 1970년  주류앨범이 부분 8트랙으로 출시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8트랙 역시 물리적인 크기가 크고 무거웠으며 또 되감기 기능이 없다는 단

점으로 인해 VHS24) 형태로 진화과정을 거쳐 작고 휴 가 가능하며 되감기 기능이 

추가된 카세트테이프로 발전 및 상용화되었다.

*출처: http://keepontrackin.webs.com/ask.htm

21) 최초의 자동차용 음악 포맷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8트랙 카트리지는 초당 3.75인치(9.5센티

미터)로 재생되는 1/4인치(0.6센티미터) 길이의 줄테이프 형식이다. 하나의 테이프에 4쌍의 스테레

오 트랙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8트랙 카트리지라고 부른다.  8트랙 오디오테이프는 4쌍의 스테

레오 트랙이 1/4인치 테이프 안에 압축되었기 때문에 음질이 좋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테이프를 되

감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가장 큰 문제는 8트랙 테이프로 음악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음악이 각 

테이프 면당 네 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할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는 앨범 트랙 목록이 테이프 길이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22) 4 Track Cartridge 혹은 Stereo-Pak이라고도 함.

23) Earl William Muntz(1914-1987), 미국의 괴짜 엔지니어 겸 사업가.

24) VHS(Video Home System)는, JVC에 의해 개발된 1/2인치 마그네틱 테이프 포맷(Magnetic tape 

format)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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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디지털시 : CD 그리고 MP3

1970년 부터 LP를 비롯한 아날로그 방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있었는데, 당

시 전 세계적으로 표준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 소니

(Sony)사와 필립스(Phillips)사가 함께 공동 개발한 CD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면

서 디지털 오디오 시 가 개막되었다. CD(Compact Disc)는 디지털의 기본인 0과 1

의 기호에 의한 녹음 방식이며, 음악, 데이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광디스

크를 의미한다. 카세트테이프나 LP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잡음이 거의 없으

며, 원음 그 로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최근까지 오디오 및 클래식 마니

아층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시 지휘자 카라얀은  ‘CD는 레코드 산업의 

총아‘라고 표현했다고 한다.25)

 CD는 많은 장점을 지니기도 했지만, 고가, 관리상의 문제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26) 음악 매체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잠시 영상매체로 인식되었던 DVD가 

두각을 보였지만, 극심한 음반업계의 불황과 아울러 MP3 시 를 촉진시켰다. 1980

년  후반부터 멀티미디어 기술을 포함한 오디오 포맷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이란 이름의 국제표준화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표준 압축포맷이 바로 MP3다. 

MP3는 ‘MPEG-1 Audio Layer-3' 의 약자로, 1995년 영상압축 표준인 MPEG

에서 음성부분이 분리되면서 MP3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MP3는 음악을 포함한 

각종 오디오용 데이터를 저장한 컴퓨터 파일을 말한다. 이밖에도 wav, ra, rm 등의 

파일이 있지만 압축 기술이 뛰어나고 일반적인 음악 저장매체로 손색이 없어 가장 

상용화된 모델이 되었다. MP3 파일을 듣기 위해서는 PC에 파일을 다운로드 후 

Winamp, Winplay 와 같은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MP3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재생이 가능하다. MP3 플레이어는 기존의 무겁고 

사이즈가 큰 CD플레이어에 불만족했던 음악청취자들에게 엄청난 매력적 요소로 작

용했다.  

MP3의 상용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MP3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으며, 

25) 초기의 CD는 중음악보다는 클래식 위주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CD 와 CD플레이어가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클래식 마니아들이 즐겨 들을 것이라고 필

립스사 측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6) CD의 수명은 최  100년이며, 실제 보관방법에 따라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CD는 반드시 

케이스에 보관해야하며, CD를 다룰 때는 가장자리를 잡아야하고, CD 아래 면뿐만 아니라 윗면의 

경우도 날카로운 펜 등에 의한 자극은 좋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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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디오와 전화기의 발전 과정

국내 음악청취자들은 앞 다퉈 MP3 기기를 구매해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MP3 파일 음질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히 클래식 마니아층에서는 

MP3 파일을 통해 음악을 듣지 않고 오히려 CD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CD음질을 

그 로 유지하는 디지털파일 FLAC, MQS 등을 통해 청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서는 Part Ⅱ의 3장에서 더욱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출처: http://www.mrpopculture.com/thereport/pop-culture-audio-and-telephone-history-a-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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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세계 음악시장 산업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2. 음악 산업의 지형 변화 특징 

 전 장에서 기술한 음악 청취 기기의 발전사를 통해 현재는 디지털 청취 포맷

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디지털화에 따라 급변하는 음악 산업의 

지형변화와 주요 변화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반시장27)과 디지털 

음악시장의 추이 비교 및 디지털 음악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한 내용과 전 세계적

으로 주목받는 온라인 서비스에 의한 청취방식의 변화상 등을 고찰해 볼 것이다.

 2.1. 디지털 음악시장의 급성장  

이은민(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경향을 볼 때, 

전 세계적 음악시장28)은 전반적으로 축소·침체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음반시장의 

축소 현상과 디지털 음악시장29)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이은민(2011)

27) 디지털시장과 비되는 개념으로 ‘피지컬(Physical)시장’이라고도 함.

28)  전체음악시장은 라이브음악(live music)시장과 기록음악(recorded music)시장으로 나뉘며, 라이브 

음악시장은 공연,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을 포함하는 시장을 말하고, 기록음악시장은 ‘음반시장’이라

고도 일컫는데, 음악의 녹음을 통한 물리적인 유통과 디지털 유통, 공연권, 배경음원 시장을 모두 

포함한다.(코카포커스 2012-16호)

29) 디지털음악시장은 ‘디지털유통시장’이며, 기록음악을 디지털화한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한 다

운로드, 스트리밍 등의 방식에 의해 모바일,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유통, 월정액(subscription) 수

익 등을 포함한다. (코카포커스 20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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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IFPI30) 최근 보고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전 세계 음악 매출이 14

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1년 비, 2012년에 0.3% 증가했으며, 증가

수치는 크지 않지만 불법파일다운로드 등으로 오랜 시간 난항을 겪으며 음악 산업 

매출이 꾸준히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해 유니버설 뮤직의 디지털 &뉴미디어 분야 책임자 롭 웰스는 “2011년에는 디지털 

음악의 세계 음악 점유율이 35%였지만, 2012년에는 45%까지 증가할 것이며, 2013

년에는 디지털 음악매출이 기존의 음반매출보다 확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2011년 유니버설 뮤직의 전체 매출이 54억 2,800만 달러(약 5조 

8,730억 원)에서 디지털 부문 매출 비중은 약 27%이며, 2013년에는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31) 

또한 해외 산업 동향에 한 KOCCA32)의 보고에 의하면, 음악 산업 중에서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

지털 시장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는 미국 47%. 2위는 일본 23%, 3위는 영국 7.0%, 

그리고 한국은 2% 점유율로 7위를 차지했다.33)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미국이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권의 디지털 음악시장

의 특징은 모바일 음악 시장에 비해 인터넷 음악시장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으며, 

미국의 경우는 특히 애플사의 아이튠즈(itunes), 아마존MP3, 마이스페이스

(myspace) 뮤직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존재하며 당분간 계속 디지털 음악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세계적으로 음반시장 점유율이 전

체 음악시장의 25%를 차지하는 피지컬(음반)시장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음반 판매율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34)

30)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전 세계 음반 

업계의 이익을 변하는 단체이며,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 활동내용은 음악의 가치와 

권익보호 및 매년 음악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1)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KOCCA 연구보고서12-22, 2012)

32)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국내 콘텐츠 총괄 진흥기관으로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

수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하며 콘텐츠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한다.

33) IFPI(2010)

34)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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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및 음반시장 비교

                                                          *출처: 이은민(2011)

국내 음악 시장의 경우, 콘텐츠산업백서(2011)에 의하면 국내 음악 산업의 전

체 매출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 

연평균 증감률은 6.6%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2조 6,020억 원, 2009년에는 2조 

7,407억 원,  2010년에는 전년 비 8% 증가한 2조 9,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표2-4> 국내 음악 산업 총매출액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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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705
2,602,076 2,740,753

2,959,143

국내음악산업

                                               *출처: 콘텐츠산업백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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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국내 디지털음악 매출액비교(단위: 백만 원) 

한편 온라인 디지털 음악 매출액 통계를 보면 2010년에 6,221억 원으로 전년

비 9.2% 증가했으며, 연평균 8.7% 증가현상을 보였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전반

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급 확 에 따라 매출구조 또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이 4,539억 원(73.0%)

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비 26.1%, 연평균 33.9% 증가한 

수치다. 음원 리 중개업은 635억 원(10.2%)으로 전년 비 5.3% 증가했으며, 연평균 

26.5% 증가했다. 모바일 음악서비스업은 553억 원(8.9%)으로 전년 비 27.6% 감소

했으며, 연평균증감률 또한 20.5% 감소했다.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

공업(CP)은 493억 원(7.9%)으로 전년 비32.2% 감소했고, 연평균 41.9% 감소하여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음악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

중(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비 증감률과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 앞으

로도 성장세를 보여줄 전망이다.35)

 
                                            *출처: 콘텐츠산업백서(2011)

35) 콘텐츠 산업백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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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청취포맷이 MP3와 같은 무형의 디지털 음원으로 변화하면서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음원에 한 소유 즉 ‘다운로드’ 방식보다 사용 혹은 임 의 개념인  

‘스트리밍’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많은 용량에 한 부담 없이 개인

의 PC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36)기반의 스트리밍서비스가 

음악 청취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전의 LP, CD의 경우는 유형의 음반으로 동시에 음원에 해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하는 형태로 청취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등장한 MP3 의 경우도 서

비스 초기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 PC나 기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즉 저

장 후 재생해 청취하는 방식이 주가 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LP, CD와 같은 ‘유형

의 음반’ 위주의 청취방식을 통해 음악 청취자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소유’의 개념

으로 인식하면서 디지털 시 에 들어와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MP3 ‘다운로드’를 

선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37) 

국내에는 2009년 아이폰38) 출시와 아울러 스마트폰의 상용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39)의 시작으로 점점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음악을 청

취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6)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 상의 유틸리티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시 컴퓨터나 휴 폰 등에 내용을 불러

와 사용하는 웹에 기 반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위키피디아 참조)

37) 그 외에도 디지털 시  초기의 네트워크 불안정(스트리밍 오류) 등의 요인도 예상가능하다.

38) 아이폰(iPhone)은 2007년 1월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의해 발표된 스마트폰이다. 초기모

델은 아이폰 2G로 출시 초기에는 4GB 모델과 8GB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되었으나, 2007년 9월 5일

부터 4GB 모델은 단종되었다. 2008년에 3G를 출시했으며, 이 모델부터 국내에도 출시됐다. 2010년

에는 멀티테스킹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4가 출시되었으며, 2011년 아이폰4S를 거쳐, 2012년에는 4인

치 스크린을 탑재한 아이폰5가 발표됐다.

39)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 모바일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온라인 음악 저장소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포함한다. 디지털 음악 파일을 정리하지 않아도 다양한 디바

이스에 새로운 음악을 자신의 취향에 맞춰 개인화된 채널을 통해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이수범,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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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클라우드 컴퓨팅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loud_computing

스트리밍 방식의 표적인 예로, 스포티파이(Spotify)40)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스포티파이는 유럽 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로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음악 온라인 서비스 중 하나다. 2011년 미국시장에 다소 늦게 진출했으나 

현재 세계 최  음악 스트리밍 기업으로 부상했다. 광고 기반의 무료서비스를 기본

으로 하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광고 없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이용자는 2천4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은 600만 명

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41). 이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이튠즈(Itunes)를 필두

로 한 기존의 다운로드 기반의 서비스에서, 이제는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로 이동

40) 200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Spotify AB에서 개발되었으며, 스포티파이 사(社)는 Stardoll의 전

임 CTO Daniel Ek, Trade Doubler의 공동창립자 Martin Lorentzon에 의해 설립됐다.

