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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우리는 매우 빠른 변화와 동시에 고집스럽게 변화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는 2018년에도 변함없이 대단히 흥미로운 분야로 남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일부 영역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
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아마도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진행되겠지요.

기술의 진보는 때로 주눅들 정도로 벅차 보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알리는 보고서가 산더미를 이루고,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네트워크를

통해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일부는 기계를 인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더 강하고, 빠르며, 보다 반응성이 뛰어나고 심지어 보드

게임에 있어서도 더 뛰어납니다. 우리의 일자리와 삶의 방식이 위태로운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 인간 경험의 가장 거대한 발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올해 경이적인 속도로 발전하겠지만, 이는 여전히 매우 기초적인 단계를 기반으로 이뤄질 겁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 머신러닝의 2018년 현 시점의 능력은 훗날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걸음마 단계로 간주될 것입니다.

앞으로 머신러닝의 기업 배치가 보다 일반화되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활용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최고급 스마트폰에

머신러닝 칩이 내장되겠지만, 이들 칩은 완전하게 활용되지 못하겠지요. 거의 백만개에 달하는 머신러닝 칩이 데이터 센터에도 설치되겠지만, 10년이 지

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아 보일 겁니다.

배치되는 머신러닝은 기존 기술을 더 잘 작동하게 만들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증강시킬 것이지만, 2018년에는 인간 노동력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겠지요. 

실제로, 기술은 (더 낫기도 하고 더 못하기도 한) 인간의 특성을 가진 인간의 창조물로 남아 있습니다–기술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점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지각이 있는 기계는 아직 SF의 영역에서만 존재하지요, 현재는 말입니다.

기술은 약진하고 있지만 인간이 고삐를 쥐고 있어요. 기술은 인간의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중이지, 하찮게 만들게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그들이 원하는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혹은 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 줍니다. 하지만 기술이 제공하는 이런 능

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사람들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소비하기 위해 0.5조 달러를 지출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주문형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을 그들 삶의 경험을 증강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스마트폰을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배포하고, 혹은 더 빠른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

해 이벤트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죠.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의 속도와 도달 범위는 꾸준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통화의 대부분은 이미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가

정의 광대역 인터넷의 차례인데, 기가 바이트의 데이터 당 비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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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피트 상공에서의 통화는 역사적으로 틈새 서비스였는데, 대역폭과 비용의 제약을 받았고, 종종 회사의 판공비로 충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의 공급 증가가 비행 중 연결성의 대중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35,000피트 상공에서의 셀카 촬영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기술-라디오에서 E-book 리더까지, 증기 기관에서 피트니스 밴드까지-은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급격한 성장 과정

을 거쳤습니다. 

2017년, 스마트폰은 1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 때 많은 스마트폰들의 모습과 기능은 전년도 기념일 당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죠. 이러한 사실은 스

마트폰이 이미 정점에 도달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 스마트폰은 2018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혹은 2023년까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막대한 연속적인 업그레

이드를 지속해서 꾸준히 기기의 역량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말이죠. 이들 보이지 않는 혁신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이 앞으로의 혁신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증강현실의 활용을 통

해서 말이죠.

스마트폰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활동의 영역은 더 넓어져서 실용적인 것부터, 정보의 획득과 오락 용도까지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스마트폰 또한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개인들에 의해 적절한 사용이 무엇인지 결정될 도구일 뿐이겠지요.

전 세계 기술, 미디어, 통신기업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올해의 예측이 자극이 되고 유익한 읽을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측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03

증강현실: 현실의 경계점에서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에 10억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최소

한 한번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창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3억명 가량은 달

마다 콘텐츠를 만들고 수십만 명은 매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올해에 AR 기능을 내장한 수만 개의 앱들이 사용 가능해질 것

이라고 추가 예측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수십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이 AR 콘텐츠 제작 기능을 포함한 앱 혹은 앱 업데이트, 또는 운영체제 업

데이트를 다운받을 것으로 예상한다.1 우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스마

트폰 혹은 다른 기기의 화면에서-스마트폰에서 제작된 AR 콘텐츠를 볼 거

라 생각한다.  

AR이 기기의 사용,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AR 콘텐츠에 대한 개별 앱 매출은 2018년 전 세계에서 1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점을 AR이 단지 1억 달러만의 가치를

추가할 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R 역량이 일부 종류의 앱

(소셜 네트워크, 메시징, 쇼핑, 게임)과 운영체제에 있어 핵심 차별화 요인

이 되고, 스마트폰 업그레이드의 중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이 AR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되겠지만, 이어지는 해들 또한 동일하

게 중요할 것이다. AR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 실행기술, 특히 카메

라, 센서, 프로세서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영역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

이다.2 이는 정기적으로 AR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수를

늘리고, 2020년까지 AR 관련 직접 매출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으로, AR은 실제 사물 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겹쳐 보이게 해주는 특

수효과다. 이 기술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단지 최근 들어서야 AR 콘텐츠 제작 역량이 주류로 진입했다. 비록 단순한

형태라도 말이다.3 지난 3년 동안 AR은 점점 인기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이 되었는데, 얼굴 교체, 수염 추가, 실시간 얼굴 필터와 같은 오락 목

적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AR 창작은 일반적으로 사진

혹은 보란 듯이 인공적이고 만화 같은 티가 나는 원시적인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었다. 

2018년에 시작되는 스마트폰에서의 AR 콘텐츠 창작은 점점 더 실사에 가

까워질 것이다-AR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이를 볼 때 진짜

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종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공유될 것

이다. 디지털 이미지가 보다 사실적일수록, 결과적인 합성물의 “놀라움” 정

도는 더 커질 것이다.4 우리는 2017년의 거의 모든 AR(95% 이상) 콘텐

츠가 만화 같았지만, 2018년 AR 콘텐츠의 50% 이상이 사실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2018년의 주된 AR 사용은 이제 주류로 올라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콘텐츠 창작 활동이 관계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이 기술은 점점 더

기업과 정부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터인데, 사용안내 매뉴얼, 기

술 지원, 공공 서비스 안내 등이 가능한 활용처가 될 것이다.5

실사 같은 AR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발전의 조합으로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런 발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전용

AR 프레임워크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애플의 프레임워크인 에이알

킷(ARkit)은 iOS 11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아이폰 6s 모바일폰(2015년

출시)과 그 후속 기종에서 작동한다. 구글의 프레임워크는 에이알코어

(ARCore)라 불리고 고급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작동한다.6 이들 프레임워

크는 일부 단순한 2차원 감지 기능을 가진 시각적 관성 거리측정 시스템

(Visual Inertial Odometry system, VIOs)이다.7

VIO는 기기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는 1초에 30번 촬영되는 카메라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와 1초에 데이터

를 1,000번 읽는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IMU], 가속

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결합한 기기)8의 데이터를 결합해 이뤄진다. 차원

감지는 마루 바닥 혹은 탁자와 같은 평평한 표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 보

는 사람이 예상하는 화면 위치에 물체를 놓을 수 있게 해준다.

2018년 말까지, 우리는 약 8억 대의 스마트폰이 AR 전용 지원 기능을 가

진 운영체제와 AR을 구동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하드웨어(중앙처리장치

[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 신경망칩) 두

가지 모두를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AR 콘텐츠의 제작은 상당한 수준의 연

산 능력을 요구한다. 더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서와 GPU가 스

마트폰에 내장될수록, 결과물인 동영상은 더 매끄럽게 재생되고 배터리 소

모도 줄어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드웨어는 더 전력 효율적이 되고,

AR 콘텐츠의 제작은 단지 최신의, 가장 강력한 기기에만 제한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최고의 기기가 계속해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결과물을 창

출하긴 하겠지만.

AR 프레임워크의 가용성의 가장 큰 영향은 콘텐츠 제작에 미친다. 표준

OS내에서의 전용 AR 지원은 AR 앱 창작의 비용을 낮춘다. 예를 들어, AR

효과의 제작을 위한 제3자 제공 도구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이는 개발자의

자원을 매력적인 콘텐츠의 제작에 집중시킬 수 있고, 더 젊은 제작자들이

기술적 구현 작업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더 소규모의 개

발팀, 심지어 개인들까지 AR 기능을 가진 앱을 개발할 수 있다. 낮은 진입

장벽은 2018년 전반에 걸쳐 AR 기능을 제공하는 앱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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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스마트폰 하드웨어 부품 중 일부 요소의 주요

발전과 병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IMU 기술의 최근 발전은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가리키는 방향을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확히 감지 가능하게 해준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스

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하나만으로 입체적인 3D 정보의 추출이 가능해

져서, 기기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만약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함께 손을 움직이면, 카메라는 초당 30개 혹은

그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포함한 IMU로

부터의 정확한 추정치에 근거해 각각의 사진들 간에 얼마나 위치 차이가

있는지 계산한다. 정확한 측정은 특정 하드웨어의 변경을 필요로 했는데,

특히 모든 센서들 간의 시간 동기화가 수반되었다. 오직 각각의 측정이 이

뤄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때만 카메라와 IMU가 협업해서 정확한 3D

공간을 추정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사는 이들 기술을 최신 칩에 내장하고 있다; 구형 스마트폰은

정확한 AR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없다.9

하지만 하드웨어의 개선은 오직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알고리즘 또한

매력적인 AR 콘텐츠를 창조하고 전시하는데 필수적이다. 더 나은 알고리

즘은 여러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표면의 경계 파악에 있어서 정확성 개선이다.

표면의 파악-탁자, 바닥, 보도 혹은 물체가 놓여 있을 수 있는 기타 평평한

표면-은 디지털 이미지를 자동으로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물체가 (납

득하기 어렵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방지해준다. 과거에,

AR 콘텐츠를 위치시키는 것은 대형 바코드를 닮은 인쇄된 추적 표지를 바

닥에 놓음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했고, 그 결과 접근 가능한 시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어떠한 인쇄된 이미지 기반의 물리적 추적 표지 없이도 AR이 동일한 종류

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AR을 시험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기반이

크게 증가했다.

