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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에서의 여성: 이는 교육과 관련 있지만, 단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말까지 선진국 IT 업계의 여성인력 비율이 25% 미만일 것이

라고 전망한다. 이는 2015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치다(그림 1 참조). IT 업

계의 성비 불균형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비용으로 수백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IT 

업계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4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성비 불균형(대략적으로 IT 업계 내 50% 정도)의 해소는 장기적인 목

표로 충분히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왜 2016년의 전망치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고, 왜 더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가?  

IT 업계의 성비 불균형은 최소 2005년 즈음부터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사람들은 그때부

터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여성 기술직 종사자에 관한 기사가 쏟

아지던 2010년부터는 더 빠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

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IT 업계 여성인력의 비율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8년간 23%에

서 22%(비록 IT 직종에서 관리자급 여성인력 비율은 16%에서 21%로 증가했지만)로 감

소했다. 5백만 개의 IT 일자리가 있는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IT 여성인력 

비율은 25%에서 24%로 감소했으며 관리자급 여성인력 비율은 2014년에 3% 감소한 

27%에 머물렀다. 영국에는 120만 개의 IT 일자리가 있는데, 이 중 여성인력 비율은 

2010-2015년 동안 17%에서 18%로 증가했다. 각 나라의 지난 5년 동안 IT 업계 일자리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 

 

 

 

 

 

 

 

 

 

 

교육 과정 

현재 모든 IT 업계 종사자들이 컴퓨터 공학(computer science, CS)이나 관련 분야를 전

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 학문 분야, 특히 컴퓨터 공학의 경우, 교육 과정의 성비 불

균형은 더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위 표의 통계치는 각 국가의 중앙정부 웹사이트 또는 문서를 통해 수집됨. 캐나다는 2011년 데

이터, 영국은 2015년 4-6월 간 데이터, 미국은 2014년 데이터, 스웨덴은 2013년 데이터 임. 

그림 1: 캐나다, 스웨덴, 영국, 미국 각국의 전체 IT 인력 중 여성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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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의 겨우 18%만이 여성이었는데 이는 

1985년의 37%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영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2013/2014 교육 년의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 중 단지 17.1%만이 여성이었다. 이는 영국 전체의 고등교육 

졸업생 중 56%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2012/2013년 여성 

졸업생 비율은 이보다 아주 약간 높은 17.4%였다. 2014년에 캐나다의 수학, 컴퓨터, 

정보 과학 분야의 대학 및 전문대학 여성 입학자는 25%였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27%에 비하면 2% 감소한 수치이다. 캐나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워털루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등록자 중 여성 비율은 1980년대 후반의 33%에 비해 크게 감소한 13%에 

머물렀다. 해당 대학이 여성 입학자들을 유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러하다. 또한, 2010년 스웨덴의 경우 컴퓨터 공학과의 여성 

졸업자가 2000년의 30%에서 줄어든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비 불균형은 대학(혹은 제3의 교육기관) 교육 과정에 이르기 전에도 

존재한다. 2013년 AP 시험(Advanced Placement Exam for Computer Science,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 인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학습 과정)을 

치른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겨우 18%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도 마찬가지다. 2012년의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여학생의 17%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으며, 이는 남학생의 비율인 33%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서 

과학과 수학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주장도 있다. 취학 전부터 딸들이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교육 과정 이후의 도전과제 

구인.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의 연구에 따르면,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의 

절반이 지원자 12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여성이라고 응답했다. 성 중립적인 직무기술서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작동시키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여성들이 그 광고를 볼 수 있도록 설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특정 관리자 직군 모집광고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가 남성으로 표시된 사용자를 겨냥하도록 설정된 경우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여섯 배나 더 많음을 발견했다. 

 

채용. 더 많은 여성 채용담당자를 고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남성과 여성 모두 IT 

직무에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여성보다 남성을 채용할 가능성이 2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의식적인 성차별적 행동이라기보다 여성 

채용담당자들마저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남성을 뽑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편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편향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들이 있으나 

(이른바 “편견 없애기, unbiasing”), 훈련과 교육만으로는 부분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IT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라 이력서를 작성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때로 채용담당자들로 하여금 여성을 선호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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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2014년 미국 연구에 따르면, IT 직군의 여성인력은 남성인력보다 약 45% 더 많이 

근속 첫해에 그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연구는 첫해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력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STEM(과학수학기술공학 분야,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학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STEM 학위를 가진 남성 열 명 중 한 명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유지력 부족의 중요한 원인으로 

급여와 진급 문제(하기의 내용 참조)가 있다. 여성에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마초적 

프로그래머,bro-grammer’ 문화 또한 문제다. 한 연구에서는 27%의 여성이 IT 직장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업무환경의 불편함, 공공연하거나 은연중에 만연한 성차별을 

들었다. 나아가 여성에 불리한 직장 내 정책, 장시간 동안 연속적인 코딩 작업, 무자녀자 

선호(여성 IT 업계 종사자들의 62%가 무자녀이며 남성의 경우 57%인 것과 대조적임) 

혹은 탁아지원 부재 등 모두가 원인이 되고 있다. 

 

급여와 진급. 미국 여성 웹 개발자는 남성이 1달러를 받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79센트를 

받고, 여성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 관리자의 경우 그보다는 적은 차이로 1달러 업무에 

87센트를 받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는 여전히 일반적이다. 미국 IT 직군에서 가장 큰 

단일 범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모든 IT 인력에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그룹 내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는 1달러당 84센트 

정도이다. 미국의 여성 IT 업계 종사자들의 4분의 1이 자신의 경력 성장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고 있다. 인도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서 45%에 달한다. 영국의 

CIO 중 여성 비율은 14%이며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IT 업계 여성 종사자의 37%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IT 직군의 관리자급 여성인력에 대한 문제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IT 인력의 18%가 여성인데, 여성 고위직의 비율은 그 절반인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IT 책임자의 21%가 여성이며 이는 스웨덴의 IT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22%인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전체 IT 종사자의 여성 비율보다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약 2~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관리자급 

여성인력의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화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여성 IT 업계 종사자들의 비율은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 정도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웹 개발자의 35% 이상이 여성인 반면,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자의 경우는 약 12%에 불과했다. 캐나다도 웹 개발자의 여성인력 비율이 높고, 

컴퓨터와 네트워크 운영자 및 웹 기술자는 비율이 낮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데이터는 웹 디자인 및 개발 전문가들 중 여성인력의 비율이 전체 IT 

인력의 여성인력 비율보다 아주 약간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IT업종의 관리자급 

여성인력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함께) 영국의 IT 직군 성비 불균형이 상기에 언급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다양성과 수용성이 성별보다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종은 선도적인 실리콘밸리 첨단기술 기업의 고위직에 이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5년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히스패닉, 동양인 

그리고 흑인들이 백인 남녀들보다 경영진 수준의 직급에 오르는 데 불리하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IT 업계는 다른 산업보다 참여와 급여에 있어 성별 격차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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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IT 업계의 성비 관련 일부 수치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선도적인 기술 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이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위이다. 

게다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예상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의 

생각과는 달리 교육은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있다. 2013년 미국의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이 5분의 1 미만인 반면, 미국 기업의 IT 직군 여성인력 비율은 2014년 

24%였으며 IT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비율은 27%였다. 

고위 경영진에 대해 얘기하자면 여성의 비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최고 수준인데, 특히 

최고 경영진에 속해 있는 저명한 여성 임원은 많은 예비 IT 여성인력에게 롤모델 혹은 

멘토가 되고 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성 참여 비율이 가장 낮았던 IT 직업의 범주들이 

줄어들고 있고, 좀 더 균형이 잡힌 범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성비 불균형의 정점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첨단기술 기업들은 더 광범위한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성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미국 첨단기술 기업들의 2013년 여성 직원 비율은 

30.3%였고 2014년에는 그 비율이 0.15% 높아졌다. 

IT 기업의 여성들 

비록 이 예측은 IT 전문 분야의 여성인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IT 기업 내의 성비 불균형 문제와 

분명히 다르지만 연관된 문제가 또 있다. 이는 특히 대형 미국(보통 실리콘밸리 기반의) 기업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연간 기준으로 다양성 수치를 산출해 공개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업들이 있는데, 그 수치에 따르면 2014년 

그들의 여성직원 비율은 평균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술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첨단기술 기업의 고용현황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여성 일자리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내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직무에서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 전부가 IT 관련 일자리는 아니다. 6개의 미국 기업들을 살펴본 

한 사례는, 여성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30~39%이지만 그중 “기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10~20%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기업 내 성비 균형을 맞추는 일은 중요하지만, 여성 IT 인력에 대한 

큰 그림과 부분적으로만 연결돼있을 뿐이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여성문제의 선행지수로서, 이들 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IT 부서나 

일자리에서의 여성 비율보다 이들 유명 상장사의 성비균형이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일부 실리콘밸리 기업의 여성인력 비율이 50%에 달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 전체 혹은 선진국 

전반에 적용된다고 일반화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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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더 많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IT 업계로 유인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미디어에서는 IT 업계 

내의 더 긍정적인 여성상을 그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STEM 분야의 성비 불균형이 당장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IT 직군까지 

그러한 개선이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아마도 몇십 년, 개선이 초등교육과정에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구인: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무기술서가 여성들을 쫓아버리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

은지 검사 하고 있으며 주요 첨단기술 기업들은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다. 또 다른 장벽으로는 경력

기간에 관련된 요구조건인데, IT에서의 성비 불균형 정도를 고려했을 때 20년의 경력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자격이 되는 여성 후보자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킨다. 만일 장기간의 업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여성 고용을 방해하는 하

나의 인공장벽이 될 것이다. 

채용: 남성과 여성인력을 모두 채용 과정에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첨단기술 기업은 

남성 면접관들과만 면접을 본 여성 지원자들이 취업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이제 이 기업은 모든 여성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담당자

와 만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고용률은 높아졌다. 또한, 여성들이 면접에서 자신

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은 포괄적인 그

림을 그릴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유지: 출산 후 직장을 떠나는 여성인력의 비율이 전체 직원 이탈률의 두 배였던 한 첨단기술 기업은 

출산 휴가를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고 부분 유급에서 완전 유급으로 전환시켜 이탈률을 그 절반

으로 줄였다. 또한 많은 기술 기업이 관리자급 여성인력들로 하여금 사원급 여성인력들이 더 오래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멘토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급여와 진급: IT 업계는 기본적으로 성과급 체제를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나 성비 차이는 극복되어

야 하는 문제이다. 한 기업은 승진을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를 추천하도록 하는 인사방식을 사용했

었으나 여성들은 소극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를 승진에 추천할 수 있도록 독

려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지금은 균형 있는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부문의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모든 직업 유형을 통틀어,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보다 다양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OECD에 따르

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여성인력 비율이 4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 부문은 58%였

으며 스웨덴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IT 직군 고용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부분적으로만 작용하는 듯하다. 공공 부문의 IT 

일자리는 스웨덴 전체 IT 일자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IT 일자리의 여성 비율이 22%

에 달하는 한편, 공공 부문 IT 일자리의 여성 비율은 3분의 1 정도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IT 부문

의 성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스웨덴 민간 부문의 IT 직군 여성 종사자들의 비율은 겨우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다른 선진국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듯하다. 공공 부문의 IT 직군의 

성비 불균형은 전체 평균치보다 낮고, 따라서 민간 부문의 IT 계통 성불균형은 국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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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이후 세대는 PC 선호 세대이지, 포스트 PC 세대가 

아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에 모든 연령층 중에 밀레니얼 이후 세대(18-24세)들이 가장 

PC를 선호하는 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들이 ‘포스트 PC’ 세대가 되어 (어떤 

운영체제건 간에) PC를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령층은 

스마트폰 세대이지만, PC의 보유 수준과 구매 및 사용 의향은 2016년에 어떤 

연령층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딜로이트 멤버펌들의 연구에 따르면, 13개 선진국의 밀레니얼 이후 세대는 평균적으로 

85% 이상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인 89%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그림 2 참조).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은 노트북 사용률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18-24세 

연령층의 경우 이 비율이 역전되었다. 추가로,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노트북 사용률은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6개 연령층 중에 가장 높거나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노트북 사용률은 세대 전체 평균보다 7% 높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7%보다 훨씬 높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 캐나다는 15%, 호주는 12%, 

프랑스는 10%였다.  

18-24세 연령층은 스마트폰과 PC를 상호대체재가 아닌 상호보완재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노트북이 과거보다 훨씬 저렴해져 500달러 미만으로 구입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진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아마도 선진국의 밀레니얼 이후 세대는 

PC와 스마트폰 중에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노트북의 큰 화면, 키보드와 트랙패드 

혹은 마우스는 입력을 쉽게 해주고, 화면 크기는 가장 큰 패블릿보다도 우월하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그리고 다른 연령층)는 노트북은 그들 앞에 펼쳐놓고,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형 태블릿(9인치 이상)은 18-24세 연령층의 관심을 

부분적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을 수행한 13개 국가에서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노트북 사용률은 대형 태블릿 사용률보다 38~60% 높았고, 13개국 평균으로는 

52%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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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24세 연령층의 노트북 및 스마트폰 사용률 

 

Question: 다음 중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무엇인가? 

분석 기반: 응답자들 중 18-24세 연령층: Australia (265), Canada (253), Finland (120), France (242), Germany (212), 

Italy (193), Japan (185), Netherlands (253), Norway (130), Singapore (327), Spain (193), UK (510), US (279)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developed countries, May-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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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이후 세대는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매 

의향은 스마트폰보다는 낮은 수준일 순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노트북은 여전히 두 번째

로 구매 의향이 높은 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선진국의 18-24세 연령층

의 약 1/3이 다음 12개월 동안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

이 새 노트북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3 참조) 이 수치는 다른 기기들의 구

매의향 보다 약 2배가량 높은데, 포스트 PC 세대가 태블릿, 웨어러블, 혹은 휴대용 게임

기와 같은 다른 기기를 구매하려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 반하는 결과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노트북 구매 의향은 전체 13개 국가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12개 국가에서 어

느 세대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딜로이트의 미국 시장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도 14-25세 연령층이 노트북을 가장 가

치 있는 기기로 꼽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4-25세 연령층의 약 3/4(75%)이 가장 소중

히 여기는 기기 Top 3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시켰다. 이들의 노트북에 대한 선호 

비율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높았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에게 다음으로 가치 있는 기

기는 게임 콘솔(45%), 평판TV(40%), 데스크탑 PC(35%)였다.  

추가로, 젊은 밀레니얼 세대는 꽤 많은 시간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쓰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미국의 18-24세 연령층이 이메일, 게임, 그리고 워드 작업과 같은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업무/공부에 더해 인터넷 사용이나 비디오 시청을 하면서 매일 평균 49분 

PC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49분은 더 나이 든 세대의 사용시간(35-49세 

연령층은 매일 평균 69분 PC를 사용 )보다는 적지만, 이것이 젊은 세대가 가까운 장래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버릴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데이터는 밀레니

얼 세대가 스마트폰은 더욱 많이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웹과 앱 이용, 혹은 비

디오 시청 등을 하는데 99분을 쓰고 있다. 즉 18-24세 연령층은 매일 스마트폰이나 PC 

앞에서 148분을 보내는데, 그중 67%를 스마트폰 사용에 쓰고 있다.  

그림 3: 18-24세 연령층의 다음 12개월 내에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 구매 의향  

 

Question: 다음 기기들중 앞으로 12개월 내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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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반: 응답자들 중 18-24세 연령층: Australia (265), Canada (253), Finland (120), France (242), Germany (212), 

Italy (193), Japan (185), Netherlands (253), Norway (130), Singapore (327), Spain (193), UK (510), US (279)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developed countries, May-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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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기기 소비에 사용되는 하루 시간은 동일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연구

는 밀레니얼 세대(밀레니얼 이후 세대만이 아닌18-34세 연령층)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과 태블릿)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모든 미디어기기 사용시간의 1/3을 모바일 기기 

사용에 쓰고 있음을 발견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가 미디어기기 전체 사용시간의 

27%를 차지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평균(21%)보다 높은 비율

이다. 사실, 사용 시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포스트 PC 세대라기 보다는 포스트 TV 

세대에 가깝다.  

컴스코어(comScore)의 연구결과 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밀레니얼 세대가 확실히 모바

일 우선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의 18-34세 연령층의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보다 한 달에 최소한 20시간 이상 많았다. 사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월별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은 90시간에 달했는데, 컴퓨터 사용시간을 거의 50시

간 가까이 초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밀레니엄 세대가 PC를 버리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밀레니엄 세대의 월별 PC 사용시간은 39-46시간으로 세대 

전체의 평균 사용시간보다는 조금 적었지만(한 달에 약 2시간 정도) 큰 차이는 아니었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만이 아닌) 모든 미국 성인의 미디어 플랫폼 사용시간을 보면, 디지털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하루 19분에서 2015년 하

루 171분으로 단 7년 만에 800%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TV 시청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하루 255분으로 단지 1분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다른 인터넷 연결 디지털 기기

(게임 콘솔 등)의 사용 시간은 9분에서 25분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종이 신문, 잡지, 라디

오 방송에 쓰는 시간은 크게 감소했다. 이들 미디어 전체의 사용 시간이 165분에서 109

분으로 줄어 33%의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데스크톱/노트북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시간

(이메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오프라인 PC 게임에 사용한 시간은 제외)은 131분에서 

142분으로 늘어났다. 

미국 성인들의 모바일 사용은 기존 미디어 기기의 대체와 추가 사용의 성격이 혼합된 것

으로 보인다. 모든 플랫폼을 합친 일일 미디어 소비 시간은 2008년 578분에서 2015년 

701분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미디어 소비를 위해 우선 선택받는 

디지털 기기가 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미디어 기기들의 사용시간을 빼앗고(그러나 PC를 

통한 미디어 소비를 줄이진 않음) 추가적인 미디어 소비시간을 늘려 일어난 결과로 보인

다.  