41) 현재까지는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의 20개국

에 출시됐으며, 국내에는 아직 미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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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편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은 

전년 비 50.6%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이용 증가

와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에도 최근 디지털 음악 청취 방식에 있어서 점점 다운로드 서비스

(소유)에서 스트리밍(사용)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Youtube, 

VEVO 등 음악 관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구축중이라는 전망을 밝혀 앞으로 음악청취 방식에 있어서도 주요

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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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세계디지털 음악시장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출처: 코카포커스 20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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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취를 위한 디지털 오디오 포맷 

전 장에서는 음악 청취 방식의 변화과정과 디지털 음반 산업에 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청취를 위한 디지털 오디오 포맷에 해 알아

볼 것이다. 먼저 디지털이란 개념에 한 이해를 위해, 먼저 아날로그와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음원으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과정에 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디지털 

음원의 청취 방식에 해 고찰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변화 및 생성되고 있는 디

지털 음원의 포맷 형식에 해 비교해보고, 특히 고음질의 무손실 압축 디지털 음

원에 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3.1 아날로그와 디지털음원 : 디지털화 과정 

아날로그(analog) 방식이란 신호(시그널)를 본래의 형태 그 로 전송하거나 매

체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42) 따라서 아날로그 녹음 방식의 경우, 기록 도중에 

발생하는 기타 잡음제거는 불가능하며, 잡음이 섞인 상태로 전송을 하거나 기록하

게 되고 전송 기록 횟수가 증가 할 때 마다 잡음도 증가하게 된다.43) 

한편, 디지털(digital) 방식은 아날로그 형태의 물질적 특성을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인데, 흔히 물질이나 물질에서의 신호는 연속적인 데 비해 그

것을 디지털화한 신호는 0(신호 없음), 혹은 1(신호 있음) 곧 두 가지 신호의 집합

으로 구성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시그널 비교는 <그림2-8>과 같다.

42)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말하며, 전압이나 전류처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표현한다.

43)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것을 자기 테이프에 기록하거나 전송하면 잡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원음

을 재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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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아날로그와 디지털 : 시그널 비교
*출처: http://rocksmind.com/analog-and-digital-data-transmission

<표2-7>은 구체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비교한 표다. 데이터 형식에 

있어서 아날로그 방식은 연속적이며, 디지털은 불연속적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출

력형태의 경우 아날로그는 곡선 그래프 형식을 지니게 되고, 디지털은 숫자 혹은 

문자·부호의 형태를 지닌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폭을 표

현하는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날로그는 음파의 진폭을 유사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원음과 재생음, 녹음매체에 있는 음이 일종의 비례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쉬운 복사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디지털 기술

에서 매우 범용(汎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분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형식 연속적 불연속적
입력형태 연속적물리량 숫자,문자,부호
출력형태 곡선, 그래프 숫자,문자,부호
연산형식 미적분 사칙연산
프로그램 불필요 필요
적용성 비범용성 범용성

<표2-7> 아날로그와 디지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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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DC 와 DAC 과정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 필

수적이며, 펄스부호변조(PCM: Pulse Code Modulation) 방식이 표적이다44). 다시 

말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아날로그의 파형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음성 신호에 해 각각 신호 주파수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한 주기

의 시점에 있어서 신호진폭으로 이산적인 값을 할당한 후, 다시 펄스 부호의 계열

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표본화(sampling), 양자화(quantization), 

부호화(coding) 과정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ADC라고 한다면 디지털 형태를 

아날로그 형태로 바꾸는 방식을 DAC라고 한다. ADC(Analog to Digital 

Conversion)과정은 아날로그 오디오 (혹은 비디오) 신호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DAC(Digital to Analog Conversion) 방식

은 이와 반 로 디지털 신호를 증폭기 혹은 스피커를 통해 재생할 수 있도록 변환 

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출처: http://mystic.snu.ac.kr/html/research_topic.html 

44) 디지털 변조방식에는 PCM 외에도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펄스진폭변조), 

PWM(Pulse Width Modulation, 펄스폭변조)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표적으로 CD 변조에 활용되

는 PCM 방식을 중점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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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OkHz 와 40kHz 샘플링 비교  *출처: 강성훈(2012)

3.1.1. 표본화(標本化, Sampling)

표본화는 아주 작은 단위의 시간마다 음파형의 순간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표본화 과정이란 연속적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 디지털 신호화 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테면 CD의 경우, 1초 사이에 44100번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것

이다. 따라서 표본이 많아질수록 본래 파형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45)

   

나이퀴스트 샘플링(Nyquist-Shannon Sampling)46) 이론에 의하면, 한정된 역

의 주파수를 갖는 함수의 경우, 적절한 샘플링간격이 주어지면 샘플링 과정에서 아

무런 정보의 유실도 없이 완전하게 재생될 수 있으며, 특정주파수를 왜곡 없이 표

본화하려면 원래 샘플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하다. 만약, 샘플링 주파수가 두 배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고주파 성분끼리의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주파수

의 중첩(aliasing, frequency folding)이라고 한다. 따라서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는 디지털 신호의 질(quality)에 영향을 주게 되며, 여기서 나이퀴스트의 원리

는 아날로그 신호의 최소 샘플링 레이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5) 강성훈(2012)

46) 원거리 통신과 신호 처리를 다루는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의 기본이 되는 원리다. 샘플링 

정리는 보통 섀넌의 샘플링 정리라 부르고, 나이키스트-새넌 샘플링 정리, 샘플링 정리, 보간법의 

카디날 정리(Cardinal Theorem of Interpolation theory)로 부르기도 한다. 나이퀴스트(Nyquist)라는 

명칭은 1920~30년 에 전송 신호의 표본화 등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미국 벨 전화 연구소의 

H. 나이퀴스트(1889~1976)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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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양자화(Quantization)

3.1.2. 양자화(量子化, Quantization)

양자화는 순간마다 측정한 전압 값을 올림 혹은 내림 값으로 계산해 간단한 

숫자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즉 아날로그의 양, 즉 단절 없이 연속된 변화량을 일정

한 폭으로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유한개의 레벨로 구분하고, 그 레벨에 해 각각

의 고유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샘플을 양자화 할 때, 약간의 오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양자화에러(Quantization Error)’라고 한다. 이 ‘에러’

는 기기나 부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디지털의 숙명적 결점이기도 하며, 아날로그 

테이프의 노이즈(잡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47) 

  
*출처: http://www.dilettantesdictionary.org/index.php?search=1&searchtxt=quantization

47) 양자화 에러는 양자화 비트수에 의해 좌우되며, 양자화 비트수가 크면 클수록 양자화 에러는 줄어

든다. 실제 8비트샘플의 경우, 에러가 귀에 들리며, 16비트의 경우, 일반적 청취 환경에서는 감지되

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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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부호화 과정 

3.1.3. 부호화(Coding)

부호화는 앞서 설명한 양자화(quantized)된 전압의 높이 값을 펄스열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부호화는 전압 값을 1과 0의 2진수로 변경한 후, 이렇게 해서 얻어

진 2진수를 순서 로 이어 나가면 1과 0만으로 부분의 음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의미하며, 다만 CD 등의 실용 규격에서는 부호의 판독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순서 로 잇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열 방법을 변경하기도 한다. 

아날로그의 디지털 변환(ADC) 과정에서는 ‘인코딩(Encoding)’ 이라고 하며, 반

로 디지털의 아날로그 변환(DAC) 과정에서는 ‘디코딩(Decoding)’ 이라고 한다. 

즉 디지털 인코더는 일련의 숫자로 표현된 디지털 신호를 변환할 때, 최 한 사람

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샘플링 간격과 양자화 잡음을 조절하여 표현하도록 처

리하며, 디지털 디코더는 이를 다시 본래의 숫자 값으로 복원 후 출력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다.48) 

*출처: http://www.technologyuk.net

48) 이태진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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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디지털음원의 청취방식   

디지털 음원의 서비스 방식은 크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나뉜다.49) 본 장

에서는 음악 청취방식 및 클래식 청취특성을 고려해,  스트리밍, 다운로드방식 외에 

CD리핑 즉 CD 음원을 추출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방식을 추가해 고찰했다. 

   3.2.1. 스트리밍(Streaming)

스트리밍(streaming)은 음원에 해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에 접

속해서 음악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50) 1995년 리얼오디오(리얼네트워크사)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받아 재생하던 것을 다운로

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며,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streaming)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파일 저장을 위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다는 점이다. 

앞서 Ⅱ-2에서 기술했듯이,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스트

리밍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

에 큰 역할을 했다. 일반 사용자들은 용량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즉시 다운로드 

할 만큼의 빠른 접속회선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리얼

플레이어나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와 같은 스트리밍 지원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사

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49) Federal Register(2009) 참고

50)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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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스트리밍(Streaming) 방식

*출처: https://mainehost.com/2011/06/16/live-streaming-video-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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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파일 다운로드(File Download) 

3.2.2. 다운로드(Downloading)

다운로드 혹은 다운로딩 방식은 음원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해 소유권을 갖고 

음악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51) 넓은 의미로는 웹 서버, FTP 서버, 메일 서버, 또는 

그와 비슷한 시스템 (곧, 원격 또는 중앙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을 말한

다. 다운로딩한 음원은 인터넷 접속 없이도, 개인 컴퓨터나 기타 기기를 통해 음악 

청취가 가능하다. 다만 유료 방식에 있어서 저작권 인증이 필요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52) 과 같은 제한적 요소가 음악 청취에 있어서 다양한 기기 

활용의 범용화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53) 

 다운로드의 반 되는 개념으로 업로드(upload)를 말하며, 업로드는 다운로드

와 반 로 서버나 시스템에 파일을 등록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테면 

Youtube와 같은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Crystal_Clear_app_download_manager.png

5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단말 측이 데이터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상위의 계층

으로부터 하위 계층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52)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도 하며, 특정 소유권을 지닌 저작권

자가 배포한 디지털 자료 혹은 하드웨어의 사용을 규제 혹은 의도한 용도라만 사용하기 위해 사용

을 제한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드는 제한 기술 혹은 보안기술을 뜻한다. 

53) 국내에는 2004년경 mp3폰이 보급되면서 저작권보호 차원에서 이동사 및 직배사를 중심으로 mp3

음원에 DRM 적용이 되었으나, 소비자의 불편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2008년 7월 

SKT 멜론서비스의 DRM-FREE 적용을 기점으로, 현재는 DRM-FREE 음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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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D 리핑 방식

                               *출처: http://www.ripnas.eu

3.2.3. CD 리핑(CD Ripping)

CD리핑(추출) 방식은 CD에 담긴 음악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식

이다. 리핑(ripping)은 CD나 DVD에 담겨 있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

일 등을 PC 하드디스크로 복사하는 작업을 뜻하지만, 단순히 파일을 그 로 복사하

는 것이 아니라 PC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게 된다. 또 보통 CD

와 DVD의 원본 파일은 품질이 높은 신 용량도 크기 마련인데, 리핑을 통해 저용

량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CD 및 DVD와 특정 하드웨어(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PC 혹은 스마트폰과 같은 범용 기기로 간단히 음악과 동영상을 감

상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장점이며,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리핑해서 디지털 압

축파일로 저장해두었다면 장소 이동시 CD와 CD 플레이어를 굳이 휴  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이나 PMP 등의 휴 기기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할 때도 유용

하게 쓰인다. 또한 리핑을 통해 복사본을 만들어 놓으면 CD나 DVD가 훼손되거나 

이를 분실하더라도 걱정이 없으며, 또한 원본 파일을 편집 시, 백업(back-up) 기능

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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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오디오 파일 포맷  

 

오디오 파일 포맷(Audio file format)54) 혹은 오디오 포맷(Audio Format)이란 

컴퓨터에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매개체이며,  물리적인 저장매체

(Recording Media)와 소리의 주파수를 기록하는 형식을 통틀어 의미한다.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압축 방식과 비압축 방식이 있으며, 부분의 오디오 

데이터들은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압축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편 압축

하는 방식에 따라 ‘손실 압축 포맷’과 ‘무손실 압축 포맷’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크게 

비압축 오디오포맷(Uncompressed audio format)과 손실 압축포맷(Lossy 

compressed audio format) 그리고 무손실 압축포맷(Lossless compressed audio 

format)으로 나누어 기술했으며, 클래식 청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음질 포맷에 

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55) 

3.3.1. 비압축오디오포맷(Uncompressed audio format)

비압축오디오 포맷에 한 설명에 앞서, 먼저 소리의 압축과 비압축에 해 알

아보면, 소리 압축(Audio compression)은 소리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의 양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압축된 소리는 라디오 방송, 인터넷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

는 데에 요구되는 역너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반 로 비압축포맷은 이처

럼 데이터의 양을 그 로 보존해 디지털화 과정을 거친 형태를 말한다. 

