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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딜로이트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Prediction 16호를 찾아 주신 독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호부터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소개 드립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TMT 산업의 3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각 부문을 넘나드는 형식으로 예측 기사들을 정리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TMT 산업의 진화를 반영합니다: TMT산업의 3부문이 겹치는 영역이 매년 증가해왔고, 다수의 기사들이 2가지 부문 이상에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부문을 나누지 않고 모든 기사들을 동일한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자체 머신러닝 기능 탑재(20페이지)는 테크놀로지 혹은 텔레콤 부문뿐 아니라 모든 TMT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5G 네트워크에 

의해 실현될 더 빠른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사물인터넷 전용 네트워크(14페이지) 또한 모든 부문과 관계됩니다. 주로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센서의 

형태를 취하게 될 생체인식 센서의 유비쿼터스화는 인증방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2페이지). 사이버보안은 모든 부문에 있어 영원한 주제입니다; 

분산형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의 위협을 이해하는 것은 2017년에 특히 중요할 것인데, 그 이유를 6페이지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태도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도입 트렌드에 대한 이해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33페이지). 서비스형 IT(IT-as-a-service)의 성장은 IT 투자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기업들과 관계가 있습니다(40페이지).

두 번째 변경 사항은 다음 10년을 내다보는 중기적인 예측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5G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전개(14페이지), 자동화된 긴급상황 브레이크 

작동(10페이지), 실내 내비게이션의 사용(24페이지)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이들 

주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 부문에 특화된 기사들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TV 시장은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남아있고, 이 시장의 산출물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은 테크놀로지 및 텔레콤 기업들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호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인한 미국 TV 

광고시장의 탄력성을 설명합니다(30페이지).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LP 레코드의 판매 증가라는 시대를 거스른 현상의 맥락을 파악해 

보았습니다(38페이지).

폴 살로미(Paul Sallomi)

글로벌 테크놀로지, 미디어 & 

텔레커뮤니케이션 (TMT) 인더스트리 리더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유한회사

폴 리(Paul Lee)

파트너, 글로벌 TMT 리서치 헤드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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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매력: 생체인식 보안방식이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지문인식장치가 장착된 기기의 활성사용자 기반이

2017년 초반에 처음으로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각각

의 활성 센서는 하루 평균 30회 정도 사용되어, 전세계적으로 1년 동안 총

10조 번 이상 인식 버튼이 눌러질 것이다.1

또한 선진국의 모든 스마트폰의 약 40%에 2017년 말까지 지문인식장치

가 장착될 것으로 예측한다. 2016년 중반 시점의 장착 비율은 26%였다.2

지문인식장치가 장비된 스마트폰 사용자 중 최소 80%가 센서를 정기적

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중반 시점의 이 비율은 69%였다.3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지문인식장치를 장착한 활성화된 기기의 90% 이상

을 차지할 전망이다.4 3년 전에는 이들 센서가 오직 고급 모델에만 장착되

었지만 2017년에는 대부분의 중간급 모델에도 포함될 것이다. 2010년대

말까지는 스마트폰의 전방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모델에도 장

착되는 기본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쯤에는 지문인식센서가 노트

북 컴퓨터부터 리모컨 장치까지 다른 광범위한 여러 기기에 기본 장착되

어, 신원 확인 및 인증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자신이 누군가라고 말하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인증 요소로

알려진 것들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범주가 있다. 

 지식 요소(Knowledge factor): 암호, PIN 숫자 혹은 “당신이 처음 

키운 개의 이름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의 답변과 같이 특정인이 

알고 있는 정보

 내재 요소(Inherent factor): 서명, 지문, 성문, 홍채, 얼굴, 망막

패턴과 같이 특정인이 보유한 생체적 특징

 소유 요소(Ownership factor): 신분증명서, 여권, 은행카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토큰을 가진 디지털 기기와 같이 

특정인이 보유한 물리적 물체

과거 신뢰성 있다고 여겨져 왔던 요인들의 현재 신뢰도는 약화된 상태

다. 비밀번호와 관련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얘기하겠

고, 사람들은 신분증 같은 물리적 물체를 분실할 수 있고 서명은 그렇

게 강력하지 못한 인증 요소다.

스마트폰은 위의 3가지 요소를 전부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일체형 인증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인증 요소(Factors of authentication)

 지식: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은 예를 들어 PIN 숫자를 입력하는 

것처럼 다양한 지식 요소에 기반해 이뤄진다. 중기적으로 이 요소는 

지문인식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것이다. 만일 생체인식 

입력정보 이상의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경우, 보안 질문의 응답을 

요청하는 전화통화 방식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내재: 본문 후반에서 언급되겠지만, 다중요소인증 생체인식 

데이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 가능하다. 

 소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고, 만일 

스마트폰을 놔두고 오거나 분실할 경우 이를 곧 알아차리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실 출입카드를 금요일에 사무실에 두고 

퇴근했다면 월요일 아침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여권은 

원래 주인이 분실을 깨닫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방치될 수 있고, 

그 동안 계속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추가로, 스마트폰은 연결된 

기기이기 때문에 분실될 경우에도 위치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만일 스마트폰을 도난당한다면,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중지 시킬 수 있다. 만약 기기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면,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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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문인식장치의 성공은 비밀번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안전한 방식으로 잠김 상태를 해제하고 거래를 인증할 수 있는 능력에 기

인한다(삽입글: 인증 요소 참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점점 늘어나는 수

많은 온라인 계정에 필요한 다수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평균적인 온라인 사용자가 200여 개의

계정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5,6 추가로, 이들 비밀번호를 스마트

폰에서 입력하기란 쉽지 않지만,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

일 함께하는 기기다. 

지문인식장치를 설정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지문 1개당 15~30초가

소요된다. 지문 데이터는 보통 스마트폰의 보안 영역에 저장되며 클라우

드에는 업로드되지 않는다. 인식장치에 접촉된 지문이 기기에 저장된 ‘이

미지’와 일치하면 인증이 이뤄진다. 2017년 초반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전도성 센서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미지’는 지문의 구부러

진 형상, 고리 형태, 소용돌이무늬, 그리고 피부의 구멍과 같은 지문의 차

이점과 특성을 포착한 결과 데이터다.7

2017년 수조 건에 달할 지문인식장치의 전체 사용건의 대부분 목적은 아

마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잠김상태 해제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사용

은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지문인식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최초 출시되

었던 2013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 당시에는 생체인식 데이

터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

만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매우 드물게 이뤄졌다. 그러나 지문인식

장치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딜로이트 글로벌은 비밀번호 입력의 대안

으로서 이 기술을 지원하는 앱과 웹사이트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 

지문인식장치의 신뢰성은, 특히 가짜 지문을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해,

2017년에 종종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문인식장치의 초기 모델은 상대

적으로 속임수에 취약하지만8, 실질적으로 구형폰의 지문인식장치를 속이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희생자의 비

현실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문을 복제하는 한가지 방법은 희생자의 손

가락을 치과용 접합제 혹은 나무용 접착제에 몇 분 동안 담글 필요가 있고,

그 후에 이를 가지고 주형을 만들어야 한다.9 이런 방식의 지문 복제는 무

역 박람회에서는 재미있는 시연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진 않는다.10

초음파 기술에 기반하는 가장 최신의 지문인식장치는 지문의 상세한 이미

지를 포착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최신 장치는 심지

어 지문이 살아 있는 생체의 것인지 모형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11

초음파 센서의 추가적인 장점은 습하거나 젖은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점

이다 전도성 센서를 이용한 전통적인 인식장치는 지문 표면에 수분이 있으

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초음파 지문인식장치는 초음파에 의해 생성

되는 지문의 3D 이미지를 읽어내기 때문에 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

라서 축축하거나 건조한 손가락도 문제없이 작동한다. 

2017년 수조 건에 달할 지문인식장치의 

전체 사용건의 대부분 목적은 아마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잠김상태 해제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사용은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지문인식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최초 

출시되었던 2013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 당시에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만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매우 드물게 이뤄졌다. 그러나 지문인식

장치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딜로이트 

글로벌은 비밀번호 입력의 대안으로서 

이 기술을 지원하는 앱과 웹사이트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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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은 생체인식의 선구자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2017년 안면인식, 음성패턴, 홍채인식

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지문인식의 사용이 생체인식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

트 글로벌은 2017년 말까지 인증을 위해 안면, 음성 혹은 홍채인식을 사

용하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사용자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한 반면 지

문인식 사용자의 비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12

지문인식장치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음성인식은 휴대전화가 등장한 이후의 모든 기기에 마이크가

기본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한 생체인식 방식이었다. 비록 렌

즈와 프로세서의 품질이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긴 해도, 홍채와 안

면인식도 전방 카메라가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적용 가능한 수단이다. 

음성인식의 문제점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될 때 인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로, 음성인식 사용이 주변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방된 사무

실 환경에서나 식당에서의 사용이 그러하다. 또한 음성은 녹음을 통해 예

비 범죄자들이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정 문구를 반

복해 말하거나 보안 질문에 답변하는 도전 및 응전 기법과 음성인식을 결

합해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안면인식은 참조 이미지가 촬영된 상황과 유사한 조명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 오류(정보가 옳은데도 틀린 것으로 판

정)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3 안경, 모자, 스카프 등의 착용도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홍채인식은 정확한 위치 설정과 특정한 조명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반사광에 민감해서 컨택트 렌즈나 안경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안면과 홍채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도전과제는 속이기가 쉽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얼굴 혹은 눈 사진에 속아넘어갈 수 있다. 보완 방안으로는 상호

작용을 통한 안면인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눈을 깜박

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하게 구성된 영상이나 연속적인 사

진을 이용하면 여전히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14

이와 대조적으로, 지문인식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사용자가 걷고

있는 동안에도 실행된다. 그리고 험한 길을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생체인식 스마트폰에서 기타 기기들까지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은 스마트폰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생체인식의 일상적

사용을 친숙하게 만들고 생체인식 데이터의 제공과 연관된 부정적 기류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스마트폰 생체인식의 대중적 도입이 기타 환경에서의

생체인식 센서 도입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혈관 구조를 관측하기 위해 적외선을 이용하는 손가

락 혈관과 손바닥 혈관 스캐너가 PIN 숫자 입력의 대체 수단으로서 은행

ATM에 통합될 수 있다. 혹은 고액의 B2B 자금전송 승인 과정의 일부로 포

함될 수도 있다. 학교는 혈관 스캐너를 이용해 건물 출입을 인증하고 또한

학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수업 출석

을 기록하고 식당 요금이나 문구류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국가적 신원확인 체계에 생체인식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큰 계획은 인도에서 추진 중인데, 전 국민의

안면, 지문, 홍채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2016년에는 등록자 수가 10억 명

을 초과했다.15

생체인식은 수천 년에 걸쳐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적 기술을 통한 대규모의

도입은 시작된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았고 2017년과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더욱 정교해지고 효과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16

딜로이트 글로벌은 스마트폰 생체인식의 

대중적 도입이 기타 환경에서의 생체인식 센서 

도입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7

05

수많은 민간 및 공공 조직은 증가하는 지문인식장치 보급 기반과 스마트폰에서의 지문인식 사용에 익숙해져 가는 대규모 사용자를 어떻게 하면 가

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여기서의 도전과제는 빠르고 보안성 높은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 지문인식장치와 기타 생체인식 입력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적용방안

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금융기관: 딜로이트 리서치는 선진국 시장의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38%가 은행계좌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17

은행은 사기행위 적발, 고객의 계좌 접속 혹은 신규계좌 개설, 지급결제 인증 등에 어떻게 하면 생체인식 신원확인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유통업체 – 전자 상거래: 지문인식장치는 한번의 접촉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데이터, 선호하는 결제 주소와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딜로이트 리서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한 앱의 개수가 20개 미만에 불과함을 발견했다.18 하지만 빠르고 안전한 지급결제 능력의 제공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앱을 다운로드하게 만드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유통업체 – 매장 상거래: 매장 지급결제 앱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센서에 지문을 댄 후 NFC 리더기 

근처에 스마트폰을 위치시켜 지급결제를 인증처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IN 숫자를 입력할 필요를 없앨 수 있다. 

 기업 사용자 – 데이터 접근: 생체인식은 이메일, 인트라넷, 기타 장비에 접근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출근부도 지문인식을 통해 접속하고 인증될 수 있다. 딜로이트 리서치는 기업 앱의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파악했다.19 단순하지만 

안전한 인증 수단의 활용이 앱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기업 사용자 – 물리적 보안: 생체인식을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신분증에 대한 의존도를 제거할 수 있다. 생체인식은 

신분증과 다르게 바꿔치기 할 수 없고, 집에다 놓고 올 일도 없다. 

 미디어 기업 -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음악, 유료 뉴스, TV 쇼 혹은 기타 콘텐츠의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지문인식을 통한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인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제할 수 있다. 단일 유저의 계정은 그에 대응하는 지문들의 집합과 연동될 수 있으며 지문은 비밀번호보다 

훨씬 공유하기 어렵다. 

 정부 서비스: 생체인식은 세금 납부, 의료기록 접근, 전자투표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20 전자투표에의 

생체인식 활용은 젊은 층의 투표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집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보유와 활용 정도를 보이고 있으나 투표 

참여율은 평균보다 낮다. 

본고의 예측은 주로 지문인식장치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으나 우리 일상생활 모든 측면에서의 스마트폰의 존재는 문자입력 패턴과 같은 사용자 고

유의 기타 정보 및 위치 정보와 생체인식 정보와의 결합 사용을 용이하게 만든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다중 인증으로 알려진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

의 혼합사용방식이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21 이는 더욱 강건한 인증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문과 음성인식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은행 앱은 초기 접속은 지문인식으로 인증하고 추가적인 검증에는 음성인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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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비트 규모 

DDoS 공격의 시대에 진입하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인 분산형 서비스 거부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의 규모가 더욱 커져 영향을

완화하기가 어려워지고(공격의 강도 증가), 보다 빈번해 질 것으로 예측한

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평균 Tbit/s(초당 테라비트) 급의 공격이 매월 1건

씩 발생하고22, 총 1천만 건 이상의 공격이 발생하며23, 평균 규모가 1.25

에서 1.5 Gbit/s(초당 기가비트)에 달하는 쓰레기 데이터가 전송될 것으로

예상한다.24 (영향력이 억제되지 않은) Gbit/s 급 공격은 많은 조직을 오프

라인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25,26

2013~2015년 동안 발생한 공격의 최대 규모는 각각 300, 400, 500

Gbit/s에 달했었다. 2016년에는 최초로 Tbit/s 급 공격이 2번 목격되었

다.27(DDoS 공격의 기제에 대해서는 삽입글 참조)

예상되는 DDoS 위협 확대는 주로 다음의 3가지 동시적 트렌드에 기인

한다:

• PC, 스마트폰, 태블릿보다 일반적으로 봇넷(Botnet)에 통합하기 

용이한 (연결된 카메라 및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와 같은) 보안성이 

낮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기의 설치 증가

•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공격자도 보안성 낮은 IoT 기기를 

규합해서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미라이(Mirai)와 같은 멀웨어 

기법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됨

• (Gbit/s 급의 회선과 일반소비자 및 기업용 기타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상품을 포함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터넷 대역폭 속도의 가용성. 이는 

봇넷에 있는 각각의 보안 침해된 기기가 더 많은 쓰레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을 의미

지난 몇 년 동안, DDoS 공격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방어책

또한 이에 상응해 성장해 왔다. 이는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 크게 강해지지

못하는 쥐와 고양이의 술래잡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2017년

에는 변할 수 있는데, 보안이 취약한 IoT 기기가 크게 증가했고 IoT 기기의

취약점을 활용하는 대규모 공격의 수행이 간단해 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Content Distribution Network)와 지역

적 위협 방어책이 동시적인 대규모 공격의 영향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규모

로 쉽게 확장되지 못할 수 있다.28 그 결과, DDoS 공격의 방어를 위한 새로

운 접근법이 필요해 질 것이다.