또한 모바일 미디어기기 사용 트렌드가 신문, 잡지, 라디오를 따라잡은 것은 18-24세 연

령층에 있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연령층을 2011년 1분기와 2015년 1분

기 데이터로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컴퓨터 사용시간(인터넷 접속 및 비디오 시청)은 하루 

54.1분에서 53.9분으로 줄어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컴퓨터를 어떻게 쓰느냐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비디오 시청시간은 4년 전에 비해 9분 증가했지만, 전체 사용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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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는 PC로 무엇을 하는가? 컴퓨터 게임, 긴 동영상 시청, 콘텐츠 다운로드 또

는 스트리밍, 콘텐츠 창작 혹은 편집 (문서, 비디오)등을 한다. 사실, PC가 태블릿 혹은 스

마트폰과 어떻게 경쟁하는지 살펴보고 이들 기기가 연령층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

해본 결과, 포스트 PC 세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는 55세 이상의 연령층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연령층 및 동년배 집단의 효과도 작용한다. 오늘날의 18-24세 연령층이 나이가 들

어, 25-34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PC 사용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35-49세가 되었

을 때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5-49세 연령층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일일 

PC 사용시간이 많은 연령층이다. 그 이후에는 복잡한 PC 기반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

들기 시작하고, 적법한 콘텐츠 원천의 사용이 늘어나고, 콘텐츠 생산보다 콘텐츠 소비 혹

은 리뷰를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PC 사용시간은 줄어들고 태블릿 사용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 혹은 2025년의 18-24세 연령집단은 여전

히 PC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의 PC는 일반 크기의 키보드, 

보다 큰 화면, 화면 터치보다 더 정교한 포인팅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최근 트렌드에 

근거해 볼 때, 미래의 18-24세 연령층이 미래의 PC를 사용하는 시간은 오늘날보다 줄어

들 것으로 보이지만, PC는 널리 보급되고, 높이 평가되며, 종종 학교나 고용주가 사용하

기를 요구하고, 매주 수 시간 동안 사용되는 여전히 중요한 기기가 될 것이다. 

결론 

 

2016년에는 모바일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목표 시장이 밀레니얼 세대면 더욱 그러하다. 사

실 모바일 우선 전략은 매우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이미 컴퓨터를 버렸다고(혹은 버리기 

직전이라고) 가정하고 오직 모바일만을 우선하는 전략은 거의 확실하게 나쁜 생각이다. 콘텐츠나 사용 현황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PC를 사용하며 일부의 경우에는 모바일보다 PC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사례가 비디오 콘텐츠이다. 2015년에 발간된 딜로이트 미국의 설문결과는 

14-25세 연령층이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하는 4가지 방식(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노트북 PC, TV)의 시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TV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 중에서는 컴퓨터가 가장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심지어 사용자 창작 콘텐츠에 있어서도 말이다. 실제로, 영화와 TV 쇼(30-60분)를 시청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합친 시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비록 

밀레니얼 이후 세대의 게임과 소셜 미디어 사용은 크게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지만, 컴퓨터의 대형화면은 모바

일 기기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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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온라인 뱅킹이다. 2014년 미국 연구에 따르면, 20-34세 연령층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은행

업무 관련 활동을 디지털 채널로 수행한다고 한다. 이들 중 65-80%가 자금 이체, 사기성 요금 청구 확인, 계좌

잔고 확인에 디지털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한 은행의 모바일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다. X세대(35-

49세)의 거의 2배 그리고 베이버부머(50-70세)의 거의 8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잔고 확인, 자금이체 등

을 위해 모바일앱을 사용하긴 하지만, 모바일앱 혹은 은행 웹사이트 중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질문

을 받았을 때, 밀레니엄 세대는 각각의 거래 방식에 있어 2:1 이상의 비율로 웹사이트를 선호했다. 

 

쇼핑은 PC가 여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미국의 18-34세 연령층은 연간 디지털을 통한 구

매에 평균 2,000달러를 사용하는데, 설문 응답자의 79%가 모바일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을 발견했고, 

절반 이상이 웹사이트보다 모바일 쇼핑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19-33세 연령층에 대한 2014년 설문결

과는 그들이 상품의 상세사항이나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다 컴퓨터

를 선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거의 2/3가 실제 구매는 컴퓨터를 통해 하는 것을 선호했고, 단지 약 40%

만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했다. 보다 최근의 2015년 딜로이트 미국의 설문조사는 18-24세 연령층이 

매장의 위치를 찾고, 온라인으로 상품 검색을 수행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데 모바일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

장 높은 연령층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중 단지 39%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제로 구매를 했으며, 

27%만이 태블릿을 구매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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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14-25세 연령층이 비디오 콘텐츠 시청에 사용한 시간의 기기별 비율 

 

질문: 영화/TV 쇼/스포츠/사용자 창작 콘텐츠 시청을 하는데 다음 기기들을 사용한 비율은?  

분석 기반: 응답자들 중 14-25세 연령층 (424 명) 

출처: Deloitte US’s Digital Democracy Survey, Ninth edition, November 2014. See endnote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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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커머스: 모바일 온라인 결제가 고속도로를 만나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모바일기기(스마트폰과 태블릿)를 통한 구매에 제3자 제공 

터치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150% 증가하여 5천만 명의 정기적 구

매자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한다.  

터치 커머스는 고객이 어떤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도 등록절차나 상세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 요없이 안전한 최초 혹은 반복 구매를 가능하게 해준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거래 승인

은 지문 인식 혹은 몇 번(일반적으로 2번)의 화면 터치만을 필요로 한다.  

결정적으로, 터치 커머스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상품 검색부터 실제 거래까지 시간을 크

게 줄여주는데, 고객이 전에 사용한 적이 없었던 앱 혹은 웹사이트에서의 거래를 용이하

게 해 과거 수십 초에서 심지어 수분 가량 걸리던 시간을 단 수초로 단축시켜 준다.  

터치 커머스는 유통업자들이 쇼핑객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 추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홈페이지와 앱에서의 거래가 부진한 경우, 번거로운 결제 절차가 종종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모바일 상거래에서 장바구니 결제단계에서의 포기 비율은 최대 80%에 

달한다. 쉬운 결제가 모바일 구매를 늘리는데 핵심 요인/요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중반 수행된 딜로이트 멤버펌의 연구결과는 선진국 설문응답자들의 약 1/3이 주 

단위로 쇼핑 웹사이트/앱을 검색하지만, 그중 9% 만이 실제 구매를 실행함을 발견했다

(그림 5 참조). 모바일 웹사이트나 앱을 처음 방문하는 고객은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

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고, 가끔은 구매 선호도, 상세 보안사항(암호, 보안 질문)을 입력해

야 하며,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상세 지급결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넓

은 범위의 정보가 요구되고, 거기에 터치스크린으로 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더해

져서 구매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5: 최소 주단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쇼핑 웹사이트/앱을 통해 상품 검색 혹은 구매를 하는 응답자들 

  

질문: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음 활동(쇼핑 웹사이트/앱 검색, 상품 온라인 구매)를 수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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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반: 일반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소유 혹은 사용 가능한 응답자들: Australia (1,837), Canada (1,676),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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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 일반크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흔들리는 버스에서 5인치 터치스크린으로 형편없는 단어 예상 기능을 이용해 이를 입력

하는 것은 고문에 가깝다.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한 터치 커머스는 모바일 거래에서 이러한 ‘귀찮은 장애물’들을 크게 

줄여,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의 지문 입력 혹은 한두 번의 화면 터치로 단축시킨다.  

2016년의 제3자 제공 터치 기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존재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기기의 운영체제(OS)와의 연동형이다. 쇼핑 앱은 결제카드 상세정보와 주소와 

같은 OS와 연계된 기존 정보를 이용한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결제는 일반적으로 지문인

식을 통해 인증되고 앱 내부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품은 OS에 저장된 기본 주소로 배송

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러한 방식이 2016년 이뤄질 터치 기반 결제의 주류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한다. 현재 결제카드 정보와 주소 정보를 연동하고 있는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이 

존재한다. 추가로, 지문인식 리더기를 장비한 기기 기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에 추가로 4억5천만 대가 출하되어 기존 수억 대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자 제공 터치 기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두 번째 유형은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동이다. 한 번 혹은 두 번의 화면 터치로 구매를 하기 전에, 사용자는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계정을 만들고 추후 결제를 위해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기능이 일단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단순히 구매 및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일부 기기에서는 결제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 데이터와 기술의 조합은 유통업자들이 모바일 거래 과정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제과정을 짜증 나고 포기하고 싶은 경험에서 매끄러

운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 한 상인은 기존 앱을 통한 결제 프로세스는 고객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배송지 정보 등을 입력해 거래를 완료하는데 평균 103초가 걸렸지만, 제

3자 제공 터치 결제 시스템은 단지 17초만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다른 지급결제 서비스들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고

객들이 이미 저장된 결제 관련 정보를 다른 유통업체의 앱에서의 구매를 인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3자 터치 기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바일 고객 경험의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소비자들은 간소화된 인증 서비스를 점점 더 기대하고 있고, 온라인에 대한 이러한 접근

법이 매장 내 결제에도 적용되길 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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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비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업무 시간에,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혹은 출퇴근하면서 지

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화된 결제 과정을 통해 상품 검색을 실제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통업체들은 시장에 터치 커머스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처음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아마도 이를 위해 소액할

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케팅 캠페인은 터치 지급결제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줘

야 하지만, 또한 기존의 결제 절차보다 얼마나 안전한지도 설명해야 한다.  

 

유통업체들은 제3자 업체를 폭넓게 활용해 다양한 지급 결제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터치 커머스는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다 많은 모바일 상거래와 충동구매는 

유통업체가 보다 반응성을 높여야 하고 하루 중 다양한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 유명인/블로거에 의해 일어날 수 있

는 잠재적인 매출 변동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단순화된 결제 프로세스만이 모바일 상거래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호소력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 혹은 앱 또한 필수적이다.  

 

터치 커머스에 대한 일부 접근법은 유통업체들이 고객 행동에 대한 일부 가시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유

통업체들은 고객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빠른 거래처리로 인한 혜택을 주의 깊게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체들은 또한 터치 결제서비스를 로열티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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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지금 연구해서 10년 후에 결실을 수확하라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그래핀(graphene) 물질 거래시장의 전체 규모가 낮은 

자릿수의 천만 달러 대일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6년 스마트폰 예상 매출의 한 시간 

동안의 판매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16년의 그래핀 관련 연구개발비는 

수억 달러 규모일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그래핀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제품들의 구성 성분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이 물질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2016년에는 그래핀을 함유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십수 가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물질은 주로 합성요소로 쓰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래핀은 스포츠 장비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탄소 섬유의 장력과 무게를 개선하는 합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핀은 ‘경이로운 물질’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이 물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력, 

전기전도성, 열 전도성, 광학적 특성을 모두 조합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그래핀의 보다 실용적인 응용과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게 될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학계와 민간 연구소의 

협력단인 ‘그래핀 플래그십(The Graphene Flagship)’에 지금까지 13억 달러를 투자했다. 

영국 정부는 3.53억 달러를 그래핀 연구 센터에 제공했다. 첨단기술 기업들도 이 물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수백 건의 그래핀 관련 특허를 

신청했다.  

그래핀은 굵은 2차원 구조를 가진 단일 원자로, 사람의 머리카락 혹은 종이 한 장보다 

수백만 배 얇은 두께를 가진다. 이는 흑연에 기반한 물질인데, 흑연은 탄소의 결정화된 

형태이며, 탄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성분 중 하나다. 맨체스터의 과학자팀이 2010년 

소량의 그래핀을 분리해 내는 데 성공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사용한 

방법은 투명 테이프를 흑연 덩어리에 붙인 후 뜯어내어, 테이프 위에 그래핀 막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그림 6: 예측 타임라인 

출처: Deloitte Global analys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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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은 신축성 있고 매우 강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튼튼하고 강철보

다 강하다. 이는 현재 스포츠 장비용 탄소섬유처럼 단단한 구조물을 제조하는 합성수지의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섬유 테니스 라켓을 만들 때 소량의 그래핀이 사용

되고 있다. 2015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스파니아(Spania)는 세계 최초로 차체에 그래핀

을 포함시킨 슈퍼카를 선보였다. 그래핀이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무게를 감소시켜 사용되어 연료 소비량을 줄이고 결과적으

로 공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핀은 또한 투명해서 97%의 빛을 투과시킨다. 또한 매우 전도성이 좋아 금이나 구리

보다 효율적으로 열과 전기를 통과시킨다. 이러한 성질은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전기제품을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래핀을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로 늘어날 수 있어, 스마트폰을 충전 없이 수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

고, 전기차의 이동 거리가 가솔린차와 동등해지거나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핀에 기반한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저장 용량을 10배 증가시키고, 또한 전력 소

비를 줄이고 메모리 접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깨지기 쉽고 구부릴 

때 부러질 수 있는 실리콘을 그래핀으로 대체해 휘어지는 스마트폰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핀은 또한 모든 물체의 표면에 부착되어 이를 스크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첨단기

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코팅을 적용하는 것과 동등한 성능을 가질 것이다.  

그래핀은 가스나 액체를 통과시키지 않는데, 그래핀 산화물은 오직 물만을 통과시킨다. 

이는 그래핀 산화물을 담수화, 혹은 해로운 방사성 동위원소의 제거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핀은 또한 우리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적

외선을 볼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박테리아 감염 위험을 줄여주

는 ‘스마트 반창고’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핀의 인체에 대한 독성 여

부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만 한다. 

그래핀의 잠재력은 경이롭지만, 인내가 필수적이다. 그래핀 시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대량의 그래핀을 다양한 형태로 적절한 가격에 효과적인 수율로 화학

적 성질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순도로 제조하는 문제다. 제조 규모는 공장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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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계와 민간 연구단체가 제조법 발견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핀의 대량 

제조는 어려운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그래핀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제조법들은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향식’ 제조법은 화학을 이용

해 그래핀의 층을 합성하는 반면, ‘하향식’ 접근법은 흑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

게 만들어진 그래핀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방법은 대규모 제조에 

적합하지 않다. 

‘상향식’ 제조법의 주요한 사례는 화학적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으로 다른 물질(예. 구리 박막)의 막 위에 그래핀 막을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과정

에는 탄소나노튜브의 ‘분리’와 그래핀 산화물의 환원 과정이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 중 일

부는 평방 미터 크기의 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지만, 그래핀의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

가 있거나 유독한 물질의 사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제조 공정의 최적화까지 여전히 갈 길

이 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그래핀의 시장가격은 1그램 당 약 100달러였다. 제조방법이 일단 

최적화되고 생산규모가 확대되면, 그래핀의 비용은 원재료 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은 흑연의 기존 주요 공급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핀이 ‘경이로운 물질’이긴 하지만, 전자 분야에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주요한 장벽이 있다.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는 전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으로 특징지어진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수준의 작은 에너지 밴드갭(Band 

gap)을 가지고 있어 열에너지가 있으면 물질 내에서 전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다. 밴드 갭은 가전자대(valence band, 전자가 전기를 전도할 수 없는 영역)와 전도대

(conduction band, 전도 가능 영역) 간의 에너지 차이이다. 부도체인 물질은 이 에너지 차

이가 커서 전자가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할 수 없어서 전도성이 없다. 그래핀의 전

도성이 매우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밴드갭이 없어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 사이를 아무 저항 

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그래핀의 매우 매력적인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밴드갭을 삽입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핀 개발에 있어 또 다른 장벽은 전자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존 물질들에 대해 확립된 

프로세스와 공급사슬이다. 미세전자공학의 산업표준 물질인 실리콘과 터치스크린의 투

명 전극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듐 주석 산화물(indium tin oxide)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

한 기존 기술들에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래핀이 생산되고 공급될 때까지는 그래핀이 

시장에서 보편화 될 것 같진 않다. 이는 그래핀이 실리콘의 대체 물질로서 상업적으로 이

용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약 10년은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10년은 그래핀의 

성질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 ‘그래핀’ 제품의 홍보는 아마도 2016년부터 이뤄지겠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제품은 보다 전통적인 물질을 주재료로 제조되고, 그래핀은 한정된 양만 첨가될 

것이다.  

그래핀 제조공정이 성숙해 그래핀이 제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최소한 2020년까지) 그래핀은 보충적인 물질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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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래핀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이의 환상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기 전에 극복해야 하는 많은 도전과제를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핀은 연구 및 시제품 제작단계에 머물 것

이다. 잠재력은 막대하지만, 도전과제 또한 이에 상응할 정도로 크다.  

 

우리는 그래핀의 원료물질로서의 판매가 2016년 그래핀 관련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

고 2016년에 최초의 실제 그래핀 기반 제품의 시장 진입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6년에 판매되

는 ‘그래핀’ 제품의 종류는 10자리 단위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2016년 원료 판매를 포함한 그래핀 관련 시

장의 규모가 3천만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 10년 후에도 원료물질 매출 규모는 여전히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는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임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연구 단계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핀의 라이프사이클 궤적은 시야를 넓혀 바라봐야 한다. 영향력이 큰 많은 재료 물질들이 주류로 도입되기

까지 수십 년이 걸렸었다. 알루미늄은 19세기 프랑스에서 귀금속으로 사용됐었다. 제조비가 하락했어도, 알루

미늄은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틈새시장의 재료에 머물러 있었다. 강성과 가벼운 무게라는 성질이 조합된 

알루미늄의 특성이 상업성 있는 민간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알루미늄은 최근에 

들어서야 고급 승용차의 재료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탄소 섬유도 유사하게 긴 도입 기간을 거쳤다. 이는 1800년대 후반에 전구의 부속품으로 최초로 상업적으로 

사용됐었다. 오늘날 이의 장점이 매우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택적으로만 차량에 사용되고 있다.  

 

2016년, 그래핀을 적용해 개선된 제품들은 단지 이 물질이 가진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줄 것이다. 그

러나 고려해야 할 핵심은 신물질이 기존의 제품들을 교란하고 신기술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그래핀 시대’

를 구체화하고 우리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래핀에 기반한 미래 기술과 혜택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상상력의 

영역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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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술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강화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매출기준 전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100개 사 중 80개 사가 2016

년 말까지 인지 기술을 그들의 제품에 통합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2015년에 100대 

S/W 기업 중 64개 사가 1개 이상의 인지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출시한 것과 비교해 25%

가 증가할 것이다. 2020년까지 100대 S/W 기업 중 95%가 1개 이상의 인지 기술을 적용

할 것이다.  