우월한 알고리즘은 또한 태양 혹은 인공 조명에 의한 그림자를 화면에서

표시 가능하게 해줘, 환각을 보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 움직이는 AR

캐릭터는 환경의 변화(조명이 꺼지는 등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어, 디지

털 물체가 진짜라는 환각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맞춤화 AR 기술을 가지고 안면 추적 및 필터링 앱에서 특

징을 추적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왔다. 즉, 사용자가 얼굴을 재미있게 혹은

실용적인 방식(예를 들어, 특정 색조의 립스틱을 발랐을 경우 얼굴이 어떻

게 보일지 보여주는 것)으로 얼굴을 변형 증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다.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얼굴을 넘어서 자전거부터 건물까지

더욱 넓은 범위의 물체를 감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선된 특

징 감지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들 발전은 기술 지원의 셀프서비스와 같

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AR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자

가 조립용 가구를 조립할 때, 볼트의 삽입이 필요한 선반 부품의 옆에 가상

의 화살표를 표시할 때 AR을 이용할 수 있다.

심도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폰-2018년 말까지 시장에 1억 대 이상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은 기기가 깊이 정보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 해, 보다 정

확한 증강 기능을 제공하고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 3D 개체를 스캐닝할 수

있다. 적외선(IR) 센서 또한 저조도 환경에서 증강현실이 작동하는데 필요

하다. 일단 IR 센서가 스마트폰 양쪽 면에 내장되면, 이러한 종류의 깊이 정

보가 증강현실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AR은 2018년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달라진 점은 품질인

데, 특히 현실성과 관련이 있다. 2018년 이전에는 AR이 매우 기초적이었

는데, 이는 기술이 허용하는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이다. 가구를 방안에

위치시켜 고객의 집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보는 실용적인 활용 방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기적인 AR 사용은 안면 필터를 가지고 셀카를 촬영

하는 것이었다. 

2018년 시점에서, AR은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노래 부르고,

호랑이와 상호작용하며, 스타 축구선수와 함께 축구공을 다루며, 혹은 그

들이 포함시키길 원하는 어떤 다른 사람, 동물 혹은 물체와 정말로 같은 공

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줄 것이다. 이런 행동은 유명인의 밀랍 모형이

나 판지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는 행동과 유사한데, 하지만 AR 인공물은

훨씬 진짜처럼 보이고-또한 움직이기까지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AR은 공유 목적의 짧은 동영상 창작에 이용될 것이다. AR

이 보다 진짜 같을수록, 콘텐츠를 받은 이들의 반응은 보다 열렬할 것이며

창작 활동의 보상도 더욱 클 것이다. 

사진에서 AR의 사용은 아마도 AR 동영상의 가장 일반적인 활용처가 될 터

인데, 이는 카메라 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기능 중 하나라는 단

순한 이유 때문이다. AR을 주연으로 내세우는 다른 활용 방안들도 있을 텐

데, 유용한 것도 있고 경박한 것도 있겠지만, 빈번하게 사용될 것 같지는

않다.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05

한 가지 주요 분야는 게임이 될 텐데, 게임은 가용한 앱들 중 가장 큰 범주

다. 게임 개발자는 새로운 다운로드를 촉진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로 AR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AR은 또한 기존의 인기 게임 앱들에 통합되어 사용

자 기기에서 앱이 업데이트될 때 추가 배포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동안, 우리는 AR 요소를 포함하는 게임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한다. 그러나 오로지 AR만을 사용하는 게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

다. 한가지 이유는 가장 진보된 AR 플랫폼도 오로지 조명 상태가 좋고 기

기가 콘텐츠가 놓일 표면을 손쉽게 인식 가능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광원이 다양한 방이나 명확한 표면이 없는 곳에서는 AR 개체를 위치시키

기가 어려울 수 있다; 양탄자 또한 어려운 환경이다. AR 게임은 어두운 곳

에서 할 수 없고 비행기, 기차, 차량 내에서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

시 말하지만 이는 AR 개체를 투사할 수 있는 표면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

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바일 게임의 매력 중 큰 부분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AR은 카메라의 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

포켓몬고 게임은 AR을 특징으로 내세운 첫번째 주류 스마트폰 게임이었

지만,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카메라를 끌 수 있는 옵션 또한 제공

했다. 정기적으로 게임을 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포켓몬을 잡는 즉시 AR

기능을 꺼버렸는데, 배터리를 아껴 게임 시간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게임에서 AR 활용의 또 다른 제약은 사용자의 피로도로, 특히 만약 AR이

사용자가 불편한 각도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렇

다. 스마트폰은 종종 수평으로 쥐게 된다; 반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기

기를 수직으로 쥐게 되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를 피곤하게 만

들 수 있다. 이런 각도의 변경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류 사용

자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물리적인 피로를 야기하는 게임

을 포기한다. 

소셜 네트워크들 또한 AR 기능의 강점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사용자 피드는 AR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짧은 동영상을 점점 더 많이 받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명인들이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팩을 판매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콘텐츠는 유명인의 팬들이 AR 동영상에

삽입할 수 있는 그림, 개체, 사진으로서 유명인에 특화된 이모지(Emoji)나

모바일 게임과 유사할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들은 점점 더 정교한 AR 효과

와 맞춤화된 이미지10를 그들의 앱11에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동안, 미래의 고객들이 가구를 집에 들여 놓을 경우 어떻게 보일

지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해주는 집 꾸미기 목적의 앱들이 대거 출시(그리고

더 나은 기술을 활용한 앱들의 재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유형의 앱

은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AR 앱은 전시장 방문을 대체하기보다

는 보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앱은-다양한 수준의 정확도로-특정한

천을 입힌 소파가 거실에서 어떨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주

변을 거닐어 보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2018년에, 이들 앱은 보다 정확

한 물리적 비례를 제공할 터인데, 서로 다른 조명 조건에 따른 소파의 외양

변화 또한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앱은 소파가 얼마나 튼튼한 지,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 지, 얼마나 만듦새가 좋은 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앱은 최종구매 결정에 작용하는 많은 입력 요인들 중 단지

하나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에서, AR은 줄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신 AR

기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그러나 소수

점 둘째 자리 수준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많은 경우 이러한 오

류 수준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다. 문틀 크기 측정의 부정확도가 단지 몇 밀

리미터에 불과하다 해도, 사용자가 시각화해 볼 수 있도록 AR 앱이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소파가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예측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AR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예상

하기에 2018년에 창출될 대부분의 AR의 가치는 이를 통할 것이기 때문이

다. 2018년에 판매될 모든 고급 스마트폰은 소비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AR 영상을 만들고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용 AR 헤드셋은 수

백에서 심지어 수천 달러까지 비용이 들것이다. 그리고 이들 전용기기가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가용해 질 때까지 2-3년은 걸

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전용 가상현실 헤드셋의 한정된 수준의 시장 침투율에 근거해 볼

때, 주류 소비자들이 전용 AR 헤드셋을 착용하기 원하게 될지는 불분명하

다. 

스마트폰에서의 AR은 머리에 착용하는 전용 기

기 화면에서의 AR만큼 인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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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AR의 진보와 실험을 위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급 AR 기기들의 수가 급증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사진 앱들은 사진에 삽입할 수 있

는 일련의 사람들 혹은 물체들을 곧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AR 콘텐츠에 특화된 앱스토어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 사용 가능한 인스턴트 메시징

(Instant Messaging, IM) 스토어와 유사한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순조로운 항해만은 아닐 것이다. 불가피하게, 실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AR 앱이 명백히 사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지난 수십년 동안 소비자들을 위해 창조된 콘텐

츠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은 AR의 종착점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앞으로 많은 진화의 세월이 사용자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의 창작물을 향상시킬 것이다.

중기적으로, AR은 카메라 기반 앱에 통합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AR이 단지 신기한 눈요기 거리였던 때를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AR이 가능하게 만든 허상을 실제와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올해, 개발자들에게 있어 한 가지 중요한 과업은 AR이 언제 고객 경험을 추가해 주는지 그리고 언제 불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앱에서, AR은 거리의 실제 이미지에 화살표 표시를 겹쳐서 보여주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 2차원 지도보다 더 정확하게 사

용자들을 안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정 전반에 걸쳐 AR을 활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기능은 여정의 최종 몇 미터 내에서

만 적용되거나 군중 내에서 친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등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은 열렬히 그러나 실용적으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 기회에 더해(AR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기업 로고

를 배치하거나 혹은 사용자 얼굴에 브랜드가 표시된 가면을 덧씌우는 것 같은) 영업, 기술 지원, 사후 지원에서도 AR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 하지

만 기업은 AR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바로 시작하지 말고 AR이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8년 말까지 AR 요소를 포함한 수만 개의 앱들이 사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다른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AR 콘텐츠 중 소수가 대부분의 사용을 차지하게 것이다. 많은 다른 앱들의 역사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1달내에 대부분의 앱들이 버려지고

오직 소수의 앱만이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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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미래: 보이지 않는 혁신의 시대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3년 말까지, 선진국 성인들에 대한 스마트폰의 침

투율이 90%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12 이는 2018년 대비 5%

가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은 18.5억대에 달할 전망인

데, 2018년과 비교해 19%가 증가해서 매일 5백만 대 이상이 판매된 꼴

이 될 것이다. 

각 시장에서 높은 침투율의 주요 동인은 고연령층의 스마트폰 구매가 될

것이다. 우리는 2023년 55~75세 연령층의 스마트폰 소유율이 선진국에

서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10%가 증가

한 결과다.13

추가로 우리는 2023년에 소유자들이 스마트폰과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하

루 평균 65회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2018년 대비 20%가 증가

한 수치이다.14 사용 빈도는 스마트폰 주류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폭넓은 범

위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용 앱, 매장 내

결제 옵션 그리고 사진 앱과 같은 기존 앱들의 보다 집중적인 사용이 반영

된 결과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유자들의 비율이 2018년 93%에서

2023년 96%로 증가하리라 예상한다.15 이는 2023년 날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의 비율이 86%에 달하게 됨을 의미하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79%일 것이다. 

이런 사용빈도는 다른 어떤 디지털 기기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이

며, 높은 사용빈도가 기기의 업그레이드를 부채질해, 궁극적으로 총 판매

량과 그 판매로 인한 금전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다. 빈번한 스마트폰 사

용 빈도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스마트폰 중심의 콘텐츠 제

작과 프로세스 재설계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소매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1억8천만 대의 가격이 1,000달러 이

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제품군만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창출될

것이고, 판매량 및 매출액 측면에서 태블릿 시장 전체보다도 훨씬 큰 규모

가 될 것이다.16 2017년 3분기에 서유럽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중 900달

러 이상인 기기의 비중은 1/8이었는데, 전년에 비해 그 비중이 2배로 늘었

다.17

추가로 딜로이트는 2023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verage Selling

Price, ASP)이 3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전체 시장의 가치

가 6,500억 달러에 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액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10% 증가해, 4,340억 달러에서 4,780억달러로

늘어났다.18

그림 1. 스마트폰 ASP의 진화, 20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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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fK(출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권주 참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2015년 302 달러에서 2017년 324달러로 증

가했다(2012년과 2015년 사이에는 하락했었다).19 우리는 ASP가 사용자

들의 휴대폰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그림 1 참조). 