DDoS 공격은 웹사이트 혹은 커넥티드 디바이스(예. 서버)를 사용

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사

이트는 상품 판매를 할 수 없고, 정부 사이트는 세금 환급을 처리

해 줄 수 없으며, 뉴스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보여줄 수 없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DDoS 공격은 웹사이트 혹은 커넥티드 디

바이스에 대한 접근을 혼잡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DDoS 공격

은 전통적인 상점에 수십만 명의 가짜 고객들을 동시에 몰리게 만

드는 것과 같다. 이 상황에서 상점은 빠르게 마비된다. 진짜 고객

들은 상점에 입장할 수 없게 되고 상점은 고객들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혼잡 상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2가지

방식은 봇넷과 증폭 공격(Amplification attack)이다. 

봇넷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대규모(현재 수십만 대) 커넥티드 디

바이스들의 집단으로 제3자의 조종을 받아 교란 활동을 수행한다.

봇넷은 현재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공격인 플러드 공격(Flood at-

tack)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증폭 공격으로, 서버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여 서버

에서 다수의 가짜 IP 주소를 생성하게 한 후 (스푸핑(Spoofing)이

란 명칭으로도 알려진 공격 기법) 이들 IP 주소에서 대규모의 명령

어를 목표 웹사이트로 전송해 해당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기법

이다.29 보안 침해된 1대의 서버가 수천 개의 가짜 IP 주소를 생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증폭 공격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수천 대)의 감

염된 서버들만으로도 대규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DDoS 공격을 완화하는 표준적인 기제는 웹사이트에 대한 악의적

인 요청을 걸러내는 데 특화된 제3자 서비스로 인터넷 트래픽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가짜 고객과 진짜 고객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완화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각각의 제3자 서

비스 제공업체는 한정된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업체는

일반적으로 여러 고객들을 위해 동시에 다수의 공격을 완화 처리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에 대한 공격 규모의 총합이 제3자 업체

가 보유한 처리 용량보다 커지게 되면, 일부 고객들은 서비스 장애

를 겪을 수 있다. 

DDoS 공격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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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한 IoT 기기

DDoS 공격의 영향력 확대에 공헌하는 첫 번째 트렌드는 불안전한(예. 악

의를 가진 제3자의 탈취에 취약한) 커넥티드 IoT 기기 기반의 확대로 비디

오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라우터, 가전기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장악하는 데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정보

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보가 있으면 기기를 탈취할 수 있고, 악

의적인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ID와 비밀번

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십억 개의 IoT 기기 중 약 50만 대 – 전체 중

작은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절대 수치 – 는 하드 코딩(변경이

불가능한)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원한다 해도 변경할 수 없다.30

하드 코딩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 쉽게 발견이 가능하다. 하드 코딩된 로그인 정보는 기기의 펌웨

어 검색을 위한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정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지침서를 통해 제공될 수도 있고, 사용자

매뉴얼에 실려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어 온라인에 게시

될 수도 있다. 취약한 기기는 리콜되어 보다 안전한 기기로 대체될 수 있

다. 하지만 구매자들이 이를 반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혹은

보유한 기기에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로, 많은 사용자들이 로그인 정보를 변경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는 아마도 IoT 기기에 새로운 비밀번호(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용자

ID까지)를 설정하기가 사용자들의 예상 혹은 익숙한 것보다 어렵기 때문

이다. 제대로 된 PC 키보드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것은 쉬운 일이고,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을 통한 작업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자체 화면이나 키보드가 없는 IoT 기기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

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로그인 정보를 변경하지 못하면(혹은 변경이 허용되

지 않으면) 취약점이 생기게 된다.31

셋째로, 커넥티드 카메라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같이 자체 화면이 없거

나 작은 화면만 있는 기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혹은 안티바이러

스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필요함을 알릴 방법이 없을 수 있다.32

추가로, IoT 기기들은 유선전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안 침해

된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이 공격에 동원되어 배터리가 빠

르게 소모되는 것과 달리, 사용 가능한 전력이 줄어드는 징후를 보이지 않

을 수 있다.33

보안 침해된 기기의 성능이 눈에 띌 정도로 저하되는 징후는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사용자가 잠들어 있을 때 악의적으로 사

용되거나 다른 시간대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도록 지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 위치한 라우터가 북미 서부해안 지역에 위치한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유럽이 한밤중일 때 북미 서부해안은 늦은

오후다. 그들의 장비가 봇넷에 끌어들여진 수백만의 사용자들은 수년 동

안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기기 성능의 저하를 평소에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기기 제조사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운영체계와 브라

우저에 호환되도록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

호를 비롯한 설정의 변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더 잘 보호된 PC, 태블릿, 스마트폰에 비해 안전하지 않은 IoT

기기의 취약점이 크기 때문에 해커들은 봇넷을 만들고 DDoS 공격을 실행

할 때 주로 IoT 기기에 집중한다.

보안 침해된 기기의 성능이 눈에 띌 정도로 

저하되는 징후는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사용자가 잠들어 있을 때 

악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시간대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도록 지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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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실행의 기술난이도가 하락하다

과거 DDoS 공격의 규모와 심각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지속적인 대규모 공

격 실행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 미라이라고 불리는 멀웨어에 의한 620Gbit/s 급 공

격이 실행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따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온라인

에 게시되었다. 아마도 진짜 범인을 찾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일

로 추정된다. 게시 글에는 멀웨어의 소스코드와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

스(대부분 IoT 기기)의 기본 ID와 비밀번호가 실려 있었다34. 이는 즉각적

으로 다른 이들이 공격을 따라 하기 쉽게 만들었다. 2017년에는 미라이 코

드에 기반한 추가적인 공격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호기심

에서부터 조직적인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더 빨라지는 광대역 인터넷 속도

대규모 DDoS 공격을 더욱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은 더 빨라지는 광대

역 업로드 속도다. 업로드 속도가 빨라질수록 각각의 보안 침해된 기기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쓰레기 데이터의 규모도 커지고 유발되는 혼란의 정

도도 심해진다. 1대의 보안 침해된 기기와 Gbit/s 업로드 속도의 결합은 수

백 대의 보안 침해된 기기와 보다 일반적인 10 Mbit/s(초당 메가비트) 업

로드 속도와의 결합과 동일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많은 시장에서 2가지 주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상된

다. 케이블 네트워크의 DOCSIS 3.1 규격(멀티 기가비트 스피드 가능)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며, 구리선 네트워크도 G.fast(전통적인 구리선을

통해 초당 수백 메가비트의 속도 달성 가능)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업그

레이드된 케이블과 구리선 네트워크는 다운로드 속도의 개선이 우선될 것

으로 보이지만, 업로드 속도 또한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35

가정용 광케이블 회선인 FTTH(Fiber To The Home)과 지역 기반 광케이

블 회선인 FTTP(Fiber To The Premise) 설치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2020년까지 전 세계에 Gbit 용량의 인터넷 회선이 수억 건 보급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소수의 회선은 대칭적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할 것이

다.36

대규모 DDoS 공격을 더욱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은 더 빨라지는 광대역 업로드 

속도다. 업로드 속도가 빨라질수록 각각의 보안 

침해된 기기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쓰레기 

데이터의 규모도 커지고 유발되는 혼란의 

정도도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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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는 2017년에 새로 등장한 사안이 아니지만, 2017년에 문제가 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를 늘리고 있는 모든 조직은 그

러한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의 정도를 인지해야만 한다.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 및 조직들은 주로 다음과 같지만 이들에게만 한정

된 문제는 아니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 온라인 비디오게임 회사,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제공 업체(금

융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정부 온라인 서비스(예. 세금 납부).

기업과 정부는 DDoS 공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분산화: 클라우드 컴퓨팅, C2(Command and Control), 상황 인지, 멀티미디어 세션 통제와 같은 핵심 기능들은 고도로 공유되고 중앙 

집중화된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크게 의존한다. 정보 저장과 컴퓨팅 장소의 중앙 집중화는 목표(데이터 센터, 서버)의 파악을 쉽게 만들고 

DDoS 공격의 실행을 촉진할 수 있다. 조직은 이러한 역량들을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분산화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중앙 집중화 접근법의 

성능을 유지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역폭의 초과 확보: 대규모 조직은 상업적 성장과 DDoS 공격 완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인터넷 대역폭을 리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공격자가 이런 대규모 용량을 초과할 만큼 충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공격은 대개 무위로 돌아간다.

 테스트: 조직은 DDoS 공격의 감지와 완화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약점과 보안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제된 우호적인 

테스트는 DDoS 공격 대응 기제와 일반적인 복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 측정지표, 가정, 범위의 

약점을 파악하고 과거에 고려하지 못한 잠재적인 DDoS 공격의 방법 혹은 특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 

 동적 방어: 공격 대상의 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은 해커의 공격 계획과 실행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은 민첩한 방어 기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대응 방안에는 적들에게 현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적대적인 트래픽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분산시키는 기만 전술이 포함 

되어야 한다.

 대비책: 온라인 스트리밍 미디어 업체는 오프라인 모드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나중에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콘텐츠의 사전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안: 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을 취득하도록 권고 받거나 혹은 아예 의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증 여부를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로그인 정보의 변경은 단순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능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각각의 제품마다 고유하게 맞춤화된 로그인 

정보를 부여해 출고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ID와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잠재적인 고객들은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 받아야 한다.37 고객이 제품의 보안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보안등급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다.38

 탐지: 보다 상세한 트래픽 필터링이 가능한지 탐색한다. (예. 트래픽의 발생 지역별 필터링) 만약 특정지역에서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규모의 신규 트래픽 또한 의심할 수 있다(예. 과거에는 없었던 1 Gbit/s 급의 인터넷 연결). 하지만 문제는 

적법한 트래픽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격퇴: 통신회사는 DNS(Domain Name Service) 단에서 필터링을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국(혹은 주요 인터넷 데이터 교환 지점)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추적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일부 조직은 DDoS 공격을 여러 번 겪었기에 다소 심드렁할 수 있지만, 이들 공격은 2017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공격자들은 보다 창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DDoS 공격에 대해 안심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DDoS 공격은 호리병에서 튀어

나온 지니와 같아 결코 다시 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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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선: 자율주행으로 향하는 길은 

멈춤부터 시작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2년에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6,000명으로 감소하여 2017년 예상 사망자와 비

교해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39 이런 사망자 감소에 공헌할 것으

로 예상되는 여러 자동차 안전기술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자동 비상 브레이크(Automatic Emergency Brake) 기술이 될 것이다. 이

는 전방 카메라, 밀리미터파 레이더, LIDAR라 불리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및 화상 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시각처리 시스템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딜

로이트 글로벌은 2022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및 소형 트럭의 1/6에 AEB

기술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를 통해 구

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40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학, 자동차 안전기술의 역사, 서로 다른 자동차 충돌

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왜 AEB 시스템이 중요한지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사고 충격량의 계량화

2017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 세계 예상 사망자 수는 125만 명이다.41

자동차 사고는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9위며, 15-29세 사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으로는 1위에 해당한다.42 2017년 미국에서만 교통사고로 인해 약

38,000명이 사망하고 440만 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것으로 추정

된다.43

부상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물리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작된다.

미국 승용차의 평균 무게는 약 1,800kg이다.44 이 자동차가 고속도로 제

한 속도인 70마일/h(113km/h)로 주행할 경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되는

운동에너지(줄(Joule) 단위)를 가지게 된다: 운동에너지 = ½mv2

위의 숫자를 공식에 대입하면, 각 자동차는 881킬로줄의 운동에너지를 가

지는데 이런 자동차 2대가 정면 충돌할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는 2배에 달

하게 된다. 그 결과값은 거의 1.8 메가줄에 가까운데, 이는 수류탄 1개, 또

는 TNT 0.5kg의 폭발력에 맞먹는다.45 이는 막대한 에너지 규모며 탑승객

에 미치는 결과는 심각하다.  

충돌에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운동에너지를 감소 혹은 완화하기 위해 지금

까지 자동차 역사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안전벨트는 1950년

대에 도입된 후 많은 국가에서 1970년대에 의무화 되었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차량의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다.46 이 기술 덕분

에 미국에서만 매년 12,500명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추정된다.47

에어백은 1970년대에 일부 승용차에 장착되었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는 승용차와 트럭에 다양한 규격으로 의무화되었다.48 이 장치는 미국에서

만 매년 약 2,300명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평가된다.49 ABS (Anti-lock

Braking) 시스템은 1971년에 도입되었으며50, 오늘날 대부분 승용차의 표

준장비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ABS는 젖거나 눈이 쌓이거나 결빙된 도로에

서의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12%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51 (현재 미국

에서는 주정부에 따라 의무화 여부에 차이가 있는)전자적 안정화 통제 기

술과 결합된 ABS는 매년 거의 400명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평가 된다.52

마지막으로 1950년대 이후 생산된 자동차들은 충돌 시 발생하는 운동에

너지를 흡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충격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크럼플 존(Crumple zone), 즉 충격완화 공간을 장착하고 있다.53

AEB는 어떻게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

평균적인 운전자는 장애물을 보고 이를 문제로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몇 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54 그래서 만약 시속 113km로 이동

중인 경우라면, 자동차는 2초 동안 최대속력을 계속 유지하여 브레이크가

작동될 때까지 63미터를 더 주행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AEB 기술이 장착된 자동차는 1 혹은 2밀리초만에 대응

을 시작해 많은 경우 충돌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확보한 2초 동안 자동

차는 약 시속 50km로 감속하여 최대속도의 56%를 줄일 수 있다. 이 속

도에서의 충돌은 여전히 심각한 사고이고 차량은 큰 피해를 입게 되지만,

승객의 사망 가능성은 크게 줄게 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2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및 소형 트럭의 1/6에 AEB 기술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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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게 더 낫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느려져야 하는가?

자동차 사고에 있어 자동차의 절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델

타-V, 즉 속도의 변화 정도다. 자동차가 시속 113km로 움직이지 않는 콘

크리트 교각을 들이받으면 즉시 정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차량은 시속

113km의 델타-V를 가진다. 2대의 차량이 각각 시속 57km로 주행하던

중 정면 출동하게 될 경우에도 시속 113km의 델타-V를 가진다.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물체를 비스듬히 들이받은 후

시속 50km로 이동을 지속하면(추가적인 충격이나 전복은 없다고 가정),

이 차는 시속 50km의 델타-V를 가진다. 2010년 연구결과(그림 155)는 자

동차 사고에서의 사망 위험율에 대한 속도 변화의 효과를 보여준다. 시속

113km의 델타-V에서 운전자의 사망 위험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 시

속 50km의 델타-V에서 위험율은 거의 0으로 떨어진다. 델타-V의 56%

감소는 운동에너지의 80%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사망 위험은 거의 사

라지게 된다. 

그림 1.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해 계산한 자동차 운전자의 

사망 위험률

미국의 교통사고 중 정면충돌의 비율은 단지 2%에 불과하지만, 이는 모

든 사망 원인의 1/10을 차지한다.56 AEB 기술이 더욱 널리 채용됨에 따라,

한 쪽 차량에 그 기술이 장착되어 있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양

쪽 차량에 모두 장착되어 있으면 더욱 생존율이 향상된다. 

연구결과는 AEB가 후방충돌의 위험을 40%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57 비

록 후방충돌이 미국 자동차 사고 사망자 원인의 5%에 불과하지만, 후방

충돌은 매우 흔한 사고이며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한다.58

AEB는 또한 보행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2015년

미국에서는 5,300명의 보행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59 도로에 멈춰

선 차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는 사람 또한 감지할 수 있다. 사고를 완전히

회피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자동차의 속도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크다. 크

게 말해, 느린 속도의 자동차는 더 적은 보행자의 사망을 의미하고, 개선된

브레이크 작동은 특히 나이 많은 보행자의 사고 생존율 개선에 중요하다.