우리는 2016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질 인지 기술이 기계 학습, 자연

어 처리, 음성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인지 기술과 인공지능(AI)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AI 학

문 분야와 거기서 파생된 기술을 구분한다. 대중 언론은 AI를 인간만큼-혹은 인간보다-똑

똑한 컴퓨터의 도래로 묘사한다. 한편 개별 기술들은 과거에는 오로지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림 1은 

2016년 민간 및 공공부문의 리더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도적인 인지 기술들을 보여주

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인지 기술의 적용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전망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3가지 기술에 대해 정의

해보고자 한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 명확하게 프로그램된 명령을 따를 필요 없이 데이터에 

대한 노출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능력으로 가장 널리 사용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분류부터 예측, 이상 감지부터 개인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

션을 향상시킬수 있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 예를 들어 문장에서 의미를 추출

하거나 가독성 있고, 형식적으로 자연스러우며,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산출하는 것 – 

과 같이 컴퓨터가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구조화된 

문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다양한 가치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7: 다수의 인지 기술들을 생성한 인공지능 분야들 

출처: Deloitte Development LLC, 2015 

http://52.7.214.27/wp-content/uploads/2014/11/DUP_1030-Figure-1_Cognitive-technologie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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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 자동으로 정확하게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능력. 이는 특히 손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SW 기업들이 인지 기술을 그들의 상품에 통합시켜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가 다음 3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 기능 개선 – 인지 기술은 동일한 작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 기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미국 기업은 사기성 거래를 적발 시 허위 양성(false positive) 반응을 줄이기 위해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하는 유통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이미 사기를 적발할 수 

있지만, 기계학습 기술은 유통업체가 더 정확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정당한 거래가 사기성 거래로 

의심받게 되는 경우를 줄여준다. 한 실리콘 밸리 네트워킹 기업은 고급 통계 모델링 기법과 기계학습 기술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지 위협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웹 보안 위협을 파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본 것을 학습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응해 나간다. 

새로운 인사이트 창출 – 기계학습과 다른 고급 애널리틱스 기술은 과거에는 대규모 데이터 집합 속에 숨겨져 

있거나 비구조화된 데이터 포맷으로 인해 파악할 수 없었던 인사이트의 발견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한 미국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고객설문 결과를 고객 정서 분류기준에 

맞게 ‘감정적’ 등급을 결정하고 분류한다. 이는 기업이 고객의 반응에 즉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동화 – 인지 기술은 과거 사람이 수행했던 업무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한 의료 SW 기업은 NLP 엔진을 

이용해 의사의 손글씨 메모를 해석하고 알러지, 처방, 진단결과와 같은 핵심 데이터를 추출한다. 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는데, 이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자연어 

처리 엔진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확하게 거래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의 학습을 통해 분류의 정확성을 

계속해서 개선한다.  

일부 사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은 AI 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으나, 다른 많은 기업은 M&A를 통해 

역량을 취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인지 기술 

기업 관련 M&A가 100건 이상 있었다.  

벤처캐피털 기업 또한 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1년 이후, VC의 인지 기술을 개발 혹은 응용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마케팅 및 영업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 기능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분야의 미국 기반 스타트업들은 2011년 이후 거의 25억 달러의 투자를 조달했는데, 이는 

인지 기술과 관련한 가까운 장래의 가장 큰 기회가 기존 비즈니스 실무 기능 강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콘비즈라(Convizra)라고 불리는 기업은 인지 기술과 정교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안내 품질을 평가하고, 고객의 

전환율을 측정하며, 마케팅 통화의 실적을 분석하고, 워크플로우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 행동을 취하는 

전화 마케팅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2,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투자자의 또 다른 목표는 수직적 특화 소프트웨어 벤더들이다. 이런 기업들은 2011년 이래 

벤처투자자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았다. 웰프레임(Wellframe)이 이러한 사례인데, 이 기업은 헬스케어 

공급자들과 퇴원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연결시켜 복약 지도 및 증상에 대한 답변서 작성과 같이 환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주는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데 15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웰프레임의 

기계학습 엔진은 환자의 헬스케어 공급자가 처방한 치료 계획과 환자의 증상에 대한 답변에 근거해 앱의 

콘텐츠를 맞춤화한다.  

인지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성장은 부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변화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중 단지 일부만이 고급 기계학습과 같은 기술을 전사적으로 확대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벤더가 기계학습의 

혜택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인지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은 오픈소스 AI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힘입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가장 큰 참가자들 하나는 자사의 딥러닝 도구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오픈소스화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서버들에 대한 설계방식을 

오픈소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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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많은 최고 S/W 기업이 인지 기술이 그들의 상품을 강화하고,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이미 발견했다. 사용 용이성, 강화된 성능, 그리고 개선된 인사이트라는 측면

에서의 잠재적인 혜택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것이 왜 우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인지 기술을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2016년을 넘어 계속되고, 2020년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

는 이유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벤더들은 어떻게 인지 기술로 그들의 상품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상품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지능적으로 기능을 자동화하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창

출할 수 있는지를 스타트업들이 모델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기업 IT 부서는 기계학습이나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인지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술력을 구축하길 원할 수 있다. 

그들은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사용성과 더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인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자들은 벤더들에게 그들이 상품의 성능과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지 기술을 어

떻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또한 인력채용과 같은 기존의 내부 비즈니스 운영에 인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한 기업은 어떤 구직 희망자가 기업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높은 성과를 올릴 것인지를 전망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예측적 애널리틱스를 통합했다. 동일한 기술은 또한 채용 대상 후보자가 언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

기 시작할 것인지 예측하고 이를 기업의 채용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다른 회사는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NLP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 도우미를 도입했다. 이의 영

향력은 상당했다. 평균 고객 문제 해결률이 85%로 높아졌고 고객센터로의 문의전화와 이메일은 22%가 줄어

들었다.  

기업들은 또한 인지 기술을 창고 운영과 창고 인력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한 직원이 일을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분석되어 추후에 사용될 수 있다. 한 기업은 이 방식을 통해 

창고의 생산성을 8% 높였다. 

인지 기술은 3가지 유형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용될 것이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은 사업, 전문적 혹은 개인적 목표의 달성에 컴퓨터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기업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대규모 익명성 온라인 데이터 흐름을 대상으로 한 마케

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대상 도구를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기능은 사이트에 새로 방

문한 사람의 행동과 이와 유사한 기존 방문자가 취하는 활동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하

고 있다. 여기서의 목표는 웹사이트 경험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 구매를 늘리는 것이다.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시장은 기업들이 IT 자원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

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한 기업은 자사의 로깅 프로그램을 기계학습 기능으로 강화해 연관된 서버 이

벤트들을 그룹화해 IT 관리자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거나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비정상적

인 연산이 일어나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수직적 특화 소프트웨어는 좁은 분야/산업에 초점을 맞추는데 일반적으로 독립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다. 한 기술기업은 주요 암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독립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혹은 

PC를 통해 접속 가능한 고도의 기계학습 AI는 대규모의 환자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증거 기반의 잠재적인 치

료 대안들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인지 기술의 사용은 더 큰 기업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AI 사용 증가 트렌드의 단지 일

부분일 뿐이다. 2015년의 한 연구는 기업용 AI의 매출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금액으로 435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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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10억 달러 짜리 틈새시장 

딜로이트 글로벌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장이 2016년 처음으로 10억 달러 규

모에 도달해 약 7억 달러의 하드웨어 매출 그리고 나머지 3억 달러의 콘텐츠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약 250만대의 VR 헤드셋이 판매되고 1천만 개의 게임이 팔릴 

것으로 추정한다.  

VR은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및 기업 시장에서 다양한 활용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에는 대부분의 상업적 활동은 비디오 게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VR

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게이머는 캐주얼 게이머가 아닌 코어 게이머일 것이다.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나 변종 VR기기를 시험해 볼 수 있지만, 2016년 대부분의 VR 수익은 수억 명

의 일반적인 콘솔 또는 PC 게이머나 캐주얼 게임을 플레이하는 수십억 명이 아닌 수천만 

명의 코어 게이머 기반에서 창출될 것이다.  

가상현실 하드웨어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를 통해 스테레오 

이미지를 3D로 보여줘 시각적인 (그리고 때로는 청각적인) 몰입을 제공한다. 헤드셋의 

센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이에 맞춰 보여주는 화면을 변경한다. 스쿠버 다이빙 

VR 체험은 실제 물고기가 당신을 향해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당신이 위를 

바라보면, 실제처럼 렌더링 된 하늘을 보게 된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해저를 볼 수 있다. 

배경음악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변하는데,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지각을 강화시켜 준다. 

모든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화면 해상도가 높아지고, 화면 주사율이 높아질수록 가상 

시뮬레이션이 더욱 진짜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모든 감각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기루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된다. 

VR은 당신을 열대림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열대림의 풀밭이나 빽빽한 나무들의 천장을 

보여줄 수 있지만, 후덥지근한 습기를 느낄 수 없고 식물의 냄새나 촉감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VR 콘텐츠는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enerated images, CGI)이나 360도 전경을 총

합적으로 포착하는 특별한 카메라들의 집단을 이용해 촬영한 필름으로 만들 수 있다. 재

생 과정에서, 사용자는 이렇게 포착된 이미지를 다양한 자신이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

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  

다른 많은 기술처럼, 가상현실의 개념은 수십 년 전에 구체화 되었지만 상업적인 현실화

는 기술 발전의 느린 속도에 맞춰 진행되어왔다. 최적의 VR 경험은 초고해상도 화면(이

상적으로 인치당 500 도트 이상이 필요, 이는 최근에야 상업적으로 가능해짐), 넓은 시야

각(field of view)과 높은 화면 재생빈도(refresh rate, 이상적으로 최소 1초에 75프레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프로세서가 필요)를 필요로 한다. 또한 보다 강력한 처리 능

력은 보이는 화면을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맞춰 최대한 동시에 반영하는 데도 필요하다. 

화면과 프로세서 기술이 VR이 상업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가격과 성능 측면에서 개선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 그럼에도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솔루션은 여전히 비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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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VR은 크게 ‘VR 자체제품-완전 기능(full feature)’ 및 ‘모바일 VR’의 두 가지 주

요 유형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고해상도 화면을 포함하고 약 350-500달러(초반에는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될 것)의 가격이 될 것이며, 2016년에 1.0-1.75백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량

은 초기 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완전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는 고해상도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최신 세대의 게임 콘솔이

나 고급 그래픽 카드(각각 약 300달러의 비용)를 장비한 PC와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다. ‘평균적’인 PC는 VR 경험을 지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  

우리는 2016년 말 기준으로 VR 시장이 될 수 있는 전 세계 게임 콘솔 보급 규모가 최소 3

천만 대, 고성능 PC가 7백만 대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고급 기능 VR 기기를 구매할 

대부분 사용자들은 이미 최신 게임 콘솔이나 고성능 PC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급 VR 기기를 경험하기 위해 게임 콘솔을 구매하는데 최소 300달러 

혹은 적절한 성능의 PC를 구매하는데 1,000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VR 기기 소유자들은 컨트롤러부터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따라 바닥 판이 조정되는 

운동기구 같은 추가적인 부대장비를 구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르막길을 걷

는 화면에서는 바닥 판이 경사지도록 조정된다.  

콘솔과 PC를 사용하는 수억 명의 게이머들이 있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게임 경험을 향

상시키기 위해 하드웨어 부가 장비를 구입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잘 팔리는 주변기기들 

대부분은 30-50달러 사이의 가격대를 가질 것이다. 아주 소수의 게이머만이 그래픽 카드, 

CPU/GPU 수냉 킷 혹은 다른 특별 목적 기기와 같은 부가 장비 구입을 위해 300달러 이

상을 쓰려고 할 것이다.  

‘모바일 VR’은 고급 스마트폰의 화면을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에 결합시켜, 헤드셋을 사용

자의 머리에 꼭 맞게 장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약 100달러 정도의 가격이 될 것이며, 

2016년에 최소 50만대 가량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VR은 대형의 고해상도 화

면을 갖춘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400 PPI(pixels per inch)의 이상의 

해상도가 필요하다. 이는 평균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해상도 보다 높다. 우리는 VR 대

응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가격이 75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VR 기기 구매자들은 이미 적절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VR은 고품질의 VR 경험을 제공하겠지만, 최소 2016년부터 2020년까

지는 완전 기능 VR의 품질이 눈에 띌 정도로 우월할 것이다. 프로세서와 픽셀 밀도 요건

은 강력한 성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원에 연결된 상태가 이상적이다. VR

에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약 30분만에 배터리가 방전될 것이다. 모바일 VR은 움직임 추적

을 위해 가속도계에 의존할 것이며 위치 추적 기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응 지

연을 일으킬 수 있다. 추가로, 완전 기능 VR의 시야각은 100도 이상이 되어 스마트폰의 

기껏해야 96도인 시야각 보다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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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은 낮은 성능의 PC, 게임 콘솔 혹은 스마트폰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성능은 그에 

걸맞게 떨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PC는 낮은 해상도의 화면밖에 제공하지 못해 시뮬레이

션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에 맞춰 화면을 보여줄 때 응답 지연이 

발생하면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두뇌가 예상하는 이미지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해상도의 스마트폰을 VR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낮은 해상도의 

그다지 진짜 같아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사용 거리(10cm)에서

는 픽셀이 눈에 띄지 않는 스마트폰 화면도 눈에서 1-2cm 거리에서는 픽셀이 도드라지게 

보일 것이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의 고해상도화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기 

전에는 픽셀 밀도를 급격히 높일 것 같진 않다. 또한, 그러한 고해상도를 처리할 수 있으

려면 모바일 그래픽칩도 더 강력해져야 한다.  

VR 카드보드 킷 또한 사용 가능하다. 이들은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종종 10달

러 미만으로 팔리고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약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자가 조립하는 형식이라 튼튼하지 않다. 이런 낮은 가격의 변종들은 코받침과 

같은 기능이 없어 장시간 사용할 때 불편함을 유발한다. 이들 대부분은 머리에 두를 수 있

는 끈도 없어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덕분에 스마트폰의 낮은 화면 재생 빈도로 

인한 멀미가 생기지 않긴 하지만, 사용자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VR 콘텐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수익이 게임 판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이

틀 당 5-40달러 가격으로 판매되어 3억 달러 이상을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

트폰 용으로 개발되는 많은 앱은 10달러 이하 혹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인데, 무료 앱

은 주로 마케팅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2016년에 VR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부문에서 크게 이용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올해 TV나 영화 부문에 VR의 영향이 작은 주요 이유는 VR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방송용 등급의 콘텐츠와 VR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취미용 등급 카메라의 부재라는 근

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VR 앱들은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들 앱은 일반적으로 일

반 TV 프로그램을 2D로 보여주는 가상의 텔레비전을 포함해 가상화된 거실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2016년 초반에 VR 촬영에 적합한 소수의 카메라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용 등급의 기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은 프로젝트의 초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TV용 3D 촬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적의 VR 촬영 방법을 결정하는데 

학습 곡선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촬영은 카메라 앞에 세트를 설치하고 촬영

인력들은 카메라 후방으로 빠져 촬영화면에서 벗어나게 된다. VR 촬영은 촬영인력이 완

전히 촬영화면에서 배제될 필요가 생길 수 있어, 촬영샷의 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VR 스포츠 촬영에 있어,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최상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

았다. 촬영장소의 중앙과 활동의 중심점에 카메라를 두게 되면 선수들의 움직임을 방해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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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반 작업에서도 도전과제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이미지 파일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상업용 VR 제작이 가능한 등급의 한 카메라는 42개의 

카메라로 4K 해상도를 촬영할 수 있다. 이 기기는 기가픽셀 이미지(표준적인 스마트폰 

이미지의 약 500배 크기)를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한다. 이 정도 수준의 해상도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따른 도전과제 중 하나는 동영상 파일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전송하며, 편집하느냐의 문제다.  

VR은 사용자들에게 시점(point of view, POV)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제작자가 최선의 각도를 대신 선택해 주기를 원할 수 있다. 최초의 DVD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을 비디오테이프와의 차별화 요인으로 제공했지만, 이 

옵션은 소비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졌다.  

기업의 VR 도입에 있어서는, 2016년은 실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VR을 영업과 마케팅 목적으로 실험해 볼 것이다. 올해에 이러한 활동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 일부 설계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3D 모델 혹은 항공시점 동영상 대신에 VR을 이용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각화 VR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고객들로 하여금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 변경을 용이하게 해준다.  

• 응급상황 대응 요원들은 VR을 이용해 원자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훈련을 

해왔다. 

• 헬스케어 관련해 많은 응용 사례가 있는데, 직원과 공공부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이 

가장 널리 쓰이는 분야 중 하나다. 

• 호텔이 시설 안내용 VR을 제공할 수 있다. VR 헤드셋은 고객에게 가상의 안내 담당자 

역할을 수행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보여줄 수 있다.  

• 가상 교실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VR은 미래의 학생들에게 디지털화된 학교 안내를 

제공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VR은 시뮬레이터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군사 분야에서 계속해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스 기사 참조: 시뮬레이터와 군사 분야) 

 

 

 

 

 

 

 

 

 

우리는 VR이 최초로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VR 산업이 중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것은 VR이 가진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이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모든 신기술이 그렇듯 인내가 필요하다. 

시뮬레이터와 군사 분야 

시뮬레이터는 비행 훈련을 위해 사용되어 왔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비행해야 하는지를 

지상에서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나온 초기의 

시뮬레이터는 자재 연결 장치에 올려진 나무상자로 오르간 바람통에 의해 작동되었지만 훈련에 

필수적이었다. 1990년대 말의 완전한 항공 시뮬레이터는 보다 기계적으로 정교해졌고 조종사 

훈련생을 위해 가상의 화면을 투사하는 대형 고해상도 스크린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제작에는 

수백만 달러가 들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솔루션만으로도 충분했다. 2007년부터는 

사용자의 눈앞 몇 인치 위치에 이 중 화면을 투사하는 헬멧이 비행 시뮬레이션과 지상 전투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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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상 현실은 오늘날의 첨단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환상적인 혁신이다. 프로세서가 발전하고, 

화면 해상도가 더욱 증가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VR 포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면 VR의 역량

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으레 그렇듯이, 가까운 장래에 VR이 가질 영향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과대평가가 존재

한다. 어떤 측면에서라도 VR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실제로 접근 가능한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람회나 산업 콘퍼런스에서의 몇 분의 사용에 근거한 VR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은 대중 시장의 

수요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전체적인 대중의 대표자가 아닐 수 있으며, 새로운 VR 헤

드셋을 시험해 보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열에서 기다릴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수요의 대변인이 아닐 수 

있다. 게다가, 무료 체험을 위해 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가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300~500달

러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VR 화상을 통한 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만 한

다. 예를 들어, VR 브로슈어 제작을 원하는 여행사는 VR 촬영비와 재생비가 얼마나 들지를 현재의 마케팅 접

근법과 연관 지어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의 구매와 연계된 비용

도 평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 얼굴에 뭔가를 착용해야 하는 최근의 혁신적 기술들은 대중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

지지 않았다. VR 헤드셋이 스마트 글래스나 3D TV 글래스 보다는 잘 팔릴 수 있겠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의 변화(가장 명백한 것은 큰 헤드셋을 써야 한다는 점)

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사람에게 있어 VR이 제공하는 몰입은 해방감을 느끼게 하기보다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쿠션을 채운 헤드셋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얼굴을 뜨겁게 하고/혹

은 땀을 흘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쌍의 고글의 착용만으로 어디로나 원격이동할 수 있다는 꿈이 일부에게는 매일 계속해서 VR을 사

용하게 만드는 동기로 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다. 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야망이 많은 기업으로 하

여금 VR의 상업화와 가상현실의 현실화에 계속해서 투자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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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시장 선두지만, 수익성은 낮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모바일 기기(스마트폰과 태블릿)가 2015년 대비 20%가 

성장한 3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소프트웨어 매출 기준으로 선도적인 게임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비교해 PC 게임은 320억 달러, 게임콘솔은 28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 전년 대비 각각 단지 5%와 6%만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별 게임당 평균 수익은 매우 차이가 클 것으로 본다. 우리는 콘솔 게임 

1개당 평균 매출은 480만 달러, PC 게임은 290만 달러, 그러나 모바일 게임은 단지 4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모바일 게이머 1명당 연평균 지출액이 약 

2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반면 PC 게이머는 50달러, 콘솔 게이머는 145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만 개의 게임 제작사가 모바일 게임을 만들지만 단지 약 200개의 

모바일 게임 제작사만이 2016년 총매출 백만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게임당 수익에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급 규모의 차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27억 개의 스마트폰과 7억5천만 

개의 태블릿 중에 약 17.5억 개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빈번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적으로 게임 플레이에 이용되는 PC는 6억 대 이상이고, 

게임 콘솔은 약 2억 대가 보급되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 진입장벽이다. (AAA급 타이틀로도 알려진) 일반적인 최신 세대 

콘솔 및 PC 기반 게임제작에는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마케팅에도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들어가고, 제작에는 수년이 걸린다. 반면 모바일 게임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수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넘쳐나고 있다. 