표적인 비압축 포맷으로 WAV가 있으며, 이 포맷은 프로그램 구동음(驅動

音)이나 일반 수준의 녹음용으로 사용되지만 전문 녹음용으로는 WAV가 아닌 다른 

비압축 포맷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한다. WAV 또는 WAVE는 웨이브폼 오디오 포맷

(웨이브 오디오 포맷, Waveform audio format)의 준말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오디

오를 재생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오디오 파일 포맷 표준이다. 덩어리째로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RIFF 비트스트림 포맷 방식에서 변화한 것이며 가공되지 않

54) 오디오 포맷(Audio Format)은 소리(음향)과 음악을 저장하는 매개체로서 물리적인 저장 매체 

(Recording Media)와 소리의 주파수를 기록하는 데에 쓰이는 형식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이다. 여

기서 레코딩 포맷의 경우 컴퓨터 과학에선 오디오 파일 포맷이라 부르며, 예로서 MP3, WMA, 

WAV, AAC 등이 있다.

55) 본 장의 내용은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의 ‘Audio file format’ 항목을 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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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포맷 용량 사이즈 비교
 

 *출처: http://www.shedworx.com/music-formats-uncovered

은 오디오를 위한 윈도 시스템에 쓰이는 기본 포맷이다.56) CD 음원을 그 로 PC로 

이동시킬 경우, WAV 포맷으로 저장되며,  원본 음질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다. 다

른 파일과 비교시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량(File Size)이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초당 전송률57)은 보통 1411kbps 정도를 지닌다. 비압축 포맷으로는 

WAV, AIFF58), AU59), raw header-less PCM 등이 있다.

56) 아미가에 쓰이는 IFFF와 매킨토시 컴퓨터에 쓰이는 AIFF 포맷과 유사한 형태이며, 윈도 상에서

는 WAV가 비압축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압축 코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윈도 비스

타부터는 기본 지원 포맷이 WMA으로 바뀌었다.

57)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bps(초당 비트 수)로 표현함.

58) AIFF(Audio Interchange File Format)는 비압축 무손실 포맷이며 고품질 오디오 CD를 굽는데 사

용할 수 있다. 1988년에 애플이 일렉트로닉 아츠의 인터체인지 파일 형식(Interchange File Format, 

IFF)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했으며, 주로 애플 매킨토시에서 사용된다. 파일 확장자는 .aiff, .aif, 

.aifc를 갖는다.

59) au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사의 오디오 파일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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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MP3 오디오 
 

*출처: http://moneyexpertsteam.blogspot.kr

3.3.2. 손실압축포맷 (Lossy compressed audio format)

스트리밍 미디어와 인터넷 전화 등의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압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손실압축 포맷으로는 MP3, Vorbis, Musepack, 

AAC, ATRAC 등이 있다. 

MP360)는 표적인 오디오 손실 압축 포맷이다. PCM 오디오 데이터에서 실제

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코딩하는 방식

을 말한다. MP3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부분은 음향심리학에서의 오디오 데이터의 

어느 부분을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MP3 오디오는 각기 다른 비트

레이트로 압축되며,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음질은 좋아지는 반면 데이터의 크기

가 작아지면 음질은 떨어지게 된다.

60) MP3 (MPEG-1 Audio Layer-3) : 1995년 영상압축 표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에서 음성부분이 분리되면서 MP3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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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LAC(Free Lossless Audio Codec)

   3.3.3. 무손실압축포맷 (Lossless compressed audio format)

무손실 압축 포맷은 mp3와 같이 코딩할 때 버려진 복원 불가능한 손실압축 방

식에 해 압축한 데이터를 재생 시 완 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원리는 데이터를 요한 정보와 용장성(redundancy)데이터로 나 어 요

한 정보는 그 로 코딩하고, 용장성 데이터는 압축해 코딩하는 것이며, 따라서 각 

방식의 압축률 차이는 용장성 데이터를 단하는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손실이 없으므로, 음질은 CD와 동일하며 열화 상도 없다. 압축률은 원래 

형태의 약 1/2 정도이며, 표 인 무손실 압축 포맷으로는 WMA(Window Media 

Audio Lossless), Apple lossless, AAL, FLAC 등이 있다.61)

F LA C (F ree Lossless A udio C odec)은 무손실 압축의 표 인 포맷이다. 

다시말해 MP3, AAC, Vorbis와는 달리 오디오 스트림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작권이 없는 오 소스이며 코딩과 디코딩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며, 다른 압축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FLAC의 장 은 송율과 역폭  장 공간 등을 약할 

수 있다는 이다. 한 FLAC는 태깅(tagging), 앨범 아트, 빠른 건 뛰기(fast 

seeking)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상 인 음악 재생과 보 에 알맞다. FLAC은 자유 

소 트웨어이자 동시에 오  소스 소 트웨어, 로열티 없는 소 트웨어이기 때문에 

많은 소 트웨어 응용이 FLAC을 지원하고 있다. 휴 용 음악 기기나 MP3 이

어, 고  오디오 시스템에서의 FLAC 지원은 아직은 미미하나, 차 증가하고는 있

다.

*출처: http://www.talkaudio.co.uk

61) 강성훈(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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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9> M QS(M asterin g  Quality  Soun d)  

                              

M QS(M asterin g  Quality  Soun d)는 스튜디오 마스터링 품질의 고해상도 음

원을 말한다. 음질을 압축하는 mp3 일이 곡당 6-7MB정도의 크기로 서비스되는

데 반해, MQS는 곡당 200MB 이상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이론 으로 높은 해상력

을 통해 풍부한 공간감과 세 하고 역동 인 표 이 가능하다62). 국내에서는 재 

아이리버뮤직의 그루버스63)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포맷이다. 

                                 

 
*출처: www.astellnkern.com

62) 아스텔앤컨의 ‘MQS’ 항목 참조 http://www.astellnkern.com/ 

63) 2013년 1월  MQS 문사이트로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그루버스(http://www.groovers.kr/m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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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1. 연구문제 및 조사도구

 1.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 산업과 이에 따라 함

께 변화되고 있는 음악 청취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고, 특히 클래식

음악과 기타 음악장르 청취 방식 및 태도에 차이점이 있는지, 디지털화에 따른 음

악청취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문제와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해보았다. 

[연구문제] 

디지털화에 따른 클래식 청취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클래식 청취 시 고려

하게 되는 주요 요소들과 디지털화로 이행하는 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가설1] 

클래식 청취 시 음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a : 클래식  청취 시 CD를 선호하는 이유는 음질 때문일 것이다.

1-b: 다른 장르 청취보다 클래식 청취에 음질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c:  클래식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질에 더 민감할 것이다.

[가설2]

고음질의 디지털음원이 상용화된다면 클래식 청취자의 디지털 음원 이용은 증가할 

것이다.

2-a: CD와 무손실 디지털 음원의 음질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2-b: 클래식 청취자는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해 인지도가 낮을 것이다.

2-c: 클래식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원에 한 가격장벽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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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 외에 본 연구에서는 클래식과 기타 장르 청취에 있어

서 다른 점이 있는지, 디지털 음원에 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 클래식 음악 전

문 교육을 유무에 따라 위의 가설에 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해서도 

함께 분석 및 고찰해 볼 것이다.

1.2. 연구 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클래식 청취와 기타 음악 청취에 한 비교를 위해 디지털 음원

과 기기에 한 거부감이 없는 연령  20-30  및 서울 학교 클래식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을 상으로 관련 문항을 작성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실증

적 분석을 위해 2012년 11월 27일 예비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문항에 한 질문

을 주관식 위주로 구성해 본 설문지의 객관식 답안구성 내용에 참고했다. 예비조사 

내용을 토 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및 수정했으며 본 조사는 2013년 3월 27일에 진

행했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설문지는 총 170부를 배부하여 

155부 회수되었다. 부적합한 설문지로 판단되는 2부를 제외하고 153부를 실제 분석

상으로 삼았다. 

1.3. 설문지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집단조사법64)을 사용했으며, 설문조사지는 총 4개의 파트로 

나뉜다. PartⅠ은 음질비교를 위한 청취 테스트로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번과 2번은 다른 곡을 구성했으며, 각 항목은 동일한 음악을 다른 포맷의 파일

-WAV와 FLAC -로 들려주고 음질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기하는 방식으

로 구성했다. 들려 준 곡명은 다음과 같다.65)

[1] Mozart: Concerto For Flute, Harp, And Orchestra In C, K.299 - 1. Allegro

[2] Mozart: Clarinet Concerto In A, K.622 - 3. Rondo 

64) 집단조사법은 일정한 장소에 피조사자를 모아 놓고 질문지를 배포해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

식이다. 한곳에 조사 상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며, 조사표에 잘못 기입하는 경우 수정이 어렵다

는 점이 단점이나, 비교적 조사방식이 간단하며, 응답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질문

에 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5) 유니버설뮤직에서 1993년에 발매된 <Mozart: Clarinet Concerto K.622 / Flute & Harp Concerto 

K.299> 앨범에 수록된 곡이며, 테스트 음원은 음악사이트 벅스(Bugs) DB팀에서 WAV파일과 

FLAC파일을 협조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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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에서는 클래식 청취 및 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선호하는 클래

식 장르(스타일), 선호하는 클래식 음악시 , 클래식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클래식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주요 요소와 클래식 외 좋아하는 장르 청취 시 고려

하게 되는 주요 요소에 해 응답자의 의향을 5점 척도화 하는 질문으로 구성했다. 

Part Ⅲ은 클래식 음악 청취 경로와 디지털 음원에 한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클래식음악을 듣는 장소, 청취 디바이스 형태와 이유, 음원(음반) 구매 형태, 선호하

는 음악 사이트, 인터넷 상에서의 클래식 활용 빈도,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 활용에 

한 만족도, 고음질 디지털 음원에 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책정 그리고 디지털 

용어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항을 구성했다.

  Part Ⅳ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객관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나이

(연령 로 구분), 전공(소속 단과 별 구분), 월소비액(용돈) 등에 한 인구통계학

적 질문을 구성했다. 

  회수된 153부의 설문지는 통계처리를 위해 데이터 코딩(data coding)66)작업

을 거쳤으며, 코딩된 자료는 SPSSWIN(v.20.0)67)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조사

상자의 인구 통계적 분석과 음악일반 및 클래식 청취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 일차적으로 빈도분석(frequencies)을 사용했으며, 분석된 결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카이제곱(chi-square)검정을 사용했다. 

수집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점수화된 II-4, II-6, III-8 문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혹은 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 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응답자의 

특성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

하였다. 또한 명목 변수로 측정된 문항들을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cross-tabs)을 사용하였으며, 빈도수가 작은 경우 Fisher의 정확검정

(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66) 코딩(coding)은 효율적인 전산처리를 위해 편집과정을 거친 모든 응답 내용들을 수치화하거나 기

호화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채서일, 2003)

67)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는 1965년 스탠포드 학교 정치학과와 정치학

연구소에서 교육 및 연구용으로 개발해 처음 사용했다. 1970년 시카고 학의 전국여론연구센터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설문조사 혹은 시장조사와 같은 표본조사 자료분석을 위

해 사용하면서 상품화 및 범용화 되기 시작했다. SPSS WIN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고

종욱, 류철 공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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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상자의 일반적 분석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3-1>과 같다.