짧게 말해, 우리는 다음 5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이 침투율, 사용량, 판매

량, 판매 금액 및 평균 단가에 있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추가로, 스마트폰은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주요 접근 수단으로

서의 지위를 굳힐 것이다. 이는 2023년의 스마트폰이 겉보기에는 2018

년 모델과 매우 비슷해 보일 것이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20 2023

년에 선적되는 모델들의 대부분은 5 혹은 6인치의 고해상도 직사각형 단

일 터치스크린과 2개의 카메라를 장비하고, 130~200 그램의 무게를 가

지며,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대략 비슷한 용량을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할 것이다.

다음 5년 동안 스마트폰의 성공의 비밀은 사용자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지

만 더 좋아진 사용 편의성(심도 데이터에 기반한 안면 인식과 같은) 혹은

개선된 기능(예를 들어, 지도 및 사진)과 같은 형태로 결합된, 사용자가 영

향을 느낄 수 있는 일련의 혁신들의 도입과 관계될 가능성이 크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3년 말까지, 선진국 성인들에 대한 스마트폰 침투율이 90%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2018년 대비 5%가 증가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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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이지 않는 업그레이드

2023년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업 및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우월한

성능을 제공할 것인데, 이는 향상된 연결성, 프로세서, 센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메모리에 기인한다. 

2023년까지, 5G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서 제공되기 시작해

서 훨씬 큰 용량과 연결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 2023년까지 중국에서만

10억명 이상의 5G 사용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21 추가로, 최대 다운

로드 속도 1Gbit/s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 4G 네트워크가 남아 있는

대부분의 시장에 보급될 것이다. 

전용 인공지능(AI) 칩이 스마트폰 전반에 걸쳐 2023년까지 일반화될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과업의 수행에 있어 메인 CPU의 부

하를 덜어줄 것이다. 2017년은 고급 스마트폰(약 3억 대, 2017년 출하량

의 20%)22이 AI 칩을 포함하기 시작한 원년이다.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한 성인의 약 2/3

가 머신러닝 기능을 가진 앱을 최소 한가지는 사용한다고 하며, 79%가 머

신러닝 기능을 가진 앱들을 인지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2023년에 걸

쳐, 전용 AI 칩이 모든 가격대의 스마트폰에서 표준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

는 지문인식 센서가 그렇게 된 것과 같다; 초창기에 지문 센서는 오직 최상

위 모델에만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100달러짜리 기기에서도 사용 가능하

다. 시간이 흐르고, 전용 AI 칩을 갖춘 스마트폰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머

신러닝 앱의 범위와 활용도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고급 휴대폰은 언제나 최신의 AI 칩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는 가장 강력한

CPU와 GPU를 항상 보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칩 또한 표준화될 가능성이 크

다(FPGA 칩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제조 후에도 여러 번 다시 프

로그래밍 될 수 있다). FPGA는 특정 과업에 있어 주 프로세서의 부하를 덜

어주는데, 예를 들어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수신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

으며, 특히 혼잡한 지역에서 빛을 발한다.23

스마트폰의 CPU와 GPU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보다 특화된 전용칩들의 발전과 나란히 이뤄질

것이다.

2023년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센서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의 센서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앞으로 주류화될 가능성이 큰 추가적인

센서 하나는 전방향 적외선 카메라로, 2018년부터 다수의 기기에 장착되

어 보급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생체인증 장치의 지위에서 지문인식기를 대

체할 가능성도 있다.24 지문인식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은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특징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큰데, 2023년까지 이들 센서는 초음파

를 사용해, 유리나 금속을 통해서도 작동하고 심지어 손가락이 젖어 있거

나 기름이 묻어 있더라도 제대로 동작할 것이다.25 스마트폰의 GPS 수신

기 또한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

다-오차 수준이 2017년의 5m 이내에서 30cm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26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AI는 2023년까지 점점 더 모든 스마

트폰 앱에 걸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 분명한 차별화 요인이 될 것이

다. AI의 주요한 혜택은 앱이 보다 번듯한 결과물을 제공하도록 해주는 것

이 될 것인데, 더 나은 경로 추천, 보다 사실적인 증강현실, 보다 매력적인

사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자체 만으로는 실체가 없다 해도, 핵심 기능

으로서 대대적으로 마케팅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중반 시점에서, 머신러닝을 내세운 앱의 사용 및 인식 수준은 여

전히 별볼일 없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AI의 역량이 꾸준히 개선됨

에 따라 이 두 가지 지표가 2023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보조글: AI

와 스마트폰 참조).

2023년까지, 5G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서 제공되기 시작할 텐데, 훨씬 큰 용량과

연결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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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향상된 다양한 범위의 앱에 대한 인지 수준을 응답자들에게 질문

한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앱 기능은

문자 자동완성이었고, 그 다음은 경로 추천이었다(그림 2 참조). 음성

인식 앱은 인지도와 실제 사용 간의 간극이 매우 컸다. 우리는 알고리

즘, 데이터 집합 및 AI 하드웨어의 개선으로 앱의 품질이 향상되면, 사

용자들이 점점 더 AI가 주입된 도구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스마트폰 보유자 1/4이 이동경로 추천을 사용했

다. 우리는 2023년까지 사용자 비율이 60%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

는데, 이는 추천이 더 개인화되고 빨라지며(이런 개선 중 일부는 내장

된 AI 칩에 기인한다. 이 칩은 학습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하루 중 시

간에 따른 기기 소유자의 걷는 속도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추천 결과

가 보다 정확해진 덕분이다(더 나은 데이터 집합과 더 나은 위치 추적

역량에 기인).

AI와 스마트폰 

 

문자 자동완성

경로 추천

50%
35%

24%
37%

12%
31%

9%
27%

13%
25%

25%

23%
12%

10%
20%

5%
20%

9%
15%

4%
13%

79%
65%

6%

21%

7%

11%

39%

음성 지원

음성 검색

자동화된 뉴스 혹은 정보 업데이트

번역 앱

음성 문자 변환

이메일 자동 분류

자동화된 일정 입력

위치 기반 추천

자동화된 사진 분류

앱 추천

여행 팝업 제안

이들 중 아무거나

0 10 20 30 40 50 60 70 80

인지도 사용

그림 2. 머신러닝 기능을 가진 앱에 대한 인지 및 사용 수준 (선진국 시장)

가중치 기반: 16개 선진국 시장의 스마트폰 소유자들(응답자 24,563명). 수치는 딜로이트 연구에 포함된 16개 국의 평균치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 대상국가다.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 선진국 대상, 2017년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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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판매될 평균적인 스마트폰은 128GB 혹은 그 이상의 저장 공간

을 가지게 될 텐데, 2018년에는 약 32GB가 평균 용량이었다. 이들 공간

대부분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채워질 것이지만, 더 많은 저장 용량은 앱들

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일부 앱들은 크기가 수 기가바이트

에 달할 것이다. 램 용량은 2GB에서 16GB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27

저장 공간과 램 용량의 업그레이드는 스마트폰을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한가지 업그레이드는 새롭고 더 나은 배터리 공식이

다. 2023년까지, 리튬 이온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배터리의

기반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충분히 안전하

고 테스트가 가능하며 공급사슬에 포함될 정도로 성숙하여 리튬 이온을 대

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기술이 가까운 장래에 등장할 가능성

은 없다.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진 않다. 프로세서는 보다 효율적이 될 것으로 보인

다. 프로세싱 작업을 CPU에서 분리해 다른 칩들에게 나눠주면 배터리 소

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은 성능에 최적화되었고 다른 것은 효

율성에 최적화된, 성능에 차이가 있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 또

한 전력 소비를 개선한다.28 둘째로, 무선 배터리 충전 표준이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돌아다닐 때 기기 충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

사들은 치(Qi)로 알려진 무선 충전 표준에 합의했는데, 이 표준은 커피점

부터 사무실의 대기장소, 침대 곁 테이블에서 차량 내부까지 다양한 환경

에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 Qi는 2018년에 총합적으로 10억 대 이상 출하

될 것으로 보이는 유명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다.29 

스마트폰의 길어지는 앱 목록

이런 보이지 않는 혁신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더 넓은 영역의 물리적 개

체들의 기능을 “흡수하고”, 더 늘어난 범위의 디지털 활용에 있어 가장 선

호되는 기기로서 PC를 더욱 대체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영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층에서 스마트폰의 확장되는 사용 범위는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스마트폰은 모든 사용자

연령층에서 가장 선호되는 영상 통화 기기가 되었고, 18~34세 연령층에

서 가장 선호되는 검색 도구였으며, 45~54세 연령층에서 뉴스 읽기에 있

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선호도가 일방적이진 않

다. 게임 콘솔은 남성들 사이에서 비디오 게임 목적에 있어 가장 선호되는

기기가 되었는데, 이는 최신 세대 콘솔 게임기의 시장 침투 증가를 반영하

는 것일 수 있다.