2016년 초에 앱스토어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수가 80만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 콘솔과 PC용 게임을 모두 합친 개수 17,000여 개와 비교되는 규모다. 한 

플랫폼에서만 매일 500개의 모바일 게임이 추가로 출시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막대한 개수는 상당한 마케팅 지출 없이는 많은 신작이 묻혀버리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최대 규모의 모바일 게임 제작사들은 매년 마케팅에 수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 중 많은 금액이 TV 광고에 사용된다. 

모바일 게임 제작사가 TV 광고를 감당할 수 없다면, 앱 설치 광고와 같은 결과 기반의 

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게임의 실제 다운로드에 대해서만 광고비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다운로드 후에 수차례 실행된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비쌀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앱 설치 건수당 광고비는 1-2달러에 

달하고, 12월 연말 쇼핑 시즌 이후 새로운 기기의 활성화가 급증하는 기간과 같이 계절 

기반으로는 훨씬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 앱 설치와 사용을 결합한 광고비용(‘충성 유저 

당 비용’으로 알려진)은 미국의 경우에는 건당 4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수백 시간의 무료 사용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모바일 게임 

제작사는 이에 따른 수익은 없이 다운로드 건당 수 달러의 광고비용만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결과는 세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인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모바일 게임의 지배적인 수익 모델은 프리미엄(freemium)인데, 게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하고 여분의 플레이 기회, 추가 캐릭터 혹은 특수 능력과 같은 형태의 추가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게이머는 1원도 지불하지 않고 수십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다(그리고 그렇게 한다). 시장데이터는 과금 사용자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전체 

사용자의 3% 미만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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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6년엔 대부분의 무료 다운 + 추가 콘텐츠 구매 방식의 모바일 게임들이 수익

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딜로이트 멤버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유자의 약 1/10만이 1개월 동안에 인앱(in-app)구매(게임 포함)를 한다고 한다. 모바일 

게임에 돈을 쓰는 사용자들은 수익성이 좋지만, 이들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 약 650명 중 

1명의 모바일 게이머(업계에서 “과금 전사, 현질러” 등으로 불리는)가 F2P(free-to-play) 

게임의 인앱구매 수익의 약 절반을 창출한다. 반대로 거의 모든 콘솔 및 PC 게이머는 돈

을 내고 게임을 구매한다.  

콘솔 및 PC 게이머가 보다 구매 의향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창출되는 효용의 차이로, 게

임 하나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의 경우에 사용자가 딱히 할 일이 없는 출퇴근 시간이나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 혹은 광고 

시간 동안에만 짬짬이 이용된다. 모바일 게임은 몇 분 동안을 때우는 데 이용되고 자주 도

중에 중단되는 반면, 콘솔이나 PC 게임을 하는 사람은 수 시간을 연속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게임 제작사에게 요구되는 마케팅 투자비용은 2016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을 계속

해서 계층화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모바일 게임 수익의 약 80%가 각 지역

의 최상위 20개 제작사가 소유한 최상위 1,000개의 게임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남은 20%의 수익을 수만 명의 개발자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1위의 게

임이 전체 시장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1위 게임은 5위 게임의 5

배, 10위 게임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16년에는 단지 수백 개의 모바일 게임 회사만이 1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5-10명의 개발자를 보유한 스튜디오를 운영하기에 충

분한 규모이다. 8,000여 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17%는 수익 창출을 하지 못했고, 18%는 1달에 100달러 미만의 수익을 올렸고, 50%는 

1달에 1,000달러 미만의 수익을 거뒀다. 

모바일 게임과 콘솔 및 PC게임과의 또 다른 차이는 게임의 수명이다. 영화 업계에서는 블

록버스터 시리즈물을 속편으로 3편만 제작해도 상업적이라고 비판받지만, 10편이 넘는 

속편을 보유한 콘솔 및 PC 프랜차이즈는 9개나 된다. 그중 3개(매든 NFL, FIFA, 슈퍼 마

리오 브라더스)의 프랜차이즈는 20편이 넘는 시리즈 속편을 보유하고 있다. 17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타이틀인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Strike)의 최신판인 카운터 스트라이

크: 글로벌 오펜시브(Counter-Strike: Global Offensive)는 동시접속자 수가 평균 수십만 

명에 달한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주요 장점은 마케팅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반

면 역사적인 배경이 부족한 모바일 게임은 이와 달리 후속편을 출시할 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일부 미디어 자산은 책이나 연극이 영화나 TV 드라마로 각색되는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

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 콘솔 및 PC게임의 성공작은 쉽게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될 수 있

지만, 모바일 게임 성공작 중 매우 소수(10% 미만)만이 콘솔이나 PC게임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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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도 모바일 게임의 수익이 모바일 기기 보급 기반의 증가와 특히 스마트폰에

서의 기기 성능의 뚜렷한 향상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더 나은 프로

세서와 선명한 화면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정교한 게임 플레이와 복잡한 그래픽

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5 혹은 10인치 화면에서의 게임 플레이는 15 혹은 30

인치 화면에서의 플레이와는 다를 것이다. 인터넷 연결속도의 증가는 더 빠른 다운로드와 

원활한 온라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게임이 모바일 기기의 주요 활용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지라도, 모바일 게임 제작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이

고 그 결과 일부 주요 업체가 2016년 혹은 2017년에 시장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 수익 측면에서 중기적으로 게임 

콘솔 및 PC 게임의 수익을 ‘잠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은 상호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비즈니스 역동성에 기반을 둔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각각의 니

즈를 충족시킬 것이다.  

결론 

 

모바일 게임 산업은 2016년에 전반적으로 흥성하겠지만, 각각의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전망은 큰 편차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터치스크린 기반의 게임이 처음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해졌을 때는, 개

인 혹은 소규모 업체가 게임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그러나 성공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왔고, 그중 하나는 개발자들의 시장참여 홍수였다. 이로 인해 풋내기 모

바일 게임 제작사들에 대한 장래 전망은 점점 더 험난해 지고 있다.  

 

이제 모바일 게임 섹터는 대부분의 주류 미디어와 동일한 핵심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많은 사람이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규모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의 옵션이 있다. 첫째는 최근의 히트작인 길 건너 친구들

(Crossy Road), 플래피 버드(Flappy Bird), 모뉴먼트 밸리(Monument Valley)와 같이 뜻하지 않은 성공을 거

두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게임을 강력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주요 퍼블리셔와 공

조하는 하는 것이다 – 그러나 프리미엄 기반의 게임 다운로드 제공은 충분한 규모의 정기적인 추가 콘텐츠 판

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옵션은 게임 콘솔 혹은 PC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접근 가능한 시

장 규모는 훨씬 작을 수 있어도, 이 시장의 게이머들은 돈을 주고 콘텐츠를 구입하는데 오랫동안 익숙해진 상

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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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고 차단 프로그램: 앱에 의해 구원받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말까지 모든 모바일 기기(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구성된) 보

유자 중 단지 0.3%만이 광고차단 프로그램(애드블록커)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700억 달러에 달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 중 1억 달러(0.1%) 미만 만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애드블록커는 광고 관련 파일을 게시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다. 여기서의 광고에는 배너나 팝업 광고 같은 가시적인 광고부터,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

동을 기록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추적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어떤 광고가 효과 있으며, 어떤 광고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

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애드블록커가 없으면, 500단어짜리 온라인 기사를 

클릭할 때 이에 더해 추가적인 대용량(최대 20메가바이트, 1,000페이지 분량의 텍스트와 

동급의 양)의 광고 파일(광고 문구와 트랙커 등)의 다운로드가 일어날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애드블록커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웹페이지 로딩 시간이다. 빠른 4G 접

속 상태에서 10-15초가 걸리던 페이지 로딩 시간이 2-3초로 줄어든다. 추가로, 웹페이지

들이 대부분 광고가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 읽기를 방해하는 팝업 광고도 없어진다.  

보다 눈에 띄지 않는 애드블록커의 영향은 추적 프로그램들의 실행을 막아 사용자의 웹브

라우징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 패턴의 재사용과 재판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수십 개의 추적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기기에 설치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스크린의 미니멀리스트적인 제약 하에서는 각각의 광고가 크기가 작아도 두드러지게 눈

에 거슬릴 수 있다. 모든 추가적인 광고 콘텐츠는 웹페이지를 무겁게 만들 수 있고, 잠재

적으로 로딩 시간을 증가시키며, 데이터를 소모하고,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한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까지 매우 소수의 모바일 기기에만 광고 차단 프로

그램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핵심 이유는 2016년 말에 사용될 34억 개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과 태블릿) 중 단

지 일부(약 20%)만이 처음부터 운영체제에 광고 차단 기능이 탑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기 수준에서의 광고 차단에 관한 시장 규모를 크게 감소시킨다. 이들 기기는 2016

년에 약 60억 달러의 브라우저 기반 광고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 중 대부분은 앱 사용시간인데, 애드블록커는 단지 브라우

저 기반의 콘텐츠만 차단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 중 약 90%가 

앱 사용시간이고, 단지 10%만이 브라우저 사용시간이다 . 이는 기기 수준에서의 광고 차

단이 단지 소수의 기기와 사용 시간 중 극히 일부분에만 적용됨을 의미한다.  

모바일 애드블록커는 모든 광고를 차단하지 않는다. 이는 약 50,000개의 스크립트(기기

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명령어 집합)에 대한 접근만 차단한다. 더 많은 사이트가 광고차

단 목록에 추가될수록, 각각의 사이트를 차단 목록과 비교해 확인하는데 더 많은 프로세

싱 파워가 필요해진다. 일부 기업은 애드블록커 제작사에게 차단 목록에서 제외(‘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化로도 알려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는 거슬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이고, 때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다. 

애드블록커 도입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은 소비자의 타성이다. 애드블록커가 작동하려면, 

사용자가 앱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하고, 기기에 맞춰 설정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

분의 애드블록커가 유료일 것으로 예상한다. 무료 애드블록커의 효과는 광고업체들의 ‘화

이트 리스트’의 사용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2016년 말까지 단지 소수의 – 기껏해야 2%(1천만 대) – 

접근 가능한 시장만이 애드블록커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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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광고업자들이 광고 차단 프로그램에 영향받지 않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광고

를 다시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모바일 광고 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

래서 최소한의 광고를 배치한, 그리고 빨리 로딩되는 광고를 가진 웹사이트들이 애드블록

커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몇 년 동안 광고 차단 기능의 사용이 가능했던 PC에서의 광고 차단 기술의 도

입은 다른 양상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반 기준으로, PC에 애드블록커를 설치

한 전 세계 활성 사용자의 수가 월 기준 2억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7천7백만 명이 유럽

에 있고 미국에서만 4천5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 PC에서 일어난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광고 차단 기술의 도입이 모바일에서 재현되지 않을 주요 원인은 모바일 기기 사용 패턴

이 앱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2016년 모바일 광고 차단의 영향이 시장의 전반적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의 영향은 당사자들 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광고 수익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구독비와 같은 다른 형식의 수익원이 없는 소규모 온라

인 전용 사업자의 경우 특히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들은 광고를 유지하면서도 웹사이트 로

딩 속도를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애드블록커의 영

향을 받지 않게 앱 내에서 광고를 전달하는 방식의 앱을 개발할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뉴스 매체들은 첨단기술과 게임 뉴스를 취급하는 곳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 독자층이 애드블록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이 PC를 이

용해 사이트를 방문할 때부터 이를 설치해 사용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애드블록커가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1주 만에 앱스토어 차트 상위권을 점령했었다. 그 이후 점차

적으로 매출은 꾸준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을 안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을 것이다. 애드블록

커의 보다 광범위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 차단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들은 광고 차단의 위협을 콘텐츠의 편리한 구매를 가능하게 만드

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쉽게 팔

거나 구독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광고 산업은 또한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광고차단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것

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규제가 바뀔 수도 있다. 

 

산업은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타성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예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억 명의 모바일 사용

자는 콘텐츠를 읽기 위한 광고 없는 텍스트 전용 모드를 수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해온 

사람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모바일 사용자가 광고가 많은 웹사이트를 단순히 무시해 버리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

만의 유기적인 광고 차단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설사 애드볼록커가 인기가 없더라도, 광고가 

많은 사이트를 회피하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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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의 공세에 맞서 안정적인 박스오피스 수익을 유
지한 공헌에 대한 수상자는…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미국과 캐나다의 영화관 입장수익의 규모가 티켓 판매량 13

억 장, 판매액 약 106억 달러를 기록해 약 3%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박스오피

스의 성적은 출시되는 영화들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1996년부터 2015년 사이, 연간 박스오피스 수익의 변화율은 10% 이상 올

라가거나 6% 이하의 하락을 기록한 적이 없었고 티켓 판매량의 변동도 12% 이상 증가 

혹은 6% 이하의 감소를 기록한 적은 없었지만, 그 패턴은 매우 불규칙적이었다. 이런 사

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은 약 1% 성장에 그칠 것이나, ±10% 범위 내

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티켓 판매량은 매년 약 1%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스오피

스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도의 추세로 이뤄지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또한 최소한도로)으로 볼 수 있다.  

 

연간 박스오피스는 최상위 다섯 개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인기가 전년 대비 변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다섯 개 영화의 총수입이 전체 박스오피스의 40% 이상을 창출하고 있

다 (그림 8 참조). 2014년 상위 다섯 개의 영화 성적이 저조하자, 전체 박스오피스 수입은 

5%가 감소했다. 지난해는 상황이 나아져서, 최대 8%의 상승이 예상된다. 2016년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의 한 산업 전망에서는 2014년만큼은 아닐

지라도 개봉 예정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다소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하락을 예상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95년과 2015년 사이의 미국과 캐나다의 박스오피스(멕시코를 포

함하지 않지만, 영화업계에서는 이를 북미 박스오피스라 부른다)의 연간 수익은 상방 

10%, 하방 6%의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한다. 비록 인플레이션 효과는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20년 동안의 누적 효과를 따져보면, 1995년의 1달러는 2015년

의 1.57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그림 8: 미국 전체 박스오피스 수익에 대한 최상위 5개 영화의 공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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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naccord Genuity.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urce, see 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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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실질 달러 가치로 표시한 박스오피스 수입과 티켓 판매량은 뚜

렷한 양상을 보인다. 관객 수와 실질 달러 표시 수익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증가했고 

그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관람객 수는 15.5억 명에서 13.3억 명으로 연평균 1.17%씩 감소했으며, 

2014년 기준 실질 달러로 계산했을 때 수입액은 120.3억 달러에서 108.5억 달러 로 연평

균 0.79%씩 감소했다. 그림 9를 참고하라. 

그림 9: 2014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한 10억 단위 표시 

1995-2015년 동안의 미국과 캐나다 영화관 수입과 입장객 수 

출처: MPAA, Deloitte Canada analysi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urces, see 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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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구 증가율이 1~2%인 점을 감안할 때, 1% 미만의 연평균 입장료 수입의 감소는 

영화산업이 성장산업이 아님을 의미한다. 사실상, 그림 10은 미국과 캐나다의 1인당 영화

관람 횟수가 2005년 이후로 연 4.4회에서 3.9회로, 총 11% 감소 즉 연평균 1.2% 정도씩 

감소해 상당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3D 영화와 대형화면 영화(IMAX같은)의 보다 비싼 입장료로 인해 

인플레이션율보다 약간 높아진 미국 영화 입장권의 가격상승률 덕분에 수익에 미치는 영

향은 심지어 실질 달러 기준으로도 완화되었다. 1995년의 평균 티켓 가격은 4.59달러였

는데 2014년은 8.17달러였다. 그러나 2014년 실질 달러 기준으로 1995년 티켓 가격을 

환산하면 5.27달러로서, 이는 연간 가격상승률이 인플레이션 증가율보다 거의 정확하게 

1%씩 높았음을 의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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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5-2015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의 2살 이상 인구의 인당 티켓 구매 횟수  

출처: MPAA, Deloitte Canada analysi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urces, see 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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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VD 사업, DVD 대여사업 그리고 기타 전통적인 미디어 사업과 비교해보면, 영

화 쪽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중이다. 장편 극영화를 상영하고 돈을 받기 시작한 지 100

년이 넘었다.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은 연간 약400억 달러 규모이며 비록 일부 국가에서는 

하향세에 있으나, 디지털과 인터넷의 위협에 직면한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매우 완만한 

추세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합법적 및 불법적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운로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영화 박

스오피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 영화사의 손실은 연간 61

억 달러가량으로 추정된다. 2002년까지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영화 산업은 이제 느

린 하락세에 가까운 연간 변동을 보이고 있다. 비록 달러로 표시되는 관람 수입은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지만, 티켓 판매량은 2002년부터 2015년 사이 판매 수익이 실질 달러 기준

으로 0.8%가 감소한 데 비해 두 배에 가까운 1.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서 일어났던 수준의 손상은 아니며, 영화관 

소유주들이 관람료와 매점 영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티켓 판매량은 그런 의미에

서 매우 중요하다. 매점 수익은 극장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진율이 약 85%

에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연간 티켓 판매량이 2002년 15.8억 개에서 2015년 13억 개로 감

소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18%의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의 다른 미디어 산업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치이고, 신기술로 인한 과거 영화 산업 내의 감소에 비

해서도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미국 박스오피스는 47억 개의 티

켓 판매량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TV의 등장으로 인해 1964년엔 10억 개로 감소했었다. 