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3.6%, 여성 46.4% 로 분포되었으며 남성이 여성

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으나 비율상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 는 20  초반(20세-23세)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20  중반(24세-27세) 

9.2%, 20  후반(28세-30세) 2%순으로 분포했다. 전공(소속 학)은 음  22.9% 가 

가장 많았고, 농생  21.6%, 공  19.6% 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간호  

7.8%, 사회과학  4.6%, 경영  4.6%, 자연  2.6%,  수의과  2.6%,  미  2.6%로, 

사범  2.0%, 인문  2.0%, 의  0.7% 순으로 분포했다. 월평균 소비액(용돈)은 

31-60만원이 59.5%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음으로 30만원 미만이 25.5%, 61-100만

원이 12.4%, 100만원 이상이 1.3%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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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 82 53.6
여 71 46.4

연령

20~23세 135 88.2
24~27세 14 9.2
28~30세 3 2.0

31세 이상 1 0.7

소속대학

인문대 3 2.0
사회대 7 4.6
공대 30 19.6

생활대 10 6.5
음대 35 22.9

자연대 4 2.6
사범대 3 2.0
경영대 7 4.6
농생대 33 21.6
의대 1 0.7

수의대 4 2.6
간호대 12 7.8
미대 4 2.6

월평균용돈

30만원 미만 39 25.8
31~60만원 91 60.3
61~100만원 19 12.6

100만원 이상 2 1.3
결측68) 2 .

합 계 153 100.0

<표3-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N=153)

68) 표본수(n=153)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측 값을 포함해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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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래식 및 음악청취 특성분석

3.1. 선호하는 클래식 시 와 장르

선호하는 클래식 음악 시  질문에 한 응답 결과는 <표3-2>와 같다. 낭만시

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전시  24.0%, 현 음악 12.7%, 중세바

로크시  6.7%, 근 음악 5.3% 순으로 선호도에 응답했다. 남자(43.8%), 여자

(60.0%) 모두 낭만시 를 가장 선호하는 시 로 꼽았으며, 낭만이후 근현 음악 선

호도에 있어서는 남성이 22.5%, 여성이 12.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선호율을 

보였다.

중세/바로크 고전시대 낭만시대 근대음악 현대음악 전체

빈도 6 21 35 6 12 80
 % 7.5% 26.3% 43.8% 7.5% 15.0% 100.0%

빈도 4 15 42 2 7 70
 % 5.7% 21.4% 60.0% 2.9% 10.0% 100.0%

빈도 10 36 77 8 19 150
 % 6.7% 24.0% 51.3% 5.3% 12.7% 100.0%

성별
남

여

전체

<표3-2> 선호하는 클래식 시대 구분

가장 선호하는 클래식 장르에 한 질문에 해서는 오케스트라(교향곡, 협주

곡)가 전체 49.3%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남·여 모두 오케스트라(교향곡, 협

주곡)를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장르로 꼽았으며, 남자(43.9%), 여자(55.7%)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피아노(건반) 34.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성악(오페라) 

8.6%, 크로스오버 5.3%, 기타 2%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우는 과반수이상이 오

케스트라를 선호하는 것(55.7%)으로 드러났으며, 크로스오버, 기타 장르에는 응답자

가 없었다.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교향곡 혹은 협주곡) 선호도가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피아노(37.8%), 크로스오버(9.8%) 등 여성에 비해 다양한 

선호도를 보였다 (<표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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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오케스트라 성악/오페라 크로스오버 기타 전체

빈도 31 36 4 8 3 82
 % 37.8% 43.9% 4.9% 9.8% 3.7% 100.0%

빈도 22 39 9 0 0 70
 % 31.4% 55.7% 12.9% 0.0% 0.0% 100.0%

빈도 53 75 13 8 3 152
 % 34.9% 49.3% 8.6% 5.3% 2.0% 100.0%

성별
남

여

전체

<표3-3> 선호하는 클래식 장르

3.2. 클래식 전문교육 경험 유무

클래식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해서는 없음 

46.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이 25.7%, 1년 이하 20.4%, 1-3년 이

하 7.2%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속 학이 음

인 경우가 비율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 차이를 볼 때, 경험이 ‘없음’에 남자 52.4%, 여자 40.0%로 남녀 모두 경험

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3년 이상’에는 남자 14.6%, 여자 38.6%로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1년 이하’에는 남자 25.6%, 여자 

14.3%로 답해 전반적으로 조사응답자 중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클래식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표3-4> 참조).

1년이하 1-3년이하 3년이상 없음 전체

빈도 21 6 12 43 82
 % 25.6% 7.3% 14.6% 52.4% 100.0%

빈도 10 5 27 28 70
 % 14.3% 7.1% 38.6% 40.0% 100.0%

빈도 31 11 39 71 152
 % 20.4% 7.2% 25.7% 46.7% 100.0%

전체

성별
남

여

<표3-4> 클래식 전문교육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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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는 음 전공 여부에 따른 클래식 교육 경험 유무를 비교한 표다. 비음

소속 학생의 경우 58.1%가 ‘없음’이라고 답했으나, ‘1년 이하’ 22.2%, ‘1-3년 이하’ 

7.7%, ‘3년 이상’ 12.0%로 전체 117명 중 49명(41.9%)이 클래식 관련 전문교육을 받

은 학생임이 밝혀졌다. 음 생의 경우는 ‘3년 이상’이 71.4%로 가장 높았고, ‘1년 이

하’ 14.3%, ‘1-3년 이하’ 5.7%, ‘없음’ 8.6%로 전체 35명중 10명은 음 생이지만 클

래식 관련 전공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1년이하 1-3년이하 3년이상 없음 전체

빈도 26 9 14 68 117
% 22.2% 7.7% 12.0% 58.1% 100.0%

빈도 5 2 25 3 35
% 14.3% 5.7% 71.4% 8.6% 100.0%

빈도 31 11 39 71 152
% 20.4% 7.2% 25.7% 46.7% 100.0%

전체

전공
여부

비음대

음대

<표3-5> 음악전공 여부에 따른 교육 경험 유무 비교표 

 

3.3. 클래식 청취 시 주요 고려요소

클래식 음악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주요 요소69)에 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①부터 ⑤까지70) 점수로 척도화 했으며, 결과는 <표3-6>과 같다.

음질 가격 소장(보관) 사용성 관련정보 이동성
평균 4.02 3.40 3.54 3.66 3.41 3.49

표준편차 .702 .901 .996 .789 1.042 .984
평균 4.24 3.27 3.57 3.63 3.77 3.66

표준편차 .711 .833 1.001 .726 .871 .915
평균 4.13 3.34 3.55 3.64 3.58 3.57

표준편차 .712 .870 .995 .758 .980 .954
합계

(N=152)

남(N=82)

여(N=70)

성별

<표3-6> 클래식 청취 시 주요 고려 요소

69) 고려요소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음질에 한 항목과 예비조사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통해 

값을 설정했다. 
70)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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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질이 중요하다’ 항목이 평균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3.64점), ‘관련정보가 중요하다’(3.58점), ‘어디서든 청취 가능해야한

다’(3.57점), ‘소장(영구보관)이 가능해야 한다’(3.55점)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다’(3.34

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에 한 최소값 분포를 비교했을 때,  ‘음질이 중

요하다’ 항목과 ‘사용하기 쉬워야한다’는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71) 

조사 상자의 응답 결과, 클래식 청취 시에 음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격

은 상 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항목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음질에 한 항목에 있어서는 여성(4.24), 

남성(4.02)로 여성이 좀 더 음질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격에 

있어서는 남성(3.40), 여성(3.27)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가격에 좀 더 민감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장(영구보관)이 되어야 한다’와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사용

성)’에 해서는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관련정보(연주자, 지휘자 등)가 중

요하다’에는 여성(3.77)이 남성(3.41)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3.4.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와 고려요소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가 무엇인지에 한 질문에는 가요(43.4%)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팝(12.5%), 인디뮤직(11.2%), 크로스오버·뉴에이지(10.5%), 

OST(7.9%), 록·메탈(5.9%), 국악(5.9%), 재즈(2.6%) 순으로 나타났다. 중적으로 

가장 많이 청취하는 가요와 팝을 제외하고, 인디뮤직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것은 연령 가 20  초반이 다수임을 반영한 결과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적으로 남녀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인디뮤직’의 경우, 여성(14명)이 남성(3명)

보다 약 5배수 많게 나타났다(<표3-7> 참조).

71) 최소값이 ‘2~5’로 분포되었으며, 다른 항목의 경우는 최소값이 ‘1~5’로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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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팝 재즈 록/메탈 인디뮤직 OST 국악 크로스오버/
뉴에이지

전체

빈도 39 10 3 8 3 8 2 8 81
% 48.1% 12.3% 3.7% 9.9% 3.7% 9.9% 2.5% 9.9% 100.0%

빈도 27 9 1 1 14 4 7 8 71
% 38.0% 12.7% 1.4% 1.4% 19.7% 5.6% 9.9% 11.3% 100.0%

빈도 66 19 4 9 17 12 9 16 152
% 43.4% 12.5% 2.6% 5.9% 11.2% 7.9% 5.9% 10.5% 100.0%

합계

성별
남

여

<표3-7> 클래식 외 선호하는 음악장르

위의 질문에 응답한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 청취 시에 고려하게 되는 요소에 

해 점수화 한 결과 값은 <표3-8>과 같다. 

음질 가격 소장(보관) 사용성 관련정보 이동성
평균 4.14 3.53 3.76 3.80 3.70 4.10

표준편차 .707 .914 1.046 .719 1.060 .805
평균 3.97 3.08 3.61 3.89 3.56 4.04

표준편차 .861 1.052 .963 .747 1.024 .726
평균 4.06 3.32 3.69 3.84 3.64 4.07

표준편차 .785 1.002 1.008 .731 1.042 .767

성별

남(N=80)

여(N=71)

합계
(N=151)

<표3-8>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 청취 시 주요 고려 요소

‘어디서든 청취 가능해야 한다(이동편의성)’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음질이 중요하다’ (4.06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기 쉬

워야 한다’(3.84점), ‘소장이 가능해야 한다’(3.69점), ‘관련정보가 중요하다’(3.64점), 

‘가격이 중요하다’(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주요 요소와 비교했을 때, ‘음질’보다는 ‘이동성’

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선호하는 장르의 

음악을 청취할 때에는 여전히 ‘음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

격에 한 장벽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비교 시에는, 음질에 해 남성(4.14)

이 여성(3.97)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가격에 있어서도 남성(3.53)이 여성(3.08)보

다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항목에는 남성(4.10)이 여성

(4.0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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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클래식 청취 장소 및 형태

클래식 음악을 주로 어디에서 듣는지에 한 질문에 한 응답결과는 <표

3-9>와 같다. 집에서(46.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하철·버스(26.1%), 외부

시설(24.2%), 드라이브(3.3%) 순으로 분포됐다. 클래식 음악은 주로 ‘집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편 이동중(버스, 지하철) 26.1% 이거나 외부시

설(도서관, Cafe) 24.2% 등에서도 청취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 간의 차이를 비교 시, 여성(29.6%)이 남성(23.2%) 보다 이동중(버스, 지하

철 이용시)에 클래식 청취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외부시설(도서

실, 까페 등)에서는 오히려 남성(26.8%)이 여성(21.1%)보다 더 선호함을 확인했다. 