시속 50km 구간에서 자동차와 충돌한 15-59세 사이의 보행자의 사망률

은 10% 미만이지만, 같은 속도에서 60세 이상의 사망률은 50%를 초과

한다.60 

AEB를 통한 위험 감소의 계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의 중 99%를 제조하는 20개 자동차 제조사들

은 자발적으로 AEB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미국에서 판

매되는 신차의 거의 100%에 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61 비록

오늘날 AEB는 주로 고급 모델에만 장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25-

30,000달러 가격대의 다수의 중형급 차량에도 2022년 이전에 제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600~1,800만 대의 신차 혹은 경량 트럭이

판매되거나 리스되고 있으며62, 2022년 승용차의 총규모는 약 2억7천5백

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63 이러한 가정하에서 2017년에는 AEB가

장착된 차량이 약 1백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매년 꾸

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판매될 1,600~1,800만 대 신차의 99%에 AEB

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든 승용차량의 1/6

을 갓 넘는 수치가 될 것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2년까지 미국에서 

1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6,000명으로 감소하여 2017년 예상 

사망자 대비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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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은 평균 보유기간이 7년에 가까운 매우 긴 교체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64 따라서, 모든 승용차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AEB가 모든 사고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2대의 차량이 충돌할 때 1대만이라도 속도를 줄이면, 이로 인한 운동에너

지의 감소가 양쪽 차량의 승객들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된 AEB 기술이 교통사고 사망

자 수를 2017년 예상 수치인 38,000명에서 2022년까지 32,000명으로

줄일 것으로 추정한다.65

설문조사 결과는... 자동차 구매자들은 AEB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30가

지 서로 다른 자동차 기술 중에 AEB가 가장 선호되는 기술인 것으로 나타

났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인사이트 플랫폼: 자

동차 기술의 미래 설문조사는 전 세계 17 국가 20,000명의 응답자를 상대

로 수행되었다.66 30가지 서로 다른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의 우선 순위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대해, 6개 핵심국가(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인도, 중

국)의 소비자들은 AEB와 같은 “도로 상의 물체를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하

는” 기술을 가장 선호하는 단일 기술로 꼽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소비

자들은 AEB를 자율주행 기술보다 약 2배 가량 유용한 기술로 평가했으며,

다른 핵심국가의 소비자들은 3배 이상 유용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안전기능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세대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각 국가의 2차세계대전 이전 출생자/베이비부머, X세대, Y/Z세대

(1980년대 혹은 그 이후 출생자) 모두가 물체 인식 및 회피 기술을 1번째

혹은 2번째로 선호하는 기술로 꼽았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보다 언제

나 앞선 순위에 위치했다. 미국, 독일, 일본, 인도의 가장 젊은 연령대의 소

비자들은 자율주행차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했지만, 한국과 중국의 소

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6개 모든 핵심국가에서 여성 응답자들은

AEB와 유사한 기술들을 남성 응답자들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또

한 완전 자율주행기술을 같은 국가의 남성들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

가격 적절성 또한 AEB가 유리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독일

과 일본의 응답자들은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해 단지 약 360달러만을 추

가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700달러, 미국의 경우는

900달러, 인도는 1,100달러를 추가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각각의 금액

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2014년의 설문조사 결과보다 30-70%가 줄어든

금액이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런

데,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내년 혹은 내후년에 AEB 기술을

장착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림 267 참조). AEB는 가장 선호되는 기능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격 적

절성의 최적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2014년과 2016년 소비자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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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미국 달러로의 환산에는 2016년 평균 환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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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그리고 카메라, 레이더, LIDAR과 프로세서)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며,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테크놀로지 부문은 혜

택을 보게 될 것이다. 201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약 3,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8 이 시장 중 자동차 부문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15년 기준으로 8.5%, 혹은 290억 달러인 것으로 평가되는데69, 자동차 부문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까지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70 현재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의 가격은 350달러에 달한다.71

자동차 1대당 AEB 장착 비용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약 460달러 가량으로 추정되지만72, 이 기술을 구성하는 카메라, 레이더, LIDAR 등의 부품의

조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2017년에 카메라와 레이더는 상당히 저렴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레이저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수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73 가까운 장래에 적절한 가격대의 AEB는 주로 카메라와 레이더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까지 LIDAR

기술은 훨씬 부담 가능한 가격대가 될 것이다.74 비용(어떤 기술을 사용하던 간에)이 350달러(현재 중형급 차량에 드는 반도체 칩의 비용과 동일)

로 하락한다고 가정할 때, AEB 기술 하나만으로 2022년 미국에서만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75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훨씬

클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모든 차량운전 자동화 관련 기술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연구결과는 부분적인 자동화가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임

을 시사한다. 만약 자동화가 대부분의 운전을 담당하여,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줄이게 되면,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추가

로,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오직 자동화 기술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게 되면, 운전 기술이 퇴화되어

위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만 할 때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76 AEB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데, 여전히 운전자들

이 대부분의 운전을 담당하므로 주의력과 기술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 운전자들이 AEB를(ABS와 4륜 구동과 같은 다른 기술들

과 함께) 오용하여 차가 사고를 막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위험하게 운전할 가능성도 있다. 

AEB로 인해 미국 혹은 다른 국가에서의 법률, 규제, 책임보험의 개정이 이뤄질 것 같진 않다 (이 기술의 적용으로 보험료 청구가 최대 35%까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있긴 하다77), 이는 소비자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전환기 기술이 될 잠재력이 있으며, 제조사들은 이를 더욱 안

전하고, 신뢰성 있고, 저렴하게 만들 것이다. 

AEB가 통신산업에 가지는 시사점은 거의 없다. 비록 가장 빠르고 지연 속도가 낮은 5G 네트워크가 구현된다고 해도(5G에 대한 예측기사 참조)

자동차가 네트워크에 신호를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브레이크 작동이 효과적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밀리 초의 시간이라고 해도)이

걸린다. 자동화된 브레이크 작동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자동차 내장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것이 2020년의 자동차, 혹은 2017

년의 자동차가 V2I(Vehiclevehicle-to-Infrastructure) 네트워크나 다른 차들(Vehicle-to-Vehicle, V2V)과의 연결이 필요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커넥티드 카들이 2020년 미국에서만 매달 0.6 엑사바이트(Exabyte)의 데이터를 생성해 전체 무선통신 데이터의 9%를 차지

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데이터 규모는 AEB와는 관계없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지도정보 갱신에 기인

하게 될 것이다.78

AEB가 제기하는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가격 부담이 가능하고, 자동차승객과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기술

로서 AEB가 널리 그리고 빠르게 도입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시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언젠가 운전이 완전 자동화될 것이라는

점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AEB와 같이 훨씬 저렴한 기술이 매우 비슷한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고 먼저 시장을 차지한다면,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언젠가’가 좀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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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017년에도 진화중인 혁명 

딜로이트 글로벌은 5세대 셀룰러 네트워크인 5G의 시작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2017년에 내디뎌질 것으로 예측한다. 

첫째로, LTE-A(LTE-Advanced)와 LTE-A 프로(LTE Advanced Pro)로 불

리며 5G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향상된 4G 네트워크가

상업화 될 전망이다. 2017년말까지, 200곳 이상의 통신회사들이 자신들

의 네트워크의 일부 구간에 대해 LTE-A 서비스를 제공하고 20곳 이상이

LTE-A 프로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79

둘째로, 5G 표준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80 5G는 지금

까지 출시된 셀룰러 네트워크 중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업이 되겠지만

– 많은 기술들이 통합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 5G 표준의 개발에 대한

합의된 계획이 이미 존재한다.81 2020년까지 매년 중요한 단계들이 계획

되어 있고, 그때까지 수십여 개의 거점 네트워크가 최소한 제한적인 서비

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82

셋째로, 전 세계 800여 개 통신사업자 중 수십 곳이 2017년에 5G로 마케

팅되는 서비스의 실험, 개발 및 일부 상업적 배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으로 보인다.83 이런 활동의 추세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될 것이

다. 

비준된 표준(1차 표준은 2018년 제정 예상)의 부재, 상업적 서비스 개시

의 부족(대부분의 서비스가 2020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5G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부재 그리고 심지어 4G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

은 통신사업자가 수백 곳이나 있다는 사실이 다음 10년의 출발 시점인 현

재에 5G 서비스를 개시하려는 노력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84

5G의 향상된 성능은 LTE-A와 LTE-A 프로로 명명된 2가지 개선된 4G 네

트워크를 통해 미리 선보이게 될 것이다. 두 표준규격 모두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각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정도는

시장마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2017년 초반에 LTE-A 프로는 도시에서만

제공되다가 2020년과 그 이후까지 제공범위가 꾸준하게 확장될 것이다.

양 표준규격 모두 5G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5G

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용자, 통신사업자, 기업에게 보여주

게 될 것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속도, 낮은 지연 속도, 저전력 및 저

대역폭의 IoT 기기 및 센서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LTE-A와 LTE-A 프

로의 배치를 통해 얻은 경험은 5G 시험서비스와 함께 5G 네트워크와 활

용 방안의 본격 개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5G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요인들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주파수 통합전송 기술(Career Aggregation, CA)이 LTE-

A에서 예상대로 작동한다면 5G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것이다.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한 기가비트 스피드 구현

LTE-A는 최대 3 Gbit/s(초당 기가비트)의 다운로드 속도와 최대 1.5 

Gbit/s의 업로드 속도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었다.85 LTE-A 프로는 3Gbit/s

를 초과하는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5G는 이보다 더 빠른 수 기가비트

에 달하는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86 실제 속도는 이론상 최대속도보다 약

10-20%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 말까지 수천만에서 수억 명까지의 LTE-A 사용

자들이 수백 Mbit/s(초당 메가비트)의 최대속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일부 ‘실 세계’ 환경에서는 달성 가능한 속도가 수십 Mbit/s

에 머물겠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이며 많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하는 속도와 동등한 수준이다.87

2017년 시작 시점에서, 딜로이트 글로벌은 많은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빨

라진 속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말 기준으로, 모든

4G폰 중 절반 이상이 LTE-A를 지원하여 150-600Mbit/s의 다운로드 속

도를 달성할 수 있다.88 LTE-A 네트워크를 통해 Gbit/s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모바일 라우터는 2016년 후반에 출시되었다.89 최초의 4G 다운로

드 속도는 낮은 숫자의 수십 Mbit/s에 불과했었다.90

2020년경 5G 서비스 출시가 폭넓게 이뤄질 때쯤에는, 상당 비율의 사용

자들이 100Mbit/s를 초과하는 연결속도,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훨씬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서 이런 속도를 기본적으로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참조91)

딜로이트 글로벌은 5세대 셀룰러 네트워크인

5G의 시작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2017년에

내디뎌질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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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TE-A와 LTE-A 프로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빠른 속도는 5G

의 근본 구성요소가 될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상세한 사항은 네트워크 기

술에 대한 삽입글 참조)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 통합전송, 분산된 다수의 주파수 자원을 결합해 속도

(뿐만 아니라 용량)를 증가시킨다.

• LAA(Licensed Assisted Access), 할당 승인 및 승인받지 않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분절된 주파수 구간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 MIMO(Multiple-Input Multiple Output),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송수신을 달성하기 위해 기기 1대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빠른 속도달성을 

위해 주파수 대역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 중계 노드(Realy Node), 네트워크 각각의 셀의 가장자리에서의 

성능을 개선한다.

• 빔 형성(Beamforming),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셀룰러 

기지국에서의 신호를 각각의 기기로 보다 정확하게 전송한다. 

더 큰 데이터 용량

LTE의 반복적 개선은 처음에 공표된 표준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수의 커

넥티드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LTE-A 프로는 2008년 ‘확정된’ 최초의 4G 표준에 비해 10배 많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한다. 데이터 용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접근법이 있는데, 이들

은 다음과 같다.

• 훨씬 작은 크기의 셀을 이용한다. 셀의 크기는 셀룰러 기술의 각 

세대마다 축소되어 왔다. LTE-A와 LTE-A 프로는 기지국을 쇼핑몰의 

점포나 가로등 같은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어 개선된 지역적 

커버리지를 제공한다.92 작은 셀에 기반한 밀집된 네트워크의 배치 

경험은 그보다 훨씬 밀집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5G 네트워크의 

배치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93

• 주파수 통합전송, 이는 파편화된 주파수 자원을 결합해 용량(뿐만 

아니라 속도도)을 늘린다. 이 접근법은 사용 승인받지 않은 주파수 

대역 또한 통합할 수 있다.

• MIMO는 동일 기기에 1개 이상의 안테나를 설치해 더 큰 용량의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 중계 노드, 이는 셀의 가장자리와 핫스팟에서 더 큰 용량을 제공한다.

• 높은 주파수 대역의 사용

이들 모든 접근법은 5G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데, 5G는 1천억 대의 기기

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림 3. LTE-A 프로 데이터 전송률과 대역폭

20 MHz

100 Mbps

2010

60 MHz

600 Mbps

2015

100 MHz

1 Gbps

2017

>300 MHz

>3 Gbps

2020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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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통합전송: 이는 각각 1.4와 20 MHz 사이의 대역폭을 가진 다

수의 주파수(또는 채널)를 묶어서 높은 대역폭을 달성하는 기술로

2017년 후반에 가장 일반화 될 기술로 보인다.94 더 많은 주파수를 사

용 가능할수록, 속도는 더 빨라진다. LTE-A는 최대 5개의 주파수를 지

원하고 LTE-A 프로는 최대 32개까지 지원한다. (그림 4 참조)95. LTE-

A는 또한 사용 승인되지 않은 주파수의 사용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일

반적으로 Wi-Fi 용으로 사용되는 (5GHz 주파수 대역) 주파수도 포함

된다. 사용 승인된 주파수와 그렇지 않은 주파수를 결합해 더 빠른 속

도를 가능하게 한다.

LAA(Licensed Assisted Access): 이는 사용 승인된 주파수 대역과 일

반적으로 Wi-Fi 용도로 사용되는 승인받지 않은 높은 주파수 대역

(5GHz)를 결합해 더 높은 대역폭을 달성한다. 이들 자원의 결합으로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해진다.

MIMO(Multiple-Input Multiple Output): 이 방법론은 동일한 기기

에 한 개 이상의 안테나를 장착해 더 높은 주파수 효율성(동일한 양의

주파수로 더 높은 사용률을 달성)과 더 큰 용량을 가능하게 한다.96

MIMO 기능을 갖춘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될 때, 안테나 수가 많아질

수록 속도는 더 빨라진다. LTE-A는 처음에 8-16개의 안테나를 제공했

는데, LTE-A 프로에 계획된 업그레이드는 최대 64개 안테나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5G에는 MIMO 역량의 대규모 진화가 계획되어 있는

데 2017년에는 128개 안테나의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97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이 접근법 또한 주파수

효율성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98 QAM이 커지면 효율성이 개선되는

데, 송신 1건당 더 많은 비트가 전송되고 최대 전송율도 높아진다.99

예를 들어, 256 QAM은 송신 1건당 8bit를 전송하는 데, 64

QAM(6bit)에 비해 33%가 더 효율적이다. 가장 최신의 LTE-A는 256

QAM을 채용했으며100, 5G는 더 높은 비트의 QAM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계 노드(Relay Node): 이들 네트워크 구성요소는 LTE-A에 새로 도

입된 요소인데 셀의 가장자리와 핫스팟에서 더 큰 커버리지와 용량을

제공하는 저전력 기지국이다. 이는 대형 및 소형 셀을 혼합한 네트워

크를 가능하게 한다.101

빔 형성(Beamforming): 이는 최초 공개된 LTE 표준에 포함된 기술로,

셀룰러 기지국의 신호를 고정된 각도로 확산시키는 대신 보다 정확하

게 각각의 기기로 전송한다.102 2G와 3G 셀 통신탑은 커버리지를 섹

터로 나누는데, 따라서 6개의 섹터로 나누게 되면 각 섹터는 6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된다. 빔 형성 방식에서는, 1-2도의 각도로 전파를 송

신해 더 빠르고 긴 ‘빔’ 신호가 각 기기로 향하게 한다. 빔 형성은 소프

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며, 안테나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다. LTE는 2

차원 빔 형성을 사용하고, LTE-A 프로는 3D 빔 형성을 지원하는데 그

결과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103

빠른 속도와 더 큰 용량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들

그림 4. 최대 32개까지의 주파수의 결합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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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연 속도

LTE-A 프로는 추가로 훨씬 낮은 지연 속도(데이터 패킷이 네트워크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속도)를 제공한다. LTE-A 프

로는 표준 LTE의 8밀리초(8,000마이크로초)에 비해 훨씬 적은 600마이

크로초의 지연 속도를 가진다.104

낮은 지연 속도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완전 자동화된 혹은 부분 자동화된

통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서의 모든 활용방안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전형적인 활용방안에서, 차량은 지역의 셀 통신탑으로 핑(Ping) 신

호를 보내 존재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이후 데이터 패킷 1개 혹은 여러

패킷을 보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조정한 후 올바른 응답을 수신한다. 표준

적인 4G 네트워크에서 이 과정은 30에서 80밀리초의 시간이 걸린다. 시

속 130km(초속 36m)로 이동하는 차량은 이 지연 시간 사이에 2.9m를

더 이동한다. 지연 속도가 마이크로초로 측정되는 5G의 경우, 차량은 단

지 몇 센티미터만을 추가 이동하게 된다. 차량이 셀 통신탑, 교통 신호, 기

타 인프라 및 다른 차량들과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사고의 영향

은 더 줄어들고 사고를 회피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2017년에 배치될 매우 낮은 지연 속도를 가지는 수십여 개 정도의 LTE-A

프로 네트워크는 훨씬 낮은 응답시간 때문에 가능해진 활용방안을 검증할

시험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oT에 대한 지원

5G의 핵심이며 LTE-A 프로에 의해 도입된 추가적인 혁신은 IoT 기기에 특

화된 지원 방안이다.105 LTE-A 프로에는 많은 경우 배터리로 작동되는 대

규모의 커넥티드 기기를 위한 저대역폭(최대 250Kbit/s)의 연결을 가능하

게 하는 LPWAN(Low-Power Wide Area Network) 규격이 포함되어 있

다. 네트워크의 이 부분은 저전력 데이터 전송(20-23데시벨 밀리와트,

dBm)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IoT 기기들은 배터리의 교체 없이 수년 동안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PWAN은 낮은 주파수(180KHz, 이와 비교해 현재 셀룰러 네

트워크의 최저 주파수 대역은 600MHz다)에서 작동이 가능한데, 저주파

는 건물의 지하실과 깊은 내부에도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

하층에 위치하는 계량기, 보일러 및 기타 기계들과의 연결이 가능해진다.