2023년까지, 리튬 이온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

는 거의 모든 배터리의 기반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충분히 안전하

고 테스트가 가능하며 공급사슬에 포함될 정도

로 성숙하여 리튬 이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기술이 가까운 장래에 등장할 가

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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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양한 활동 별 가장 선호되는 기기, 영국 (2016년과 2017년 비교)

질문: 다음 각각의 활동에 있어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기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체 남성 여성 18-24 25-34 35-44 45-54 55-64 65+

쇼핑 웹사이트 검색

온라인 구매

온라인 검색

짧은 동영상 감상

은행 잔고 확인

영상 통화

소셜 네트워크 확인

뉴스 읽기

게임 하기

인터넷 전화 통화

사진 촬영

영상 녹화

영화 그리고/또는 TV 시리즈 스트리밍 

재방송으로 TV 방송 시청

TV 생방송 시청

가중치 기반: 16개 선진국 시장의 스마트폰 소유자들(응답자 24,563명). 수치는 딜로이트 연구에 포함된 16개 국의 평균치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 대상국가다.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 선진국 대상, 2017년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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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까지, 스마트폰은 다양한 추가적인 비 PC 기능들을 자기 것으

로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열쇠, 사무실 출입 카드, 신용/체크카드 및 기타 금

전적 가치 저장 기능(교통카드 포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스마트

폰을 점점 더 물리적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인증 도구로 사용하는 결

과로 이어질 것이다. 집, 사무실, 호텔 객실,30 승용차,31 버스,32 열차 및 항

공기, 기업 정보 시스템, 전자 상거래 및 은행 사이트 등이 이런 환경에 포

함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3년까지 선진국의 모든 스마트폰 보유자 3/4 이상

이 어떤 유형의 생체인증을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폰의 80%가 지문인식

기나 3D 안면 스캐너와 같이 최소한 한가지 전용 생체 센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33 소유자의 약 29%가 지문 인증을 사용하게 되고, 스마

트폰의 약 42%가 전용 지문인식기를 갖추게 될 2018년과 이를 비교해

보라.

스마트폰의 심화되는 활용

새로운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더해, 스마트폰은 이미 흡수한 기

능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더 빈번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MP3, CD 플레이어, GPS 네비게이션 시스템과 지도, 피트니스 밴드와 보

수계(步數計), 컴팩트 및 SLR 카메라,34 휴대용 게임기와 퍼즐북, 탑승권,

극장 티켓 등등.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품질은 2023년까지 꾸준히 개선되

어(보조글: 스마트폰 카메라의 진화 참조), 소비자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기의 사용과 유용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중기적으로, 스마트폰의 선택

에 있어 주요-일부에게는 가장 중요한-요인은 기기가 고급이건 저렴하건,

새것이건 중고건 간에 기기의 사진 앱과 하드웨어의 품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35 2017년 중반 시점에서, 선진국 스마트폰 소유자의 18%가 적어

도 매일 사진을 촬영하고, 44%는 최소 1주일에 한번 사진을 찍는다(그림

4 참조).36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터인데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능력이 꾸준히 발전하고 저품질의 사진(공유할 가치가 없는)이 찍힐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4.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빈도 (선진국 시장 평균)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18%

44%

32%

5%

1%
4%

16%

47%

32%

1%
0%

10%

20%

30%

40%

50%

최소 하루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자주 안 함 아예 안 함 잘 모름

가중치 기반: 16개 선진국 시장의 스마트폰 소유자들(응답자 24,563명). 수치는 딜로이트 연구에 포함된 16개 국의 평균치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이 대상국가다.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컨슈머 서베이, 선진국 대상, 2017년 5-7월

질문: 다음 각각의 활동(사진 촬영/동영상 녹화)을 당신이 얼마나 자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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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이동 옵션(자가 운전에 걷기, 대중교통 등이 추가)

이 확장됨에 따라, 이 기능은 더 많이 사용되고, 의존될 가능성이 크다. 다

음 5년동안, 우리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 더 많은 대형 실내 장소(쇼핑몰,

오피스 지역, 교통 허브 등)을 포함하게 되고 더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한

다(Wi-Fi 핫스팟, 비컨, 통신탑에서 얻은 추가적인 위치 정보 덕분). 머신

러닝 또한 각 개인들에게 더 나은 경로를 제공해 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직장을 변환한다

스마트폰의 사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주요 동인은 비즈니스 맥

락에서 스마트폰의 더 넓고 깊어진 사용이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서로 상호작용하

는지를 재정의해왔다; 다음 5년 동안, 이미 해왔던 것보다 모바일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게 되는 것은 기업의 차례가 되어 유통매장 운영, 헬스케어,

식당, 영업 및 현장 관리부터 수십 가지의 기타 서비스 및 프로세스까지 다

양한 환경에서 일이 이뤄지는 방식을 변환시킬 것이다.

우리는 EU에서만, 노동력의 45%(약 1억명)가 모바일 기기를 주요(혹은

유일한) 업무 장비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EU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바일로 주로 수행 가능한 여러 과업들, 역할 유형 별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2017, 유럽연합 2016년 고용 데이터에 근거

참고: 모바일에서 수행 가능한 과업 총량의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우리는 역할에 있어 특정 과업의 중요성과 그 범주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했다.

역할의 유형  

 

직원 수
(단위 천명)

모바일에서
 주로 수행

가능한 총 과업의
 비율(평균)

 

 

모바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의 비율

출근부 관리 업무 할당 오피스 
소프트웨어 실행

의사소통
(동료, 고용주, 고객)

정보 접근
(업무 관련 혹은
 기업 데이터)

재고 및 제3자 
공급자 관리

하급 직원 42,479 N/A N/A

숙련 산업 직원 35,999 N/A

점원 및 숙련 서비스 직원 32,009

소기업가 24,442

기술자
및 준전문직

32,227

전문가 42,912

관리자 13,502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14

2017년 중반 시점에서, 선진국의 노동자 약 절반 가량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을 사용하고 통화를 하지만, 단지 7%만이 스마트폰으로 출근부를

제출하고, 5%만이 비용을 청구한다.37 그리고 단지 10%만이 스마트폰

을 통해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한다.

업무 목적의 스마트폰 사용 부족은 범위의 부족(Lack of scope)에서 기인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걸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책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유통매장 판매 직원부터 교통경관까지-은 노트북 PC나 태블릿

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번거로울 수 있고 완전한 키보드나 PC의 처리 능

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38 대부분의 시장에서, 적어도 절반 가량의 직

원들이 거의 혹은 전혀 책상에서 일하지 않는다.

전 세계 수억 명의 노동자들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지만,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더 나은 정보

에 기반해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이에 있어

이상적인 기기다.

기업용 앱 혹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는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

로 보이지만 발전하는 소비자용 스마트폰 앱 혹은 웹사이트의 매력에 가려

져온 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 가능한 적절한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만듦으로써 전 세계의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면 막대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2018년은 인터넷 시대의 초창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기업들

이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환시키기 위해 브라우저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핵심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관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직원들의

데이터 접근 속도와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던 때를 연상시킨다.

다음 5년 동안 많은 직업에 있어 일의 내재적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

같진 않다-지붕 수리공은 지붕을 고칠 것이고, 요리사는 요리를 할 것이다

-기술의 역할은 아마도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보다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보다 있을 것이다. 지붕 수리공에게, 잘 설계된 모바일 앱이 주

는 한가지 혜택은 더 많은 정보(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와 함

께 청구서를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되는 점일 것이다. PC가 장비된 사무실

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말이다.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의 가장 일

반적인 업무 중 하나는 식자재를 주문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설계된

웹사이트 혹은 앱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PC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달 서비스와 같은 일부 직업에서 보여져 온 것처럼, 모바일에는

더 큰 기회가 존재한다. 수백 개의 회사와 프로세스가 오래된 모델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불필요하게 워크스테이션 혹은 POS 기

기에 묶여 있거나 혹은 실시간 정보와 단절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모바

일은 더 나은 효율성을 통해 기업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소

수의 경우 모바일은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재발명을 가능하게 해 산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많이 걸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책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유통매장 판

매 직원부터 교통경관까지-은 노트북 PC나 태블

릿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번거로울 수 있고 완

전한 키보드나 PC의 처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15

모든 스마트폰에 있어 주요 차별화 요인 중 하나는 카메라, 보다 정확

히 말하면 일련의 후처리 작업-종종 독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는-이 이뤄진 후에 폰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다.

다음 5년 동안 사진 품질의 개선이 고도로 통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

웨어 덕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더욱 크고, 무거우며, 다루기 힘든 전통적인 카

메라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의 품질과 특성에 스마트폰이 근접할 수 있

게 해줄 것이다.39

전통적인 SLR 카메라 고유의 것이었던 한가지 사진 효과는 “보케”라

는 것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뿌옇게 함으로써, 피사체

가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다.40 표준적인 스마트폰에서는, 일

반적으로 이미지 전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스마트폰에서 보케 기능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고, 2017년말 시점에서, 대부분 제조사의 기

함급 모델은 이 효과를 지원한다.41 보케 기능을 갖춘 최초의 스마트폰

은 렌즈 2개에서 동시에 촬영한 이미지를 혼합한 후, 소프트웨어를 이

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도전과제는 정확하게

배경에서 피사체를 구분해 분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

케 효과의 품질은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 머신러닝은 배경과 전경을

보다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보다 정제된 알고리즘을 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전용 프로세서는 이들 합성 이미지를 이

전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 가능할 것이다. 

2023년까지, 단일 렌즈만을 이용해 확실한 보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능을 가진 첫 번째 모델은 2017년에 출시되었다.42 이 기

기는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고 동시에 촬영된 여러 장의 이미지

에서 합성 이미지를 생성한다.43 이 발전은 의미가 큰데, 스마트폰 크

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렌즈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부품 또

는 더 큰 배터리를 위한 공간이 남기 때문이다. 

다음 몇 년 동안 스마트폰에서 편재화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혁신

은 광학 이미지 안정화로, 이는 하드웨어(렌즈), 센서(자이로스코프),

프로세서를 결합해 사진 촬영시의 기기 흔들림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

이다. 만약 자이로스코프가 폰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아마도 손가락이

촬영 버튼을 누르는 데서 기인한), 이는 렌즈의 방향을 약간 조정해 기

기의 움직임을 상쇄시킨다.44 그 결과 사진 흔들림이 없어지거나 줄어

든다.45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점점 업무 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

서도 소프트웨어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업무 환경에서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명함, 영수증 혹은 안내 책

자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카메라도 이들 이미지를 복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는 내용(예. 명함을 사진 촬영할 때 같이

찍힌 탁자의 표면 등)46 혹은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일부 휴대전화에 통합될 수도 있는 한가지 카

메라 유형은 후방향 적외선 카메라로서, 열(적외선 에너지)을 감지한

다. 통합된 적외선 기능을 갖춘 카메라는 간편하고 휴대 가능하며, 장

인들이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의 혹은 사다리를

통한 이동도 가능하다. 열화상 이미지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사용이 가

능한데, 가정에서 누출의 근원을 찾고, 문제 있는 모터 엔진을 분석하

며, 가전 기구를 점검하는데도 사용된다.47

품질이 뛰어난 사진의 비율을 늘려줄 보다 많은 기법들이 스마트폰에

통합될 가능성이 큰데, 품질에 대한 기준은 공유되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진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많은 기법들이

적용되어 촬영 버튼이 눌러진 후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사용자가 찍길 원했던 것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

어 그 사진은 사용자가 실제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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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은, 기술 공급자, 화면 제조사, 기업 및 정부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 대한 다

수의 시사점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혁신으로서 그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은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

스마트폰의 시장 규모는 현재 가용한 또는 앞으로 사용 가능해질 다른 어떤 기기 모두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기 제조사들에게 복수의 파

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 중 한가지는,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차세대의 획기적 아이디어 혹은 차별화 요인을 파악하고 획득하기 위한 노력

의 초점을 끊임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 거란 점이다. 신기술을 너무 일찍 도입하면-그것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건 화면 구성이건 간에-매우 값비

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틈새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것이 프로젝터이건 IR 키보드이건 간에, 피해야만 한다. 모듈형 스마트폰의 상업적

성공은 매우 험난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촬영과 같은 특정 기능의 개선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는데 실패하는 것 또한 상당한 해가 될 수 있

다. 카메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사는 팀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그 과업에 수천 명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스마트폰의 성장 궤도는 2023년까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결국엔 둔화될 때를 대비해 제조사들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원을 분산시키게 될까?

