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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딜로이트 TMT Predictions 2017의 요약 정리본이며, 보고서 전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2.deloitte.com/kr/ko/footerlinks/pressreleasespage/2017/press-release-20170112.html 

2017년 TMT Predictions의 변화

딜로이트는 이번 예측에서 과거와 달리 

TMT(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 

산업의 3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각 부문을 넘나드는 

형식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자체 머신러닝 기능 탑재는 테크놀로지 혹은 텔레콤 

부문뿐 아니라 모든 TMT 부문과 관련이 있다. 5G 

네트워크에 의해 실현될 더 빠른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사물인터넷(loT) 전용 네트워크 또한 모든 

TMT 부문과 관계된다. 사이버보안도 모든 부문에 

있어 영원한 관련 주제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다음 

10년을 내다보는 중기적인 예측을 포함시켰다. 

자동화된 긴급 상황 브레이크 작동, 실내 

내비게이션의 사용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이들 주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디도스(DDoS) 공격의 위협, 태블릿 PC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태도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도입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로의 IT(IT-as-a-service)’의 

성장은 정보기술(IT) 투자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기업들과 관계가 있다.

2017 TMT Predictions
정성일 전무 딜로이트컨설팅 테크놀로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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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비트 규모 디도스(DDoS) 공격의 시대에 

진입하다

디도스: 해킹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7년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인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의 규모가 더욱 커져 영향을 완화하기가 

어려워지고(공격의 강도 증가), 빈도도 보다 빈번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초당 테라비트급(Tbit/

s)의 공격이 매월 1건씩 발생하고, 총 1,000만 건 

이상의 공격이 발생하며, 평균 규모가 1.25에서 

1.5초당 기가비트(Gbit/s)에 달하는 쓰레기 

데이터가 전송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디도스 

위협의 확대는 주로 다음의 3가지 동시적 트렌드에 

기인한다.  

1)  PC, 스마트폰, 태블릿보다 보안성이 낮은 IoT 

기기 설치의 증가 

2)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멀웨어 기법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됨 

3)  더 많은 쓰레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대역폭 속도의 가용성 증가

디도스 공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 분산화: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 인지, 멀티미디어 

세션 통제와 같은 핵심 기능들은 중앙집중화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역량들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산화시키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중앙집중화 접근법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면 

큰 도움이 된다.

•  대역폭의 초과 확보: 대규모 조직은 상업적 

성장과 디도스 공격 완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인터넷 대역폭을 리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공격자가 이런 대규모 

그림 2. 테라비트 규모 디도스 공격의 시대에 진입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딜로이트 글로벌은 

1 Tbit/s급의 디도스 공격이 
매월 1건씩 발생하고, 

1년 동안 총 1,000만 건 이상의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매년, 공격의 평균 규모가 

커지고 있다.

년
년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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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매력: 생체인식 보안 방식이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다 

2017년 초반에 지문인식 장치가 장착된 기기의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선진국의 모든 스마트폰의 약 40%에 

2017년 말까지 지문인식 장치가 장착되고,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인식 센서는 2017년에 

최소 80%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문인식 장치를 장착한 제품 중 실제로 

활성화된 기기 90% 이상을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차지할 전망이다. 이제 지문인식 센서가 노트북 

컴퓨터부터 리모컨 장치까지 광범위하게 여러 

기기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신원 확인 및 인증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여기서의 도전 과제는 

빠르고 보안성 높은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지문인식 

장치와 기타 생체인식 입력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적용 방안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 금융기관: 선진국 시장 내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38%가 은행계좌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은행은 사기행위 

적발, 고객의 계좌 접속 혹은 신규 계좌 개설, 

지급 결제 인증 등에 어떻게 하면 생체인식 

신원확인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 유통업체 - 매장 상거래: 근거리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기술을 이용하는 

매장 지급 결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센서에 

지문을 댄 후 NFC 리더기 근처에 스마트폰을 

위치시켜 지급 결제를 인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식별번호(PIN) 숫자 입력 과정을 없앨 수 

있다. 

• 미디어 기업 –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음악, 유료 

뉴스, TV 쇼 혹은 기타 콘텐츠의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지문인식을 통한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제할 수 있다. 

• 정부 서비스: 생체인식은 세금 납부, 의료기록 

접근, 전자투표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전자투표에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젊은 층의 투표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 모든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존재는 

문자 입력 패턴과 같은 사용자 고유의 기타 정보, 

위치 정보, 그리고 생체인식 정보의 결합 사용을 

용이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중 인증으로 알려진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의 혼합 사용 방식이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욱 강건한 

인증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2017년 지문인식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40%를 차지할 것. 

그중 약 80%는 지문인식 기능이 

사용되고 있음. 