IoT는 5G의 가장 중요한 활용방안 및 새로운 연결방식을 추진하는 중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과 그 이후 연도에 가용해지는 LTE-A

프로 네트워크는 이 혁신을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용

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하위 호환성

전 세계적인 5G 네트워크 배치는 완전히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장에서는 다음 10년 말까지 5G는 여전히 도입

단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같은 시장에서도 통신사업자마다 출시시기가 다

를 수 있고, 각 사업자가 도시와 교외지역부터 시작해 시골지역까지 5G 네

트워크의 구성을 완료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G 표준도

다음 10년 동안 여러 번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구현할 시

간표도 시장 및 통신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크게 차이 나는 네트워크 배치 속도는 바로 앞 세대의 셀룰러 기술 보급 상

황과 유사하다. 최초의 4G 네트워크는 2009년 출시되었지만 2017년 시

작 현시점에서 수백여 곳의 통신사업자들이 여전히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

고 있다.

5G 네트워크는 2G, 3G, 4G 네트워크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5G 휴

대전화는 3가지 세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대부분의 국가들

은 2G, 3G, 4G 네트워크 기술과 각 세대의 업그레이드 기술(GPRS,

EDGE, HSPA, LTE-A, LTE-A 프로)가 혼재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될 것

이다. 2017년, 동일 네트워크에 위치한 동일 유저는 일부 지역에서는

500Mbit/s의 연결 속도를 가지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50kbit/s(0.05

Mbit/s)에 불과한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에서

의 네트워크 성능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낮은 지연 속도는 보다 반응성 높은 적용 방안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보다 중요하게는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과 같은 기계의 통제를 보다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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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빅뱅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도입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여기에는 LTE-A와 LTE-A 프로와 같이 이미 상용화된 중

간 이정표 단계가 포함될 것이다. 5G는 4G에 대한 중요하고 복잡한 업그레이드지만, 이는 4G의 최초 공개 이후 한번에 이뤄지는 업그레이드 과

정이 아니라 4G 네트워크에 대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업그레이드의 누적적 결과물이다. 

실제로 5G 준비를 위한 기술적 기반들이 2017년에 배치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실행 중에 있다. 5G 실행을 위한 기반 기술들은 널리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5G 네트워크의 구축

통신사업자가 5G 네트워크와 관련 로드맵을 계획할 때, 이들 기반 기술들의 통합을 고려하고 자신들이 5G가 등장했을 때 준비되었는지 확신하기 

위해 ‘핵심 우선-외부로 확대’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3D 빔 형성, 주파수 통합전송, MIMO 기술과 같이 LTE-A와 LTE-A 프로가 5G와 공유하는 일부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의 배치에 대한

경제성과 성능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이들 신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도전과제에 대해 유용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는데, 특히 실내 커버리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또한 기지국 설치를 위해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의 밀집화의 실행 계획에 대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는 항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다.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셀이 필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사이트 당 확연히 낮

은 비용이 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106 통신사업자와 기업들은 또한 IoT 전용의 저전력, 저주파 네트워크의 제공을 통해 IoT 수요가 어느 정

도 창출될지에 대해 더 잘 파악해야 한다.

5G에 대한 마케팅

5G 네트워크의 배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지만 이를 판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더 빠른 네트워크의 배치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EU에 

5G를 전개하는 데만 63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107 하지만 가용한 더 빠른 속도는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용도와

사람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니즈를 밝혀줄 것이다. 5G에 대한 여러 가지 ‘킬러 앱’이 등장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무한해 보이며, 연결성은 이를 구성하는 하위집합이다.

5G는 한 가지가 아닌 다수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수반한다. 진화하는 네트워크 역량(성능, 도달범위 및 가격 관점에서)을 유용한 적용방안 및 엔

터테인먼트 파생 활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엔지니어, 고객 경험 담당자, 마케팅 및 기타 부서들의 직

원들로 구성된 교차기능 팀은 밀접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고, 5G에 의해 향상되는 넓은 범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과 밀

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과 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산업 부문은 크게 개선된 셀룰러 네트워크의 핵심 혜택에 대해 폭넓게 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연결성은 현대 경제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다. 향상된 연결성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적 산출물의 상당 부분을 육성하는 동

시에 교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4G는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500억 달러의 경제적 성장 및 77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10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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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은 또한 5G가 제시하는 기술적 돌파구의 독창성을 홍보해야 한다. 5세대 셀룰러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등장한 가장 정교한 통신 채널이

될 것이다. 이는 다수의 기술적 돌파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은

가상현실, 스마트워치, 3D 프린터와 같은 혁신에 매료되어 왔다. 더 빠른 연결성에서 창출되는 개인, 기업, 사회적 혜택은 논쟁의 여지 없이 이들

기술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통신업계는 고해상도, 높은 프레임 레이트의 동영상을 무선으로 전 세계 어디나 즉각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5G의 기반 메커니즘을 단순화해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5G 네트워크의 경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5G 사용에 돈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고, 단순한 일상적 재화로 이를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기업은 더 빠른 속도, 더 큰 용량, 더 낮은 기가바이트 당 비용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더 빠르고 저렴한 다운로드가 대용량의 스마트폰과 결합해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3G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른 4G의 속도는 자동차로의 음악 스트리밍과 대중교통 이용 시 비디오 시청에 대한 잠재 수요를 실현시켰다. 

더 빠른 속도가 또다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다운로드를 하도록 고무할 수도 있다.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에 완료되는 앱 다운로드는 더 많

은 사람들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보다 전용 앱을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유통업체에 있어, 이는 실내 내비게이션 혹은 지문인식기를 통

한 빠른 결제처리 등을 포함한 편리한 사용자 경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반면에,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 25-30개 정도의 앱만을 다운

받아109, 그 중 소수의 앱만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5G가 제공하는 빠른 속도가 사용자들의 이러한 ‘제한적 서랍 공간’ 유지 행

태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반복 개선된 4G와 새로운 5G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주요 역량은 기업적 IoT 활용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최적의 활용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많

은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유선망의 대체

통신사업자는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LTE-A 프로(그리고 몇 년 내에 5G)를 유선 광대역 회선의 대체재로 고려할지 여부를 평가하길 원할 수 있다. 

유선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지만 무선 네트워크 또한 계속 빨라지고 있다. 5G의 사용 비용이 광케이블 설치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수

도 있다110. 일부 시장에서는 LTE 속도가 Wi-Fi를 통한 유선 네트워크의 속도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LTE-A 프로와 5G가 일부 가구에게는 충분한 커버리지, 속도, 용량을 제공할 수 있어 유선 광대역망이 불필요해질 수 있

다. 저수준부터 중간수준까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다수 기기의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는 단지 LTE-A 프로와 5G 네트워크만으로도 ‘충

분’할 수 있다. 그러한 가구는 데이터를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의 동영상 시청에 주로 사용해서, 고해상도와 초고해상도(4K로도 알려진

UHD)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 표준 해상도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비디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가구는 주방기구, 스마트

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수십여 개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의 기기는 대량의 데이터 보다는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고속 유선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하기 위해 복수의 4K 연결을 원하는 가구는 여전히 유선망이 필요할 것이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바일(5G 혹은 LTE-A 프로)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시사점

통신사업자는 또한 기존 네트워크의 일부를 가동 중단시켜야 할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자는 2G 네트워크를 가동 중단하고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파수의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017

년에, 소수의 통신사업자들이 그들의 2G 네트워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아직 어떤 계획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111.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7

20

경계선에 선 두뇌: 모바일에서의 

머신러닝이 시작되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3억대 이상의 스마트폰, 또는 2017년 판매될 스마트

폰의 1/5 이상에 신경망 머신러닝 역량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한다112, 113.

이는 인간 두뇌 구조와 기능의 측면을 흉내 내도록 설계된 컴퓨터 모델로,

인간 두뇌의 뉴런과 상호연결구조를 표상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오지, 지하 혹은 비행기 탑승 중과 같이 셀룰러

혹은 Wi-Fi 연결의 대역폭이 작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도 실내 내비게이

션, 이미지 분류, 증강현실, 음성 인식, 외국어 번역과 같은 응용 기능을 제

공할 것이다. 네트워크 연결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내장된 머신러닝 기능

은 작업을 더 빠르고 더 잘 수행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강화할 것이다.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기에 의해 수행되는 일부 작업은 단순 분명하다. 키

보드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프로세서가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이

진수 정보로 변환된다. 알파벳의 ‘I’를 누르는 행위를 예로 들어보자. 스마

트폰에서 키보드 언어설정을 영어로 변경하고, 소문자 ‘i’를 입력하면 프로

세서가 자동으로 이를 대문자 ‘I’로 변경하는데, (영어에서는) 소문자 i가 독

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맞춤법 자동교정 프

로그램의 사례이며, 머신러닝이 아니다 – 비록 어떤 종류의 맞춤법 자동교

정은 실제로 머신러닝을 사용하긴 해도 말이다114.

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프로그램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다양한 광원 환경, 모자와 안경의 착용 여부에 따라 얼굴을 인식하

고, 그것이 누구의 얼굴인지 파악하는 것은 특히 프로그래머들에게 어려

운 과업이다. 음성 인식과 외국어 번역도 유사하게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유형의 도전과제는 데이터에 대한 노출을 통해 컴퓨터의 과업 수행

이 점점 더 개선되는 과정인 머신러닝을 통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능

력은 특화된 프로세서가 장비된 에너지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클라우드 기

반의 컴퓨터 서버들을 집단적으로 이용해서만 달성 가능했다115.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어 번역으로, 과거의 번역 작업은 한 언어의 단어 하나 혹은 둘

을 저장된 사전에서 찾아서 또 다른 언어의 단어 하나 혹은 둘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통계적 기계번역은 없는 것 보

단 나았지만, 완전한 번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신경망 기계번역을 추가함

으로써, 번역 작업은 단어 단위가 아닌 한 번에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는 방

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문법에 맞고, 자연스러우며, 이해하기 쉬운 훨씬 나

은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었다.116 2016년에 이 작업은 모두 클라우드를 통

해 수행되었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러한 유형의 번역 작업과 사진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것 같은 다른 과업들

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2016년 일부 스마트폰이 얼굴 하나 혹은 지문을 인식하는 작업과 같

은 극도로 제한적인 머신러닝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보다 강력한 인

지적 과업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수행이 가능했다.

새로운 CPU(Central Processing Unit,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전통적인

두뇌), GPU(Graphic Processing Unit, 역사적으로 게임 목적으로 주로 사

용되어 왔지만 머신러닝 작업도 수행 가능), 혹은 전용 FPGA(Field Pro-

grammable Gate Arrays, 보다 비싸지만 칩의 제조 후에 고객이 재설정

하거나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칩의 일종117) 그리고/또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소셜 네트워크를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운

페이스북 앱은 스마트폰 내장 프로세서의 1/20초의 시간을 사용해 신경망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다118)는 이제 스마

트폰에 적합한 가격, 규모, 전력 소비로 신경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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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머신러닝은 단지 스마트폰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역량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천만(혹은 그 이상) 개의 드론119, 태블릿, 자동차
120, 가상 혹은 증강현실 기기121, 의료 기기122, IoT 기기123 그리고 아직 알

수 없는 신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연결성에서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만

약 스마트폰이 이미지 분류나 실내공간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도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더 강력해지

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은 일상생활의 핵심 기기가 되

어가고 있으며, 단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이 아니라 언제나 머신러닝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외국어 번역은 한 가지 사례

일 뿐이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된 의료 장비 혹은 차량-운전 기능은 항

상 작동하고 있으며 단지 편의성이 아닌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안이 될 수

도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3억대 이상의 스마트폰, 

또는 2017년 판매될 스마트폰의 1/5 이상에 

신경망 머신러닝 역량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인간 두뇌 구조와 기능의 측면을 흉내 

내도록 설계된 컴퓨터 모델로, 인간 두뇌의 

뉴런과 상호연결구조를 표상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의 지능의 이동(최종 사용자에

가까운 위치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심대한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 심지어 초기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덜 흥미로운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대부분의 기업 컴퓨팅 역량은 사무실 빌

딩 지하에 위치한 대형 메인프레임과 미니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모니터(‘녹색 화

면’으로 불리던)와 키보드로 구성된 자체 연산 능력이 없는 덤 터

미널(Dumb terminal)을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124. 컴퓨팅의 역사

에서 프로세싱 역량과 메모리는 귀중하고 값비싼 자원이었다. 그

결과, IT 아키텍처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었고, 모든 지능은

중앙에 위치해 있었으며, 다양한 주변기기들은 상대적으로 지능

이 떨어졌다.

1980년대에는, 프로세싱 역량과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보다

저렴해졌고, 이들 기능은 데스크탑 컴퓨터로 확산되었다. 처음에

제안된 활용 방안들은 (1980년대에 매우 인기 있던125) 로터스 1-

2-3과 같은 회계용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고, 워드 프로세싱 작업이 앞서 언급된 중앙 집중화된 방식보다

좀더 잘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PC 혁

명은 훨씬 흥미롭고 중요한 사용 사례와 효과를 낳게 된다.

동일하게, 지능이 데스크탑 컴퓨터에 더해 노트북 컴퓨터에까지

확산되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 추가로 스마트폰과

같은 주변부에까지 지능이 미치게 된 시점에서, 초기의 대표적 활

용 방안은 PC에서 떨어진 상황에서도 웹과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

는 기능이었다. 지난 10년은 다양한 앱, 더 나은 카메라, 외국어 번

역 기능을 통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 기기가 얼마나 더 강력

해질 수 있고 혁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트렌드에 근거해, 우리는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머신러닝

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지능이 혁명적 역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산업을 생성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발

명이 무엇일지에 대해 스마트폰에 물어봐야만 할지도 모른다.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지능 분산화의 간략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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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가 점점 더 머신러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산업과 관련한 흥미로운 시사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미지 인식과 같

은 과업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에 의해 업로드 되는 데이터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이로 인한 효과는 수천 배의 데이터

를 필요로 하는 비디오 시청이나 업로딩과 같은 활동으로 인한 영향과 비교해 크지 않고, 자체적인 머신러닝 역량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다. 하지만,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 규모(그리고 지연 속도)의 축소는 잠재적인 IoT 활용방안과 애널리틱스에서 훨씬 중요하다126. 추가로, 자체

적인 머신러닝의 실행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측면에서도 보다 안전하다127. 