많은 제조사들이 새로운 유형의 기기가 등장해 성장한다는데 판돈을 걸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부터 가상현실까지. 그러나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계

속 시장을 지배해 왔으며, 꾸준히 더 많은 디지털 및 물리적 기능을 흡수해 왔다. 스마트폰에 부가되는 제품을 출시하려는 시도들은 단지 소소한

성공만을 거뒀다.

나이 많은 세대가 빠르게 스마트폰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중교통 탑승부터 주차료 납부까지 더 많은 사회, 경제적 프로세스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업계 및 정부는 이들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의 교과 과정도 스마트폰을 위한 콘텐츠 창작과 코딩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치는데 더 많은 강조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PC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기업의 IT 부서는 IT 전략과 그들의 사고 방식에 어떻게 스마트폰을 통합시키는 것이 최선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IT 부서는 각각의 직원 유형별로

어떤 기기가 최선인지와 보안 강화를 위해 어떻게 스마트폰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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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유용하지만, 

주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전 세계 스마트폰 성인 사용자의 45%가 특정

활동을 위해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

고, 모든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45%가 다양한 방식-사용시간을 측정하

는 첨단 앱을 사용하거나 기기를 서랍 안에 넣어둠으로써-을 통해 자신들

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 시도할 것이라 예측한다.48 추가로, 딜로이

트 글로벌은 이러한 우려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가

장 높을 것이라 예측하는데, 전 세계 18~24세 연령층의 거의 2/3가 그들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사

용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다. (본 예측의 나머지 부분 전반에 걸쳐, 모든

통계치는 전체 인구가 아닌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가능한 사람

들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딜로이트 글로벌은 모든 연령대의 성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심지어 하루에 수백 번을-사실은 상당히 행복해 할 것

이라고 예측한다. 대신에, 그들은 집중하길 원하는 활동으로부터 스마트

폰이 그들의 주의 집중을 흩트리게 될 때의 사용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

출 것이다. 산만한 운전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많

은 이들이 수면 방해, 보행 방해, 대화 방해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될 것이

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와 사용을 제한하려

는 시도 둘 다 평균적으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40%에 달하지

만, 국가별로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설문에 응답한 일본의 스마트폰 보유

자 20% 미만만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49 멕시코인의 거의 3/4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거

의 2/3가 사용을 제한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 과다 사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비슷했다. 

뚜렷한 지역적인 트렌드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스마

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핀란드인의 비율은 노르웨이인의 약 절반

정도였다.50 한 가지 적용 가능한 패턴은 영어권 국가들이 두 가지 지표에

있어 대략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이 비율

들이 2017년보다 약간 높아지겠지만, 1% 또는 2% 이상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림 6.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와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 2017년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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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모든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아르헨티나(1,811), 호주(1,762), 벨기에(1,593), 브라질(1,743), 캐나다(1,589), 중국(1,778), 덴마크(860), 핀란드(857), 독일(1,708), 

아일랜드(933), 이탈리아(1,782), 일본(1,194), 룩셈부르크(913), 멕시코(1,789), 네덜란드(1,796), 노르웨이(925), 러시아(1,976), 스페인(1,832), 스웨덴(1,792), 터키(927), 

영국(3393), 미국(1,634)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서베이, 글로벌 판, 2017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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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가 언론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긴 하지만, 진정으로 스마트폰에 “중

독된”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적을 텐데, 3% 미만일 것이다.51 중독과 의존

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용어로,52 매우 소수의 성인들만이 스마트폰에 대한

진짜 중독으로 고생한다.53 최근 기사들은 태블릿, 스마트폰, 게임기를 “디

지털 헤로인”으로 칭해왔는데 이들 모두가 사용자의 도파민 호르몬 수준

을 높이기 때문이다.54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현상이 전자 기

기와 음식에 있어 발생하는 수준은 중독성 있는 약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

른 차원이며,55 그림 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중독적이다라고 묘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우

리는 또한 “너무 많이" 사용된다고 말할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의 스마트폰은 스위스 군용 칼 같아서, 10년 전의 수십 가지 기구들을 대

체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손목시계, 라디오, TV, 컴퓨터, 카메라, 캠코

더, 지도, 신문, 게임기, 잡지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루

에 폰을 50번 이상 들여다 보는 것은 과도한 사용의 징조나 사용 그 자체

라고 볼 수 없다; 그보다 이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극도로 유용한 기기인지

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활동이 쓸모 있다 혹은 쓸모 없다라고 구분하기

란 어렵다; 시간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며, 소셜 미디어로 교류하고 이메

일을 사용하는 등 모든 활동은 유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17년, 스마트폰 보유자들은 자신들이 하루에 평균 50번 정도 폰을 들

여다 본다고 추정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성인의 약

25%가 이 수치를 하루에 50번 이상 정도로 추정하는데, 18-24세 연령층

은 40%가 자신들이 기기를 그 정도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편, 성인의

45%와 18-24세 연령층의 58%가 그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

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중 성인의 42%, 18-24세의 47%가 사용을 제

한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성인 중 10%, 18-24

세의 20%가 사용 제한에 대해 생각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에 이 모든 비율이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사용 정도 및 과용에 대한 인식 여부에는 일부 큰 차이가 있는데, 연령 뿐

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다.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을 보유한 성인 여성의 49%가 자신들이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데, 반면 남성들은 단지 41%만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2018년에도

성별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사용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TV 또는 영화를 시청하는 동안, 대중교

통으로 통근하는 동안, 혹은 쇼핑 중에 전화기를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어

떤 면에서도 해가 되거나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

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이 이런 활동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

닐 것으로 보인다. 그림 9는 성인과 18-24세 연령층의 활동 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데이터로, 사용자들이 생각하기에 해야 할

어떤 일에서 그들의 주의 집중을 방해할 때가 아닌 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림 7. 도파민 호르몬의 상대적 증가율: 음식, 비디오 게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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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폰은 중독적이지 않다-하지만 사용 증가는 더 큰 문제를 가리킨다. 

미디엄(Medium), 2017년 4월 21일

그림 8. 2017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과도한 사용 가능성,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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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모든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34,588), 18-24(5,35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서베이, 글로벌 판, 2017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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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스마트폰 사용; 2017년 서로 다른 

활동에서 거의 항상/매우 자주/가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유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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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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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모든 성인 스마트폰 보유자(34,588), 18-24(5,35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서베이, 글로벌 판, 2017년 5-6월

그림 10. 집중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사용; 2017년 서로 다른 활동

에서 거의 항상/매우 자주/가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유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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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모든 성인 스마트폰 보유자(34,588), 18-24(5,35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서베이, 글로벌 판, 2017년 5-6월

그러나 다른 스마트폰 사용 활동은 사용자들의 주의를 흩트려, 다른 사람

들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사용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

에 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활동에 대한 2017년 딜로이트 글로벌의

데이터를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56 다시 한번, 연령 집단마다 차이가 있

을 가능성이 큰데, 젊은 스마트폰 보유자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때에도 스

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하지만 다른 인구통계적 차이도 또

한 나타난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남자들은 가끔은 운전시에 산만해질 가

능성이 좀 더 높은데, 그러한 남성의 비율은 15%로, 여성의 11%와 비교

된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여성의 거의 60%가 밤중에 수면을 중단하고 전

화를 확인한다. 그리고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룩셈부르

크의 사용자들의 60% 이상이 밤중에 전혀 전화를 확인하지 않지만, 중국

및 터키의 응답자들 80% 이상은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유사하게,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상당한 국가별 편차가 있다(혹은 적어도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비율). 영국과 아르헨티

나에서는, 오직 6%~7%의 스마트폰 소유자가 운전할 때 정기적으로 스

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핀란드와 터키에서는, 그

수치가 3배 이상 높아서 20%가 넘는다. 

연령 집단마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젊은 스마트폰 보유자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때에도 스마

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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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체와 개별 사용자 양쪽에 있어,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횟수라는 어떤 임의의 숫자가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소비자들이 TV 대신에 스마트폰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영상을 시청하고,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자 상거래가 스

마트폰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딜로이트 글로벌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횟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것이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고 본다.

대신에, 2018년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줄여야 하는 특정 상황에서 자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자, 네트워크 운영자 모두가 협업하여 소비자들이 덜 산만한 수면, 운전, 보행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

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이런 추진계획은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다른 것들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차

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웹사이트는 산만한 주행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앱들의 목록을 제공한다.57

하지만 그림 11이 보여주듯이, 일반적인 상황(운전과 같은 특정한 활동 중이 아니라)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첨단 소프트웨

어 기술-혹은 어떤 종류의 기술도-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단지 응답자들 중 4%만이 사용 정도를 측정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앱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편 가장 인기 있는 사용제한 기법에는 전화기를 끄거나 알림을 해제하는 방식이 수반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제한 방법은 전

화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었다.