76% 24%

그림 1. 지문인식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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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파 레이더, 라이더(LIDAR)라 불리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화상 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시각 처리 시스템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2022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및 소형 트럭의 

6분의 1에 AEB 기술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적인 운전자는 장애물을 보고 이를 문제로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몇 초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만약 시속 113km로 이동 

중인 경우라면, 자동차는 2초 동안 최대 속력을 

계속 유지하며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까지 63m를 

더 주행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AEB 기술이 

장착된 자동차는 1 혹은 2밀리초(ms) 만에 대응을 

시작해 많은 경우 충돌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확보한 2초 동안 자동차는 약 시속 50km로 감속해 

최대 속도의 56%를 줄일 수 있다.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30가지 서로 다른 자동차 기술 중에 

AEB가 가장 선호되는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핵심 국가(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의 

소비자들은 AEB 기술을 가장 선호하는 단일 

기술로 꼽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들은 

AEB를 자율주행 기술보다 약 2배가량 유용한 

기술로 평가했으며, 다른 핵심 국가의 소비자들은 

3배 이상 유용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소비자들이 물체 인식 및 회피 기술을 

1번째 혹은 2번째로 선호하는 기술로 꼽았다. 가격 

적절성도 AEB가 유리하다. 소비자들이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2014년의 

설문조사보다 30~70%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드는 비용에 크게 

부족하지만, AEB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AEB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중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억 달러인 것으로 

그림 3. 2014년과 2016년 소비자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추가 비용

✽ 각 국가에 표시된 미국 달러는 5가지 기술 범주, 즉 안전, 인터넷 연결, 운전석, 자율주행, 대체에너지 엔진에 대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가중 평균 금액을 나타낸다. 미국 달러로의 환산에는 2016년 평균 환율을 적용했다.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연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인사이트 플랫폼: 자동차 기술의 미래 설문조사’, 2017년 1월

  2014년         2016년         2014년 대비 2016년 하락 비율         2014년과 2016년 사이 큰 수준의 금액 하락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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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초과할 만큼 충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공격은 대개 무위로 돌아간다. 

• 동적 방어: 공격 대상의 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은 해커의 공격 계획과 실행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은 민첩한 방어 기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방안에는 적들에게 현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대적인 트래픽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분산시키는 기만 

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비책: 온라인 스트리밍 미디어 업체는 

오프라인 모드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나중에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콘텐츠의 사전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것이다. 

• 보안: 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을 취득하도록 권고 받거나 혹은 아예 

의무화되어야 하고, 인증 여부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게 해야 한다. 또한 단순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로그인 정보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각각의 제품마다 고유의 맞춤화된 로그인 

정보를 부여해 출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ID와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은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 받아야 한다. 고객이 제품의 

보안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등급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다.

• 탐지: 보다 상세한 트래픽 필터링이 가능한지 

탐색한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규모의 신규 트래픽 또한 의심할 수 

있다(예: 과거에는 없었던 1Gbit/s급의 인터넷 

연결). 하지만 문제는 적법한 트래픽을 정확하게 

식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 격퇴: 인터넷 통신사업자는 DNS(Domain 

Name Service) 단에서 필터링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국(혹은 주요 인터넷 데이터 교환 

지점)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추적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일부 조직은 디도스 공격을 여러 번 겪었기에 

다소 심드렁할 수 있지만, 이들 공격은 2017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공격자들은 보다 창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디도스 공격에 대해 안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디도스 공격은 호리병에서 튀어나온 

지니와 같아 결코 다시 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안전 우선: 자율주행으로 향하는 길은 

멈춤부터 시작한다

2022년에는 미국에서 1년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6,000명으로 감소해 2017년 예상 사망자와 

비교할 때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사망자 감소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자동차 안전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동비상브레이크(Automatic Emergency 

Brake, AEB) 기술이 될 것이다. 이는 전방 카메라,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기술 

•고속도로 주행 지원 

•자동 후측방 경보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혼잡 구간 주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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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은 널리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더 

빠른 네트워크의 배치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유럽연합(EU) 지역에 5G를 전개하는 데만 63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상된 

연결성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적 

산출물의 상당 부분을 육성하는 동시에 교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4G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500억 달러의 경제적 성장 및 77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은 더 빠른 

속도, 더 큰 용량, 더 낮은 기가바이트당 비용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더 빠르고 저렴한 

다운로드가 대용량의 저장공간을 갖춘 스마트폰과 

결합해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에 

완료되는 앱 다운로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보다 전용 앱을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유통업체에 5G는 실내 내비게이션 혹은 

지문인식기를 통한 빠른 결제 처리 등의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경계선에 선 두뇌: 모바일에서의 머신러닝이 