스마트폰은 점점 더 재난구호 활동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128 외국의 구호요원들은 머신러닝과 결합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번역하고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머신러닝 기기는 멀리 떨어진 데이터센터에 연결되어야만 한다-하지만 이

는 셀룰러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만 가능하다. 무선 네트워크의 탄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통신탑이 파괴되거나 네

트워크가 매우 혼잡해져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비상용 발전기의 연료가 떨어지면 작동이 중단될 수 있다.129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는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대부분의 내장형 머신역량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소비자 전자기기에 탑재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IoT 기기에의

적용 방안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는 통신 상태가 양호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머신러닝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고

속도로를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자체적인 판단은 극히 중요한 낮은 지연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 시속 130km, 혹은 초속 36m의 상황에서

는 모든 밀리초가 의미 있게 중요하다! 낮은 지연 속도의 달성은 제트엔진, 의료장비, 혹은 석유 및 가스 송유관에서 모바일 머신러닝 칩 혹은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간질성 발작을 감지하는 의료장비는 네트워크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내장

된 머신러닝 기능을 장착한 드론이 오늘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스마트 트랙터, 제트엔진부터 석유 시추장비까지 모든 기기가 내

장형 머신러닝 기능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산업은 이미 머신러닝(메인프레임에서 실행되는)을 시

추공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130 이러한 지능을 시추공 바닥의 드릴 머리에까지 적용하여 더 깊은 딥러닝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딜로이트의 2017년 예측 중 하나는 DDoS 공격에서의 보안 침해된 IoT 기기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다.131 IoT 기기의 멀웨어 감염여부는 정기적

으로 점검되지 않고, 쉽게 보안취약점 패치가 가능하지도 않다. 멀웨어는 제거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곧 또다시 감염될 가능성

이 크다. 아마도 98초내로 재감염될 것이다.132 2016년 후반 기준으로, 칩 제공업체들은 이미 내장형 머신러닝이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제로

데이(Zero-day) 멀웨어를 감지할 수 있고,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기기의 행위를 탐지 혹은 분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33 내장형 머신러

닝은 일상 생활에서 기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심지어 점점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의 물결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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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대부분의 내장형 머신역량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소비자 전자기기에 탑재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IoT 기기에의 적용 방안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는 통신 

상태가 양호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머신러닝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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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의 중요성: 디지털 내비게이션 

최후의 개척지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2년 인간 및 기기의 정밀 디지털 내비게이션 사용

건 중 최소 1/4이 실내에서의 활용을 일부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실내용으

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실내에서의 활용이 전체 사용 건 중 5%

미만에 그치는 2017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나는 결과다. 중기간에 걸친 실

내 내비게이션 정확성의 꾸준한 개선으로 인해 실내 활용이 촉진될 것인

데, 이런 개선은 실내 데이터의 정렬, 다수의 실내 위치 데이터집합을 병렬

적으로 해석하는 분석 도구의 발전, 보다 고품질의 실내 지도의 제작으로

인해 가능해질 것이다. 

위성 기반의 디지털 내비게이션 (삽입글: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참조)은

거리 지도의 디지털화와 결합되어 사람과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인도하

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위성 내비게이션은 한가지 근본적인

맹점이 있다. 24,000km의 고도에서 전송되는 위성신호가 지상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건물의 단단한 벽을 투과하기에 너무 약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다.134 그 결과 위성신호는 사용자가 창문에 가까이 있거나 유리 천장 밑

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실내에 위치한 스마트폰과 같은 리시버에서 수신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 중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 차

량부터 도구, 부품까지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수십억 개의 물체가 지

붕 아래 실내 어떤 곳에 보관되어 있다. 

실내에 위치한 사람과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실외 디지털 내

비게이션과 동급 혹은 그보다 큰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미

국 시장에 대한 한 조사결과는 GPS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최소 GDP의

0.4%로 추정했다 (삽입글: 지도의 경제적 영향 참조)137. 

실내 내비게이션이 약속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외 내비게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가지 핵심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위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소통과 디지털 지도가 그것이다.

실내 위치의 제공은 실외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성 집단과 동등

한 능력을 가진 뭔가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실내에서는 내비게이션 인

공위성의 방대한 영역 담당 능력을 스마트폰이나 다른 리시버를 소유한 사

용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없다.

그러나 결합되거나 융합되어 실내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확립된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데이터 집합들이 존재한다. 이들 모든 데이터 집

합은 매년 개별적 그리고 총체적으로 더욱 풍부해지고 더 정확해 질 것으

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람이나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 유형의 품질에 차이가 생긴다.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집합의 확

보와 이용이 중요하다.

실외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위치와 시각을 지

상으로 전송하는 4대의 인공위성 무리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사용

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것과 같은 위성 수신기는 다수의 위

성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한다. 이는 각각의 위성과의 거리를 신호

송신과 수신의 시간차를 비교해 계산한다. 민간 용도 GPS기기는

다수의 위성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해 위치를 몇 미터의 오차

로 파악할 수 있다.135

현재 가동중인 4가지 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총 91 개의 위성

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소유한 GPS(Global Positioning Sys-

tem)는 32 개의 위성 무리를 거느리고 있고, 러시아 소유의 글로

나스(GLONASS)는 24 개, 중국 소유의 베이더우(Beidou)는 21

개의 위성을 발사했고 14 개의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EU의

갈릴레오(Galileo)는 계획된 30 개의 위성 중 14 개를 발사한 상

태다. 일부 리시버는 동시에 여러 위성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136

각각의 위성은 방대한 영역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GPS 시스템의

경우 위성 하나가 1,600만 Km2의 구역을 담당한다.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지도는 수천 년 동안 시장 경제의 핵심이었고 가까운 미래에도 계

속해서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138 디지털 지도, 위성기반 위치측

정,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저비용의 리시버가

결합해 21세기의 핵심 실행 기술이 되어 여러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지도의 1차적인 비즈니스적 영향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

전자들이 더 이상 지도를 암기하거나 심지어 지도 읽는 법을 배울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점이다. 2차적 영향은 운송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약화되어, 택배 업무의 대규모 성장이 가능해졌

고 운송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운송비

용이 충분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잉크 토너부터 기저귀 같은 저가

물품의 배송이 경제적으로 가능해졌다. 디지털 내비게이션은 택

배기사가 이전에 한번도 가본적 없는 주소를 찾는 일을 빠르고 저

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도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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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실내 위치 데이터 원천: Wi-Fi와 셀룰러 네트워크

2017년 기준으로, 실내 위치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

다: Wi-Fi 라우터와 셀룰러 기지국이 그것이다.

중기적으로, 본 예측의 후반부에서 설명할 비콘(Beacon), LED 조명,

UWB(Ultra-Wide Broadband) 및 자기장을 이런 기존 데이터 집합의 보

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Wi-Fi 네트워크는 충분한 네트워크 밀도를 가질 경우 수 미터 내의 오차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139 그리고 현재 실내 위치 데이터에 있어 가장 풍부

한 데이터 원천이다. 

이러한 정확성 수준은 사람들이 쇼핑몰 내에서 매장을 찾고, 경기장 내에

서 특정 계단 위치를 찾고, 사무실에서 회의실을 찾고, 열차 안에서 자신의

객차가 어딘지 찾을 수 있게 해준다. 

Wi-Fi 라우터를 통한 위치 데이터는 실내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필

요에서 생긴 부산물이고, 따라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따로 라우터를 배

치할 필요가 없다. 연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Wi-Fi 라우터의

수와 밀도도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Wi-Fi를 통한 위치 정보 정확도도 개

선된다. 

2017년 시작점인 현재, Wi-Fi 라우터는 셀룰러 기지국보다 훨씬 많이 배

치되어 있다. 어떤 전망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 세계에 3억4천만 개의

Wi-Fi 핫스팟(공유 라우터)이 있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는 2015년 5천만

개에 비해 약 7배로 증가한 규모다140. 

Wi-Fi 라우터를 통한 위치 측정은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

사한 법칙을 통해 이뤄진다. 사용자의 기기와 통신 가능 범위 내에 있는 다

수의 Wi-Fi 라우터 간의 거리를 측정해 위치를 파악한다. Wi-Fi를 통한 위

치 측정의 효과성은 네트워크의 밀도, 라우터 위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의 정확성, Wi-Fi 접속이 가능한 기기의 비율 등에 달려있다. 만약 라우터

가 이동되고, Wi-Fi 라우터 위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지 않

는다면, 기기에 대한 위치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의 정확성은 Wi-Fi 라우터를 통한 정보의 품질에 달려있다. 라우터

와 Wi-Fi 연결 기기(예. 스마트폰)간의 신호가 물체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

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혼잡한 유통 매장에서, 라우터와 수신기기 사

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쇼핑객들로 인해 신호 강도가 떨어져서 잘못된 위치

추정이 이뤄질 수 있다. 신호 강도는 또한 선반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금속

물체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 더 많은 라우터를 설치하면 간섭이 줄게 되지

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물에 부딪힌 신호를 해석하는 기기들의 능력이

개선될 것이다. 알고리즘은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온 신호를 수정하고 수

신되는 신호의 원래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141 신호가 완전히 끊기는 동안

에는, 기기에 장비된 다른 센서들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

어 가속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와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4G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기가바이트 당 통신비용이 하락하여, 점점

더 많은 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제공되는 Wi-Fi의 품질이 열악한 경우

이를 꺼버리고 바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무료지만 많은 사용

자들이 몰려 자주 혼잡해지는 다수의 Wi-Fi 핫스팟이 설치되어 있는 쇼핑

몰이 그러한 경우다. 딜로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11개 선진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Wi-Fi에 가장 빈번하게 접속하는 사용자의 비율이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10%에서 54%까지 떨어졌다.142 이 기간 동안,

4G 네트워크의 침투율은 16%에서 56% 사이로 증가했다.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한 위치 측정은 연결성 제공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이 접근법이 제공하는 정확도는 4G 네트워크의 경우 기껏해야 반경 50m

에 불과하다. 정확도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 

통신 가능 범위 내에 있는 각각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신호가 강할

수록, 각각의 기지국에 가까운 것이다. 각 기지국의 위치는 알려져 있기 때

문에, 다수의 기지국의 신호를 삼각 측량하면 기지국 위치에 상대적인 기

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위치 측정의 정확도는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몇 세대냐에 달려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신호는 4G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발생할 것이다. 왜냐 하면 가장 높은 셀 밀도 (1km2 당 가장 많은 기지

국 수와 가장 작은 셀 크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2G 네트워크는 훨씬 낮은

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반경 1km로 나빠진다. 4G 네트워크의

보급 가능성이 낮은 시골 지역에서는, 이 기법을 이용하는 실내 위치 측정

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실내 위치는 두 가지 주요 원

천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Wi-Fi 라우터와 셀

룰러 기지국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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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셀 밀도는 다음 10년 동안 증가할 것인데, 처음에는 4G 네트워

크를 통해, 다음에는 5G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2016년말 현재, 전 세계

적으로 450만 개의 4G 기지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이나 모바일

(China Mobile)은 2016년 상반기에만 20만 개의 4G 기지국을 추가했다
143. 미국에서는, 5G의 도입으로 인해 통신탑의 수가 2016년 3분기 20만

개에서 수백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44.

일부 장소에는 단일 지역 내에 펨토셀(Femtocell)과 같은 매우 작은 크기

의 기지국이 배치되어 방문자들을 추적할 것이다. 이는 매우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실내 위치 데이터 원천의 등장: 비콘, LED 조명, UWB(Ultra-

Wide Band), 자기장을 이용한 위치 측정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데이터 집합에 더해, 보다 정확한 실내 위

치 측정에 이용될 수 있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몇 가지 수단이 존재한

다. 이들 각각의 수단은 고유한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발전

단계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콘은 1미터 내의 오차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넓은 범위의 실내

내비게이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비콘은 저렴한 (약 5달러) 블루투스 저

전력 기술이 장비된 소형 모듈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7백만

개의 비콘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Wi-Fi나 셀룰러 네트워크 보다 훨

씬 적은 면적을 커버하고 있다145.

고도로 밀집된 비콘 네트워크는 1-2미터 오차의 정확도를 제공하여 매장

에서 개별 판매대의 위치나 기차에서 자기 좌석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단지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비콘을 배치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접 마케팅-특정 위치에 있는 고객들에

게 마케팅 제안을 보내는 것-을 통해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초기 시점인 현재, 미국의 많은 초대형 스포츠경기장들은 마케팅

목적으로 비콘을 설치해왔다146. 이러한 경우 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은

설치된 기기의 유용한 부산물이 될 수 있지만 위치 정보 제공을 주목적으

로 네트워크가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콘을 통한 위치 측정은 Wi-Fi 라우터와 셀룰러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

과 유사하다. 각각의 비콘과의 거리를 수신하는 신호의 강도를 이용해 계

산한다. 비콘 기반의 위치 측정은 수행되는 맵핑의 품질에 달려있다. 

비콘은 일반적으로 소형 배터리를 통해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BLE

가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계속적인 사용은 결국 비콘의 배터리

를 소모하게 된다. 비콘은 적게 사용될 경우 배터리 1개로 최대 2년까지 작

동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감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빠른 속도 혹은 강한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설정된다면 단지 몇 주 동안만 작동할 수

있다. 비콘의 수명은 배터리 크기를 키워 늘릴 수 있다. 이로 인한 단점은,

부피가 커져서 눈에 띄게 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콘은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블루

투스를 활성화해야 하고 상호작용을 위한 앱을 다운받아야만 한다. 

LED 조명은 0.5 미터 오차의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데147, 2017년 시작

현 시점에서 이 기술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점점 더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 LED 조명은 점멸하는 광신호

를 방출한다. 각각의 LED 조명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스마트폰인 수신장

치로 고유의 식별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148. 

LED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을 공

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인프라를 이용해 인터넷 연결과 조명을 동시

에 제공할 수 있다149. 이 네트워크는 또한 비콘, 카메라 및 기타 센서들을

포함한 다른 기기들을 부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LED는 개별 비콘과

달리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조명은 거의 이동되는 일이 없기 때문

에, 위치를 재기록할 필요도 없다.

유통 매장 환경에서, 이더넷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조명 및 센서 네트워크

의 배치는 상업적 목적 때문에 비용 부담에 경제성이 있고, 이를 이용해 사

용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 비용 없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유

통업체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려 노력하는데, 이것이

LED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배치하는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용 앱을 다운받고 실행해야 하

고,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가 작동되고 조명의 방향을 향해야만 한다. 

UWB(Ultra-wideband)는 5-10cm 오차의 정확성을 제공한다150. UWB

실내 위치 측정은 일련의 고정 지점으로부터 목표 대상까지의 거리와 각도

를 측정해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UWB 센서는 일반적으로 건

물의 천장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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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법은 현재 공장과 창고에서 물건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작동을 위한 별도의 전용칩

을 필요로 하며 현재는 주로 제조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만약 Wi-Fi 라우터와 스마트폰에 UWB 기능이 포함된다면, 1cm 단위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현재 전용칩의 크기와 특화된 속성 때문

에, UWB 기능이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에 장착되기까지는 10여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자기장 위치 측정은 휴대전화의 자력계(나침반)를 이용해 건물 내 금속 구

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교란을 측정한다151.

자기장 교란은 모든 건물마다 고유한 자기장 형태를 생성한다. 이 형태는

대규모의 맵핑작업을 통해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2미터 수준의

오차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자기장 위치 측정은 현재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 광범위한 맵핑을 필요로 한다

• 사용자가 움직일 때만 작동한다

• 실내 인테리어의 변경으로 인해 재맵핑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만일

매장에서 금속 선반을 이동시켰다면 자기장의 특징이 변했을 수 있다.