결론

그림 11.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스마트폰 보유자들이 취하는 방법

사용 정도를 측정하는 앱을 다운로드

사용을 제한하는 앱을 다운로드

혼자 있을 때 전화기를 가방/주머니에 넣어둠

밤중에 전화기를 침실 밖에 둠

화면 알림을 해제

앱을 삭제

셀룰러 데이터 연결을 끔

방해 금지 혹은 비행기 모드 상태로 전환

밤중에 전화기를 끔

소리 알림을 해제

사람들과 만날 때 전화기를 가방/주머니에 둠

0% 5% 10% 15% 20% 25% 30% 35% 40%

가중치 기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 노력하는 모든 스마트폰 보유자(14,410)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서베이, 글로벌 판, 2017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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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저기술 기법이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는 먹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을 제한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국가를 평균했을 때, 5% 차이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성공적으로 통제한다 생각하고 있었

다: 23% 대 18%. 7개 국가에서, 사용을 줄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수치는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10% 이상 컸는데, 브라질(19%), 터키(20%)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로 성공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줄이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중국

은 사용을 제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람들보다 10% 가량 많았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에 대하 걱정하지만, 최근 논쟁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것이었다-그리고 사회적 고립부터 우울증 심지어 죽음(예를 들어, 매년 소수의 사람들이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다)까지 극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것들이었다.58 2017년 9월, 더 애틀랜틱(The Atlantic) 매거진은 이 문제에 대한 시대정신을 요약하는 장문의 기사를 싣기

도 했다: “스마트폰이 한 세대를 파괴해왔는가?”59

그림 12. 모바일 사용을 제한: 스마트폰 보유자의 성공 대 실패 비율

0%

10%

20%

30%

40%

50%

나는 노력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한다

미
국

캐
나
다

멕
시
코

브
라
질

아
르
헨
티
나

중
국

일
본

호
주

영
국

아
일
랜
드

독
일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룩
셈
부
르
크

스
웨
덴

덴
마
크

핀
란
드

노
르
웨
이

이
탈
리
아

스
페
인

터
키

러
시
아

나는 노력하지만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가중치 기반: 모든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아르헨티나(1,811), 호주(1,762), 벨기에(1,593), 브라질(1,743), 캐나다(1,589), 중국(1,778), 덴마크(860), 핀란드(857), 독일
(1,708), 아일랜드(933), 이탈리아(1,782), 일본(1,194), 룩셈부르크(913), 멕시코(1,789), 네덜란드(1,796), 노르웨이(925), 러시아(1,976), 스페인(1,832), 스웨덴
(1,792), 터키(927), 영국(3393), 미국(1,634)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모바일 서베이, 글로벌 판, 2017년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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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경고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작가인 더글라스 아담스(Douglas Adams)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기술에 반응하는지

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경고를 보아왔고, 10년전에는 비난의 대상이 검색 엔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전

에는 인터넷, 비디오 게임/컴퓨터 게임61 그리고 컴퓨터 그 자체 또한 모두 유해하다고 딱지 붙여져 왔었다. 미국 상원 법사 위원회는 1954년 만화

책이 젊은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었고62, 1956년에는 락앤롤 음악이 대상이었다63. 그전에는 (시대 역순으로) TV, 라디오, 축음기, 학교,

소설, 일반적인 인쇄된 책(1500년대)에 대해 경고가 울렸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조차 어린이들이 글로 기록하는 것에 의존해서

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들의 암기력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64

우리가 또 다른 예측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도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다. 

01. 당신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며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의 자연스런 일부다.

02. 당신이 15세일 때 그리고 35세일 때 사이에 발명된 어떤 것도 새롭고 흥미진진하며 혁명적인 것이고 아마도 당신이 이에 관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03. 당신이 35세일 때 이후에 발명된 어떤 것도 만물의 자연스런 체계에 반하는 것이다.60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경고를 보아왔고,

10년전에는 비난의 대상이 검색 엔진이었음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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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페달을 밟아라: 차세대의 머신러닝 칩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머신러닝을 가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칩의 25% 이상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와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s)이 될 것으로 예

측한다. 이들 새로운 종류의 칩은 획기적으로 머신러닝의 사용을 증가시켜,

애플리케이션이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게 해주고 동시에 반응성, 유연성,

역량을 더욱 강화해 접근 가능한 시장을 더욱 확장 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획기적인 변화다; 2016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접근법을 수반한 거의 모든 머신러닝 방식은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표준적인 GPU(Graphics Processing Unit)와 CPU(Central Processing

Unit)의 조합을 사용했었다.

딜로이트는 2016년에 약 10만개에서 20만개의 GPU칩이 머신러닝 용도

로 판매되었다고 추정한다.65 GPU 시장은 2018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측된다. 또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20만개 이상의 FPGA와 10

만개의 ASIC이 판매될 것이다. 각 종류 칩의 금액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

문에, 딜로이트 글로벌은 머신러닝칩 시장 각 부분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서는 예측하지 않고, 다만 칩의 출하량에 대해서만 다룬다. 한 애널리스트

는 2022년까지 머신러닝 가속기 시장이 인정하건대 매우 폭 넓은 범위인

45억 달러에서 9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66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칩 출하량 기준으로 GPU와 CPU가 여전히 머

신러닝 칩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일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로운 종류의 칩이 머신러닝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증가시

킬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게 해주고, 동시에

더 반응성, 유연성, 역량을 강화해 접근 가능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

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머신러닝 용도의 칩 판매는 단 2년만에 최

소한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은 2018년을 넘어서 지속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서의 머신러

닝을 위한 GPU의 현재 선도 기업은 훈련 및 추론 가속을 위한 총 가용시장

이 2020년까지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

다.67 이는 비록 아마도 수천만 개는 아니라 해도 다양한 종류의 칩들이 매

년 수백만 개 팔리는 것에 해당된다.

그림 13. 글로벌 데이터 센터 대상 머신러닝 칩의 연간 최소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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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추정치, 2017년, 공시된 가용한 정보에 기반함. 전체 방법론은

권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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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처리를 수행하는 이진법 컴퓨터는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었고, 많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계산적

도전과제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은 규칙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수행하기가 매

우 어렵다. 생물학적 뉴런(Neuro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영감을 받

아, 1943년 과학자들은 인공신경망을 위한 계산 모델을 창조했다.68

이어지는 다음 수십 여년 동안, 연구자들은 많은 형태의 인공신경망을

만들었다. 초기에, 그들은 주로 메인프레임과 미니 컴퓨터에서 실행되

었지만, 1980년대 말에는 PC 방식의 CPU를 이용하는 기계로 주로 구

현되었다. 

인공신경망이 생물학적 뉴런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 아님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진짜 뉴런의 작동 방식의 단지 특정 측면에서만 영

감을 받았을 뿐이다. 일부 칩들은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에 보다 가깝

게 동작하지만, 아래서 논할 것처럼, 이들을 인공신경망 자체와 혼동

해서는 안된다.

2009년, 연구자들은 고도의 병렬처리 능력을 사용해 컴퓨터 게임 화

면을 그려 내는데 매우 탁월하고, 적절한 가격대와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진 GPU가 또한 인공신경망을 통한 머신러닝에도 매우 뛰어남을 발

견했다. 처음에 이들 칩은 GPU가 아니라 “그래픽 가속기”로 불렸었

고, CPU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졌다. GPU는 수많은

독립적인 작은 프로세싱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병렬 처리 작

업에 우월한 반면, CPU는 순차 처리에 더 뛰어나다. 모든 연산 문제가

병렬로 더 잘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디오 게임 그래픽을 빠르게

렌더링하는 것은 병렬 처리를 통해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

머신러닝 작업에 있어, GPU(CPU를 일부 섞어서)를 사용하면 CPU만

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솔루션보다 정확한 작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10에서 100배 사이로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밝혀졌다.69 이런 빠

른 속도는 혁명적이었고 획기적으로 머신러닝 하드웨어와 솔루션 시

장을 확장시켰다. CPU는 여전히 사용되지만, GPU 덕분에 전체 시장

규모가 커졌고, 머신러닝은 2009년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머신러닝의 과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훈련(Training)과 추론(Inference)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

를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시스템에

게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혹은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

미지 중 일부는 사람에 의해 “고양이”로 꼬리표가 붙여지고 나머지들

은 “고양이 아님”이라고 분류된다. 컴퓨터가 꼬리표가 붙여진 이들 이

미지에 노출되면, 이는 새로운 이미지에서 고양이의 존재 여부를 감지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이것이 훈련 부분이다. 일단 알고리

즘이 생성되면, 주어진 이미지에서 고양이를 인식하는 실제 프로세스

는 추론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2016년까지, 훈련과 추론

모두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GPU 및 CPU가 장치된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말이

다. 비록 비 CPU 및 비 GPU를 이용한 머신러닝 하드웨어의 첫 번째

사례는 훈련보다는 추론을 위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그 조합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지금 시점에서, 일부 기업들은 FPGA와

ASIC을 추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훈련과 추론

모두에 사용하고 있다.

인공 신경망, 머신러닝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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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머신러닝 목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GPU: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판

매되어 머신러닝 목적으로 사용된 GPU는 컴퓨터 게임에 이용되는 칩 및

기판과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게임용 GPU는 머

신러닝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의 CPU보다 인공신경망의

실행에 있어 훨씬 뛰어났다. 2018년, GPU 제조사들은 머신러닝을 위해

최적화된 특별한 GPU를 내놓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Nvidia)의

볼타(Volta) 아키텍처는 전 세대의 파스칼(Pascal) 아키텍처보다 딥러닝

훈련은 12배, 추론에는 6배가 뛰어날 것이라고 한다. 딜로이트는 이들 새

로운 칩이 연간 수십만 개 단위로 판매될 것이라 예상한다.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CPU: 한편, CPU 제조사들은 기존의 표준 CPU를 머

신러닝에 최적화한 변종 칩을 출시하고 있다. 인텔의 최신 나이트 밀

(Knights Mill) 칩은 머신러닝에 최적화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용 CPU보다

4배 뛰어난 머신러닝 성능을 제공한다.70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FPGA: FPGA 칩은 애플리케이션 혹은 기능에 맞게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직접 회로다. 이들은 현재 몇몇 기업들에

의해 다양한 구성으로 제조되고 있다. FPGA 관련 시장에서 2016년 연간

수백만 개의 칩의 판매가 이뤄졌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71

2017년 초반에 출간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72 딥 뉴럴 네트워크(Deep

neural network) 작업 중 일부에 있어 FPGA는 속도 그리고/또는 전력 효

율성에 있어 GPU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데 차이의 정도는 편차가 크

다고 한다. 일부 작업은 단지 50% 정도만 빨랐지만, 어떤 다른 작업들은

440%가 빨랐으며, 일부는 아주 조금 더 빨랐지만 와트(Watt) 당 성능 측

면에서는 130% 더 뛰어났다(열이 한계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

서 와트 당 성능이 가끔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FPGA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잘 이용되고 있다. 대형 클라우드 서