이는 겨우 17년 만에 78%가 감소한 수치였다. 

중요한 사실은, 영화관 입장 수입의 안정성을 높은 연령층의 인구가 이끌고 있는 게 아니

라는 점이다. TV의 경우 젊은 시청자들이 65세 이상의 시청자들에 비해 하루 TV를 시청

하는 시간이 절반 수준인 것과 대조된다. 2세 이상의 전체 북미 인구의 평균 영화 관람 횟

수는 2015년에 4회 이하로 나타났으나, 12-24세의 연령층의 평균은 6.3회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렇다. 그들은 유튜브, 아이튠즈 앱, 넷플릿스(Netflix) 그리고 기타 불법 스트

리밍/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영화를 보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

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  

결론 

 

영화 제작에 투자할 때 극장 수익의 정체 혹은 감소를 가정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와 속편에 전에 

없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최상위 흥행 10개 영화 중 7개 영화가 여기에 속했고, 2016년에도 시리즈 

및 속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속편과 프랜차이즈는 단독 영화보다 리스크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해외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할리우드에서는 157개의 속편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다. 

 

이 예측은 미국 내 박스오피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데이터는 영화관 수익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탄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내 박스오피스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전체 영화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을 볼 수 없다. 한때는, 해외 박스오피스가 거의 부수적인 부분처럼 여겨졌지만, 요즘 미국 영화사들은 해외 수

익이 전체 박스오피스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일부 영화의 경우에는 북미 외부

로부터의 누적 박스오피스 수입이 전체 수익의 약 7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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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글로벌 박스오피스의 티켓 판매 수익만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2012년 영화당 평균 수익의 거의 

절반(약 48%) 이 부수적 수입, 즉 가정용 비디오 판매, 유료 채널 및 TV/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

비스, Over The Top)에 대한 저작권료 수입, 배급 수수료와 관련 상품 판매수익 등에서 창출됐다. 

 

미국과 캐나다 시장은 연간 약 110억 달러 수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익은 

2015년 약 400억 달러였다. 2013년 기준으로, 북미 다음의 가장 큰 5곳의 박스오피스 시장은 중국(360억 달

러), 일본(240억 달러), 영국(170억 달러), 프랑스(160억 달러) 그리고 인도(15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3년 사이, 북미 박스오피스는 명목 달러 기준으로 약 3% 성장했으나, 국제 시장은 같은 기간 동

안 65억 달러, 즉 22%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전체 티켓 판매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정 시장들의 경우 전 세계 시장 전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박스오피스는 전년 대비 49% 성장해 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7년 혹은 2018년에는 북미 시장의 규

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박스오피스의 성장의 일부는 영화관의 상영관 증가로 인해 추진되

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 시장에 25,000개의 상영관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4년 말 현재 중국 

내 전체 상영관 수보다 많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14년 기준으로 상영관 수가 40,000개인 북미 시장 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 2014년 관람객 수는 8.3억 명 이며 이런 관람객의 증가가 박스오피스 수익의 상승과 연

결된 것으로 가정할 때, 2015년 동안의 관람객 수가 약 12.6억 명으로 달한 것으로 추정돼 13억 명인 북미와 

사실상 동률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과 북미의 시장이 연간 박스오피스 수익 측면에서 선두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티켓 판매량에 있어

서는 2013년 기준으로 27억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인도가 훨씬 앞선다. 나머지 세계 영화 시장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며, 2014년 라틴 아메리카는 2% 성장했고,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는 3% 감소했다.  

 

 

 

 

 

 

 

 

 

 

 

 

영화관들은 티켓 판매 수익을 영화 배급사들과 나누지만, 매점 수익은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팝콘이나 그 외 

극장 간식들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율이나 티켓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관들이 3D나 IMAX 같은 프리미엄 영화에 대한 홍보를 계속할 수도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부 관

객들을 극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도 있다. 티켓 가격의 연 실질 성장률은 약 1% 정도에 불과하며, 업계 

관계자들은 티켓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른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이를 강조해 홍보할 수도 있다. 

또한, 영화관들은 남는 공간을 오페라 공연을 위해 사용하거나, 비즈니스 회의실로 대여하거나 아니면 e스포

츠를 위한 경기장 등으로 사용하여 시설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 

 

North America UK Australia

5-yr CAGR till 2013

Attendance 0.0% 0.2% -0.6%

Box office revenue 2.6% 4.8% 3.1%

10-yr CAGR till 2013

Attendance -1.3% -0.1% -0.9%

Box office revenue 1.7% 3.9% 2.4%

15-yr CAGR till 2013

Attendance -0.7% 1.3% 0.2%

Box office revenue 3.1% 4.4% 3.8%

20-yr CAGR till 2013

Attendance 0.4% 1.9% 2.0%

Box office revenue 3.8% 5.6% 5.3%

그림 11: 박스오피스와 관람객수의 CAGR(연평균 성장률): 북미, 영국, 및 호주 1993-2013 

출처: Canaccord Genuity.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urce, see 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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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V 시장: 붕괴가 아닌 침식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에 약 1,7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TV 시장이 

최소한 6개 부문에서 침식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6개 부문은 유료 TV 가입자 수, 

총인구 대비 유료 TV 보급률, 유료 TV 평균 월 요금, 케이블 TV에서 지상파로의 

소비자들의 이동 정도, 전체 인구의 실시간 및 시간차 방송의 시청 비율, 그리고 특히 18-

24세의 밀레니엄 이후 세대들의 TV 시청 시간이다. 

비록 2015년에 이런 트렌드들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지대했지만, 사실 이런 트렌드는 

미국 TV 시장의 전성기에 해당했던 2010/2011부터 꾸준히 지속 되어왔다.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광고 수입과 구독료를 기반으로 하는 TV 사업 모델이 삽시간에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서서히 안정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식될 

가능성이 높다. 텔레비전은 예전과 같은 추세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 내 

유료 TV 침투율은 2000년 76%에서 2010년 90%에 가깝게 상승했었고, 그 이후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TV는 사장되거나 사라지거나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하고 있지 

않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의 18세 이상 87세 이하 인구의 87%인 208.5백만 명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그들은 일주일에 평균 4,680억 분을 시청하는데 이는 미국 

성인들이 앱, 혹은 웹(전화 통화 및 SMS 문자메시지 제외)으로 스마트폰에서 소요하는 

시간의 약 4배에 달한다. 

 

유료 TV 가입 중단. 딜로이트 글로벌은 코드 커팅(Cord cutting, 케이블, 위성 혹은 

이동통신사의 유료 TV를 완전히 해지)을 하는 미국 내 가입자가 2016년에 약 1%, 

2017년에는 1.5% 정도 그리고 2018년에는 약 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0년에는 

전통적인 묶음 상품에 여전히 가입한 약 9,000만의 미국 가정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성기였던 2011년의 1억90만 가입자에서 감소한 수치지만 1997년의 

케이블과 위성방송 가입자 7,200만 에 비해서는 1,800만 명이 많은 수치다. 코드 커팅이 

늘어나는 현상은 지난 몇 년간 전통적인 TV 시청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사항이며, 2016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는 미국 내 거의 90%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거의 모든 TV 방송을 케이블, 위성 혹은 이동통신사가 송출해주는 신호를 

통해 시청했다. 유료 TV는 보통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광대역이나 음성서비스와 함께 

묶음 상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TV 방송만의 2015년 평균 월 요금은 약 100달러 

정도였다. 오랜 기간 동안 유료 TV 소비자의 약 7%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해지하거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왔었다.  

 

그러나 의도와 실제 행동은 일치된 적이 거의 없으며 감소는 훨씬 더 느리게 일어났다. 

유료 TV 가입자들의 수는 2012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에 8천 명 감소, 

2013년에는 17만 명, 2014년에는 16.4만 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가입자의 연간 

점진적인 변화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15만 명 안팎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2015년에 추세가 급격히 가속되어 1백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가입자가 유료 TV가입자 

약 1억 가구 중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채널 수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코드 쉐이빙(Cord Shaving) 또한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반부에서 추가로 다뤘다. 딜로이트 미국 2014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의 기존 유료 TV 

고객들의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채널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설문에 대한 응답과 실제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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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TV의 보급.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유료 TV 보급률이 2% 이상 하락해 81%가 

되고 2017년에는 79%, 2020년에는 7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0년 

89.4%에 비하면 20%가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며, 1997년 미국 유료 TV 보급률 72%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5년에서 2025년 

동안 미국 가구 수가 매년 110~130만 정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급률의 예상 감소 규모 역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유료 TV에 가입해본 적이 없는 밀레니엄 세대의 증가는 또 하나의 영향 요인이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는 18~34세의 인구 중 11% 가 코드 커터(cord cutters, TV 가입을 

해지하는 사람들)가 아니라 코드 네버(cord-nevers, 끊어버릴 유료 유선케이블조차 아예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TV 시청에 대해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미국인들이 항상 있었는데, 고령층은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over-the-air broadcast)만을 

시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지만 여전히 광고와 함께 TV를 시청한다. 

새로운 코드 네버 세대의 일부는 안테나(한 케이블 TV 회사는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중 

유료 TV 가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OTA안테나를 제공함 )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비디오 시청 욕구 충족을 위해 인터넷만을 사용한다. TV 시청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안테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밀레니엄 세대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으나, 2015년 기준으로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안테나가 없거나 유료 

TV 가입을 하지 않는 미국 내 가구 수는 330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약 

100만 명에서 50%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 

 

유료 TV의 평균 월 요금.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유료 TV 평균 요금이 2015년 

평균인 100달러보다 약 5% 정도 증가해 역사적 성장률인 6%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소수의 코드 쉐이버(cord shavers)들과 채널을 추가하는 소비자들의 

증가가 이보다 더 적음으로 인한 효과가 복합된 결과다.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의 미국 

유료 TV 평균 요금 증가율은 연 6.1%였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요금 성장률이 1년 당 약 

1%씩 감소할 것이며, 그 결과 2020년의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 수익)는 1% 이하가 되고, 비록 여전히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지만 심지어 감소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유료 TV 가입자가 이용 가능한 채널의 수는 2008년 130개 이하에서 거의 190개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시청자들이 보는 평균 채널 수는 2012년 

15개에서 2014년 11개로 줄어들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채널 중 90%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은 코드 쉐이빙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월 요금이 더 저렴한 

채널 수가 적은 패키지 상품을 고르거나 가입 패키지 수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소수의 코드 쉐이버들은 전통적인 유료 TV 패키지를 더 저렴한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가입방식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이 확산되었다면, 유료 TV의 월 평균 요금은 더 크게 감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년 89달러에서 2015년 

99달러로 평균 요금은 오히려 상승했다. 또 다른 2015년 설문조사는 유료 TV가입자의 

80% 이상이 2014년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구입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64%가 

전년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했고 17.8%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18.6%는 서비스를 

줄여서 연간 순변동률은 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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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TV 대신 안테나 사용. 딜로이트 글로벌은 안테나만으로 TV를 시청하는 가구 수가 

2016년 1백만 이하의 규모로 증가해 약 1,350만이 되고 2020년에는 약 1,8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많은 북미인이 지상파 방송시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안테나만 있으면 실시간 혹은 

녹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간차 시청(time-shifted, ‘시청자’가 시청시간을 결정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많은 채널들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보다 값비싼 지붕에 설치하는 안테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심지에 거주하는 80%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 창문 근처나 외벽에 설치하는 20달러 

미만의 실내 안테나만 있으면 된다. 지상파 디지털 TV 시청은 유럽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겨우 1,270만 가구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동기 대비 651,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안테나를 사용하는 코트 

커터들을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몇몇 배급사들은 코드 커터들이 

안테나를 이용해 일부 채널들을 확보한 후 over-the-top(OTT,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해 맞춤 

선택한 소수의 채널들만을 추가 구입하는 식으로 TV를 시청하고 전통적인 묶음 상품을 

해지해, 지상파 시청 가구들이 크게 늘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다. 미국 내에서 지상파만을 이용하는 가구는 2010-2013년부터 1,100만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에는 

50만, 2015년에는 거의 100만 가구(그러나 전년 대비로 1분기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2분기와 3분기를 합쳐 70만이 채 되지 않았음)가 지상파만을 이용하는 가구에 

추가되었다. 지상파 시청의 소소한 증가는 전통적 TV 산업의 각 부문 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이블, 통신 및 위성 TV 상품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입자 수나 수익(지상파 

TV만 보는 가구의 53%가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이기 때문에 수익 감소가 일부 상쇄될 것) 

측면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V 방송사들과 광고업자들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광고와 함께)을 어떤 식으로든 보기만 하면 되고 배급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 TV상품에서 지상파로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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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청과 시간차 방송 시청을 합친 평균 TV 시청시간. 딜로이트 글로벌은 

성인인구의 1일 TV 시청시간이 2016년에도 안정적이고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해 1분기 

기준 하루 32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2015년 1분기에 미국 성인들은 실시간 및 

시간차 방식으로 평균 330분 이상 TV 방송을 시청했었다. 이는 2014년보다 14분 감소한 

수치이며 2013년보다는 10분이 적은 수치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러한 완만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2020년의 미국의 1일 

평균 TV 시청시간은 240분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치이다. 4시간의 시청시간은 1998-99년 방송시즌의 

TV 시청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밀레니얼 이후 세대들의 하루 평균 실시간 및 시간차 TV 시청시간. 딜로이트 글로벌은 

18-24세 연령층이 2016년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 또는 하루 약 20분이 줄어든 

평균 150분 정도 TV 시청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여전히 2시간을 크게 상회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또한 시청시간의 침식이 계속되어 2020년에는 18-24세 인구의 TV 

시청시간이 두 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지만 90분 이상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기간 동안 

비디오 소비의 일정 부분은 전통적 TV로부터 멀티미디어 기기(애플 TV 디지털 미디어 

확장기, 크롬캐스트 등), 스마트폰, 컴퓨터 및 태블릿PC 같은 다른 장치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기들을 사용한 비디오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밀레니얼 이후 세대들의 

전통적인 TV 시청 감소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 2015년의 TV 시청을 제외한 다른 

기기들을 이용한 모든 비디오 시청 시간은 2014년의 하루 28분에서 늘어난 하루 

32분이었다. 늘어난 이 4분은 18-24세 연령층의 감소한 TV 시청시간 33분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이다. 

미국 시청자들의 특정 집단은 평균보다 빠르게 시청 습관을 바꾸고 있다. 18-24세의 

밀레니얼 이후 세대들의 하루 TV 시청시간은 2015년에는 2011년보다 29% 

감소하였다(그림 12 참조). 이는 연평균 변화율로 환산해보면 8.3%이고 이는 같은 기간 

2세 이상 인구 전체의 감소율인 1.3%에 비해 6배나 빠른 속도다. 

그림 12: 미국 내 18-24세 인구의 1분기 하루 TV 시청(실시간 및 시간차 시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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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elsen Three Screen Report Q1 2010, Nielsen Cross Platform Reports Q1 2011, 

2012, 2013, 2014, Nielsen Total Audience Report Q1 2015, and Deloitte Global estimate 

for Q1 2016.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urce, see endnotes.  



42 ©  2016 Deloitte & Touche 

젊은 미국인들은 고령층에 비해 항상 TV를 훨씬 적게 시청해왔지만, 그 차이가 점점 벌어

지고 있다. 2008년 18-24세 연령층 중 65세 이상 연령층만큼 TV를 시청한 비율은 58%

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6%로 감소했으며, 모든 기기에서 시청한 모든 비디

오 시간을 합쳐 65세 이상의 미국인들 만큼 시청한 비율은 42%였다. 18-24세 연령층의 

TV 시청시간이 하루 2시간 밑으로 떨어진 지금이, 이들 연령층의 TV 시청 시간이 전체 

인구의 평균 시간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근접한 상황일 수 있다. 특

정 시간 미만에서 미디어 소비의 변화가 보다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일 TV 시청 시간의 한

계 시간 혹은 최하 시간이 존재할 수도 있다.  

결론 

 

넥플릭스(Netflix)와 같은 비전통적 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OTT 서비스, 아이튠즈와 같은 다운

로드 서비스, 유투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불법 사이트(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 

등의 부상으로 전통적 TV가 즉각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꽤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러나 미국 TV 시장이 성장을 멈추기는 했으나 붕괴하지도 않았다.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점진적인 침식이다. 종말이 목전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은 “이 다양한 침식들이 미국 텔레비전 산업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이다. 만일 2016년에 그 규모가 약 1,700억 달러(이 중 750억 달러는 광고, 950억 달러는 유료 

TV)정도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할 것인가?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긴 어렵다. 전부 조합해봐도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흐릿하다. 

 

유료 TV 현재 가입자의 1%가 2016년에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해도 이것이 수익의 1% 감소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드 커터들은 가장 저가의 유료 TV 상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그들의 이탈은 가입자 평균수익과 가격 탄력성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 남아있는 고객들이 

추후의 가격 인상에 덜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드커터들 중에는 TV를 최소한으로만 보

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이들은 수신료보다도 광고수익에 대한 공헌율이 

더 낮을 수 있다.  

 

일부 코드 커터들은 지상파 안테나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DVR(Digital Video Recorder, 디

지털 영상저장장치)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를 더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신료 손실이 보다 효

과적인 광고를 통해 상쇄될 수도 있다. 동일한 원리로, 보지 않는 채널들을 제거하는 코드 쉐이버는 

광고 수익 증감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끼친다.  

 

18-24세의 밀레니얼 세대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연령층인데, 그들은 TV 시청 시간을 인구 전체 평

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게

다가, 광고주들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전통적인 TV 시청이 특정 연

령대 혹은 다른 인구 그룹에 집중된다면, 광고주들은 그 목표 그룹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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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15년 여름 8월에 TV 광고 판매시장에 대한 추정치가 2014년 대비 2% 이상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TV 광고시장의 약세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10월에 확인된 결과는 오히려 전체 TV 광고 

지출이 1년 환산 기준으로 10%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수신료, 광고 수익 그리고 라이선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TV 시장의 

38%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 단지 하나의 시장일 따름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코드 커팅, 코드 쉐이빙, 유료 TV보급률, 그리고 전체 인구와 밀레니엄 세대의 시청행태의 변화에 대한 캐나다

의 트렌드는 대략적으로 미국의 데이터와 비슷하다. 