스마트폰 센서들의 활용

스마트폰에 내장된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센

서는 위성 위치 측정 방식 및 내부 위치 측정 데이터와 동시에 이용되어 사

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152.

GPS, Wi-Fi 핫스팟, 혹은 다른 데이터 원천을 통해서 알게된 사용자의 마

지막 위치는 위치 측정의 시작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위성 범위에서 벗어나 실내에 진입하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자

의 가속 정도, 각도 변화율 (회전), 그리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상대 위치를

사용자의 이동/방향/경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153.

이 기법은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기기에 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접근법의 정확성은 센서의 정확도, 구조물 내 자기장의 교란 정도, 그리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위치와 사용자의 보폭과 같은 알려지지 않

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IMU는 다른 실내 내비게이션 접근법과 결합되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독단적으로 사용된다면, 이 접근법의 정확도는 이동 거리가 증가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용자가 검증된 GPS 위치에서

10m를 이동한 후의 위치 오차는 1m 내에 불과하겠지만, 100m 이동 후

에는 20m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디지털 실내 지도

실내 위치 측정 정확성이 개선되어 실내 내비게이션의 혜택이 완전히 실현

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실내 지도 정확성의 증가가 필요하다.

실내 지도의 제작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들은 실내 지도를 차별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쇼

핑몰은 실내 지도를 이용해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점포, 매장, 심지어

통로 위치까지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모바일 OS의 소유주들은 실내 지도의 제작을 기존의 실외 지도를 확장시

키는 핵심 차별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구글은 실내 지도를 기존 실외 지도의 확장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6

년 말 기준, 정밀 실내 지도를 제공하는 건물들이 전 세계에 수백 곳이 있

다154. 건물 소유주들은 실내 지도의 업로드를 권장 받고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앱을 제공받고 있다155. 구글은 또한 백팩에 장착 가능한, 사람

이 메고 건물을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지도가 제작되는 디지털 지도 제작장

비를 개발해오고 있다. 이 장비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라 불린다156.

애플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 킷에 애플 인도어 로케이션(Apple Indoor

Location) 기능을 이용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함시켰다157. 애플은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 지도 작성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대중에게 개방된 대형(최소 연간 1백만명

이상 방문객을 가진158) 건물에 집중하고 있다159.

중기적으로, 비콘(Beacon), LED 조명, 

UWB(Ultra-Wide Broadband) 및 자기장을 

기존 데이터 집합을 보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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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의 잠재력은 막대하며 혁명적일 수 있다. 관계된 산업 부문의 관계자 대부분이 혜택을 입고,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산출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단기간 동안은 균질하지 못할 것이다.

한가지 극복해야 할 특정 난관은 모든 가용 데이터 집합을 융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비콘이건 Wi-Fi 건 혹은 다른 데이터든 간에 단독으로 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단일한 특정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치는 단지 사람에 관한 것뿐 아니라 물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실내 내비게이션은 또한 여러 장소에서 값어치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방에서 도구의 위치, 공장 현장에서 부품의 위치, 양조장에서 술통의 위치, 비행기 화물칸에서 여행 가방의 위

치 파악 등이 그러하다. 

여러 가지 맥락을 기반으로 생성된, 사용 가능한 실내 위치 정보의 정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수신되는 모든 위치 정보를 분석하는 기기의 능력, 이는 사용되는 제품의 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들)의 밀도 – 밀도가 높을수록 더 정확하다

• 고정 위치(라우터, 기지국, 비콘, 그리고 기타 표시자)에 대한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민간 그리고 정부 조직은 활동하는 시장에서의 실내 내비게이션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 데이터의 가용성에서 얻을 수 있

는 잠재적 혜택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 운영체제 제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다음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가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의 품질과 각각의 생태계에서 가용한 위치 데이터

활용 앱을 일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응급구조 서비스는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필요로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실내 내비게이션은 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 전통적인 유선전화

를 통한 표준적 통화에는 지금의 기업 VoIP 통화와 모바일 통화에는 없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응급구조 서비스 요청 통화가

연간 2억4천만건 이뤄지는데160,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 통화의 70%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161. 

유통업 쇼핑객이 쇼핑몰 내에서 매장을 찾지 못하거나, 특정 층이나 통로로 안내되어야 하거나, 혹은 덜 붐비는 계산대로 유도될 필요가 생기면 시

간이 낭비되게 된다. 미국 유통업의 1달 평균 매출은 약 3천억 달러에 달한다162. 2014년 유럽 쇼핑몰 전체의 1달 평균 매출액은 5,810억 달러

(5,250억 유로)에 달했다163. 정규직 및 임시 직원들은 정확한 실내 위치 정보가 있으면 보다 빠르게 매장 및 창고에서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위치

데이터는 또한 고객에게 위치 기반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로봇 또한 창고에서 상품을 꺼내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의 가용 여부는 중기적으로 쇼핑몰의 차별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혜택이 쇼핑몰 소유주들로 하여금 셀룰러 네트

워크, Wi-Fi 네트워크 및 다른 인프라 공급자들에게 자신의 쇼핑몰 내부나 근처에 그들의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결론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7

29

오락 시설 입장객들은 안내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내 내비게이션은 또한 가장 대기열이 짧은 음료수 매

대로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고, 또는 고객들이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판매자는 실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배고픈 주문 고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기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여행: 공항 게이트에 늦게 도착하는 탑승객들은 항공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탑승객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 세계 30개 국제공항에 걸쳐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이동한다164. 앱 기반의 택시 요청과 같은 기존 서비스는 실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히 이뤄질 수 있고, 쇼핑

몰의 지하 주차장이나 호텔의 실외 지붕아래서의 고객 승차도 보다 쉬워질 수 있다. 또한 운전자와 탑승객 사이의 대화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다. 실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위치 센서로 여행 가방을 표시하는 일도 더 유용해 질 것이다.

사업 목적의 건물 (민간 및 공공): 사람들이 회의실을 찾지 못하면 회의는 늦게 시작된다. 이에 더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

에게 알려진다면 보다 시간을 엄수할 것이다. 사무실 책상을 공동 이용하는 사무실에서는 비어있는 자리로 직원들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을 것

이다. 사무실 관리자는 인쇄된 지도에 의존할 때보다 토너를 교체해야 하는 프린터나 음료를 보충해야 하는 자판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로

봇 진공청소기가 자신들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청소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분야는 이러한 이득을 더욱 많

이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시장에서, 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은 단지 앱을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 직원들이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특정 장비 또한 쉽게 찾게 해준다.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의 친척들 또한 더 쉽게 문병을 할 수 있다.

무역 박람회 또는 컨벤션: 관람객들과 전시자들은 (부정확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안내 표시판에 의존하는 것보다 앱을 이용해 전시관과 회

의실로 향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165. 2015년 유럽에서만 6,700만 명 이상이 박람회를 관람했다166.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처럼 위치 정보를 게임의 일부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이 실내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 기능을 이용하면 게임을 스폰서

하는 가게와 같은 특정 장소로 게이머들을 유도할 수 있다.

통신: 총합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셜 네트워크,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과 동영상에 실내 위치 태그가 포함되어 이

들을 게시물로 올릴 때 자동으로 삽입된다.

중기적으로, 정학한 실내 내비게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종합적으로 사용되어 실

내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해줄 많은 모든 기술들과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상

당히 크겠지만, 이로 인한 보상 규모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확한 실내 내비게이션의 잠재력은 막대하며 혁명적일 수 있다. 관계된 산업 부문의 관계자 

대부분이 혜택을 입고,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산출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단기간 동안은 균질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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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V 광고 시장: 제로 성장은 

이제 성장이나 다름없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 미국의 TV 광고 매출이 2016년과 동일한 수

준일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전망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들리진 않겠

지만, 다른 전통적 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하향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

되던 산업에 있어 제로 성장은 이제 성장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2016년 TV 광고 매출은 약 72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167,

2015년의 689억 달러에서 3.5% 성장한 수치로, 하계 올림픽 중계,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강력한 ‘산재된 시장(Scatter markter)’이 이러한 성장

에 일조하였다. 산재된 시장은 ‘사전’ 미팅을 통하지 않고 광고 방송시점에

근접해서 일반적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광고 시장을 가리

키는 말이다168. 사전 미팅은 방송 네트워크 경영진, 광고주, 언론이 1년 방

송 계획을 사전 검토하는 자리다. 2016년의 실적은 2016년 초에 예측되

었던 2016년 0.9%의 광고 매출 성장과 2017년 광고 매출 1% 하락에 비

해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다169.

왜 잠정 집계된 2016년 TV 광고 지출이 예측보다 훨씬 양호했을까? 그리

고 왜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에 심각한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

는가?

미국 TV 광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일부는 보다 공격적인 마

케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사전 미팅에서 주요 영어기반 방

송사들은 황금방송시간대의 사전 광고판매 확대에 성공했다170. 방송사들

은 CPM(Cost of reaching a thousand viewers, 1,000명 시청자 도달 비

용) 가격의 8.5-12.5%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2015년의 5% 인상에 비

해 크게 높은 수치였다171.

추가로, TV 광고는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광고로 이동한 매출액 중 일부

를 재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소비자 대상 포장상품과 의

약품 광고주들이 광고 지출 중 일부를 다시 TV 광고로 되돌린다는 풍문이

전해지고 있다172.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 해도, 모든 상품광고 분야에 걸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2017년 디지털 광고 매출은 사상 처음으

로 TV 광고보다 약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173. 하지만 TV 광고가 지분을

상실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 단위에서 늘

어나고 있다.

일부는 왜 딜로이트 글로벌이 2017년 TV 광고매출의 상당한 하락이 아닌

큰 변동 없음을 예측하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다른 많은 요인들이 TV

에 우호적일 수 있다. 

스포츠 중계는 TV광고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4대 방송사의

2014/15 총 광고 매출 중 37%가 스포츠 중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174. 미식축구는 여기서 큰 비중을 담당한다. 2015년 미국에서 가장 많

이 시청된 개별 TV 프로그램 10 개 중 6개가 전미 미식축구 연맹(NFL) 경

기 중계였고, 2개는 대학 미식축구 중계였다175. 2016년 NFL 시즌의 첫 달

동안, 황금 시간대 NFL 경기의 시청률은 두 자리수로 하락했었다176. 하지

만 2개의 경기가 대통령 선거 토론과 겹쳤기 때문이었고 NFL 경기의 시청

률 약세는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의 NFL 경기 시청률은

지난 시즌 대비 단지 2%만 하락했다177. 미식축구 시청률이 하락한 반면,

정규시즌 야구 경기 시청률은 1% 높아졌다178. 월드 시리즈 7차전은 4천

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았고, 방송국은 30초 광고 1건 당 50만 달러의

광고매출을 기록했다179. 2016년 미국 프로농구 협회(NBA) 최종 결승전

시청률 또한 긍정적이었고 2016/2017년 시즌의 초기 시청률 수치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180.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전반적인 시청 수준

전통적인 TV 광고가 2017년에도 대부분의 광고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 다른 근거들이 있다. 대중들은 전통적인 TV 생방송과 녹화방

송을 예전과 비교해 단지 아주 조금만 적게 보고 있다.

• 2016년, 18세 이상 평균적인 미국인의 TV 시청시간은 1% 미만 혹은 

1일 당 1분 미만만 줄어들었다181.

• 코드 커팅(케이블, 위성, 통신회사 등의 유료 TV 구독의 중단)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 케이블, 위성, 통신회사의 유료 TV 구독을 중단한 

미국 가정의 수는 175만 가구로182, 전체 가입자 중 2%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테나 공청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거의 1백만 

가까이 증가했다183, 따라서 TV 시청가구의 순감소 정도는 약 80만 

가구 정도다. 

실시간 방송의 중요성이 유지되어, 광고 회피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한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혹은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DVR/PVR)와 같

은 기술에 대해 우려했는데, 이들이 광고를 건너뛸 수 있게 해줘 TV 광고

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료 TV 가입자들

의 2/3가 DVR을 가지고 잇지만,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

하다184. 2016년 상반기 평균적인 미국 성인의 녹화된 콘텐츠 시청시간은

하루 약 30분에 불과한 반면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훨씬 많은 4.5시간

이었다185. 녹화된 콘텐츠의 시청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2014년

같은 기간 동안의 녹화 콘텐츠 시청시간이 29분이었으므로, 2년 동안 단

지 1분만이 늘어났을 뿐이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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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을 잃었지만, 노년 층을 획득

18-24세 연령층은 TV를 더 적게 시청하고 있는데, 광고주들에게 있어 이

들이 중요한 연령대이긴 하지만 그들만이 모든 인구집단은 아니다. 인구

는 고령화되고 있고 나이든 미국인들의 TV 시청시간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187.

젊은 세대의 TV 시청시간 감소는 전체적인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두드러

지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비록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긴 해도 말이다.

미국 18-24세 젊은 연령층의 실시간 및 녹화 TV 시청은 2015년 이후 8%

가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의 14% 하락보다는 줄어든 수치다188 (그림

5 참조)젊은 연령층의 시청시간 감소는 영국에서도 두드러진다. 2014년

상반기의 영국 16-24세 연령층의 TV 시청시간은 전년 대비 12%가 감소

했다. 하지만 2015년 후반, 연간 감소추세는 약 4%로 떨어졌다189.

위에서 언급된 미국의 많은 추세들은 유럽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의 수치는 아직 없지만, 2015년 기준으로 12개 유럽 국가에 걸친

TV (실시간 및 녹화) 시청시간은 2014년과 비교해 단지 3분밖에 줄지 않

았고 녹화 콘텐츠 평균 시청시간은 1일 기준 10분 미만만이 감소했다190.

한편, 연령층 다른 쪽 끝의 상황은 TV 광고주들을 다시 안심시켜주고 있

다.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연령층인 4,780만 명의 미국인들
191은 더 많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2014년 이후 연간 시청률은

1% 넘게 증가했다192. 2016년 상반기, 65세 이상의 평균적인 미국인들

은 실시간과 녹화 콘텐츠를 합쳐 하루에 6시간 57분을 시청하여, 2015년

동기간 대비 1일 기준 5분 더 많은 시청시간을 기록했다193. 65세 이상 연

령층은 전체 인구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연령대이며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94. 따라서 젊은 사람들

이 TV를 적게 본다고 해도, 노년층이 이를 벌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적인 진화는 전체 미국인의 평균 일일 TV 시청시간의 증

가를 2017년과 2018년에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시킬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은 특화된 분야로 남고 TV의 대중적 매력은 부족

광고의 특정 영역에 있어, 특히 브랜드 구축과 신상품 출시와 같은 경우, 

전통적인 TV는 온라인 동영상에 비해 우월성을 유지하고 있다. PC 혹은

스마트폰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 소비는 상대적으로 좁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다. 모든 TV 시청자들 중 1/5이 스마트폰 비디오 스트리밍의

83%, PC에서의 87%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195. 이와 대조적으로 전통

적인 TV의 시청자들은 훨씬 고르게 분산되어있고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데, 가장 많이 TV를 시청하는 계층이 전체 시청의 52%를 차지

하고 있다 (그림 6 참조)196. 스트리밍 및 스마트폰 비디오가 소규모 계층

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틈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고주

들에게는 시장 계층을 좁힐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TV의 광범위한 시

청자층은 일반소비자용 포장 상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넓은 계층을 대상으

로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점이 된다. 이는 디지털

에서 TV로 다시 광고비 지출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정확한 목표 소비자 계층

이다.

광고의 특정 영역에 있어, 특히 브랜드 구축과 

신상품 출시와 같은 경우, 전통적인 TV는 

온라인 동영상에 비해 우월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 2010-2016 미국 18-24세 연령층의 TV 시청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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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V 시청자 상위 20%가 차지하는 매체 별 

사용량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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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닐슨 총 청취차 보고서:2016 Q1, 출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권주를 참조

2016년 글로벌 TV 광고시장의 가치는 2,25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

되고197, 2017년에는 약 2,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시

장은 많은 신흥 시장들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브렉시트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영국 TV 광고시장은 2017년 1%의 성장이 예상된다198. 프랑스

TV 광고시장 또한 2017년 1% 성장이 예상된다199. 2017년 글로벌 시장

전체의 성장률은 2.3%로 예측된다200.