 

이동중 집에서 외부시설 드라이브 전체

빈도 19 40 22 1 82
 % 23.2% 48.8% 26.8% 1.2% 100.0%

빈도 21 31 15 4 71
 % 29.6% 43.7% 21.1% 5.6% 100.0%

빈도 40 71 37 5 153
% 26.1% 46.4% 24.2% 3.3% 100.0%

전체

성별
남

여

<표3-9> 클래식을 주로 듣는 장소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주로 어떤 형태로 듣는지에 한 질문에 한 응답 

결과는 <표3-10>과 같다. 디지털음원(PC이용) 5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유투브 22.9%, CD(오디오시스템) 17.6%,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72)  

남녀 간 비교 시, CD 선호도에 있어서 여성(25.4%)이 남성(1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음원(스트리밍, 다운로드) 선호도에 있어서는 남성(61.0%)이 여

성(52.1%)보다 높게 나타났다. Youtube(동영상 스트리밍) 선호도에 있어서는 남성

(25.6%)이 여성(19.7%)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72) 기타 응답에는 FM 93.1 채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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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Digital Youtube 기타 전체

빈도 9 50 21 2 82
 % 11.0% 61.0% 25.6% 2.4% 100.0%

빈도 18 37 14 2 71
 % 25.4% 52.1% 19.7% 2.8% 100.0%

빈도 27 87 35 4 153
 % 17.6% 56.9% 22.9% 2.6% 100.0%

전체

성별
남

여

<표3-10> 클래식을 주로 듣는 형태

위의 형태로 듣는 이유에 한 응답결과는 <표3-11>과 같다. 편리성(사용법이 

쉬움)34.9% 이 가장 높았고, 이동성(어디서든 들을 수 있음) 29.6%, 저비용  10.5%, 

고음질 9.9%, 기타 7.9%, 동영상 7.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다운받기 

귀찮아서’, ‘연주자 비교가 가능해서’,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어서’, ‘구하기 힘든 음

원이 있어서’, ‘전공자 입장에서 연주모습도 궁금해서’ 등이 집계됐다. 

남녀 간의 차이 비교 시, 남성(37.0%)이 여성(32.4%)보다 편리성을 더 중요시 

여기며,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남성(16.0%)이 여성(4.2%)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

성보다 가격장벽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편리성 음질 이동성 동영상기능 비용부담 기타 전체
빈도 30 5 25 4 13 4 81
 % 37.0% 6.2% 30.9% 4.9% 16.0% 4.9% 100.0%

빈도 23 10 20 7 3 8 71
 % 32.4% 14.1% 28.2% 9.9% 4.2% 11.3% 100.0%

빈도 53 15 45 11 16 12 152
 % 34.9% 9.9% 29.6% 7.2% 10.5% 7.9% 100.0%

전체

남

여

<표3-11> 클래식을 주로 듣는 형태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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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호하는 음악 사이트 및 음원구매 형태

클래식 청취가 가능한 온라인 음악 사이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가 무

엇인가에 한 질문에는 멜론 39.9%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네이버뮤직 17.1%, 

기타 15,0%, 엠넷 6.8%, 낙소스 클래식 5.5%, 벅스 4.8%, 고클래식 3,4%, 클래식코

리아 2.7%, 소리바다 2.1%, 유니버설뮤직 1.4%, 싸이월드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유투브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도 포털사이트 검색, 추계예  

정보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표3-12>클래식 청취 시 선호하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 성별비교

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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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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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
40%

45%

5.2%
1.3%

3.9%
0.0%

44.2%

11.7%

6.5%

1.3%

7.8%

2.6%

15.6%

5.8% 4.3% 2.9% 2.9%

33.3%

23.2%

2.9% 2.9%
5.8%

0.0%

15.9%

남 %

여 %

위의 질문에 답한 클래식 청취 시 선호하는 사이트 선택 이유에 한 응답결

과는 <표3-13>과 같다. ‘검색이 편리해서’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양

한 음원’ 31.0%, ‘비용부담이 적음’ 11.3%, ‘기타’ 8.5%, ‘고음질 음원’ 2.8%, ‘클래식 

정보가 풍부’ 2.8%, ‘연주자 정보’ 2.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는 주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쉽게 검색해

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밖에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음악이

나 듣고싶은 곡을 음악 사이트에서 검색 및 청취 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

다. 기타 의견에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사이트라서’, ‘가장 잘 알려진 사이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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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등이 있었으며, 이는 음악 사이트 선

택 이유 중 하나가 단지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비교 시, 남성은 ‘검색편리(38.2%)’ 를 가장 우선시 여겼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음원(34.2%)’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도 ‘검색편리

(45.5%)’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음원(27.3%)’을 선호이

유로 꼽았다.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 항목에 있어서는 남성(13.2%)이 여성(9.1%)보

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양한음원 고음질 검색편리 연주자정보 적은비용 클래식정보 기타 전체
빈도 26 2 29 0 10 2 7 76
 % 34.2% 2.6% 38.2% 0.0% 13.2% 2.6% 9.2% 100.0%

빈도 18 2 30 3 6 2 5 66
 % 27.3% 3.0% 45.5% 4.5% 9.1% 3.0% 7.6% 100.0%

빈도 44 4 59 3 16 4 12 142
 % 31.0% 2.8% 41.5% 2.1% 11.3% 2.8% 8.5% 100.0%

남

여

전체

<표3-13> 클래식 청취 시 선호하는 음악 사이트 선택 이유

클래식 음악의 구매형태에 한 질문에 한 응답결과는 <표3-14>와 같다. 구

매하지 않음(3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운로드(32.9%), CD(19.1%), 스트리밍

(11.2%), 기타(0.7%) 순으로 분포했다. 클래식 음악은 주로 구매하지 않으며, 구매하

는 사람의 경우에도 CD보다는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남녀 간

의 비교 시,  CD구매율의 경우, 여성(31.0%)이 남성(8.6%)에 비해 4배가량 높은 수

치를 보였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

성보다 인터넷을 통한 클래식 이용(스트리밍, 다운로드)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D 스트리밍 다운로드 구매하지않음 기타 전체
빈도 7 10 30 33 1 81
 % 8.6% 12.3% 37.0% 40.7% 1.2% 100.0%

빈도 22 7 20 21 0 71
 % 31.0% 9.9% 28.2% 29.6% 0.0% 100.0%

빈도 29 17 50 54 1 152
 % 19.1% 11.2% 32.9% 35.5% .7% 100.0%

여

전체

남

<표3-14> 클래식 관련 음원 구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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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터넷 활용 및 만족도

클래식 청취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 활용을 얼마나 하

는지에 한 질문에 한 응답결과는 <표3-15>와 같다.  ‘거의 이용 안함’이 43.8%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회 이하’ 19.6%, 일주일에 3,4회 10.5%, 거

의 매일 6.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부분이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20 초중반 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청취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은 비교적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비교 시, 남

성(43.9%), 여성(43.7%)로 모두 클래식 청취 시 인터넷을 거의 이용안함에 가장 많

은 수치를 보였으며, 한 달에 1-2회 사용의 경우, 남성(22.0%)이 여성(16.9%)보다 

인터넷 활용도가 더 낮음을 확인했다.

거의매일 일주일3-4회 일주일1회이하 한달1-2회 거의이용안함 전체
빈도 4 8 16 18 36 82
 % 4.9% 9.8% 19.5% 22.0% 43.9% 100.0%

빈도 6 8 14 12 31 71
 % 8.5% 11.3% 19.7% 16.9% 43.7% 100.0%

빈도 10 16 30 30 67 153
 % 6.5% 10.5% 19.6% 19.6% 43.8% 100.0%

남

여

전체

<표3-15> 클래식 청취 시 인터넷 활용 빈도

 인터넷 상에서의 클래식 음악듣기·파일다운로드에 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해 요소별로 만족도를 질문해 본 결과는 <표3-16>과 같다. 7가지 요소73)에 해 

‘이용하기 쉽다(청취방법이 쉽다)’ 4.10(평균값)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디서

든 듣기 편하다(3,90)’, ‘가격이 저렴하다(3.71)’, ‘소장이 가능하다(3.70)’, ‘음원이 다양

하다(3.61)’, ‘음질이 좋다(3.26)’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20  초중반

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인터넷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이용(청취)이 가능

하다는 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음질에 해서는 가장 만족도가 적게 나타나  디지

털음원의 음질에 한 저평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73) ⓵ 음질이 좋다 ⓶가격이 저렴하다 ⓷소장(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하다 ⓸이용하기 쉽다(청취방법

이 쉽다) ⓹다양한 음원이 많다(최신음원 포함) ⓺어디서든 듣기 편하다 ⓻클래식 관련 전문정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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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음질이 좋다 145 1 5 3.26 .697
2. 가격이 저렴하다 145 1 5 3.71 .816
3.소장이가능하다 145 1 5 3.70 .908
4.이용하기 쉽다(청취편리) 144 1 5 4.10 .755
5.음원이 다양하다 145 1 5 3.61 1.042
6.어디서든 듣기 편하다 145 1 5 3.90 .888
7.클래식 관련 정보가 많다 145 1 5 2.81 .952
유효수 (목록별) 144

<표3-16>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 음악듣기/다운로드에 대한 만족도

성별 간의 비교표는 <표 3-17>과 같다. 남성은 고려요소에 해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 적으로 여성은 모든 항목에 해 남성보다 낮은 점수

를 줬다. 남성의 경우, 클래식 관련 정보가 많다(7번 항목)에 가장 낮은 평가(2.79

점)를 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음질(1번 항목)에 해 가장 낮은 평가(3.12점)를 했다. 

1 2 3 4 5 6 7
평균 3.39 3.93 3.79 4.18 3.76 4.04 2.79

표준편차 .694 .822 .984 .668 .936 .738 .943
평균 3.12 3.46 3.59 4.01 3.45 3.74 2.83

표준편차 .676 .739 .810 .837 1.132 1.010 .969
평균 3.26 3.71 3.70 4.10 3.61 3.90 2.81

표준편차 .697 .816 .908 .755 1.042 .888 .952

여(N=69)

합계
(N=145)

남(N=76)

<표3-17> <표3-16> 항목에 대한 성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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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지털 음원에 한 인식도

CD 음질과 동일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이라면 곡당 적정가격이 얼마라고 생

각하는지, 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한 응답결과는 <표3-18>과 

같다. ‘천원 이내’가 47.6%로 가장 높았고, ‘1,100~1,500원’ 31.0%, ‘CD곡당 가격과 비

슷한 수준’ 13.8%, ‘1,600~2,000원’ 7.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약 

80%(78.6%)가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의 곡당 가격에 해 최 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500원 이내로 조사됐다.74)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천원 이내’의 경우, 남성은 55.3%, 여성은 39.1%

로 답했으며, ‘1,100원-1,500원’의 경우는 남성이 22.4%. 여성이 40.6%로 남성이 여

성보다 가격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3-18> 고음질 디지털 음원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N=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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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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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70%
80%
90%

100%

천원이내 1,100-1,500원 1,600-2,000원 CD 곡당 가격

여 % 39.1% 40.6% 5.8% 14.5%

남 % 55.3% 22.4% 9.2% 13.2%

55.3%

22.4%
9.2% 13.2%

39.1%

40.6%

5.8%
14.5%

디지털 음원 관련 용어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아래 각각의 용어에 

해 알고 있음과 없음으로 조사한 결과의 통계량 및 성별비교는 <표3-19>와 같다. 

다운로드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D버닝 82.4%, 스트리밍 72.5%, 

압축/비압축 포맷 54.2%, 손실/무손실 압축 포맷 25.5%, CD리핑 21.6% 순으로 나

74) 국내 음악사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mp3 곡당 가격은 600원, 직배사(유니버설) 음원은 700원이다. 