 

영국의 TV 시장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점들을 찾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1일 시청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나, 2015년 204분에서 2020년 191분으로 줄어 완만한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16-24세 인구의 2010년 상반기 실시간 및 시간차 시청시간이 169분에서 2015년 123분으로 27%의 감소를 

보여 동기간 29%가 감소한 미국의 경우와 비슷했다. 그러나 가장 젊은 연령층의 시청시간 최대 감소는 

2014/15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이후로는 변동률의 기울기가 평평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또

한 영국 내 TV 시청 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료 TV 시장은 가입자 수와 수익 측면 모두 크게 성장하고 있고, 

영국 TV 광고 시장은 2015년에 20년 동안의 가장 큰 성장률인 8% 성장을 기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국 내 유료 TV 가입자들이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

이다. 2015년 9.5억 가입자와 58%의 보급률에서 2020년에는 20%가 성장한 11.4억 가입자와 63%의 보급

률이 예상된다.  

 

점진적 침식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최근의 기록과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언급한 대로, 만일 유료 

TV 가입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청 시간의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집을 가지고 있으나 유료 

TV는 가입하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이 20-25% 의 현재 수준에서 짧은 시간에 훨씬 큰 비율로 증가하

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요인

은 이전에는 오직 유료 TV 묶음 상품으로만 제공되던 인기채널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OTT 방식으로 

판매될 때 나타날 효과이다. 이런 서비스는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료 TV 가입자 중 1% 

정도가 유료 TV를 해지하고 OTT서비스에 가입했다. 이런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들이 대체를 가속화한다면, 

전통적 유료 TV 묶음 상품 모델의 파편화는 거의 확실해 질 것이며 우리의 코드 커팅, 코드 쉐이빙 그리고 코

드 네버에 대한 예측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18-24세 연령층이 현

재 전통적 TV모델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지만, 고령층 또한 낮은 수준이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고령층이 밀레니엄 세대들과 비슷한 속도로 유료 TV에서 이탈하게 된다

면 우리의 전망이 너무 보수적이었음이 또다시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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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축구시장 규모, 300억 달러에 도달 

딜로이트 글로벌은 유럽 축구 시장이 300억 달러(270억 유로)의 수익을 2016/17 시즌 동

안 창출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1/12 시즌과 비교해 80억 달러(70억 유로)가 증가

한 규모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7%에 달하는 결과다.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계속 증가하는 5개의 대형 리그

에서 일어날 것이다(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프랑스의 리그1,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

리아의 세리에 A, 그리고 스페인의 라리가). 이들 리그는 2016/17 시즌에 대략 총 170억 

달러(전체 시장의 58%)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구와 유료 TV와의 공생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강화되어 왔고, 2016/17 시즌 수

익 전망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축구의 수익은 주로 경기 수익(입장료와 접대수익), 광고 

수익과 중계료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중계료 수익이 전체 수익과 

2016/17년 수익 증가의 대부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17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와 스페인 라리가의 새로운 중계권 

계약이 발효된다. EPL 국내 생방송에 대한 권리는 2016/17 시즌부터 다음 3시즌 동안 평

균 2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계약보다 71%가 증가한 규

모다. 최근 중계권 계약을 팀별 판매에서 통합판매 방식으로 변경한 스페인의 라리가는 

국내 생방송 권리 판매로 1시즌당 약 11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리그

는 유럽 축구시장의 수익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두 가지 동인이다.  

 

 

 

 

 

 

 

 

 

 

 

영국 및 스페인 모두 상대적으로 축구에 대한 유료 TV 시장이 성숙한 상황이다.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영국의 유료 TV 가입 가구 수는 1,740만(전체 가구의 65%) 에 달하고 스

페인은 540만(29%)에 달한다. 프로축구 1부리그와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생방송 

중계권은 1년의 대부분에 걸쳐 방송 가능한 정규 콘텐츠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유료 TV 

사업자가 가입률 상승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유럽의 최고 리그들이 방송 중계권 판매로 상당한 수익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곳은 국내 시

장만이 아니다. EPL과 라리가의 국제 중계권 판매 수익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17 시즌에 EPL은 해외 중계권 판매로 1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지난번 중계권 판매에 비해 최소 40%가 증가한 규모다. 라리가는 EPL과 비

교해 절반 미만 규모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상당한 규모이고 전 세

계 스포츠 리그 중에 두 번째로 큰 해외 중계권 판매 수익이다.  

그림 13: 2016/2017 시즌 유럽 축구 리그 예상 수익 (단위:10억 달러)  

출처: Deloitte Sports Business Grou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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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축구 리그들과 클럽들의 경기 중계, 경기복 스폰서와 소유권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PL의 20개 클럽 중 절반 이상을 비영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EPL 팀의 3/4에 대해 주요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기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16/17 시즌에 20개 EPL 클럽들의 총수익이 65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다음으로 규모가 큰 유럽 리그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EPL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경기 수익, 광고 수익, 중계료 수익을 거둬왔는데 이러한 EPL의 지속적인 수익 

우위의 핵심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고도로 성공적인 중앙집중화된 영업과 마케팅, 실력 

있는 선수의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활동, 리그 전반에 걸친 치열한 경쟁, 대규모 

경기장, 전통 있는 역사와 유산, 그리고 이에 기인한 높은 방송 수익 등이다.  

 

EPL 클럽들은 지난 20년에 걸친 경기장과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결과를 수확하고 

있다. 리그 경기 평균 입장률은 경기장 수용능력의 95% 이상이다. 광고 수익은 어떤 유럽 

리그보다도 높은데, 이는 특히 전 세계적인 매력과 공명력을 가진 리그의 초대형 

클럽들에 의해 확보된 수익성 높은 계약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디다스와의 10년 계약은 시즌 당 최소 1억1,400만 달러에 달한다.  

 

EPL의 재정적 능력이 유럽 클럽대항전에서 승리와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최근 더욱 

확대되는 수익 격차는 EPL 클럽들에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그 결과 다른 유럽 클럽들이 약화될 수 있다.  

 

축구는 오랫동안 모든 측면에서 서포터들이 핵심이었고, 축구 클럽을 소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서포터의 궁극적인 수집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높아지는 경기 수익, 전 세계적인 

인기가 축구팀을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축구팀에 대한 투자 열풍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최고의 클럽들, 특히 EPL 클럽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최근의 트렌드다. 과거에는 수익 성장이 비용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었다. 축구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개선은 비용통제 관련 규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효과가 선수 이적에 대한 

보스만(Bosman) 규정 제정 이후 축구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지대한 공헌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해주는 초기 징후는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이 1998/99 시즌 

이후 처음으로 2013/14 시즌에 세전 이익을 기록한 점이다. 이는 명성을 추구하는 

개인들과 투자 수익을 찾는 재정적 투자자들 모두에게 축구와 축구팀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었다.  

 



46 ©  2016 Deloitte & Touche 

선도적인 유럽 축구팀들에 대한 부분적인 혹은 완전한 추가 인수가 2016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후반, 중국 투자자들은 EPL 클럽 

맨체스터 시티와 멜버른과 뉴욕의 축구팀을 소유하고 요코하마의 축구팀의 일부 지분을 

가진 시티 풋볼 그룹(City Football Group)의 지분 13%를 확보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지불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오직 한 프리미어 리그 클럽, 레스터 시티(Leicester 

City)만이 아시아 태평양 기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투자자들은 자국 및 해외에서 축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투자자 중의 하나인 차이나 미디어 캐피탈(China Media Capital, CMC)은 

2016년부터 5년간 차이니즈 슈퍼 리그(Chinese Super League)에 대한 전 세계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13억 달러를 지불했다. 2015년 초 중국 재벌그룹인 달리안 

완다(Dalian Wanda)는 아틀레티코 드 마드리드(Atlético de Madrid)의 지분을 4,500만 

유로에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차이니즈 슈퍼리그에 대한 광고권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기업인 인프론트 스포츠 & 미디어(Infront Sports & Media)를 인수했다. 

중국 투자자가 어떤 프리미어 리그 클럽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EPL 클럽 소유주의 1/4은 북미 기반이고 EPL은 미국 방송사 NBC와 10억 달러에 

2016/17부터 6년간의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미국에서 축구의 높아지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축구의 늘어나는 가치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유럽 클럽들의 프리시즌 경기들의 매진 사례, 그리고 주의 깊게 관리되어 

발전하고 있는 MLS(Major League Soccer)를 들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높은 월드컵 중계권료를 창출하고 있고, 지난 월드컵 때 가장 많은 관광객을 기록한 

국가도 미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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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축구 시장의 수익은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이고 인상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수익이 비용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개선된 비용 규제가 리그 전반에 걸쳐 적용된 결과다. 이렇게 

개선된 비용 관리와 중계권과 및 광고 수익의 지속적인 성장이 결합해 축구 클럽들을 더욱 수익성 

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유명 축구팀의 인수를 통한 인지도 구축 혹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적 이익을 찾는 투자자들에게도 축구팀들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장기적으로 축구 비즈니스 내부에 선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축구팀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수록, 선수 수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경기에서의 승리 확률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정적 보상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은 클럽 및 그들이 

속한 리그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절대 과제가 되고 있다. 더 많은 수익은 클럽들로 하여금 최고의 

선수들과 코치들의 영입뿐만 아니라, 최고의 운영인력들 및 최고의 첨단기술의 사용 그리고 유소년 

클럽에 대한 투자와 같은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유럽은 현재 축구의 재정적 세력 기반으로 리그들과 클럽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전 세계적인 

호소력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 

유통, 스폰서십, 기타 광고 파트너십, 지분판매, 유망주 발굴 및 해외 친선경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고 유럽 클럽팀들이 프리시즌 경기를 비유럽 지역에서 치르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방안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NFL(런던)이나 NBA가 유럽에서 몇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유럽 리그가 정규시즌 경기를 유럽 외 지역에서 가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유럽의 콘텐츠들이 인기몰이를 계속함에 따라, 유럽 외 지역의 리그와 클럽들은 자신들만의 경쟁력 

구조를 개발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리그와 클럽들은 이런 도전과제를 수용하고 

유럽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본받아 강력한 거버넌스와 행정 체계 구축, 경기장 시설 개선, 유소년 

육성 및 지역 시장에서의 커뮤니티 참여 유도를 실행해야 한다.  

 

업계 평론가들이 축구 시장의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2016/2017 시즌의 수익성장률이 2017/2018 시즌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그때에는 2016/2017년의 EPL과 라리가의 새로운 중계권 계약 체결과 같이 동일한 수준의 수익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중계권 혹은 스폰서십 계약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망은 밝아 보인다. 축구가 한 해의 거의 모든 주마다 대규모의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구경거리로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한 말이다. 축구는 TV 화면에서뿐만 

아니라, 웹상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게임, 신문의 스포츠면, 아침 식사의 

대화, 학교의 쉬는 시간,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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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당신이 생각한 것 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에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2015년의 4억 달러보다 25% 증

가한 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른 사람들이 큰 상금을 놓고 비디오 게임 실력을 겨루는 것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부에게는 놀라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e스포츠의 연간 수익이 

수백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글로벌 시장 규모를 저평가한다. 반대로 e스포츠 옹호자

들은 현재의 시장 규모를 과대평가해, 연간 수익이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믿으며 

메이저리그 스포츠들과 비교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e스포츠를 메이저 스포츠와 비교할 만하다. 어떤 단일 행사(그러나 1년 

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은)는 현장 시청자를 40,000명, 그리고 웹을 통해 수천만 명의 시

청자를 유치한다. 이를 “e스포츠가 프로 농구보다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이벤트를 시청자 규모로 측정했을 때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수익 기준으로 볼 때 

e스포츠는 아직 빅리그에서 놀만 한 수준이 못 된다.  

2016년 e스포츠의 수익은 유러피안 풋볼(축구), 미식축구, 농구, 야구, 그리고 아이스하

키와 같은 40억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메이저 스포츠의 수익과 비교할 때 극히 일부

에 불과할 것이다. (그림 14 참조) 

 

 

 

 

 

 

 

 

 

 

 

 

 

2016년 e스포츠의 수익은 25%의 성장이 예측되는데, 이는 약 1세기 혹은 심지어 수 세

기에 걸쳐 성숙한 대부분의 스포츠들 보다 나은 수치다. 하지만 작은 규모에 비춰볼 때, 

누군가는 e스포츠의 성장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 것임이 틀림없다.  

일부는 e스포츠가 시장에서 티핑 포인트 혹은 상승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 

미국 분석가는 미국의 e스포츠 시장 단독으로만 2014년 8,5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 

달러로의 성장을 예측했다 : 이는 94%의 연평균 성장률이며 2015년 대비 2016년의 예

상 성장률은 3배에 달한다.  

일부는 비디오 게임 관련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를 e스포츠와 연관 짓고 있다. 게임 관련 

최고의 비디오 스타는 퓨디파이(PewDiePie)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00만 명에 달하고, 

2등은 바노스게이밍(VanossGaming)으로 구독자 기반이 1,500만 명이다. 가장 큰 스타

들만 이런 규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총합적으로 게이밍 관련 비디오는 유튜브 최고 

인기 채널들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14: 메이저 리그 스포츠의 수익 규모 (10억 달러 기준) 

참고: 수익에는 입장권 판매 수익, TV 중계권 판매, 스폰서 수익 및 기타 상업 활동 수익이 포함  

출처: Forbes and Deloitte Global analys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source, see 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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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스포츠의 수익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한다 해도(최대 15억 달러), 1,50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수익의 단지 1%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e스포츠는 정기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그리고 때로는 수억 명이 시청한다. 따라서, 이는 대규모 관객, 대형 스폰서와 흥미로운 팬층을 가진 많은 

전통적인 스포츠들과 비교할 수 있다. 한 연구결과는 e스포츠가 2020년 말에는 NFL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보고서는 e스포츠를 “광고 시장의 금광”으로 묘사했다. 이는 시청자들의 

소비 행태에 기반을 둔 평가다. e스포츠 팬들은 다른 게이머들 보다 게임 내 구매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관련 의류 상품을 구매하며, 게임 관련 유명 상표 주변기기를 더 많이 구매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e스포츠 팬들의 대부분이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게이머들일 것이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 e스포츠 팬의 단지 35%만이 PC 게이머이고, 거의 80%의 팬들이 콘솔 게이머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긴 해도, 모바일 게임은 지금까진 e스포츠의 일부가 아니었다.  

 

VR 고글과 같은 몰입적인 기술이 e스포츠를 보다 흥미롭게 만들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 내에 

e스포츠의 중요한 성장 분야가 될 것 같진 않다. 우리의 VR 시장에 대한 2016년 예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매출을 합쳐 1억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 현실: 10억 달러 규모의 틈새시장’을 

참조) 

그러나, 딜로이트 글로벌은 온라인 비디오 게이밍의 성공과 e스포츠 간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e스포츠 수익 연간 성장률이 3배로 증가하기 직전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콘텐츠는 엘리트 게이머들의 경쟁을 시청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임 관련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퓨디파이와 바노스

는 최고 등급의 게임 실력이 아닌 유머로 잘 알려져 있다)관련이거나 주로 뭔가를 알려주

는 속성을 가진 콘텐츠들이다. 숨겨진 보물(이스터 에그)을 찾는 법이나 게임 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게이머에게 알려주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수천만 명의 게이머에게 (광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게임 팁을 알려주거나 

즐겁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수천만 명을 e스포츠 토너먼트를 

시청하도록 채널을 구독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이다. 현재까지 많은 온라인 게임 관객은 우승을 위해 경기를 하는 성공적인 프로 농구팀

의 팬이라기보다는 할렘 글로브트롯터스(Harlem Globetrotters, 코믹 농구를 하는 연예

인 팀)의 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첨단기술 및 미디어 기업들은 모두 성장 기회를 노리고 e스포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특정 인구 층에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75%가 18-34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고 82%가 남성이다. 아마존은 2014년 10억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인터넷 게임방송 채널 트위치(Twitch)를 인수했다. 2015년에는 스웨덴 

미디어 기업 모던 타임스(Mordern Times)는 가장 오래된 e스포츠 기업인 ESL의 주요 

지분을 8,7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러시아 투자자들은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캐나다의 영

화관 체인인 시네플렉스(Cineplex)는 한 e스포츠 기업을 인수하는데 1,500만 달러를 투

자하고 자사의 극장들에서 경기를 벌이는 새로운 게이밍 리그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최초

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한 영화관 체인과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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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비트 인터넷 시대의 여명: 모든 비트가 의미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1초당 기가비트(Gbit/s)의 속도를 가지는 기가비트 인터넷 보급 건수

가 연말까지 1천만 건에 달해 10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이 중 70%가 가

정용일 것이다. 증가하는 수요는 낮아지는 가격과 늘어나는 가용성으로 인해 불붙을 것으

로 보인다. 2015년에 전 세계 기가인터넷 요금제의 종류가 단 3개월 만에 80개 이상에서 

150개 이상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그림 15 참조). 그러나 1천만의 가입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Gbit/s(혹은 1,000Mbit/s)의 전송 능력을 갖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2

억5천만 명의 고객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 2020년에는 약 6억 명의 가입자가 기가비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전 세계 인터넷 사용 가구의 대부분을 대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5천만에서 1억 개 사이의 광대역 인터넷 회선이 Gbit/s 속도이거나 그러한 

속도를 가진다고 마케팅될 것이다. 이는 모든 광대역 인터넷 회선의 5~10%에 해당하고, 

이 중 약 90%가 가정용이고 나머지는 기업용일 것이다.  

그림 15: 글로벌 기가비트 인터넷 요금제 건수 

출처: Point Topi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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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t/s 인터넷 가입은 2016년에 크게 증가(거의 없음에서 틈새시장으로)하겠지만 이 서

비스에 대한 가장 예리한 변곡점은 인식 측면에 있을 것이다. 이는 기가비트 인터넷 서비

스 출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발표 광풍을 따라 일어날 것이다.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단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막대한 통신속도를 

필요로하는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것에서 가정에 존재하는 수십 개 기기들의 총합

적인 속도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데이터 접속은 단일 기기의 지원에서 더욱더 강력해진 다수의 기기를 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인터넷 연결에 대한 수요는 공생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즉 더욱 빠른 속도가 가용해지면 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났고, 1인 당 보유

기기의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소기업들 또한 상당한 대역폭 수요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더욱 다양한 범위의 사무

용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수요 증가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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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반 기준으로, 선진국의 상위계층 가정은 십수여 개의 인터넷 접속 기기를 보유

하게 될 터인데, 이들 기기 각각은 데이터를 ‘홀짝이는’ 수준으로 사용하지만, 전체 사용량

을 합치면 피크 타임에는 데이터를 ‘꿀꺽꿀꺽’ 삼키는 수준으로 사용할 것이다. 2020년까

지 십수여 개가 수십여 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  

추가로 일부 가입자는 특정 시간대에 500M bit/s에 달하는 총합적 수요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Gbit/s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광대역 속도는 종종 최대 속도

로 광고된다. 이들 수치는 중간값 혹은 평균값이 아닐 수 있다. 광대역 서비스는 보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요인이 기기에서 얻

을 수 있는 실제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더 빠른 인터넷 속도는 보다 ‘짧고 폭발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파일 다운

로드나 업로드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필요가 있는 시간

이 줄어들어, 데이터를 요구하는 다음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회선 용량을 빠르게 배정할 

수 있다. 