물론 TV 산업은 단지 광고매출만이 전부가 아니며 시청료도 존재한다. 미

국에서의 2017년 시청료 매출 전망은 광고시장에 대한 전망보다 긍정적

이다. 비록 일부 코드 커팅과 코드 셰이빙(고객들이 더 적은 채널을 가진

더 저렴한 패키지로 전환하는 행위)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유료 TV 산업의

2016년 평균 가입자에 대한 월간 케이블 시청료 매출은 4% 증가를 기록

했다201.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다.

가입자수가 1-2% 줄어들더라도, 시청료 매출은 여전히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TV 산업의 광고 및 시청료를 합한 총 매출이

2017년에도 성장을 기록할 것임을 의미한다.

1973년으로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부터202 미국 TV 네트워크의 죽음을 알리는 예측은 계속 있어왔다203. 

데이터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 비록 전통적인 TV 광고시장이 과거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고 디지털에 지분을 잃고 있긴 하지

만, 이는 여전히 중요한 광고매체로 남아있다. 미국 성인 시청자의 전통적인 TV 시청 시간은 상당한 규모인 연간 1,800시간 이상에 달한다204.

TV 광고시장의 안정성은 오버더톱(Over-The-Top, OTT) TV 서비스와 같은 신규 시장 요소들과 결합하여 콘텐츠 창조 규모의 기록경신을 가능하

게 만들고 있다. 2017년 말까지 500종의 TV 프로그램 제작이 예상되는데, 이는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205. 2016년 콘텐츠 제작

에 사용된 비용은 2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206, 2017년에는 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콘텐츠 유통사들에 대

한 2016년 3분기 재무보고서와 실적발표 분석에 따르면 주요 시장참가자 모두가 독점적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207. 이

로 인해 TV 프로그램 제작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주들은 TV광고 예산의 축소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어떤 상품이 TV 광고에 어울리고 어떤 것은 디지털에 어울

리는 지를 숙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옴니채널 시대에 광고주들은 승자가 독식하는 단일 광고매체를 선택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모든

광고채널을 결합하여 작동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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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시장은 정점에 도달했는가?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 태블릿 PC의 판매규모가 1억6,500만 대 미

만을 기록하여, 2016년 1억8,200만 대와 비교해 10%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아주 가파른 하락은 아니지만, 2010년에 최초로 제품 범

주가 정의된 신제품으로서 2013, 2014, 2015년 2억 대 이상 출하를 기

록했던 기기의 수요 정점이 지나갔음을 시사한다 (그림 7 참조)208.

태블릿 판매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태블릿의 등장 이후

스마트폰은 점점 커졌고, 노트북은 점점 가벼워졌다. 비록 10세 미만의 어

린이들이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청소년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적게 사용한다209.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 기기의 아주 매력적인 핵심 사

용처가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 활동 전반에 걸쳐, 태블릿을 좋아하는 팬들

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태블릿이 그 활동을 위해 가장

선호되는 기기인 경우는 없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가장 최근의 출하 수준이 이들 기기의 가정 내 도입의

정체, 또한 다른 소비자용 전자 기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체

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2015년 미국에서 15세 이상 소비자의 74-84%

가 스마트폰, 노트북 PC, 평판 TV를 사용하고 있었다210. 이와 대조적으로,

태블릿의 사용률은 56%에 불과했는데, 이는 비디오 게임기와 디지털 비

디오 녹화기와 비슷한 수준이고 2014년에 비해 단지 2%만이 증가한 수

준이다. 태블릿은 더 많이 보급된 기기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경쟁 수준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추가로, 비록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지만 태블릿은

선호되는 기기 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3가지 기기를 꼽아달라는 설문에서, 태블릿은 29%

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2014년 설문에 비해 더 낮아진 수준이고, 스마

트폰(76%), 노트북 PC(69%)의 선호도의 약 절반 혹은 그에 못 미치는

수치였고 심지어 데스크탑 PC(57%)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211.

15개 선진 시장에 대한 딜로이트의 연구결과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모든 크기의 태블릿에 대한 사용 수준은 55%인 반면, 스마트폰

은 80%, 모든 종류의 컴퓨터(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은 94%였다 (그림 8

참조). 다음 12개월 내에 구매할 전자 기기에 대한 설문에서 스마트폰은

28%, 컴퓨터(노트북 혹은 데스크탑)는 25%의 응답자가 구매 의향이 있

다고 답변한 반면, 태블릿은 단지 16%만을 기록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7년 태블릿 PC의 

판매규모가 1억6,500만 대 미만을 기록하여, 

2016년 1억8,200만 대와 비교해 10%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7. 글로벌 태블릿 출하량 (백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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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전세계 분기별 태블릿 출하량 추적결과, 출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권주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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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진 시장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한 사용과 

구매 의향 정도

질문: 다음 중 어떤 기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다음 12개월 동안 구매할 의사가 있는 기기는 
어떤 것인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94%

25%

80%

28%

55%

16%

사용 수준 구매 의향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참조: 이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수행되었으며, 따라서 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컴퓨

터 혹은 태블릿을 선호하는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한 질문지 작

성이 가능하긴 하지만 설문의 길이로 인해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가중평균 기반: 전체 응답자수(29,046), 호주(2,006), 벨기에(2,000), 캐나다(2,010),

핀란드(1,000), 프랑스(2,003), 독일(2,006), 아일랜드(1,002), 이탈리아(2,000), 일본

(2,000), 룩셈베르크(1,000), 네덜란드(3,000), 노르웨이(1,009), 스웨덴(2,007), 영국

(4,003), 미국(2,000)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 선진국, 2016년 5-7월

14개 앱 범주에 걸쳐 미국인들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태블릿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했는데, 그마저도 선호도는 

동일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요소 또한 현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다. 14-32세 사이

의 미국인들은 연령층 전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태블릿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가지 전자 기기에 태블릿을 포함시킨 비율

은 29% 미만에 불과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정도를 들

여다 봤을 때, 14-32세 사이의 미국인 67%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

미디어 앱을 일 단위 혹은 주 단위로 접속하고 있었다. 반면 태블릿을 통한

접속은 그보다 낮은 45%였다. 실제로, 19-25세 사이의 사용자들은 소셜

미디어 앱 사용에 있어 스마트폰(72%)을 태블릿(36%)보다 2:1의 비율

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 14개 앱 범주에 걸쳐 미국인들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태블릿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했는데, 동

영상 스트리밍에서도 선호도는 동일했다.

2016년 영국의 데이터는 어린 계층 및 나이든 계층 태블릿 사용자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 태블릿은 영국의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

지만, 좀더 나이든 어린이들에게는 인기가 떨어진다. 가장 아쉬워하는 전

자 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11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 20%

이상이 태블릿이라고 답변했다. 이 비율은 12-15세 사이에서는 13%,

14-15세 사이에서는 8%로 떨어졌다213. (하지만 “가장 아쉬워하는 기기”

의 1위로 태블릿을 꼽은 연령층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

10세 연령층에서 1위는 TV였으며, 그 이후로는 휴대폰/스마트폰이 1위를

계속 유지했다.

영국 연령층의 다른 한쪽 끝에서도 태블릿의 인기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

는 것만큼 크지 않다. 2016년 영국의 한 연구결과는 2015년 3월 기준으

로, 55세 이상 연령층의 30%가 태블릿 그리고/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6년 3월까지, 태블릿의 도입률은 45%까지 상

승했지만, 그 동안 스마트폰의 도입률은 55%까지 거의 2배에 가깝게 증

가했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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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마도 태블릿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이것이 어떤 범주의 사용 목적, 

그리고 어떤 연령층에 있어서도 가장 선호되는 

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경쟁 사항

분리형 태블릿(노트북/태블릿 2-in-1)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태블릿 매출 중 단지 14%, 약 2,500만 대만이 분리형 제품이었다215, 216.

태블릿은 현재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스마트폰은 점점 더 커

지고 노트북 PC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상업적으

로 성공적인 태블릿이 최초로 출시되었을 때, 평균적인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는 3.5인치 미만이었다. 2014년 후반, 이는 5인치로 증가해 40%가

커졌다217. 2010년 평균적인 노트북 PC의 무게는 약 6파운드(2.72kg)218

정도였는데, 2016년 유사한 모델의 무게는 22%가 가벼워진 5파운드

(2.27kg)으로 줄었다219.

이에 더해, 태블릿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3년 이상 태

블릿을 사용한다.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에 따르면, 15개

선진국 시장에 걸쳐서 단지 37%의 태블릿만이 2015년 혹은 2016년에

구매되었다. 절반 이상이 2015년 이전의 모델이고 1/4 이상이 3년이 넘

은 모델이다220.

다양한 요소들이 교체주기를 더 느리게 만들고 있다. 태블릿은 하루 중 많

은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으로 인한

손상 정도가 덜하다. 스마트폰처럼 이동 중에 사용되지 않아 떨어뜨려지

거나, 손상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낮다. 태블릿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

유하거나 가정 단위의 기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개인 단위로 소유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록 새로운 스마트폰의 비용이

데이터 그리고/혹은 음성통화 요금제의 일부로 포함되는 보조금 모델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흔한 일이다. 반면 태블릿은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

으로, 비록 태블릿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처럼 빈번

히 사진촬영에 사용되진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더 나은 사진을 찍

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과 가용성은 기기 업그레이드 의사

결정의 중요 요인이다.

노트북 PC, 스마트폰, TV, 심지어 데스크탑 PC와 비교해서도 

태블릿을 선호하는 사람은 소수

하지만 아마도 태블릿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이것이 어떤 범주의 사

용 목적, 그리고 어떤 연령층에 있어서도 가장 선호되는 기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 시장에 대한 2016년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

이는 30,000명에 갓 못 미치는 규모의 사람들로부터 설문 데이터를 수집

했다. 응답자들은 15가지 서로 다른 디지털 및 미디어 활동에 있어 선호하

는 기기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활동/

연령층의 조합 중 갓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에서 노트북 PC 혹은 데스크탑

PC가 가장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기기로 꼽혔다. 스마트폰은 두 번째로 가

장 선호되는 기기였고, 전체 조합 중 1/3의 경우에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비디오 시청 목적의 경우, TV는 대형 화면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기기로 꼽

혀 전체 조합 중 1/6 이상의 경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어떤 활동, 어떤 연령층에서도 태블릿이 가장 선호되는

기기로 꼽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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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활동의 수행 시 가장 선호되는 디지털 기기

질문: 다음 각각의 활동을 수행할 때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디지털 기기는 무엇인가?

* #1과 #2 선택간의 차이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남
* 화상통화에 있어 25-34세 연령층 중 노트북 PC를 선호 기기로 꼽은 경우는 1,064명, 스마트폰을 꼽은 경우는 1,018 (4.5% 차이)
* 화상통화에 있어 35-44세 연령층 중 노트북 PC를 선호 기기로 꼽은 경우는 1,185명, 스마트폰을 꼽은 경우는 1,165 (1.7% 차이)
* 45-54세 연령층의 소셜 네트워크 선호 기기의 경우 1,379명이 노트북 PC를 선택하고 1,333명이 스마트폰을 선택한 점을 참조 (3.5% 차이)
* 35-54세 연령층의 은행 잔고확인 선호 기기의 경우 1,791명이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1,173명이 노트북 PC를 선택한 점을 참조 (4.6% 차이)
* 55+세 연령층의 은행 잔고확인 선호 기기의 경우 2,892명이 데스크탑 PC를 선택하고 2,829명이 노트북 PC를 선택한 점을 참조 (2.2% 차이)
* 게임 실행에 있어 55+세 연령층의 경우 1,291명이 노트북 PC를 선택하고 1,270명이 데스크탑 PC를 선택 (0.7% 차이)

참고: 이들 각각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응답자들의 답변만을 이번 분석에서 고려

가중평균 기반: 전체 응답자수(29,046), 호주(2,006), 벨기에(2,000), 캐나다(2,010), 핀란드(1,000), 프랑스(2,003), 독일(2,006), 아일랜드(1,002), 이탈리아(2,000), 일본(2,000),

룩셈베르크(1,000), 네덜란드(3,000), 노르웨이(1,009), 스웨덴(2,007), 영국(4,003), 미국(2,000)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 선진국, 2016년 5-7월

18-24 25-34 35-44 45-54 55+전체               남성                여성 

실시간 TV 시청

사후 서비스를 통한 TV 프로그램 시청

영화 그리고/또는 TV 시리즈 스트리밍

짧은 동영상 시청

화상 통화

온라인 검색

쇼핑 웹사이트 브라우징

온라인 구매

은행 잔고 확인

뉴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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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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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태블릿 사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설문조사의 게임 실행을 위한 선호 기기 부문에서 태블릿은 스마트폰, 노

트북 PC, 데스크탑 PC의 뒤를 이은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일부 중요한 점을 가리고 있다. 비록 태블릿이 4위를 기록했지만, 응답자

중 1/6, 즉 17%는 가장 선호하는 기기로 태블릿을 꼽았다. 추가로, 비록

스마트폰이 전체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기기였지만, 태블

릿은 55세 이상 연령층의 24%가 가장 선호하는 기기로 선택되어 이 집단

에서 단지 14%를 기록한 스마트폰 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

전히 노트북 PC와 데스크탑 PC보다는 선호도가 낮았다. 또한 태블릿이 상

대적으로 더 인기 있는 국가들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게임 실행에 있어, 여

성들이 2번째로 가장 선호하는 기기로 꼽혔다. 그리고 45-54세 연령층과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2번째로 선호되는 기기였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트렌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적은 수의 태블릿이 판

매될 뿐만 아니라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숫자는 더 급격하게 감소하

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과거 판매된 태블릿의 80%는 Wi-

Fi 연결만이 가능한 모델이었고, 셀룰러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판매된 제

품들도 단지 절반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221. 이는 전체 태

블릿 중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된 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함을 의미한

다. 미국 4대 무선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에서 활성화된 태블릿의 수는

2015년 3분기 180만대에서 2016년 3분기에는 갓 50만대를 넘는 수준

으로 줄어들어 약 70%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였다222.

올림픽 경기에서는 4등에 대해 메달을 주지 않는다. 국가마다 수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다른 기기들을 누르고 1-3위를 다투는 3대

기기는 TV, 스마트폰, PC다. 

영국을 예로 들어보면, 약 95%의 가구가 TV를 보유하고 있다223. 그

리고 2016년 성인의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은 3시간 8분 정도인 것

으로 추정된다224. 또한 응답자 중 95%가 데스크톱 혹은 노트북 PC를

사용하고 있었고225, 18세 이상의 2016년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2시

간 18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6. 8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었고227, 2016년 통화 외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1시간 46분인 것

으로 추정된다228. 대조적으로, 태블릿 사용비율은 63%에 불과했고

일일 사용시간은 상대적으로 작은 49분이었다229, 230. (기기 침투율과

일일 사용시간을 보여주는 그림 10 참조231). 다른 선진국들의 데이터

또한 ‘빅3’ 소비자 전자기기와 대조되는 비슷한 수준의 태블릿 침투율

과 사용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태블릿은 현재 빅3와 같은 수준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임을 트렌드가 시사하고 

있다.

결론

그림 10. 기기 소유와 사용 정도에 대한 비교 (영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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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UK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 BARB, eMarketer, 
출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권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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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음반: 10억 달러 규모의 

향수 어린 틈새시장

딜로이트 글로벌은 LP 음반의 주목할만한 재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한다232, 그리고 판매량과 매출액 측면에서 1970년대 후반에 정점에 도달

했었던 이 오디오 포맷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글로벌 매출액 10억 달

러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한다233. 딜로이트 글로벌은 신제품 및 중고 음반

판매에서 LP 관련 수익의 90% 이상이 창출되고 나머지는 턴테이블과 액

세서리 판매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또한 새로운 LP 음반 관련 매출액과 판매량이 2017년

에도 성장을 기록해 7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

측한다. 약 4천만 장의 새 음반이 판매되어, 8-9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

는데 음반 1장 당 평균 가격은 20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LP는

50-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물리적 음반 판매 수익의 15-

18%234, 그리고 2017년 약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음악 판매 매출의 약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35. 일부 아티스트에

게 있어, LP는 모든 판매량 중 약 10% 가량을 담당하겠지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236.