유니버설 사이트에서 FLAC은 곡당 900원에 판매중이며, MQS 음원을 제공하는 그루버스의 경우, 

가요는 곡당 1,980원, 클래식은 3,9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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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CD버닝 CD리핑 압축/비압축 손실/무손실
압축 맷

FLAC MQS 합계
남 62 80 71 21 51 31 18 3 337
여 49 68 55 12 32 8 3 3 230

111 148 126 33 83 39 21 6 567
72.5 96.7 82.4 21.6 54.2 25.5 13.7 3.9 100.0%

성별

전체

<표3-19> 디지털 음원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전반적으로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파일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한 

이해도는 높게 나타났다(<표3-20>참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디지털 음원을 

CD에 담는 방식인 CD버닝(굽기)에 한 이해도는 8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CD 

음원을 추출해 디지털화 하는 방식인 CD리핑(추출)에 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취자가 주로 CD 곧 ‘유형의 음반’을 통해 음악을 듣는 방식을 선호하고 

익숙해하며, 반 로 CD 음반을 PC 등의 기기로 인코딩해서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

에는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D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고음질 디

지털음원인 FLAC과 MQS 음원에 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FLAC(13.7%), 

MQS(3.9%)로 드러나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간의 점수를 비교 시,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성이 높게 나타나 인터넷 관

련 용어에 해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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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 디지털음원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 성별 비교 (N=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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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다운로드 CD버닝 CD리핑 압축/비압축 손실/무손실 FLAC MQS

전체 111 148 126 33 83 39 21 6

여 49 68 55 12 32 8 3 3

남 62 80 71 21 51 31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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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비교 및 가설 검증 

4.1. 그룹비교 

(1) 교육 여부에 따라 클래식 청취 시 고려요소가 다른가?

클래식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주요 요소에 있어서 클래식 전문교육을 1년 이

상 받은 그룹과 1년 이하 혹은 받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비교해보았다.75) 먼저 기

술통계량은 <표4-1>과 같다.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그룹의 경우, ‘음질이 중요하다

(4.32점)’, ‘소장(영구보관)가능이 중요하다(3.66점)’, ‘연주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3.92

점)’ ‘어디서든 청취가 가능(3.64점)해야 한다’ 항목에 있어서 1년 이하 교육을 받은 

그룹보다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한편 ‘가격이 중요하다’와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항목에 있어서는 1년 이하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낮은 평균점을 나타냈다. 

<표4-1> 클래식 청취 시 고려요소에 대한 그룹 비교

음질
가격

소장
사용

관련정보
이동성

4.02

3.47 3.5 3.69

3.43 3.53

4.32

3.06

3.66
3.52

3.92

3.64

1년미만(N=101) 1년이상(N=50)

75) 조사결과 클래식 전문교육 경험이 ‘전혀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그룹 간

의 유의한 비교를 위해 클래식 전문교육 기간 여부 기준을 1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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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여부 음질 가격 소장 사용 관련정보 이동성
평균 4.02 3.47 3.5 3.69 3.43 3.53

표준편차 0.721 0.819 0.986 0.758 0.909 0.944
평균 4.32 3.06 3.66 3.52 3.92 3.64

표준편차 0.653 0.89 1.022 0.735 1.027 0.139

1년미만(N=101)

1년이상(N=50)

교육 여부에 따라 II4 항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표4-2> 참조)

교육 여부에 따른 두 그룹의 경우,  Levene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확률이 모두 

큰 값을 가지므로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된 t-검정을 적

용했을 시, 유의확률이 작은 문항들(즉, 귀무가설인 차이가 없음을 기각할 수 있는 

문항들)은 음질, 가격, 연주관련정보에 관한 문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클래식 관련 전문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집단이 음질을 더 중요하게 여

기고, 가격에는 덜 민감하며, 관련정보(연주자, 지휘자 등)에 해 더 민감하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음질 0.239 0.626 -2.483 149 0.014
가격 0.005 0.941 2.78 149 0.006
소장 0.008 0.931 -0.898 149 0.37

사용성 0.001 0.977 1.333 149 0.184
관련정보 0.076 0.783 -3.01 149 0.003
이동성 0.484 0.488 -0.636 149 0.526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요소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표4-2> 교육여부에 따른 항목차이 비교를 위한 독립표본 t-검정

(2) 클래식 외 장르 청취 시 고려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다음으로는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주요 요소에 

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집단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평균값을 비교 시, 전문교

육을 1년 이상 받은 그룹이 ‘소장(영구보관)가능해야 한다(3.73점)’ 항목과 ‘관련정보

가 중요하다(3.77점)’ 및 ‘어디서든 청취 가능해야 한다(4.13점)’ 항목에서 약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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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보였으나, 음질 등의 항목에는 오히려 교육을 1년 이하 받은 그룹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4-3>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 청취 시 고려요소에 대한 그룹 간 비교

음질
가격

소장
사용

관련정보
이동성

4.07

3.35
3.69 3.9

3.57

4.07

4.02

3.23

3.73 3.71 3.77
4.13

1년미만(N=102) 1년이상(N=48)

전문교육여부 구분 음질 가격 소장 사용 관련정보 이동성
평균 4.07 3.35 3.69 3.9 3.57 4.07

표준편차 0.721 1.05 1.024 0.682 1.029 0.787
평균 4.02 3.23 3.73 3.71 3.77 4.13

표준편차 0.911 0.905 0.962 0.824 1.077 0.672

1년미만(N=102)

1년이상(N=48)

동일하게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질과 사용성에 해서는 등분산

을 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맞춰 해석을 해보면 모두 귀무가설(차이가 

없음)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클래식 외에 기타 선호하는 장르에 한 중요도는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클래식 외 일반 기타 장르 비교가 아닌, 본인이 ‘선호하는’ 

기타 장르에 한 청취 시 고려요소에 한 답변이었으므로, 장르가 클래식이 아니

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선호하는 장르의 경우는 클래식과 마찬가지로 ‘음질’에 

해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76)

76) 최근 유니버설 뮤직에서는 미국의 표적인 4인조 락밴드 본조비(Bon Jovi)의 신작앨범을 CD버전

과 함께  MQS 디지털음원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였는데, 실제 클래식 외 락(Rock)이나 팝의 경우

도 마니아층은 고음질의 음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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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클래식 외 선호 장르 청취 시 그룹 간 비교 독립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음질 4.453 0.037 0.32 75.758 0.75
가격 2.385 0.125 0.703 148 0.483
소장 0.358 0.55 -0.244 148 0.808

사용성 5.518 0.02 1.416 78.419 0.161
관련정보 0.234 0.63 -1.106 148 0.271
이동성 0.389 0.534 -0.428 148 0.669

요소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3) 인터넷 상에서의 클래식 활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다음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 음악듣기/파일다운로드에 한 만족도에 있

어서 클래식 관련 교육 여부에 따른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2)에서

와 마찬가지로 등분산 검정의 유의확률이 작은 문항에서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검정결과를 이용하여 결과를 살펴봤다. 

‘다양한 음원이 많다(최신음원 포함)’항목과 ‘클래식 관련 전문 정보가 많다’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혹은 1년 이하) 사

람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 듣기 및 다운로드 활용에 해 ‘다양한 음원’ 위

주로 청취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클래식 정보수급에 해 만족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반 로 클래식 전문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상에서의 만

족도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클래식 관련 

다양한 음원이나 전문정보에 한 인터넷 상에서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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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인터넷 상에서의 클래식 활용 만족도 비교: 독립표본검정

음질이좋다 0.594 0.442 1.297 142 0.197
가격이저렴하다 0.103 0.749 -0.157 142 0.876
소장이가능하다 1.504 0.222 1.443 142 0.151
이용하기쉽다 7.272 0.008 0.792 63.975 0.431

다양한음원이많다 14.375 0.000 1.874 67.274 0.065
어디서든 듣기편하다 11.654 0.001 1.191 67.651 0.238
클래식정보가 많다 6.435 0.012 -1.887 71.415 0.063

요소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4.2. 가설검증 

디지털화에 따른 클래식 청취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관련

한 연구문제와 몇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에 한 검

증을 시도해보았다. 첫째로 클래식 청취 시 음질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지에 해서, 둘째로는 디지털화에 따른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한 활용과 클래

식 청취자들의 인식 부분에 한 가설 검증을 시도해보았다. 

(1) 클래식 청취와 음질의 관계

H1-a:클래식  청취 시 CD를 선호하는 이유는 음질 때문일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지 Ⅲ-2 항목(클래식 음악 청취 형태)에 해 ‘CD’라고 

답한 사람을 상으로 Ⅲ-3 항목(위에 답한 형태로 듣는 이유) 에 한 답을 비교

했다. <표4-5>에 의하면 클래식 청취 형태에 ‘CD’ 응답자의 형태 선택이유는 ‘음질

이 좋아서’가 48.1%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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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음질이좋아서 어디서든 동영상기능 비용부담적음 기타
빈도 5 13 3 1 1 4 27
 % 18.5% 48.1% 11.1% 3.7% 3.7% 14.8% 100.0%

빈도 38 1 37 1 7 3 87
 % 43.7% 1.1% 42.5% 1.1% 8.0% 3.4% 100.0%

빈도 10 1 4 9 8 3 35
 % 28.6% 2.9% 11.4% 25.7% 22.9% 8.6% 100.0%

빈도 0 0 1 0 0 2 3
 % 0.0% 0.0% 33.3% 0.0% 0.0% 66.7% 100.0%

빈도 53 15 45 11 16 12 152
 % 34.9% 9.9% 29.6% 7.2% 10.5% 7.9% 100.0%

전체

청취형태 선택이유
전체

클래식
청취 형태

CD

디지털

Youtube(동
영상)

기타

<표4-6> 클래식 청취 형태와 선택 이유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은 111.917 그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클래

식 음악을 듣는 형태와 그 이유가 독립적이지 않다 즉 관련이 있다는 유의한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H1-b: 다른 장르보다 클래식 청취에 음질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클래식 청취와 음질 관련 두 번째 가설인 ‘다른 장르보다 클래식 청취 시 음질

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는 앞서 분석한 그룹 간 비교 (2) 클래식 외 선

호하는 장르의 음악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를 통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표4-3>, <표4-4> 참조). 

본 가설은 클래식이란 장르의 특수성을 전제로, 다른 장르와 달리 클래식 청취

에 있어서 음질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조사응답

자의 응답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선호하는 장르의 경우엔 클래식과 마찬가

지로 음질에 해 중요시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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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클래식과 기타장르 청취 시 고려요소 비교

하지만 음악전공자의 경우, 클래식과 기타 선호 장르 청취 시 요소를 비교했을 

시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평균점을 비교해보면,  클래식 청취 시 음질에 

한 중요도는 4.29(평균값)점이며, 기타 선호 장르 청취 시에는 3.88점으로 나타났

다.

음질 가격 소장 사용성 관련정보 이동성
클래식 4.29 3.14 3.80 3.69 4.34 3.80

기타장르 3.88 3.06 3.91 3.82 4.06 4.12

<표4-7> 음악전공자의 클래식과 기타장르 청취 시 고려요소 평균점 비교

정확성을 위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표4-8>과 같다. ‘음질’에 

해 유의확률은 0.006으로 나타나, 음악전공자의 경우, 다른 기타 장르와 비교해 

클래식 청취 시 ‘음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이동성’에 

해서는 평균차가 음수이므로 클래식을 들을 때 덜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

다. 이로써 클래식과 기타장르 청취 시 고려하는 요소에 해 음악전공자의 경우는 

태도에 차이가 있으며, ‘음질’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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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상한
음질 .412 .821 .141 .125 .698 2.925 33 .006
가격 .059 .919 .158 -.262 .380 .373 33 .711
소장 -.118 1.094 .188 -.500 .264 -.627 33 .535

사용성 -.147 .857 .147 -.446 .152 -1.000 33 .325
관련정보 .294 1.088 .187 -.085 .674 1.576 33 .124
이동성 -.324 .768 .132 -.591 -.056 -2.458 33 .019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표4-8> 음악전공자의 클래식과 기타장르 청취 시 고려요소 비교 t검정

H1-c: 클래식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질에 더 민감할 것이다.