기가인터넷 수요의 추가적인 동인은 가격이 될 것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하위 등급 기

가인터넷 서비스의 평균 가격은 400달러 이상이었다. 2015년 3분기 말에는 평균 가격이 

2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고, 가장 싼 서비스의 가격은 50달러 미만으로 설정되었다.  

2016년에는 단지 한정된 수의 접속 기술만이 Gbit/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FTTH(Fiber to the Home), FTTP(Fiber to the Premise), 

FTTB(Fiber to the Basement), DOCSIS 3.1을 예로 들 수 있다. FTTH는 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FTTP와 FTTB는 고속 인터넷을 아파트 단지로 전달하는데 적합하

다. DOCSIS 3.1는 DOCSIS 3.0의 업그레이드로 케이블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Gbit/s 속

도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FTTC(Fiber to the Cabinet)로 알려진 다른 광섬유 기술은 2016년에 기가비트 속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술이 진화한 2015년에 실험 단계에 있던 

G.FAST(FTTS, Fiber to the Street로도 알려진)는 수백Mbit/s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 

늦어도 2019년까지 Gbit/s(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합친 광고용 속도)를 제공할 것이

다. FTTS는 구리선 기반의 네트워크를 가진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정으로 연결된 기존 네

트워크에 대한 큰 업그레이드 비용없이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1995-2015 사이의 가정용 인터넷 접속 속도의 발전 

 

199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30K bit/s의 속도를 내는 전화접속 인터넷 연결을 사용했다. 다음 10

년 동안, 광대역 인터넷이 선진국에서 대중화되었다. 2005년의 일반적인 대중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 속도는 1Mbit/s 였

다. 지난 5년 동안 기본적인 광대역 접속은 30Mbit/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광섬유 기반의 향상된 인터넷 접속으로 개

선되어 왔다. 2015년 여름 기준으로, FTTx (모든 유형의 광섬유 기반 광대역 인터넷) 방식은 DSL(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을 제치고 가장 일반적인 유선 인터넷 접속 기술로 자리 잡았다. FTTx는 30Mbit/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한다. 

과거 모든 시점마다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방식이 존재했지만, 오로지 소수만이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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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이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가능자

(enabl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주요 케이블 사업자는 Gb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사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이 회선이 통과하는 가구 당 약 22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케이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DOCSIS 3.1는 DOCSIS의 초기 버전

보다 25% 이상 효율적이다. 사업자들은 네트워크를 교체할 필요 없이 수백 메가비트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FTTS와 다른 광섬유 기반 기술들이 더 빨라지고 보다 널리 보급될수록,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동기가 더욱 커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평균 데이터 접속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대역폭을 사

용하게 되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데이터 소모적인 서비스들도 출시되며, ‘데이

터를 벌컥벌컥 마시는’ 새로운 기기들도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용성의 증가에 비례하여 많은 데이터 서비스가 더 많은 대역폭을 

소비할 것이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비디오 스트리밍이다. 이의 품질은 데이

터 접속 속도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박스 기사: 비디오 스트리밍의 역사 참조) 지

난 10년 동안,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표준 해상도(SD) TV 보다 떨어지는 품질의 

0.5Mbit/s 스트림에서 25-50Mbit/s 즉 과거보다 최대 100배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4K 초

고해상도로 발전했다(이 또한 박스 기사: 비디오 스트리밍의 역사 참조).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비디오 스트리밍의 역사 

 

최초의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은 20년 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연속된 실

시간 이미지를 고품질 오디오와 혼합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본 36,000명의 온라인 시청자들은 가정의 인터넷 

연결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서 접속해야 했다.  

10년이 지난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된 유튜브에는 저품질(320x240 해상도와 모노 오디오)로 스트리밍 될 

수 있는 비디오 클립이 매일 65,000건 업로드됐다. 2008년에는 품질이 720p(하급 고해상도)로 업그레이드됐다. 1년 후

에는 풀HD, 1080P 해상도가 가능해졌다. 2010년에는 전통적인 TV 방송보다 수년 앞서서 4K 영상(2160p)이 가능해 졌

다. 4K 스트리밍의 대역폭은 최대 68Mbit/s 에 달한다. 2014년에는 8K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수준의 해상도를 

출력할 수 있는 구매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기를 아마도 수년을 앞선 것이었다. 

영상통화 또한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6년의 영상통화는 일반적으로 PC에 부착되

는 웹캠(webcam)을 이용해 이뤄졌다. 2016년의 영상통화는 수십 억대의 스마트폰, 태블

릿, PC가 이를 지원하며 1대1, 1대 다(多) 통화도 가능하다. 데이터 접속 속도가 빨라질

수록, 동시 통화 참여 가능자의 수도 늘어난다. 8인 영상통화는 8M bit/s 속도를 지원하는 

전용회선을 필요로 한다.  

가용한 대역폭의 증가에 따라, 통신의 모든 측면이 이에 맞춰 변화할 것이다. 실시간 메시

지는 이미 문자 위주에서 사진(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상도로)과 동영상(그 어느 때보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을 포함하는 메시지로 진화했다. 실시간 메시징의 변종인 소셜 네

트워크는 계속 증가하는 수많은 동영상 피드를 게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페이스북에는 매일 80억 건의 동영상이 게시되는데, 이는 4월보다 두 배가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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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가 친구, 멀리 떨어진 가족 또는 원격지의 팀과 상시 연결을 제공하는 

비디오월(video wall)로 대체될 수도 있다. 2016년 비디오월은 아마도 태블릿과 같은 

작은 화면이 될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속도의 증가와 함께 전용 

비디오월 기기가 가용해질 것이다.  

빠른 데이터 연결은 고해상도(HD) 주문형 비디오의 사용을 TV에서 가능하게 했고, 4K 

TV 구매를 부추기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주요 4K 서비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 빠른 대역폭은 또한 TV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혹은 영화를 보는 데 사용되지 않을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을 때 스크린세이버가 화면을 채우는 것처럼 

말이다. TV에서 보여줄 목적으로 고해상도 스크린세이버를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의 영상은 도시경관부터 

벽난로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경관의 HD 동영상부터 유명 여행지의 실시간 

웹캠까지 다양할 것이다.  

기가비트 인터넷은 주택 방범 솔루션도 변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커넥티드 주택 

방범은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콜센터에 의존했었다. 현재 많은 가정용 보안카메라 

솔루션은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녹화한다. 그러나 업로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는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백업하고, 더 나은 해상도와 높은 

프레임레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한 단일 HD 웹캠은 1Mbit/s의 속도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안카메라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정에의 보급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형 비디오부터 인터넷 서핑까지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 대역폭 사용량 증가에 더해, 

배후에서의 데이터 사용도 증가할 것이다.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전구까지 모든 추가 

기기는 앱이나 운영체제에 대한 온라인 업데이트를 필요로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가능한 앱의 최대 크기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4GB에 이르렀다. 현재 다운로드 가능한 PC 파일의 최대 크기 

한도는 250GB에 달한다. 사진 한 장이 찍힐 때마다 다른 기기 그리고 원격 사이트에 

대한 백업과 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보다 많은 대역폭이 가용해지면, 최소한 상대적인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이를 낭비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이는 프로그래밍의 진화와 유사하다.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제한적이었을 때는, 코드가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처리 능력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처리 능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코드를 정제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점점 

더 의미가 없어졌다. 유사한 변화가 대역폭에서도 일어났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데이터가 가용해지자, 소비량도 늘어났다.  

지금까지의 예측은 가정 및 건물로 연결되는 유선 기가비트 인터넷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이러한 속도가 모바일에서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현재 LTE-

A(LTE Advanced)는 테스트에서 약 500Mbit/s의 속도를 기록했고, 상업용 서비스로 

250Mbit/s의 속도가 제공되고 있다. 5G 서비스를 도입하는 통신사는 Gbit/s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까지 시험적 서비스와 제한된 상업적 서비스의 출시가 

혼합되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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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가비트 인터넷은 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0년 전 일부 논객들은 150Mbit/s의 데이터 

전송능력, 수만 장의 HD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방송용으로 충분한 동영상 품질, 대부분의 

TV 보다 뛰어난 픽셀 밀도, 보안성 높은 지문인식장치,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64비트 

8코어의 프로세서를 갖춘 터치 기반의 기기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최신 스마트폰은 올해 안에만 수억 대가 팔릴 것으로 보인다.  

 

단일 기기와 단일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기가비트 연결은 낭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은 여러 개의 인터넷 연결 기기들을 누적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조심스럽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가비트 서비스를 너무 일찍 출시하고 동시에 다른 서비스 등급들의 속도를 상향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일부 가입자들의 하위 등급 서비스로의 다운그레이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ISP들이 제공하는 기가비트 서비스는 동일 시장의 경쟁자들의 빠른 대응을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기 제조사들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기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광대역 속도의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리뷰하거나, 대응 빈도를 높여야 한다.   

 

광대역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TV 방송국은 콘텐츠를 가정으로 전송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전통적인 방송 기술의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한다. 일부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집으로 TV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해 더 이상 인공위성, 케이블 혹은 지상파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예측은 2016년과 기가비트 인터넷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속도 경쟁이 여기서 종결될 것 

같진 않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0기가비트의 

속도가 이미 발표되었으며, 미래를 위한 50기가비트의 속도의 구현이 고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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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시장: 당신이 아마도 들어보지 못했을 170억 

달러 규모의 시장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에 소비자들이 약 1억2천만 개의 중고 스마트폰을 그냥 

팔거나 보상 판매해 17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기 당 평균 판매 가격은 

14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총매출액 110억 달러, 평균 가격 135달러, 8천만 

개의 판매가 이뤄진 2015년의 시장 규모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중고 스마트폰 단순 판매 혹은 보상 판매 시장의 가치는 웨어러블 시장의 2배, VR 

하드웨어 시장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장 규모 170억 달러 그리고 판매 대수 기준 연간 성장률 50%에 달하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보다 4배 가량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2016년 동안 총 160억 개의 스마트폰이 판매되어 전년 대비 1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4년 4%, 2015년 5%에서 2016년에는 전체 스마트폰 매출의 약 7%로 증가할 

것이다.  

2016년 신규 구매될 고급 스마트폰(500달러 이상) 중 최소 10%가 완전 폐기처분 되기 

전까지 3명 이상의 주인을 거치게 되고, 2020년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기 당 거래 가격은 모델과 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16년에 판매 될 1억2천만 

개의 중고 스마트폰의 기기 당 평균 가격은 약 14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기의 약 절반가량이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새 스마트폰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보상 판매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유통 매장, 혹은 

중고폰 거래 전문가게를 통해 팔릴 것이다.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이 점점 더 중고 스마트폰의 거래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판매가 202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중고 스마트폰을 여유 기기로 보관하거나 가족에게 주거나 혹은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 주요 동기들은 판매의 용이성, 최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보상판매가 제공하는 가치이다. 

중고 기기를 구매하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보다 조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전에 

중고폰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래 기간이 훨씬 느리고 판매 시점에 제시된 교환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온라인 경매나 장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약정 조건이 붙은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했었다.  

자동차 산업의 중고차 가격평가 서비스 제공자처럼, 1, 2년 혹은 그 이상 사용한 

스마트폰의 교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중고 기기 구매에 특화한 기업들부터 리스 옵션을 제공하는 

제조사들까지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거래 방식은 시장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멤버펌들의 20개 국가에 대한 연구는 2015년 중반 기준으로 모든 소비자의 약 12%가 

스마트폰을 판매했음을 보여준다(그림 16 참조). 이들 중 2/3는 스마트폰을 단순 

판매했고, 1/3은 통신사업자나 기기 제조사를 통해 보상 판매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약 

1/4의 소비자가 기존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러시아, 핀란드의 경우, 

단지 5%만이 판매 혹은 교환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시장에서 중고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57 ©  2016 Deloitte & Touche 

그림 16: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팔거나 보상판매한 응답자 비율  

 

질문: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 했을때, 기존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분석 기반: Respondents who own or have access to a smartphone: Australia (1,582), Brazil (1,547), Canada (1,414), 

China (1,729), Finland (726), France (1,407), Germany (1,491), India (1,729), Italy (1,589), Japan (952), Mexico (1,623), 

Netherlands (1,639), Norway (846), Poland (1,602), Russia (1,462), Singapore (1,850), Spain (1,755), Turkey (860), UK 

(3,039), US (1,458)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May-Ju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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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2년 약정으로 보조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1년 

리스/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두드러진다.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아이폰 구매자들의 1/5이 리스 방식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한다. 미국 4대 

무선통신사업자는 매년 보상판매를 허용하는 스마트폰 리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후불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들이 점점 더 약정 없이 기기를 직접 구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보상판매는 새로운 기기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우리는 신흥시장이 중고 스마트폰의 순구매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저가 브랜드의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고급 브랜드의 리퍼 제품을 구매를 선호하는데, 

이로 인해 저가 브랜드 제조업체들의 신규 기기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증가하는 보상판매 가치도 추가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영국 시장에서는, 중고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이 2007년 30달러에서 2013년 165달러로 증가했다. 일부 모델은 

출시 9개월 후의 중고 기기 가격이 원래 가격의 70%를 유지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중고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점점 더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용자들의 연간 기기교체 주기가 단축되어 신규 스마트폰 

연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공식적인 중고 시장의 가용성 증가는 예산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중고 스마트폰 판매를 통해) 신제품 구매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변종 기기를 만들 필요를 없애 준다. 고급 스마트폰 중고, 

리퍼제품이 저가 브랜드의 새 제품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 셋째, 중고차 딜러들과 

유사하게 중고 스마트폰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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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마트폰은 수익 및 판매 대수 기준으로 으뜸가는 소비자 전자기기이다. 2016년 4,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과 16억 개 이상의 판매가 예상된다. 스마트폰 중고 시장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조사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기기가 가진 잔존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기기의 미래 잔존 가치에 대한 추정이 구매 결정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소비자 매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고 

스마트폰을 제조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반환된 스마트폰에 대한 총소유비용에 

예상 재판매 가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조직화된 중고 시장으로 인해 가능한 또 하나의 결과는 자기잠식효과이다. 일부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의 경우처럼 새 제품보다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는 다음번에는 새것을 구매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중고 

스마트폰용으로 새로운 액세서리나 앱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중고 제품을 통해 특정 

브랜드에 익숙해지는 효과가 브랜드의 ‘관문’ 역할을 해 동일한 제조사의 다른 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들이 고급 스마트폰의 리퍼 제품 제공을 늘릴 수도 있다. 고급 스마트폰 리퍼 

제품을 구매한 예산이 부족한 고객들은 중저가의 새 제품을 구매한 경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더 용량이 큰 데이터 상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더 나은 

보상판매율과 간편한 보상판매 절차를 제공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을 유인하거나 계약 

기간 연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들은 계약 기간을 유연성 있게 하거나 단기 계약을 제공하는 것 중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리스 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모든 법인체(예를 들어 통신사 혹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기업)는 세금 문제를 평가해야만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분이 세금 

공제항목일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지급이 수익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다.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들은 다양한 고급 스마트폰의 리퍼 제품, 중고 제품을 제공에 따른 혜택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를 열망하고, 많은 사람이 이류 브랜드의 

새 제품보다 선망하는 브랜드의 중고품을 선호할 수 있다. 이상적인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이 

반드시 새것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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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이러한 트렌드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기기 리스에 

따른 위험 중 하나는 스마트폰이 반환되었을 때 어떤 상태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제조사나 

통신사업자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리스할 때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지도 모른다. 보험사들은 각 스마트폰의 견고함과 소비자들이 각각의 기기를 얼마나 

아껴서 사용할지를 평가해야 한다.  

 

중고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 스마트폰은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각 기기에 대해 무수한 변종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G 스마트폰의 각각의 모델은 서로 다른 4G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데, 초기 4G 스마트폰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파수 대역만을 지원한다. 따라서 4G 

스마트폰을 구입한 일부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통신사의 4G 주파수 대역폭과 호환되지 않음을 

나중에야 발견할 수도 있다. 특히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재판매되는 스마트폰들은 그러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소비자들은 팔기 전에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적인 중고폰 구매자들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삭제해 주기도 하지만, 개인 구매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13개 중고폰 중 5개에 고객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오래된 스마트폰을 재판매하는 트렌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2012년 미국에서만 

1억4천만 개의 모바일 기기가 버려져 매립 처리되었다. 2016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화기가 2억5천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그냥 버려졌던 전화기들 중 일부가 

이제는 재판매되고 있다.  

 

이 시장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류는 무료로 스마트폰을 물려받아 오는 것에 익숙했던 어린이들, 

장년층 및 자선단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고거래가 수익성이 높아지면, 선물 및 기부 

목적으로 제공되던 기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CIO들은 이제 오래된 스마트폰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더 젊은 직원들에게 리퍼 

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기업들은 총소유비용의 

최적화를 위해 얼마나 스마트폰을 보유해야 할지를 평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보유하는 

것보다 2년 후에 교체(그리고 보상판매)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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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위주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 선진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26%가 1주일에 단 1번도 전통적

인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는 이들 개인을 ‘데이터 전용족’이라고 칭

한다. 그들은 의사소통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음성 통화를 메시징(문자 메시지 

포함)과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전송되는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로 대체한 것이다. 2012년에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11%, 2015년

은 22%가 데이터 전용족들이었다. (그림 17 참조). 