시작되다 

3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 또는 2017년 판매될 

스마트폰의 5분의 1 이상에 신경망 머신러닝 

역량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바일 기기가 

점점 더 머신러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대부분의 내장형 머신러닝 

역량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소비자 전자 기기에 

탑재될 것이다. 하지만 IoT 기기에 적용된 내장형 

머신러닝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는 통신 상태가 양호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머신러닝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고속도로를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머신러닝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면 극히 중요한 요소인 

낮은 지연 속도가 확보된다. 시속 130km, 혹은 

초속 36m의 상황에서는 모든 밀리초의 순간이 

중요하다. 낮은 지연 속도는 제트엔진, 의료장비, 

혹은 석유 및 가스 송유관에서 모바일 머신러닝 

칩 혹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간질성 발작을 

감지하는 의료장비는 네트워크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내장된 머신러닝 기능을 장착한 

드론이 오늘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스마트 트랙터, 제트엔진부터 석유 

시추장비까지 모든 기기가 내장형 머신러닝 

기능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산업은 이미 

머신러닝(메인프레임에서 실행되는)을 시추공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을 

시추공 바닥을 뚫는 드릴 머리에까지 적용하면 더 

많은 기능이 가능해질 것이다. 

실내의 중요성: 디지털 내비게이션 최후의 

개척지 

2022년 인간 및 기기의 정밀 디지털 내비게이션 

사용 건 중 최소 4분의 1이 실내에서의 활용을 

일부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실내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실내에서의 활용이 전체 

사용 건 중 5% 미만에 그치는 2017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결과다.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데이터 집합에 더해, 보다 정확한 실내 위치 

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비콘’은 1m 내의 오차로 위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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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데, 이 부문은 2019년까지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EB 기술 

하나만으로 2022년 미국에서만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5G: 2017년에도 진화 중인 혁명 

딜로이트 글로벌은 5세대 셀룰러 네트워크인 

5G의 시작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2017년에 

내디뎌질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 국가이나, 글로벌하게는 

2017년 말까지 200곳 이상의 통신 회사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 일부 구간에 대해 LTE-A 

서비스를 제공하고 20곳 이상이 LTE-A 프로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800여 

개 통신사업자 중 수십 곳이 5G로 마케팅되는 

서비스의 실험, 개발 및 일부 상업적 배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5G는 빅뱅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5G 실행을 위한 기반 

그림 4. 5G의 가능한 사용 사례

극도로 낮은 지연 시간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통제

•스마트 인프라

•택타일 컨트롤

어디서나 광대역 접속

•모든 지역에서 50+ Mbps

•밀집된 도시 사회

• HD 영상, 경기장에서의 사진 

공유, 야외 모임

•이동형 스마트 오피스

극도로 안정적인 통신

•e헬스

•원격 수술/원격 물체 통제

•자연재해 대응

대규모 IoT

•센서 네트워크

•스마트 웨어러블(의류)

•모바일 비디오 감시

•드론 조종

•원격 기기의 핵심 통제

고도의 사용자 모빌리티

•이동식 핫스폿

•고속철도

•원격 컴퓨팅

•비행기

유사 방송 서비스

•대규모 생방송

•시, 도, 전국 단위의 유사 방송 서비스

•모든 서비스의 주문형화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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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상대 위치를 사용자의 

이동, 방향, 경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이 기법은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기기에 

대한 변경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실내 위치 측정 정확성이 개선되어 실내 

내비게이션의 혜택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실내 지도 정확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물주들은 실내 지도를 차별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쇼핑몰은 실내 지도를 이용해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점포, 매장, 심지어 통로 위치까지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글은 실내 지도를 

기존 실외 지도의 확장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정밀 실내 지도를 제공하는 

건물들이 전 세계에 수백 곳이 있다. 구글은 또한 

백팩에 장착해 사람이 메고 건물을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지도가 제작되는 디지털 지도 제작 장비를 

개발 중이다. 이 장비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라 불린다. 

애플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에 애플 인도어 

로케이션(Apple Indoor Location) 기능을 이용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함시켰다. 애플은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지도 작성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는 

대중에게 개방된 대형(최소 연간 100만 명 이상 

그림 6. 실내 위치 측정 수단별 오차범위

0~10cm

0.5m까지

1m까지

2m까지

5m까지

50m까지

UWB LED 조명 비콘 자기장 위치 
측정 Wi-Fi 모바일 네트워크

복수의 위치 
측정 정보를 이용해 

2m 수준의 
오차범위 확보

근접 마케팅을 위해 

설치됨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 공유기가 포함된 

1억 대의 라우터 
5G는 고밀도 

네트워크가 필요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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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어 넓은 범위의 실내 내비게이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비콘은 저렴한(약 5달러)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이 장비된 소형 모듈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700만 개의 비콘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와이파이(Wi-Fi)나 

셀룰러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적은 면적을 커버하고 

있다. ‘LED 조명’은 0.5m 오차의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17년 시작 현시점에서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점점 더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점멸하는 광신호를 방출한다. 각각의 LED 조명은 

스마트폰 같은 수신장치로 고유의 식별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초광대역(Ultra-Wide Band, 

UWB)’은 5~10cm 오차의 정확성을 제공한다. 