비스 공급사들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서

비스의 일부인 추론 기능을 FPGA 칩을 이용해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2017년 여름 대중에 공개하면서 “수십만 개”의 칩들이 이미 사용 중

이라고 밝혔다.73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바이두(Baidu) 또한 비록 칩

들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신러닝 목적으로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에서 FPGA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74 그리고 물론 이는 세계 최대의 데

이터 센터용 CPU 제조사인 인텔과도 관계가 있는데, 인텔은 2016년 알테

라(Altera)의 인수를 통해 세계 제2위의 FPGA 제조사를 확보했다. 2018

년 머신러닝 목적의 FPGA 칩 출하량은 최소 2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 이 수치가 더 커질 것임은 거의 확실하지만, 정확히 얼마만큼 클 것인

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ML-최적화된 ASIC: ASIC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칩으로서 많은 대기

업들이 제조하고 있다. 2017년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약 150억 달러에 달

했다. CPU와 GPU는 상당히 범용 목적의 칩이고, 매년 수백만 개가 제조

된다. CPU와 GPU는 칩 한 개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경향이 있고, 많은 전

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FPGA 칩은 단지 수백 개의 칩이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시장에 빠르게 출하되고, 전력 효율성

이 일반적으로 CPU와 GPU보다 뛰어나며, ASIC에 필요한 시간, 예산 혹

은 물량이 충분치 않거나, 필요할 때 동적으로 칩을 재프로그래밍할 역량

이 없는 경우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다.

직접 회로 기술의 역사에서, 특정 과업은 먼저 범용 목적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된 후, 다음엔 FPGA에서, 그 다음으론 맞춤 ASIC에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SIC이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가 적어 효율성이

뛰어난 경우가 많지만, ASIC을 설계하고 제조가 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하

려면 수천만 달러가 들 수 있다. 따라서, ASIC은 시장의 활용이 확실한 임

계 규모에 도달해서 ASIC 솔루션의 장점이 매력적이 될 때에만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에 있어, 다양한 ASIC이 2018년과

그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머신러닝을 위해 설계된 ASIC의 한가지 사례로 텐서 프로세싱 유닛(Ten-

sor Processing Unit, TPU-하단 참조)이 있다. 그리고 인텔의 너바나(Ner-

vana) 칩과 같은 다른 칩들이 2018년 초부터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75 후지쯔(Fujitsu)는 또한 2018년부터 가용해질 DLU(Deep Learn-

ing Unit)이라 불리는 칩을 출시할 계속이다.76 출하량은 예측하기가 어렵

다;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다.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들 중 하나인 마이

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서비

스의 일부인 추론 기능을 FPGA 칩을 이용해 구

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2017년 여름 대중

에 공개하면서 “수십만 개”의 칩들이 이미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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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 구글은 TPU라 불리는 머신러닝을 위한 일련의 ASIC을 개발했다.

TPU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우(TensorFlow-이 또

한 구글이 개발)를 실행하는데 최적화되었다.77 1세대 TPU는 2016년 발

표되었고, 2세대 칩은 2017년 5월에 소개되었다.78 칩 시장의 진화에서

흔한 일이지만, GPU 대비 TPU의 상대적 성능 우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

고 있다. 그러나 추론 업무에 대해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된 시험에

따르면, TPU는 특정 GPU와 비교해 성능 우위를 보여줬는데, GPU가 CPU

와 비교해 그러했던 것처럼, 10에서 50배의 우위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TPU의 GPU 대비 절대 성능 우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조차, 와트 당 성

능은 항상 현저히 우세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대부분의 추론 작업을 실

행하는 대형 서버 팜과 같이 전력의 제약을 받는 응용 분야에 있어, 이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TPU는 훈련이 아닌 단지 추론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2세대 기기는 아마도 훈련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 추론 업무에 대한 GPU 대비 TPU의 상대적

성능 우위가 훈련 업무에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TPU의 실제

출하규모는 구글에 의해 공개된 바 없지만, 약 10만 개 정도일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79

저전력 머신러닝 가속 칩: 시간이 흐름에 따라, 딜로이트 글로벌은 저전력

에서도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다른 칩들의 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

의료 기기가 주요 대상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기기에서 머신러닝 추론을 실행하는 모바일 칩의 개수가 5억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80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한 가지

사례는 인텔의 모비디우스(Movidius) 칩인데, 이는 특히 시각 처리를 위

한 머신러닝의 가속에 사용된다.81

이동 가능하거나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볼 때, 필

요 전력은 기껏해야 밀리와트(Milliwatt) 단위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대조적으로, 머신러닝용 GPU는 칩 1개당 250와트를 빈번히 소비하

고, TPU조차 약 75와트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막대한 규모

의 전선에 연결된 냉각팬으로 온도를 낮추는 카드형 장비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 킬로와트의 열을 냉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에

어컨 장비를 갖춘 빌딩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생성되는 열은 해결하기

힘든 도전과제다.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활용 목적에 있어, 전력 소모는 10밀리와트 미만으

로 낮춰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작동할 필

요가 있는 머신러닝 칩은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없고 많은 열을 방출해서

도 안된다; 이런 칩의 전력 소모는 마이크로와트(Microwatt) 혹은 그 미만

으로 측정될 수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혹은 기타 모바일 기

기에서 전력 소모 허용 범위의 상단에서 동작 가능한 상업용 칩은 존재하

지만, 하단에서 동작하는 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2018년에도

변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1년 혹은 2년 후에는, 저전력 머신러닝 칩에 대

한 상당한 진보가 이뤄질 것이다; 2017년초에, 한 대학교의 연구소는 단

지 288마이크로와트밖에 소모하지 않는 머신러닝칩을 제작했다.82

기타 머신러닝 가속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최적화될 자체적인 ASIC

(혹은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다.

본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들 기업은 수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자

신들의 솔루션이 현재 GPU/CPU 솔루션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특히 낮은 수준의 정확도 연산에서 그러할 것이라

고 한다. 아직까지 상업적 규모로 이들 솔루션을 판매한 업체는 없는 듯하

다. 따라서 2018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8년 및 그 이후에는, 이들 기기가 시장의 일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뉴로모픽(Neuromorphic) 칩: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분류 어디에도 속

하지 않는 추가적인 종류의 칩이 있다. IBM의 트루 노쓰(True North) 칩

은 뉴로모픽 칩이라 불리는 종류 중 하나인데, 이는 매우 에너지 효율적으

로 머신러닝 작업을 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83 현재 시점에서, 이들

칩을 데이터 센터에서 상업적인 규모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미군은 머신러닝 용도로 이 기술을 탐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84 2018년의 뉴로모픽 칩의 출하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0만 개

미만일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1만 개 미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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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에 있어, 기계(이 경우, 반도체 칩)의 큰 변화가 산업의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CPU만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CPU+GPU 솔루션

으로 이동이 이뤄진 후, 산업의 유용성과 편재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0에서 50배 빠른 칩을 사용하는 것이 이를 다시 한 번 가능케 할 것이

다. 만약 다양한 FPGA와 ASIC 솔루션이 유사한 수준의 처리 속도, 효율성, 비용의 개선 혹은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조합된 개선을 제공한다면, 비

슷한 수준의 유용성 및 도입의 폭발적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긴 해도, 특정 작업에는 머신러닝이 매우 뛰어나지만, 어떤 과업에는 머신러닝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들 새로운 칩은 기업이 더 적은 비용과

전력을 사용해 주어진 수준의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칩 자체만으로는 더 나은 혹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

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 새로운 칩이 이룩한 결과가 단지 머신러닝을 10, 100 혹은 1000배 더 저렴하게 만든 것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혁명적인

것일 수 있다. 유명한 전례가 있는데, 알루미늄이 처음 제련되고 생산되었을 때는 너무 비싸서 워싱턴 기념비에 황금 대신에 사용되었고, 프랑스

황제는 이 새롭고 거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물질로 제조된 식탁용 날붙이를 사용한 반면, 덜 중요한 손님들은 순금 도구로 만족해야 했다.85 1880년

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을 제련하는 새로운 공정이 발명되었고, 가격은 엄청난 규모로 떨어졌다.86 금속 자체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

었다; 다만 훨씬 싸졌을 뿐이다. 그 결과, 이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물건이 아닌 많은 산업에서 고도로 유용하고 보다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되었

다. 머신러닝 가격의 변화는 유사한 격변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욱 좋아지는 것은 단지 칩뿐만이 아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기업에서의 보다 집중적인 머신러닝의 활용을 약속하는 중요한 발전 요인

들을 파악했다. 이들 발전 중 일부는 ML을 쉽고, 저렴하며, 더 빠르게(혹은 이 세가지의 조합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기초 경제학 강의만 들어도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이는 머신러닝 시장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른 발전들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또한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이런 발전에는 다른 예측 기사인 “머신러닝: 상황이 치열해 지고 있다”에서 파악한 핵심 개선사항과 (앞서 논의한 칩의 개선에 더해) 데이터 과학

의 자동화, 필요한 훈련 데이터의 축소, 머신러닝 결과물에 대한 더 나은 설명, 지역적인 머신러닝의 배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개선이 함께 합쳐져,

2018년말까지 기업들이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강도를 배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적으로 머신러닝을 완전한 주류 기술로 만들어, 기업들

이 인재, 인프라 또는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여러 산업에 걸쳐서도 머신러닝의 새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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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머신러닝의 사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의 구현과 파일

럿 프로젝트의 숫자는 2017년과 비교해 2배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 다

시 2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가로, 머신러닝 API와 같은 실행기술과 특화

된 하드웨어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 가용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술 발

전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일반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 경험을 통한 시스템의 학습과

개선-데이터에 대한 노출을 통해-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혹은 인지

기술이다. 