최근 몇 년 간 음성통화와 관련해 두 가지 대조적인 트렌드가 지속되어 왔다. 첫째, 분 단

위로 측정된 모바일 음성통화 규모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20%가 증가했는데, 음

성통화 요금의 하락,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비율의 증가,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 시간

의 증가 그리고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지속적인 대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유자의 사용 패턴이 보다 데이터 집중적으로 변화해 비음성 

활동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영국과 미국과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그 비

율이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바일에서의 음성통화에 대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음성통화 규모를 늘리고 있고, 반대로 전혀 음성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7: 2012-2015년의 1주일 동안 일반적인 음성통화의 사용 정도 

 

질문: 지난 7일 동안, 다음 중 당신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음성 

통화) 

참조: 1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횟수가 1주일에 한 번 미만인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 

분석 기반: 스마트폰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응답자들: 2012 (5,000), 2013 (10,427), 2014 (16,995), 2015 (18,334)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선택된 선진국대상, 2012/2013/2014/2015 5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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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의 음성통화 사용자 비율 하락의 결정적인 촉매는 다양한 대안적 의사소통 

방식의 확산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가족 간의 전화통화는 소셜 네트워크로 상당 부분 대

체되었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전화통화와 비교해 친구 및 가족 등 다수의 상대방

에 대한 방송 기능과 이모티콘, 사진, 동영상, 하이퍼링크 첨부와 같은 많은 향상된 기능

을 제공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시징, 이메일 및 다른 형태의 메시징 방식

들은 대응 시점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이들 방식은 비동기식이지만, 전화통화는 실

시간 응답을 강제한다.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개인 간의 대화만이 아니다. 음식 배달을 주문하고, 택시

를 부르고, 예약하고, 은행이체를 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이뤄졌던 전화 통화를 앱이 대체

할 수 있다.  

음성통화가 줄어든 같은 기간 동안, 인스턴트 메시징(IM),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심지어 

이메일과 같은 ‘낡은’ 방식도 포함해 대부분의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방식의 인기가 높아

졌다.  

IM은 201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소비자들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 통신수단이다. IM 성인 

사용자 비율은 2012년 27%에서 2015년 59%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그림 18), 메시지 

규모는 2012년 7조 건에서 2015년 43조 건으로 급증했다. 

그림 18: 2012-2015년의 1주일 동안 인스턴트 메시징 사용 정도 

 

질문: 지난 7일 동안, 다음 중 당신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인스턴트 메시징) 

참조: 1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횟수가 1주일에 한 번 미만인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 

분석 기반: 스마트폰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응답자들: 2012 (5,000), 2013 (10,427), 2014 (16,995), 2015 

(18,334)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선택된 선진국대상, 2012/2013/2014/2015 5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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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 의사소통 방식인 문자 메시지는 

전화 통화를 하지는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2015년 중반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서비스는 문자 메시지로 60%의 사용률을 보였고, IM, 

이메일, 소셜네트워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2015년 기준 지난 1주일 동안 ‘데이터 전용족’들이 사용한 의사소통 수단 

 

질문: 지난 7일 동안, 다음 중 당신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전화 

통화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 

분석 기반: 지난 7일 동안 음성통화를 사용하지 않은 스마트폰 소유자들 (4,634)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응답자들은 다음 선진국에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캐
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미국, 2015년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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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반 기준으로 데이터 전용족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18-24세 였는데, 

이들 (선진국) 사용자의 31%가 1주일 동안 전혀 음성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인구의 평균 비율 2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림 20은 연령층 별 데이터 전용족

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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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반: 지난 7일 동안 음성통화를 사용하지 않은 스마트폰 소유자들 (4,634) 

출처: Deloitte member firm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응답자들은 다음 선진국에 거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
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미국, 2015년 5-7월 

그림 20: 연령층 별 ‘데이터 전용족’인 모바일 사용자들의 비율, 2015 

 

질문: 지난 7일 동안, 다음 중 당신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전화 

통화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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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과 그 이후 18-24세 연령층의 데이터 전용족 비율은 이들 연령층 중 더 많은 사람

이 인스턴트 메시징에 크게 익숙해질 것임을 감안할 때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

이 어린이였을 때 최초로 사용했던 통신기기는 아마도 터치스크린 기반의 MP3 플레이어

나 와이파이 태블릿이었을 것이다. 이들 기기를 이용해 메시징, 앱 그리고 다른 유형의 데

이터 기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무선통신 모뎀이 없어서 전통적인 음성통화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비용 통제 때문에 음성과 데이터가 

결합된 요금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만 스마트폰을 써야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간헐적으로 OTT를 통해서만 음성통화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이 십대가 되

어 음성통화가 포함된 일반적인 모바일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쯤에는, 이미 메시징

을 기본 통신방식으로 간주하고 본능적으로 음성통화 사용을 피할 수도 있다.  

결론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단일 기기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의 데이터 역량은 더 큰 화면, 더 빠른 연결 

속도, 보다 강력한 프로세서, 우월한 카메라 및 개선된 그래픽 역량의 형태로 꾸준하게 

조금씩 향상되어 왔다.  

 

통신사업자에 있어 가장 분명한 시사점은 매우 많은 혹은 무제한의 음성 통화 시간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20%의 고객이 한 달에 100분 이하로 음성통화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유롭게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징 요금제 혹은 더 나은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다른 유인책에만 반응할 것이다. 무선 음성통화의 대안으로 특히 사진 혹은 동영상을 

첨부한 메시징 사용이 증가하면, 고객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돼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의 상승이 

일어날수도 있다. 

 

음성통화량의 감소로 인해 통신사업자들이 음성통화에 할당하는 주파수의 양을 

줄이고, 대신 데이터 통신의 대역폭을 늘릴 수도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음성통화 사용 감소로 인해 (패블릿으로 알려진) 대형 

스마트폰의 판매가 늘어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장벽 중 하나는 큰 크기로 인한 통화 시의 어색함이었다. 그러나 전화 통화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큰 화면은 메시징 앱 사용에 있어 분명히 유리할 것이다.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트렌드에 어떻게 적응하는 게 최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콜센터보다 앱 기반 의사소통에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배달 업체는 고객이 주문할 때 전화보다는 문자를 쓸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앱 기반 혹은 웹 기반 주문의 개선에 집중해야 할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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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E / VoWiFi: 용량, 범위 그리고 역량 

딜로이트 글로벌은 전 세계에서 약 100개의 통신사가 최소한 1개의 패킷 기반 음성서비

스를 2016년 말까지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배, 2015년 초

와 대비해 6배가 늘어난 수치다. 그리고 대략 3억 명의 고객이 VoLTE(Voice over LTE) 

그리고/혹은 VoWiFi(Voice over WiFi)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다. 2016년 초와 대비해 

2배, 2015년 초 대비 5배가 증가한 수치다. 

그림 21: VoLTE와 VoWiFi 제공 사업자와 사용자의 수, 2014-2016 

출처: Deloitte Glob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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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VoLTE 혹은 VoWiFi 서비스를 출시하는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의 주요 동기는 네

트워크 용량의 확대와 음성 서비스의 도달 범위 확대일 것이다. VoLTE 혹은 VoWiFi 기

술은 영상통화와 같은 몇 가지 부가가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런 추

가적인 기능의 활용은 나중에 추구하고 당장은 도달 범위와 용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VoLTE는 통신사업자들이 음성통화를 2G와 3G망에서 LTE(4G) 망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줘 통신 용량을 늘려준다. 음성통화에 사용되지 않게 된 낮은 주파수 대역은 데이터 서

비스를 위해 재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LTE 인터페이스는 전통적인 통화 방식에 비해 상

대적으로 통화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이다. 동일한 대역폭(1MHz) 당 2배 더 많은 음성 사

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인프라의 퇴역과 데이터용, 음성용의 2가지 인프라

를 병렬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  

 

VoLTE는 또한 일반 음성통화에 비해 몇 가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통화

가 이뤄지는 동안 데이터 사용 가능, 우월한 통화 품질, 더 빠른 통화 연결, 줄어든 통화 끊

김, 음성통화 중 영상통화로 전환 등이 있다. 그러나 2016년의 얼리 어댑터들은 이런 추

가적인 기능의 열렬한 사용자들이 되겠지만, 많은 사용자는 통화 품질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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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은 도달 범위, 특히 실내에서의 통화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VoWiFi를 사용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객들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개선과 해지율 감소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무선 통화가 실내에서 이루어지지만(스마트폰 사용자 실내 통화 

건수가 실외 통화 건수의 최소 2배임), 좋은 실내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저층과 외부와 접하지 않는 방이 더욱 그렇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약 40%가 집안에 전화가 터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답했

고, 거의 1/3이 집에서 무선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통화 불능 지역에 대한 한 가지 대응책은 네트워크 도달 범위를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통

신탑이나 작은 중계기를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

며(예를 들어 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다른 접근법은 펨토셀

(Femtocell, 초소형 기지국)을 소비자의 가정에 배치하는 것인데, 1개당 수십 달러의 비

용이 든다.  

VoWiFi는 언뜻 볼 때 VoIP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2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이것이 망 운영자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서비스라는 점으로, 사용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통화가 끊길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망에서의 다른 활동들이 음성

통화를 교란할 가능성이 VoIP 통화보다 작다. 반면 VoIP는 보장이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에 있어 서비스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수익흐름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VoWiFi는 처

음부터 내장된 통화 기능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앱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VoIP 통화는 특정한 앱의 실행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VoWiFi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도달 범위를 늘려준다. 통신사업자들은 IP 멀티미

디어 하부시스템(IMS)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이미 VoLTE를 사용 중이라

면, 이 시스템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심지어 VoWiFi는 어떤 측면

에서는 운영비를 줄여줄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통화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광

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게 된다.  

추가로, VoWiFi는 무선통화 데이터를 다른 네트워크로 떠넘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15%의 VoWiFi 침투율과 전국망을 보유

한 한 미국의 통신사업자는 주파수와 통신용량 사용 축소를 통해 1년에 거의 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은 오직 IP 기반으로만 이뤄지는 통신으로의 자연스

러운 진화과정에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통신사는 두 가지 서비스 중 하나만을 우선 출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

한 결정은 다음 3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잠재적인 비용 절감 규모, 실

내 통화 가능 지역의 개선 필요성, 그리고 향상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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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신사업자들은 IMS의 배치에 따른 비용 대비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분석기관은 IMS 솔루션을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VoLTE 가입자 기반이 

250만 명 정도일 때 최대 1,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만약 가입자 

기반이 7,500만 명까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해, 연간 운영 비용은 약 

4,500만 달러 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기기 및 네트워크의 상호운영성이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다. 

VoWiFi와 VoLTE 지원은 스마트폰 마다 다르고, 각 통신사는 서로 다른 스마트폰들을 

지원해 왔다. 일부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VoWiFi 무제한 요금제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용 무제한 요금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패킷 기반 통화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기기가 동일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VoLTE의 경우, 양쪽 모두 호환되는 스마트폰을 갖춰야 하고, 4G망 내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4G 기능을 갖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4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네트워크에 위치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은 또한 위급상황 지원 서비스(사용자 위치 추적 지원)을 VoWiFi와 

VoLTE 서비스에 포함시킴에 따른 비용 측면의 영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IMS 

신호전송 시스템은 통신이 확실히 이뤄짐을 보장하기 위해 위급상황 IMS 

하부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통화 품질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서비스가 안정화된 

후에 VoWiFi와 VoLTE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음성 패킷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비트레이트(bit-rate), 지연시간, 지터(jitter, 신호의 

불안정), 패킷 손실과 같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KPI들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우선 

순위 설정 또한 권고된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자체 내장 방식이 아닌 VoLTE 

통화나 4G망이 없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통화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또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일부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VoWiFi 통화는 WiFi 망에서 벗어났을 때 2G 혹은 

3G망으로 로밍될 수 없다. 오로지 VoLTE 망으로만 로밍 가능하다.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통화 품질과 여러 향상된 기능을 가치 있는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음성통화를 줄이고 OTT 대안 방식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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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유: 수조 건의 사진이 공유되고 계속 증가 중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6년에 2.5조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저장될 것으로 예

측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 약 3/4이 공유된 사진이고 나머지

는 온라인 백업본일 것이다.  

우리는 이들 사진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에서 촬영될 것으로 추정한다. 디지털 SLR 카

메라, 컴팩트 카메라, 태블릿 및 노트북의 카메라가 나머지를 찍게 될 것이다. 이 추정치

에는 기기의 메모리 저장소에 남아있는 수조 장의 사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유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약 3.5엑사바이트(Exabyte, 1018)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되는데.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규모다. 사진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가까

운 장래에 꾸준히 늘어나는 사진 촬영 건수, 공유 및 백업 건수, 평균 파일 크기 등으로 인

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공유는 스마트폰 역량의 개선과 더 빨라진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연결 덕분에 가능해

졌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사진이 가진 호소력의 일부분은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하는 능력에 기인한다. 스마트폰은 

이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데, 일반적인 필름 사진의 사진 촬영과 공유 사

이의 긴 간격을 제거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고해상도 사진의 촬영, 수정 및 전송 과정을 1

초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사진 공유에 대한 스마트폰의 지배력은 폭넓은 보급과 사용자들의 빠른 기기 업그레이드 

속도 덕분이다.우리는 16억 대의 스마트폰이 올해 판매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과거 

필름 카메라 최대 판매량(1999년 7천만 대)의 약 23배, 디지털카메라 최대 판매량(2010

년 SLR 및 컴팩트 카메라 합계 1억2천만 대)의 13배, 그리고 2014년 디지털 카메라 판매

량(4,000만 대)의 40배이다.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약 3/4가 업그레이드 수요일 것이며, 

이들은 이전 기기보다 더 나은 카메라, 프로세서, 인터넷 연결속도, 저장공간을 가질 것이

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사진의 수가 매년 약 800억 건의 사진이 촬영됐던 1990년

대의 (공유는 제외한) 전체 규모의 약 31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2016년, 스마트폰 카메라의 해상도 증가로 인해 촬영되는 사진의 평균 크기도 증가할 것

이다. 메가픽셀(Megapixel, MP)로 측정된 스마트폰의 평균 해상도는 2007년 2.4MP에

서 2015년 9MP로 증가했다. 우리는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평균 해상도가 올해 10MP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22 참조) 

그림 22: 스마트폰 카메라의 평균 해상도(메가픽셀, 2007-2015)  

출처: GSM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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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진 공유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공유를 쉽게 해주는 도구들의 증가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2,000개 이상의 사진 공유 앱이 사용 가능하다.  

 

일부 도구는 후손을 위해 사진을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도구들은 찰나성을 선호하

는 이들을 위해 그 부분을 강조한다. 사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유되거나, 선택된 몇몇 

사람과만 공유될 수 있다. 빨라지는 네트워크 속도는 연속촬영 이미지의 빠른 전송을 손

쉽게 해준다.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이 글자만으로 작성된 글보다 53% 더 많은 ‘좋아요’, 104% 더 많은 

댓글, 그리고 84%가 더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 사진이 포함된 소셜 네트워크 게시글에 

대한 더 열광적인 반응으로 인해 더 많은 게시글이 사진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미지의 생성과 공유가 계속 용이해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새로 형성되고 있

다. 촬영의 속도와 품질 향상은 사진과 영상으로 말 혹은 글을 대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우편엽서 혹은 전화통화를 통한 “휴일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메시지 전달이 스마트

폰을 통해 촬영되고 전송된 사진으로 대체되고 있다. 2013년에 유행이었던 햇볕에 잘 그

을린 한 쌍의 다리 사진- 구어로 ‘핫도그 다리(hot dog legs)’로 알려진 -을 게시하는 행위

는 당신이 햇볕이 가득한 휴가지에 있음을 전달하는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해외 여행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증가시켰고, 저렴한 혹은 

무료 로밍 비용이 통신사업자를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강조됐다.  

 

휴양지 사진은 사진을 이용한 자화상의 한 유형으로, 이러한 사진들을 통틀어 직찍(혹은 

셀피(selfie))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현대적인 활동인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수요는 거의 

100년 동안 존재해 왔고 자동화된 즉석 사진 촬영기는 원래 이러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기계는 1925년에 뉴욕에 설치되었고, 처음 6개월 동안 

280,000명이 이용했다. 

 

늘어나는 막대한 규모의 사진들은 저렴한 혹은 무료로 백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의 

증가로 인해 계속해서 백업되고 있다. 복수의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동일한 

파일을 여러 개 보관하게 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를 만들게 된다.  

공유와 백업 서비스들의 증가로 인해 동일한 사진이 수백 번 공유되고 백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 사진을 그들의 개인적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전송하곤 한

다. 이 사진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또 다시 전송한

다. 만약 사진 수신자의 스마트폰 설정이 개별 사진을 자동 저장하도록 되어있다면, 기기

는 온라인 백업본을 또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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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진에 대한 욕구는 혁신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부추기며 네트워크 사용량을 늘린다.  

 

스마토 폰 제조사는 오랫동안 사진촬영 능력으로 제품을 차별화해왔다. 그들은 오직 기기 제조자들만을 

기쁘게 하는 성능 수치 경쟁에 몰두하지 말고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고 환영할 만한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몇 년 전, 일부 제조사들은 메가픽셀 수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촬영자 및 받는 사람 양쪽 모두 

대부분의 사진을 작은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해상도 증가는 곧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 엔지니어들의 재주가 낭비되어 버린 것이다.  

 

고객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기술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무어의 법칙으로 알려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프로세서와 연결 속도로 인해 스마트폰은 혜택을 보고 있다.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는 이런 법칙이 없다, 그러나 기술은 사진 촬영 시 사용자의 실수를 줄여주는데 적용될 수(그리고 

그렇게 해야) 있다. 사진 촬영 실수(역광으로 촬영하는 것 같은)을 자동적으로 보정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제조사들은 또한 피사체를 보정해주는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의 허영심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주름살, 눈 밑의 처진 살을 줄이고, 점을 삭제하고, 후광을 

추가한 디지털 보정 사진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은 꼭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설공주에 나오는 나쁜 여왕이 가진 요술거울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사진 정리를 자동화하여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스마트폰에 수만 개의 사진을 

저장했다면, 특정한 사진을 찾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다. 개별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필요 없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개개인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사람들의 인물 사진 및 기타 사진에 대한 욕구를 네트워크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해, 결과적으로 더 비싼 데이터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사진(그리고 앞으로 

동영상)은 업로드 성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사진/동영상 

공유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차별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앱들과 백업 사이트들은 변화하는 사용자 행태에 맞춰 서비스를 진화시켜야 한다. 최근의 한 가지 

혁신은 움직이는 사진인데, 이는 핵심 사진이 찍힌 시점 전후를 포착한 저해상도 이미지 몇 프레임이 추가된 

일반 사진들을 합성한 결과물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미지를 통한 의사소통 증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상품 유통 몇 개월전에 촬영됐던 카탈로그는 ‘구매’ 버튼이 추가된 스마트폰 화면 크기의 디지털 사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브랜드 의류를 입고 있는 유명인의 사진을 즉시 팬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 신문, 잡지 

혹은 웹사이트에 이 사진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