음악과 청취에 관한 세 번째 가설 ‘클래식 관련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

질에 더 민감할 것이다’ 는 앞서 분석한 그룹 간 비교 (1) 교육여부에 따라 클래식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가 다른가? - 항목을 통해 클래식 관련 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은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 ‘음질’에 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가설은 검증을 통해 성립함을 확인했다(<표4-1>, <표4-2>참조).

구분 음질 가격 소장 사용성 관련정보 이동성
1년이하 4.02 3.47 3.50 3.69 3.43 3.53
1년이상 4.32 3.06 3.66 3.52 3.92 3.64

<표4-9> 클래식 교육여부에 따른 클래식 청취 시 고려요소 평균점 비교

(2) 디지털 음원과 클래식 청취와의 관계  

H2-a: CD와 고음질 디지털 음원의 음질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디지털 음원과 클래식 청취 및 활용에 한 첫 번째 가설인 <CD와 고음질 디

지털 음원의 음질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동일한 곡에 해 

WAV(CD음원추출)파일과 FLAC 파일 음질비교 청취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결과는 <표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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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빈도 %
WAV 60 39.2 39 25.5
FLAC 61 39.9 86 56.2

차이없음 30 19.6 25 16.3
합계 151 98.7 150 98

test1 test2

<표4-10> 음질비교 테스트 결과

TEST1번 경우, FLAC(39.9%)으로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WAV(39.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차이없음’도 19.6%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TEST 2번 

경우, FLAC 5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WAV(25.5%), ‘차이없음’이 16.3% 

로 분포됐다. 

여기에서 3번(차이없음)을 제외하고, 1,2번(FLAC, WAV)를 선택한 사람들만을 

상으로 첫 번째 청취와 두 번째 청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1 2
1 15 38 53
2 19 36 55

34 74 108전체

1_3제외

전체
2_3제외

<표4-11> 음질테스트 응답에 대한 교차표

두 번의 음질 테스트에서 선택한 번호를 교차표를 이용해, 귀무가설77)을 설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카이제곱 값은 0.488, 자유도 1, 전체 유의확률 

0.485 >> 0.10 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음질 테스트에서의 선

택은 일관성 없이 독립적이며 이는 곧 음질차이를 못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음악전공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유의확률이 0.578, 0.619 >> 0.10 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동일하게 유

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77) TEST1에서 1,2번 선택과 TEST2에서 1,2번 선택 간에 상관이 없다(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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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생여부 값 유의확률
비전공 0.309 .578
전공 0.247 .619
전체 0.488 .485

<표4-12> 음대생 여부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H2-b:  클래식 청취자는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해 잘 모를 것이다.

앞서 <표3-19>를 통해 분석한 3-8 ‘디지털 음원 관련 용어에 한 인식도’에

서 디지털 관련 용어 중 스트리밍, 다운로드와 같은 용어에 해서는 친숙하나, 

FLAC과 MQS 와 같은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해서는 각각 13.7%, 3.9%로 낮

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음질에 중요한 요소인 파일 압축과 비압축에 해서는 약 

54.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질의 손실/무손실 압축 포

맷에 관해서는 25.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상자의 연령이 인터넷 활용에 친숙한 20  위주며, 클래식 관련 수업을 

듣는 클래식 청취자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고음질의 음원에 해 인식도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클래식 관련 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표 4-10> 참조). 스트리밍, 다운로드, CD버닝(CD굽기)에 

해서는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CD리핑’ 방식에 해서는 1년 이상 교육

을 받은 집단이 1년 이하 집단에 비해 1.7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압축· 비압축’ 항

목에 해서는 1년 이하의 그룹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인 ‘FLAC’에 해서는 비슷한 수치를, ‘MQS’에 해서는 1년 이상 교육을 받

은 집단이 4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로써 클래식 관련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교적 CD 활용도와 음질에 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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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3> 디지털 음원 관련 용어 인지도에 대한 클래식 교육여부에 따른 그룹비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2%

98%

82%

30%

48%

32%

14%

8%

스트리밍 다운로드 cd버닝 cd리핑 압축/비압축 손실/무손실 FLAC MQS

1년이하(N=102) 73% 97% 83% 18% 58% 23% 14% 2%

1년이상(N=50) 72% 98% 82% 30% 48% 32% 14% 8%

H2-c: 클래식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반(음원)의 가격장벽이 낮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반(음원)을 구매 시, 클래식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가격장벽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앞서 분석한 <표4-2> 항목을 

보면, 클래식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그룹의 경우 가격에 해 유의확률이 ‘0.006’으

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것은 전문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가격에 해 민감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토 로 Ⅲ-9 항목78)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78) 클래식 음원 중 CD와 동일한 고음질 디지털 음원을 구매할 경우, 곡당 최 로 지불할 수 있는 금

액이 얼마인지에 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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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교육 여부에 따른 클래식 음원 구매 시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비교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빈도 행 N %
55 56.10% 27 27.60% 6 6.10% 9 9.20%
13 27.70% 18 38.30% 5 10.60% 11 23.40%1년이상

구분
천원이내 1,100원-1,500원 1,600원-2,000원 CD곡당 수준

1년이하

천원이내
57%

1,100-1,500원
28%

1,600-2,000원
6%

CD곡당수준
9%

기타
15%

1년이하

천원이내
28%

1,100-1,500원
38%

1,600-2,000원
11%

CD곡당수준
23%

기타
34%

1년이상

각 문항별 빈도수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Pearson 카이제곱 검정 신에 

Fisher의 정확검정을 통해 교차분석을 시도했다. 통계량 값은 12.834, 유의확률이 

0.0007 로 매우 작으므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즉, 클래식 교육을 비교적 더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 음원에 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높으며, 가격에 해서

도 덜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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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화 현상에 따라 클래식 청취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전제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로, 디지털화에 따

른 중음악 소비자의 행동유형 연구(김난희, 2007), 유료·무료 음악사이트 사용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

지연, 2006) 등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디지털화에 따른 클래식 청취의 변화 양상과 

클래식 장르 특성상의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클래식 장르에 초점을 맞춰 클래식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와 그 밖의 일반

적 청취와 관련된 요소와 경로선택의 요인들, 그리고 기타 장르 청취와의 비교, 디

지털 청취에 관련한 용어에 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분석을 시도해보았

다.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을 위한 본 설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79)를 진행했으며, 클래식 애호가

를 상으로 진행한 FGI80) 결과를 일부 설문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클래식 청취 

및 음원 구매에 있어서 음질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임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에서 이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했으며, 실제 조사응답

자의 답변과 분석 결과를 통해 클래식 청취 시 음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장르보다 클래식 청취에 있어서 연주자나 지휘자 등 연주

관련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 청취 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에 한 질문에는 ‘사

용편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나 기타 장르일 경우라도 음질을 중요한 요

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점은 본인이 ‘선호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기타 장르일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하지만 음악 전공자의 경우는 독립표본검정을 통해 기타장르와 클래식 청취 시 

고려요소 중 ‘음질’에 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클래식 청취 시 보다 ‘음질’을 

79) 2012년 11월, <현 음악의 이해> 수업을 듣는 학생 총 180명을 상으로 진행했다.

80) FGI(Focusing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는 6-12명 정도의 소수의 면접자를 상으로 주

제에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조사 기법 중 하

나다.(두산백과 참조) 2011년, 클래식 애호가 12명을 선별해, 음악적 지식여부에 따라 그룹을 둘로 

나눠 FGI를 진행했다. 클래식 청취 시 음질과 원음(FLAC)에 관한 인식 및 논의를 주제로 진행했

으며, 본 설문지 구성에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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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타 선호 장르의 경우는 ‘연주자 관련정보’보다는 ‘어디서든 청취가 가

능’한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조사 응답자의 

부분이 클래식은 주로 집에서 감상을 한다고 답한 내용과 함께 다른 장르와 청취

하는 장소가 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호하는 인터넷 사이

트는 체적으로 클래식 청취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인 음질과는 관련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을 청취 시, 음질에 한 만족도는 좋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상의 활용은 이용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한 인식도를 파악한 결과, 실제 

고음질 디지털 음원에 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으며, 음질 테스트를 통

해 실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과 CD 음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클래식 관련 전문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받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인 경우)으로 나누어 그룹 간 비교를 시도해보았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클래식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집단의 경우, 클래식 청

취에 있어서 보다 음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집단의 경우,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 음원 가격에 한 장벽이 낮음을 알 수 있었고, 관련정보(연주자, 지휘

자 정보)에 해서도 전문교육을 1년 미만 받은 그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타 선호하는 장르에 한 태도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디지털 음원에 한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무형의 디지털 음원에 해 CD에 

비해 저음질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 CD와 동일한 

고음질의 디지털음원과 청취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청취자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며 일부 문항에서는 오히려 무형의 고음질 디지털 포맷(FLAC)이 더 좋다고 평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취자는 무형의 디지털 음원에 해 음질이 

좋지 않다는 선입견과 함께 실제로는 CD 음질과 고음질 디지털 음원의 음질을 구

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응답자 부분이 고음질의 디지털음원

(FLAC, MQS)에 한 이해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흥미로운 점은 클래

식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CD와 관련한 디지

털 용어(CD리핑)에 해서는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용어(다

운로드, 스트리밍, CD버닝 등)에 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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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핑 방식 특성상 CD 음질에 한 신뢰도 및 CD 활용도가 높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1-a 

항목인 클래식 청취 시 CD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음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설1-b의 경우, 기타 선호하는 장르와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음악전공생의 경우엔 성립되었다. 1-c의 경우, 클

래식 전문적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질에 해 더 민감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

었다. 따라서 전문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클래식 청취 시 음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기타 선호하는 장르에 있어서도 여전히 음질이 중요한 요소로 인

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로 가설 2-a 항목인 CD와 고음질 디지털 음원의 

음질 차이를 못 느낄 것이라는 가설은 음질 테스트를 통해 입증됐다. 가설 2-b 항

목인 클래식 청취자는 디지털 음원에 한 인지도가 낮을 것이라는 명제는 실제 조

사응답자의 답변과 Ⅲ-10 항목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2-c 항목

인 클래식 전문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음원에 한 가격장벽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에 해서는 Ⅲ-9 항목의 그룹 간 비교를 통해 입증됐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클래식 청취자에게 고음질의 디지털음원에 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고음질 디지털 음원이 상용화 된다면 클래식 청취에 있어서 디지

털의 활용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었다. 

디지털화에 따른 클래식 청취방식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다른 장르에 비해 클

래식의 경우 비교적 CD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디지털화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클래식 청취에 

적합한 형태인 CD 이후의 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이전의 

보편화된 청취포맷 CD에서 디지털화로 이행하면서 겪게 되는 클래식 청취자들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현실적 안이 없으며 특히 

다른 장르보다 연주관련정보, 연주 동영상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또한 CD 매출의 급감현상을 통해 클래식 청취자의 CD구매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조사 상자의 응답을 통해 실제 클래식 관련 음원을 구매(소유)하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클래식 청취 시 유투브(Youtube)의 스트리밍 동

영상 서비스를 활용해 하나의 안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됐다.81) 

81) 2장에서 기술한 음악청취형태가 스트리밍으로 변화되면서 점점 음악을 ‘소유’하기보다는 ‘청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클래식의 경우는, 연주영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스트리밍동영상 서비스 Youtube 의 활용이 커지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68 -



- 69 -

한편 현재 국내 유료 온라인 음악 사이트는 클래식 청취자가 필요로 하는 고

음질 음원, 연주 관련 정보(연주자,  지휘자 등) 및 동영상 서비스에 해 매우 미

흡하다. 실제 고음질의 음원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며, 클래식 음악 관련 

정보(연주자, 지휘자 정보 등)에 해서도 미흡한 상태다.82) 국내 클래식 애호가들

이 클래식 관련 전문정보 혹은 음원을 얻기 위해 즐겨찾는 사이트가 동호회 성격이 

강한 고클래식83)이라는 점이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클래식 청취에 적합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한 이해가 미비

한 현실과 고음질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국내 온라인 음악서

비스의 변화를 촉구 및 기 하게 된다. 