하지만, LP의 재부상이 단지 10년전만해도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

이던 음반 포맷의 기적적인 부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LP 시장

은 틈새시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17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의 개

인들이 대부분의 다른 음악 포맷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LP 음반을 소

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나머지 수십억 명의 음악 팬들은 올해 LP 음반을 구

매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주로 라디오,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 디지

털 스트리밍(오디오 및 뮤직 비디오), 다운로드, CD 구매 등의 방식을 혼

합해 음악을 소비할 것이다. 

음반이 녹음된 음악을 듣는 보편적인 방법이었던 시대인 1970년 후반과

1980년 초반의 상황과 비교해 LP 구매에 대한 동기는 그때와 크게 다르

다. 당시 미국에서만 연간 5억 장 이상의 음반이 팔렸다237. 1977년, 미국

에서는 5억3,400만 장의 LP 음반, 1억6,400만 장의 8트랙 테이프와 카세

트 음반이 판매되어, LP가 음반 시장의 3/4 이상을 차지했었다238. 1981년

전 세계 음반 판매량은 10억 장을 돌파했다239.

2017년, 소비자들이 LP 음반을 선택/구매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음악 감상은 일부에게 있어 단지 작은 이유에 불과

하다. 오늘날, 많은 구매자들에게 음반은 수집물, 기념물, 자랑스러운 물리

적 매체이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이다240.

실제로 미디어 소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욱 무형화가 심화되고 있다.

웹사이트와 앱이 신문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가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반은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일부에게는 전시할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

이다. 

LP 음반의 무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더 우월한 품질

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00g 무게의 음반이 현재 판매되고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120g LP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241. 일부 앨범은

표준적인 분당 33회전(Revolution Per Minute, RPM)이 아닌 45RPM으

로 재생되도록 녹음되었고, 더 나은 소리 제공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그에

걸맞은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242. 높은 RPM은 음반에서 1곡 당 더 많

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 일부 앨범은 1장이 아닌 2-3장의

음반을 가지게 되었다. 

LP 음반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한번도 음반을 재생해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를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예를 들어, 음반 표지 아트워크 혹은

음반 케이스의 형상이나 색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음반 구매자 대상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에 구입한 음반을 아직 재생해 보지 않은 사람

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7%는 이를 재생할 수 있는 턴테이블 자체가

없다243. 이런 맥락에서, LP의 소유는 종이책을 소유하는 것과 일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 매체를 가지게 되면 이를 전시할 수 있고, 구

매자 성격의 한가지 특성을 이를 통해 투사할 수 있으며, 아티스트나 작가

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 디지털 버전은 이러한 전시 능력을 거의 가

지고 있지 않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중기적으로 LP 음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 2017년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해 약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본

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안정적이지만, 틈새인 시장에서 몇몇 음악팬들이

계속해서 LP 음반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런 틈새시장이 크게 확장되지

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틈새시장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인데, LP 음반의 미적 정서와 수공예품에 가까운 상품 특성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음반의 새로운 프리미엄 버전을 또다

시 구매하는 수집가들, 지금은 사랑 받지 못하는 CD를 구매하느라 과거 버

렸던 LP 음반을 재구매하는 중년층까지 다양한 구매층이 있을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한, 공급도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 일부 시장에서는 패션

유통업체가 LP 음반의 주요 공급자가 되고 있다244. 다른 시장에서는 홀푸

드(Whole Foods), 타겟(Target), 테스코(Tesco), 세인스베리(Sainsbury)

와 같은 식음료 유통업체, 백화점 매장과 슈퍼마켓이 LP 음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주요 공급경로가 되어가고 있다245. 이들 유통업체는 또한 음반

재생기기의 공급자도 되고 있는데, 턴테이블은 연말 쇼핑시즌에 인기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246.

디지털 채널 또한 LP 음반의 인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LP 음반에 대한 글

로벌 장터 역할을 하는 다수의 일반인 및 전문가 사이트가 존재한다. 삭제

된 음반(공식 상품목록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음반)의 가격에 대해 점

점 더 늘어나는 정보는 구매자 및 판매상이 시장 가격의 동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비닐라이즈(Vynylize)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는 음악 팬들이 온라인에서 듣는 음악 목록에 기반

한 LP 레코드의 제작을 크라우드펀딩할 수 있게 해준다247. 역설적이게도

LP 음반에서 재생되는 음악만 방송하는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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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음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다 

하지만 LP 음반에 대한 시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비용뿐

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복잡함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LP 음반 박

스세트 1개의 가격은 높은 품질의 수천만 곡의 음악을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간편한 조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1년 가입비보다 비

싸다. 음반의 제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한 수작업과 비용이 필요

한 경우가 많다. 각각의 음반을 찍어내는 데 30초가 걸리는데, 이는 제작

에 수시간이 소요되는 마스터 레코드를 본떠 생산된다248. 1990년대에

CD가 LP 음반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었고, 그 결

과 제조 능력에 한계가 있다. 손이 많이 가는 힘든 LP 음반 제작과정은 오

늘날의 디지털 녹음, 마스터링 및 온라인 유통 과정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도 열광적인 팬에게는 정교한 작업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 팬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일 수 있다. LP 음반 재

생은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음악 매체들 중 가장 요구하는 게 많

다. 우선 종이로 된 음반케이스에서 LP 음반을 조심해서 꺼내야만 한다(일

부 마니아들은 LP 음반이 원래 들어있던 나무섬유 종이케이스를 대체하기

위해 특수 목적의 얇은 고급종이로 만든 음반케이스를 구입하기도 한다).

매번 재생하기 전에 음반에서 먼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재생기 바늘에

서도 모든 보풀을 털어내야 한다. 바늘을 음반의 정확한 위치에 조심스럽

게 위치시켜야 하고, 재생기에 따라 재생이 끝난 후 음반에서 들어올릴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휴대용 재생기가 있긴 하지만, 이동 중에 LP 음반을 재

생하는 것은 완전히 비실용적이다.

패션 아웃렛을 통한 LP 레코드의 공급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패션의

유행은 일시적이다. LP 음반이 지난해 유행한 색상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일부 매장에서는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다. 2016년, 전 세계 대부분의 시

장에서 LP 음반 판매의 급격한 증가가 목격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1분

기 영국에서는 61% 성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음악 시장인 미

국에서는 2016년 상반기 매출이 6%가 감소해 매출 총액이 2억2천만 달

러에서 2억7백만 달러로 줄어들었다249. 

음반을 재생하는 행위도 열광적인 

팬에게는 정교한 작업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 팬에게는 너무 복잡한 

일일 수 있다.

LP 음반은 음악 산업에서 미래가 있고, 미적 측면뿐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매출 및 소비 측면에서 음악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디지털에 있고, 계속해서 디지털에 초점이 집중될 것이다. 

음악은 수십 년 동안 가장 디지털화된 소비자 상품이다. 이는 디지털화되어 판매된 최초의 소비자 상품 중 하나로, 초기에는 CD의 형태로 디지털

화가 이뤄졌다. 또한 유통에 있어서도 디지털 혁명을 거친 최초의 미디어 형태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디지털화되지 않은 음악 산업의 많은 핵심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음악 공연과 음반 제작을 위한 저작권자 현황을

목록화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하나도 없다. 많은 시장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수집 및 관리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LP 음반의 중요성은 유지될 것이고, 70년대와 80년대에 공연을 시작했던 밴드들과 그들의 작품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 받을 것이다. 비

록 계속해서 줄어드는 소수의 팬들에 의해서라도 말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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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의 IT(IT-as-a-Service): 

0.5조 달러의 ‘틈새시장’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서비스로서의 IT (유연한 IT 비용 지출 모델의 부분집합, Flexible

Consumption Models, FCM250)에 대한 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5,500억

달러에 약간 부족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251. 이는 2016년 예측

규모인 3,610억 달러에서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IT 시장 분석 전문기

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6년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글로벌 IT 지출 규모는 1조4,060억 달러에 달하고, 2017년엔 1조4,770

억 달러로 증가해 약 5%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52. 이러한 성

장률의 지속을 가정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은 전체 시장규모가 2018년까

지 1조5,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대안 모델로 전환하는 증

가 추세를 살펴볼 때, 2016년 중반의 유연성 기반 IT 예산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53. 앞서

말한 시장 규모에 근거해, 딜로이트 글로벌은 새로운 형태로 정보기술을

조달하는 규모가 2.5년 만에 3,610억 달러에서 5,4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11 참조)254.

서비스로서의 IT에 대한 지출 증가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

다. 2016년 중반 당시, 딜로이트 US가 설문조사를 수행한 선진국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IT 구매 담당자들 중 상당한 비율이 FCM 모델에 대해 여전

히 ‘회의적’이었다. IT 구매 담당자중 1/3 이상이 FCM 모델에 10% 미만

의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까지 회

의론자 및 관망자들의 비율이 1/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흥

미롭게도, 새로운 모델의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관망자들

의 전환만이 아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FCM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업의 IT 니즈의 절반 이상의 충족에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거의 2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2016년에 13%에 불과했던 비율이

2018년까지 23%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255.

IT에서 FCM 채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모델로의 이전을 누가 결정하는가는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US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서

비스 산업은 IT 부서가 FCM으로 이동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

어, 기술기업의 31%가 지난 2년 동안 자체 추진계획을 통해 서비스로서

의 IT 모델로 전환한 반면, 공급자의 영향으로 전환이 이뤄진 경우는 8%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주로 공급자

에 의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자체적으

로 전환을 추진한 비율은 13%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공급자의

주도로 이뤄진 비율은 33%에 달한다256. 

역사적으로, 기업은 IT 하드웨어와 통신 하드웨어를 소유(구매, 임

대 혹은 리스)해 왔는데, 이는 ‘온 프리미스 솔루션(On premise

solution: 자체 보유 솔루션)으로 알려진 형태다. 수천 명의 사무

실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수천 대의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PC와

수천 대의 전화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전화기를 위한 구

내 전화교환시스템(Private Branch Exchange, PBX), 수십 대의

서버와 라우터,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용 스위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자수에 맞게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고, 이를 선불로 지급하며, 추

가적인 연간 지원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고정된 숫자의 유선

전화회선과 한정된 용량의 데이터 회선을 공급할 필요가 있고, 통

신서비스 공급자와 장기계약을 맺어야 한다.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용량을 추가하는

데는 시간, 돈, 노력이 들기 때문에 초과 용량은 비즈니스 수행 비

용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IT 구매자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는데, 빠르게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

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사용된 초과 용량에 대해서도 결코 환

불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유연한 소비 방식

은 이러한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IT의 모든 측면에서 ‘지

불하는 만큼만 조달 받는’ 방식으로 필요자원 조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로서의 IT는 전통적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

그림 11. 딜로이트 글로벌의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IT 지출 규모 추정치 (10억 달러)

1조450억 
달러 

1조50억 
달러 

5,470억 
달러

3,610억 
달러

2016
100% = 1조4,060억 달러

(가트너 추정치)

2018
100%=1조5,520억 달러
(딜로이트 글로벌 추정치)

서비스로서의 IT 전통적 IT

참고: 서비스로서의 IT와 전통적 IT에 대한 2016년 지출 규모는 가트너의 

2016년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전 세계 시장 규모 

추정치를 근거로 딜로이트 글로벌이 재계산한 결과다254a. 2018년 수치는 

동일한 총 시장규모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추정치에 근거해 딜로이트 

글로벌이 재계산한 결과다.

출처: 도표는 딜로이트 글로벌 애널리시스와 가트너 보도자료에 근거해 

딜로이트 글로벌이 작성254b. 출처에 대한 추가 정보는 권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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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출규모가 10-50억 달러 그리고 50

억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순전히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이용해 FCM을 사용

하려는 경우는 약 7%에 불과했다. 반면 매출 규모 5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중 32%가 자체 보유 솔루션을 선호했지만, 매출 규모 10-20억 달러 규모

의 기업 중엔 단지 19%만이 그러한 방식을 선호했다257.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에 있어, 서비스로서의 IT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매

력적이다. 이는 대규모의 자본 투자를 피할 수 있고 실제 사용규모에 기반

한 비용 추정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필요에 기반해 쉽게 자원 규모를 늘리

고 줄일 수 있다.

비록 많은 소비자들과 소기업들이 (사용량 기반의 가격 모델을 통해) 자신

들의 IT 니즈를 공급받는 셀프서비스 방식의 웹 모델을 선호하지만,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은 전체 구매주기에 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공급자 지원

을 필요로 한다. 약 90%의 구매자가 구매 전 및 구매 단계 동안 ‘높은 수준

의 대면 상호작용’ (예. 전담 영업사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 수치는 설치

/배치 단계에서 70%로 떨어지고, 구매 후에는 71%, 갱신 단계에서는 단

지 63%만이 높은 수준의 대면 접촉을 선호한다258.

유연한 IT 지출은 IT로서의 서비스의 구매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

할 가치가 있다. 기업은 이미 사용량 기준으로 항공기와 선박의 엔진259, 기

차260, 단기 사무실 공간 및 음식 배달 서비스261, 262를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유되었던 프린터, 노트북 PC, 소모품과 같은 다른 상

품 및 서비스도 이제는 종량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확히 말해, 전통적인 소유방식의 IT 모델과 유연한 소비방식 모델은 계

속해서 공존하겠지만 후자로의 이동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의 성장률을 고

려할 때, 서비스로서의 IT는 2021년 혹은 2022년의 IT 지출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유연한 소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2018년까지 보편화되지는 않겠지만, IT 지출의 1/3 이상을 차지해 전체 규모가 0.5조 달러를 넘어서고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들은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를 조달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니즈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새

로운 방식이 우위에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구매 방식과 유연방식을 비교하고 대조해야 한다263.

공급자들은 서로 다른 산업과 부문에 위치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가다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들 솔루션은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고 계약, 컴플라이언스, 사용의 편의성을 해결해 FCM을 통해 제공되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대기업에서의 도입률을 높

이기 위해, 공급자들은 기업마다 고유한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서비스 니즈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추가로, 일회성 지출에서 반복적 지출 모델로의 변화는 솔루션의 사용과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급자들과 파트너들의 사전적 행동을 촉구한다.

높은 사용량은 더 나은 결과물과 지속적인 계약 갱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객이 요구하는 데이터 중심적 속성과 고객 참여 역량은 이들 공

급자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다.

재판매자, 유통업자 및 통합서비스 제공자들은 채널을 통해 정확히 가격을 산정하고, 견적을 내고, 권리를 부여하고, 니즈를 충족시키고 사용량을

보고하기 위해 그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반복적인 수익 모델에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참여, 도입 및 사용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부서는 진화해야 한다264. 역사적으로 CFO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 연간 예산을 할당해 왔다. 서비스로서의 IT가 2018년까지 IT

지출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IT에 대한 지출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재무부서는 관

련된 IT 비용의 관점에서 기존의 회계 정책의 지속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IT 비용과 예산의 기록을 고려할 때 기업의 회계 소프

트웨어에 잠재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소비자 및 소규모 기업의 FCM 채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필요한 사용량에 맞는 비용 부담의 매력이 이러한 IT 트렌드의 광범위한 소비자화 맞

물려 대기업의 해당 모델 채택을 압박하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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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와 TMT 소개

National Industry Program(NIP)

딜로이트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전 산업을 6개 산업과 27개의 하위 부문으로 분류

하고 산업과 하위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딜로이트 만의 차

별화된 Indust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

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

을 통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소개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TMT)

딜로이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객사의 미래지향적 전략수립과 실행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고객에게 특정산업 및 지역 특화된 사업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360° Thinking" 관점에서 가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딜로이트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외에 컨설팅, 원가절감,

재고관리, M&A 자문 및 실사, 디지털 전환전략 등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Advisory Service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산업과 방송, 광고 등 미디어, 그리고 통

신산업 전반에서 검증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딜로이트 전문가들

의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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