UWB 실내 위치 측정은 일련의 고정 지점으로부터 

목표 대상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장치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천장에 위치한다. 이 기법은 현재 공장과 

창고에서 물건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되고 있다. 만약 Wi-Fi 라우터와 

스마트폰에 UWB 기능이 포함된다면 1cm 단위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전용 칩이 

필요하고 장치의 크기와 특화된 속성 때문에 UWB 

기능이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에 장착될 때까지 

10여 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자기장 위치 측정’은 

휴대전화의 자력계(나침반)를 이용해 건물 내 금속 

구조물로 인해 일어나는 자기장의 교란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2m 수준의 오차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움직일 때만 작동하고 실내 

인테리어에 변경이 있으면 재매핑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금속 선반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하면 자기장의 특징이 변했을 수 있다. 

‘스마트폰 센서의 활용’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센서 등을 위성 위치 측정 방식 및 내부 위치 측정 

데이터와 동시에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실내에 진입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할 때, 

스마트폰 사용자의 가속 정도, 각도 변화율(회전), 

그림 5. 실내의 중요성 : 디지털 내비게이션 최후의 개척지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2년까지 

인간과 기기의 디지털 내비게이션 

사용 건 중 최소한 4분의 1이 

실내에서의 활용을 일부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실내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음 기법들에 기반을 둔 실내 내비게이션의 

가용성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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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솔루션은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고 

계약, 컴플라이언스, 사용의 편의성을 해결해 

FCM이 제공하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일회성 지출에서 반복적 지출 모델로의 

변화는 솔루션의 사용과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자들과 파트너들의 사전적 대응을 촉구한다. 

솔루션의 높은 사용량은 더 나은 사업 결과와 

지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데이터 중심적 속성과 

고객 참여 역량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다. 재판매자, 유통업자 및 통합 

서비스 제공자들은 채널을 통해 정확히 가격을 

산정하고, 견적을 내며, 권리를 부여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며, 사용량을 보고하기 위해 그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로서의 IT’가 2018년까지 IT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IT에 

대한 지출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서는 관련된 IT 비용의 

관점에서 기존의 회계 정책을 지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만 한다.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상당한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IT-as-a-Service: 0.5조 달러의 ‘틈새시장’

2018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서비스로서의 IT (유연한 IT 비용 지출 

모델의 부분집합, Flexible Consumption Models, 

FCM)에 대한 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5,5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6년 

예측 규모인 3,610억 달러에서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IT 시장 분석 전문 기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6년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글로벌 IT 지출 규모는 1조4,060억 달러에 

달하고, 2017년엔 1조4,770억 달러로 증가해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러한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시장규모가 2018년까지 1조5,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대안 모델로의 

전환 추세를 볼 때, 2016년 중반의 유연성 기반 

IT 예산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시장규모에 근거해 딜로이트 글로벌은 새로운 

형태로 정보기술을 조달하는 규모가 2.5년 만에 

3,610억 달러에서 5,4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비록 FCM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2018년까지 

보편화되지는 않겠지만, IT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전체 규모가 0.5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들은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를 

조달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하며, 

공급자들은 서로 다른 산업과 부문에 속한 기업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가다듬는 데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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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을 가진)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의 잠재력은 막대하며 혁명적일 수 있다. 

관련 산업 부문의 관계자 대부분이 혜택을 입고,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 서비스’는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필요로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실내 내비게이션은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응급구조 

서비스 요청 통화가 연간 2억4,000만 건 

이뤄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 통화의 70%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유통업’에서 쇼핑객이 쇼핑몰 내 매장을 찾지 

못하거나, 특정 층이나 통로로 안내되어야 

하거나, 혹은 덜 붐비는 계산대로 유도될 필요가 

생기면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정규직 및 임시 

직원들에게 정확한 실내 위치 정보가 있으면 보다 

빠르게 매장 및 창고에서 상품을 찾을 수 있다. 

2015년 유럽에서만 6,700만 명 이상이 박람회를 

관람했는데, 실내 내비게이션이 활용되면 이들 

방문객을 위한 공항 게이트, 회의실, 자판기, 

화장실의 위치 안내 등이 편리해질 것이다. 

중기적으로, 실내 내비게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