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디지털화에 따른 클래식 청취의 변화양상에 해 먼저 고찰 및 실

증 분석을 시도한 결과, 클래식 청취자의 디지털 음원에 한 기존의 선입견(좋지 

않은 음질)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CD와 동일한 고음질의 디지털 

음원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FLAC과 MQS와 같은 고음

질의 디지털음원이 상용화 된다면 앞으로 클래식 청취자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

는 가설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화로 인해 청취형태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클래식 청

취방식의 변화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에 시사점을 지니

며, 하나의 안으로 고음질 디지털 음원의 상용화를 제시함으로써 문제분석에 국

한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분

석을 통해  클래식 청취자들이 느끼는 디지털 음원 활용에 한 불편함과 개선점 

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시했으며, 클래식 청취를 위한 디지털 

시 의 개선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82) 국내매출 1위 음악사이트 멜론을 비롯한 부분의 음악사이트는 아직 FLAC 음원을 미서비스 중

이며, 벅스에서만 유일하게 클래식 관련 원음 및 가격정책( 곡 길이 당 가격을 달리함)을 2013년 3

월에 반영했다. 

83) 고클래식(GoClassic)은 국내 표적인 고전음악 애호가 동아리 모임이며, 1999년에 온라인 사이트

를 오픈했다. 공연정보, 명곡비교감상, 작품해설, 웹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클래식 음원을 

WAV 및 MP3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goclass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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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아울러 후행연구에의 과제를 남기

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음악 전체 산업에 한 자료는 어느 정

도 확보 가능하나, 클래식 특히 국내 클래식에 관련된 자료는 매출과 관련된 사항

으로 부분의 국내 음악 유료사이트에서 이에 한 자료를 공개하기 꺼려했다.84) 

이러한 상황은 연구의 집중도를 충분히 높이지 못했으며, 관련 업계 관계자를 통해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등 보다 심도 높은 조사와 연구를 진

행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로는 실증분석 상의 표본 수(N=153) 가 비교적 적고, 연령 가 20  초

반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한 연령 라는 점과 조사응답자

가 모두 서울 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분석 및 일반적 결론을 내리기에 다

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클래식 청취자에 한 분류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클래식 청취 혹은 수용자에 한 인식조사 나아가 디지털화에 따른 클래식 

청취와 수용에 한 조사 혹은 연구가 거의 전무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클래

식 청취자를 몇 개의 분류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

이 될 것이며 앞으로 향후 연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기 되는 부분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 중 하나

인 음악 산업에 있어서, 특히 특화된 장르라 볼 수 있는 클래식의 경우, 클래식 청

취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또 계속 변

화되는 과정 속에서 클래식 애호가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해 보다 심층적이고 실

증적인 분석적 연구가 향후 계속 이어지길 기 해본다. 

84) 그 이유는 중적인 가요·팝과 달리 클래식은 비교적 그 이용 빈도가 적고, 매출도 적은 치수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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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소스 코리아  http://www.naxos.co.kr

그루버스 MQS  http://www.groovers.kr/m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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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는 클래식 음악 청취자를 대상으로 “클래식 청취와 디지털 음

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
다. 아울러 모든 질문 사항은 연구의 목적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질문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
구목적 이외에는 결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3월.

  연 구 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윤화
  연 락 처 :  010.7124.5620
  E - mail : denker@snu.ac.kr 
  지도 교수 :  이 석 원 교수님 

 부  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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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질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가격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장(영구보관)이 가능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용하기 쉬워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관련정보(연주자, 지휘자 등)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디서든 청취가 가능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 다음은 음질 비교를 위한 청취테스트입니다.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음질이 더 좋다
고 생각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세요.

1.  ① (     )  ② (     ) ③ 차이 없음
2.  ① (     )  ② (     ) ③ 차이 없음

PART Ⅱ. 다음은 클래식 청취 및 일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1. 가장 선호하는 클래식 장르(스타일)는 무엇인가요?
 ① 피아노(건반) ② 오케스트라 교향곡, 협주곡  ③ 성악, 오페라  ④ 크로스오버 ⑤ 기타 

2. 가장 선호하는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무엇인가요?
 ① 중세, 바로크시대음악  ②고전시대음악   ③낭만시대음악   ④근대음악  ⑤ 현대음악 

3. 클래식 관련 음악전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1년 이하   ⓶ 1~3년 이하 ⓷ 3년 이상 ⓸ 없음

4. 다음은 클래식 음악 청취를 위한 음원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각 항목에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한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클래식 외에 가장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체크)
① 가요 ② 팝 ③ 재즈 ④록/메탈 ⑤ 인디뮤직 ⑥ OST ⑦ 국악 ⑧ 크로스오버, 뉴에이지

6. 다음은 음악 청취를 위한 음원 선택 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문항5에서 답하신 클
래식 외 선호하는 장르에서 각 문항별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한 곳에 “√” 표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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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질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가격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장(영구보관)이 가능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용하기 쉬워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관련정보(연주자, 지휘자 등)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디서든 청취가 가능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Ⅲ. 다음은 클래식 음악 청취 경로 및 디지털음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세요.

1.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주로 어디에서 들으시나요?
  ① 이동중(지하철, 버스)  ② 집에서   ③ 외부시설(도서관, cafe 등)  ④드라이브

2.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은 주로 어떤 형태로 들으시나요?
  ① CD (오디오시스템을 통해)                ② 디지털 형태(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    
  ③ 유투브(Youtube) 등 동영상 스트리밍      ④ 기타 (                           )

3. 위의 경로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편리성(사용법이 쉬움)   ② 음질이 좋아서   ③ 어디서든 듣기 편하므로
  ④ 동영상 기능     ⑤ 비용부담이 적으므로      ⑥기타 (                         )

4. 클래식 음악을 구매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구매하시나요?
  ① CD   ② 스트리밍  ③ 다운로드  ④ 구매하지 않음 ⑤ 기타 (           )

5. 다음은 클래식 청취가 가능한 음악사이트 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① 낙소스클래식 ② 클래식코리아  ③ 고클래식  ④ 유니버설뮤직 
  ⑤ 멜론     ⑥ 네이버뮤직    ⑦ 벅스    ⑧ 소리바다 
  ⑨ 엠넷 ⑩ 싸이월드 ⑪ 기타(             )

6. 위의 질문에 선택하신 사이트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다양한 음원  ② 고음질 음원  ③ 검색이 편리  
  ④ 메타DB(연주자 정보 등)가 잘 정리되어있음  ⑤ 비용부담 적음 
  ⑥ 클래식 관련 정보가 많음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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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질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가격이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소장(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용하기 쉽다 (청취방법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음원이 많다(최신음원 포함) ① ② ③ ④ ⑤

6 어디서든 듣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클래식 관련 전문정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얼마나 자주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 음악듣기/파일다운로드를 경험하시나요?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3-4회            ③ 일주일 1회 이하  
  ④ 한 달에 1-2회          ⑤ 거의이용하지 않음

8. 다음은 인터넷 상에서 클래식 음악듣기/파일다운로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한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 클래식 음원 중 CD 음질과 동일한 ‘고음질‘ 디지털음원을 구매하게 될 경우, 곡당 최대로 
지불하실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비교적 저음질인 MP3 곡당 가격은 600원임)
  ① 천원 이내  ② 1,100~1,500원 ③ 1,600~2,000원  ④ CD 곡당 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 

10. 다음은 디지털음원 관련 용어입니다. 의미를 알고 있는 용어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스트리밍 ② 다운로드 ③ CD버닝(굽기)    ④ CD리핑  
  ⑤ 압축/비압축 포맷 ⑥ 손실압축/무손실 압축 포맷 
  ⑦ FLAC(Free Lossless Audio Codec) ⑧ MQS(Mastering Quality Sound) 

PART IV.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①　20~ 23세 ② 24 ~27세 ③ 28~30세 ④ 31세 이상 
3. 소속대학 : (                ) ex. 자연대, 경영대, 사범대, 음대 등  
4. 월평균 소비(용돈): ① 30만원 미만 ② 31~60만원 ③ 61~100만원 ④ 1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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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in the Listening 

Method of Classical Music in the 

Age of Digitization

Yun-hwa Koh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he method of listening classical music 

in our rapidly changing world of digitization. Specifically, I ponder on wha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hoosing a listening medium of classical music.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reasons why major listening 

medium of classical music still mostly remains in CD and to provide rationale to 

classical music listeners why they are in need of commercializing ‘high-quality’ 

digital audio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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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 overview the chronological changes of music listening methods for 

theoretical background. Then, I explore main features in quickly developing 

digital music industr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appearance of digital audio 

format for classical music listening, including digitization process of analog 

music resources. To trace these changes, a survey was conducted to the 

students who were taking classical music related-clas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Questions were mainly about classical music consumption 

method, and their utilization and recognition of digital audio sources. Variance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applied for the comparison of surve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Fisher’s exact test was used for the 

comparison of low-frequency items.

As a result, I suggest that ‘sound qualit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lassical music listening, whereas ‘ease-of-use’ is weighed a bit more than the 

quality in other favored genres (though sound quality still remains important). 

Digital method was preferred than CD due to its convenience. Furthermore, the 

result came out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in their consumption mode: 

Male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digital music, being more sensitive to the 

cost than females. Those who received more classical music education highly 

regarded the importance of sound quality, and showed a relatively low 

satisfaction at classical music on the internet usages.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high-quality audio format in digital music is low; however, in a better 

educated group, price barrier for high-quality music appeared low. Regardless of 

their majoring classical music or not, overall respondents did not sense the 

difference between CD’s sound quality and FLAC’s. Based on these results, my 

conclusion is that we could anticipate the consumption of high quality digital 

audio format such as Lossless Compressed Audio Format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among classical music listeners when such format is commercialized.

Key words: classical music, listening method, digitization, Lossless Compressed 

Audio Format

Student number: 2002-2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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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 마지막에 올라오는 ‘엔딩 크레딧’을 유심히 보곤 합니다.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함께 한 노력들이 궁금해서입니다. 논문의 끝자락에 소
개되는 이 글은 제게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학문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 과정의 즐거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시고, 연
구 분야에 있어서 ‘커밍아웃’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지도교수 이석원 선생님께 먼
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문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격려
해주시고 힘들 때는 조용히 차 한 잔을 권하며 다독여주시는 오희숙 선생님, 늘 친정
처럼 내리사랑만을 보여주셔서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인 민은기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연구가 심화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힘을 더해주신 분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테스트 음원을 제공해주신 네오위즈인터넷 DB팀 김윤환님, 주제
의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주신 SK플래닛의 박종욱님, 클래식 청취자의 의견수렴에 
도움을 주신 클덕(클래식덕후)모임 이성탁님, 여재흥님, 함종호님, 깔끔한 작성 툴을 
알려주신 네오랩컨버전스 조성희님, 디지털음악 산업 관련 동향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뮤직필 윤혜경님, 유니버설뮤직 이용식님, 네오무지카 권순훤님, SK커뮤니케이
션즈 이병옥님, 실증분석을 도와주신 서울대 통계학 석사과정 이희석님, 두 차례에 걸
친 설문지에 성실히 답해준 서울대학교 현대음악이해 수업 수강생 여러분들,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지희, 영문초록을 꼼꼼히 봐주신 음악학 박
사 미배언니와 영국에 있는 30년지기 친구 시내, 과정 속 수많은 고민의 시간들을 함
께 해 준 연구실 상호선배와 홍래, CUNY 박사과정 지연이, LA에 유학중인 벅스기자
단 출신 상우 그리고 제 곁의 많은 분들 덕분에 지난 과정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긴 여정 속에 길을 잃고 헤맬 때 늘 나침반 역할을 해 준 친언니와 형부, 그리고 조
카 호연, 송연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마다 연구실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남편과 바쁜 엄마의 힘든 
과정을 함께하며 기다려 준 우리 씩씩한 꼬맹이 진우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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