머신러닝과 인지 기술에 대한 열광과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

들은 단지 소규모로만 관련 기술을 전개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미국 경영진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자신들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지 기술을 사용하고 관련 활동에 익숙

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들 중 62%가 5건 이하의 관련 시스템이 구현되었

고 동일한 숫자의 시범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87

그러나 5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발전이 머신러닝 솔루션의 개발을 보다 쉽

고 빠르게 만들고 또한 이 강력한 기술의 도입을 제약하는 일부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이다. 이들 방향성을 따른 진보는 머신러닝에 대한 더 많은 투

자와 기업 내에서의 사용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2018년말까지 기

업들의 머신러닝 관련 시범 사업과 실제 배치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

때까지, 머신러닝을 가지고 작업하는 대기업의 2/3 이상이 10건 이상의

실제 배치 그리고 비슷한 숫자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투자와 채택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AI와

ML에 대한 투자가 2017년 120억 달러에서 2012년까지 576억 달러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한다.88 하지만 머신러닝의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 LLP는 최소 5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인지 컴퓨팅에 대

해 적극적인 기업들의 “인지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 내 경영진을 대상

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5,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격을 갖춘 응답자들은 기술에 대해 중

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이 기술 사용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인지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매우 열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60%)의 기업 당 실제 구현 사례와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의 숫자는

단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89

무엇이 머신러닝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는가? 자격을 갖춘 실무자의 공급

이 부족하다.90 머신러닝을 위한 도구와 프레임워크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진화중이다.91 일부 머신러닝 모델 개발 기법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집

합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92 심지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일부 머신러닝 모델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는

데, 모델의 내부 작동방식을 헤아릴 수 없고 일부 경영진은 그들이 이해하

지 못하는 시스템에 근거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는

규제에 의한 제약인데, 기업의 의사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나 의사결정

결과가 보호받아야 하는 특정 인구 계층을 차별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93 블랙박스 모델은 아무리 산출물이 정확하거나 유용하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딜로이트 글로벌은 머신러닝 발전의 5가지 핵심 방향성이 기업의

기술 활용을 보다 심화 시킬 것임을 파악했다.

이들 5가지 발전 중 3가지-자동화, 필요 데이터 축소, 훈련 가속-는 머신러

닝을 더 쉽고,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만들 것이다(혹은 이들의 조합을).

이들은 머신러닝 시장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 2가

지-모델의 해석가능성, 지역적 머신러닝-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용을 가

능케 하는데, 이 또한 시장을 확장 시킬 것이다.

머신러닝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에서도 개선될 것이며 너무나 빠르게 진화

해 올해 중도에서도 또 다른 핵심 개선점이 등장할 수도 있다.

딜로이트가 파악한 5가지 발전 방향성을 적용 범위가 넓은 사항 순서대로

아래서 상세히 설명한다.

1.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 데이터 탐색과 특성 파악 작업과 같이 일반적으

로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 시간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시간 소모적인 머

신러닝 관련 작업은 점점 더 자동화가 가능하다.94

종종 오해 받곤 하는 전문지식 분야인 데이터 과학은 사실 예술과 과학이

섞여 있다. 데이터 과학자가 시간을 소모하는 작업들-데이터 정리부터 예

비적 데이터 분석, 특성 파악, 특성 선택, 예측적 모델링, 모델 선택 등등까

지-은 전체 혹은 일부분 자동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숙박 손님과 주인

을 위한 고객 생애가치 모델을 만드는 동안, 에어비앤비의 데이터 과학자

들은 다수의 알고리즘과 특성 파악 단계를 시험하기 위해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행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자동

화는 그들이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발견 가능하게 해주었

고, 그 결과 정확도가 5% 이상 개선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95

머신러닝: 상황이 치열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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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들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들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를 위한 도구와 기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머신러닝의 개념 증명을 위한 시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96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는 데이터 과학자의 생산성이 훨

씬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의 심각한 공급부족

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기업이 머신러닝 관련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

게 해줄 것이다. 

2. 필요한 훈련용 데이터 규모의 축소.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에는 최대 수

백만 건의 데이터 요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막대한 장벽이 될 수 있는

데, 훈련을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작업은 고도로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단 결과가 추가된 MRI 이

미지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자. 방사선 전문의를 고용해서 시

간 당 6장 꼴로 1,000건의 사진을 리뷰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에는 3

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우

려 또한 우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머신러닝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의 규모 축소를 목표로 하는 다수의

유망한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한가지 방식은 합성 데이터의 사용이 수반

되는데, 이들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흉내내기 위해 알고리즘 기

반으로 생성된다.97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한 팀은 과거에 필요했던 데이

터 규모의 1/5에 불과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

는 도구를 시험해 보았는데, 이는 나머지 80%의 데이터를 합성해 사용한다.

합성 훈련 데이터는 또한 데이터 과학 솔루션의 크라우드소싱을 향한 가능

성을 열어줄 수 있다. 다수의 조직이 제3자를 참여시켜 머신러닝 문제 해

결 모델을 고안하게 하고 외부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지고 작업할 수 있

는 적절한 데이터 집합을 공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98 MIT의 연구진은 실

제 데이터 집합을 이용해서 합성 대안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는 진짜 데

이터 집합을 공개할 필요없이 예측 모델의 개발을 크라우드소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다. 15번의 시험 중 11번에서, 합성 데이터로부터

개발된 모델은 실제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과 동등한 성과를 기록했다.99

필요한 훈련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또다른 기법은 전달 학습이다. 이 접근

법에서, 한가지 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은 이

미지 인식 혹은 언어 번역과 같이 유사한 영역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

할 때 지름길의 역할을 한다. 일부 머신러닝 도구 공급사는 자신들의 전달

학습 기능이 고객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 훈련 예제의 숫자를 몇 자릿수 단

위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00

3. 훈련 가속. “가속 페달을 밟아라: 차세대의 머신러닝 칩” 예측 기사에서

상세히 서술한 것 같이, 기존 기업 및 스타트업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특화

된 하드웨어(GPU, FPGA, ASIC 등)을 개발해, 필요한 계산의 수행 과정과

칩 내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속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필요

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들 전용 프로세서는 기업의 머신러닝 훈련 및

실행 속도를 몇 배로 가속할 수 있어, 그 결과 연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

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팀은 GPU를 이용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특정한 대화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1년만

에 완성했다. CPU를 이용했다면, 5년이 걸렸을 것이다.101

구글은 자사 고유의 AI 칩인 TPU를 신경망 실행을 위해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TPU를 CPU와 GPU 아키텍처에 추가함으로써 12개 가량의 추

가적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102

이들 특화된 AI칩의 얼리 어답터들에는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 분야의

주요 기술 제공업체와 연구소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유통, 금융, 통신업과

같은 분야로도 도입이 확대 중이다. 모든 주요 클라우드 공급업체(IBM, 마

이크로소프트, 구글, AWS)가 제공하는 GPU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과 함

께, 가속된 훈련은 주류화되어 머신러닝을 작업하는 팀들의 생산성을 높

이고 기업이 실행하기로 선택한 다수의 적용 방안의 숫자를 몇 배로 늘릴

것이다.

4. 결과의 설명. 머신러닝의 업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인상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머신러닝 모델은 심각한 결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모델이 블랙박스(black box)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어떻게 모델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이는 모델을 많은 적용분야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그 이유는 모델이 생성한 답안에 대한 신뢰 문제부터-예를

들어, 언제 고객이 장려금을 받는가 하는 것-규제 준수 문제까지 다양하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금융산업은 연방준비은행의 모델 리스크 관리

에 대한 지도 감독 서한인 SR-11을 준수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여러 요

건 중 하나는 모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103

특정 머신러닝 모델의 블랙박스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다수의 기법이 개발

되어, 모델을 보다 해석 가능하고 정확하게 만들고 있다. MIT의 연구진은

정확한 예측과 그 예측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신경망을 훈련하는 방법론

을 실증해 보여줬다.104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30

일부 기법은 상업적 데이터 과학 상품으로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데이

터 과학 자동화 플랫폼인 H2O 드라이버리스AI(H2O Driverless AI),105 데

이터사이언스닷컴(DataScience.com)의 새로운 파이썬(Python) 라이브

러리인 스케이터(Skater),106 데이터로봇(DataRobot)의 보험 가격책정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 등이 그런 상품이다.107 해석 가능한 머신

러닝 모델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생명과학, 헬스케어와 같이 고

도로 규제 받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머신러닝의 사용을 강화하고

앞으로 시범 사업과 실제 배치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인 활용처에는 신용 평점, 추천 엔진, 고객 이탈 방지, 부정 적발, 질

병 분석 및 치료 등이 있다.108

5. 지역적 배치. 머신러닝은 필요한 지역에 이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과 함

께 성장할 것이다. 딜로이트가 작년에 예측했듯이, 머신러닝은 점점 더 모

바일 기기와 스마트 센서에 적용되고 있고, 기술의 적용 범위를 스마트홈

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기술, 산업적 사물인터넷으로 확장

하고 있다.109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등을 포함한 기술 업체들은 휴대용

기기에서 이미지 인식 및 언어 번역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벼운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구글은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장 학습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카페2고(Caffe2Go)를, 애플은 코어(Core) 머신러닝을 기기

상에서 프로세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110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랩의

노력은 10에서 100배까지 작아진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111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인텔, 퀄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

체 제조사들은 머신러닝을 모바일 기기에 이식하기 위해 전력 효율적인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112 스마트폰이 점점 더 머신러닝을 위해

적용가능한 실행 대안이 되어가는 상황과 함께, 잠재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머신러닝 시범 사업과 실제 배치 건수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보통 사람을 위한 안내서
-용어 정의와 설명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리, 애널리틱스

모델링, 비즈니스    분석을 채용해 매우 규모가 크거나 비체계적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데이터 집합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다학

제적 전문 분야

훈련 데이터: 일련의 데이터 입력값과 상응하는 데이터 출력값 간

의 관계를 발견하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예를 들

어 주택의 판매 기록에는 3가지 속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면적, 건

축연수, 학군 등이 입력값으로 작용하고 판매 가격은 결과값이 된

다. 알고리즘은 이들 3가지 속성과 판매 가격 간의 관계를 발견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델로 그러한 관계를 포착하면 단지 이들 3

가지 속성만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다른 집들의 판매 가격을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모델을 만들거나 학습하기 위해 훈

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박스(Black box): 명확하지 않은 내부 작동방식을 가진 모든

것. 블랙박스 머신러닝 모델은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의료

진단 결과 혹은 신용 평점-를 산출한다. 화이트박스 모델은 대조적

으로, 내부 작동 방식을 밝혀, 모델이 어떻게 그런 결과에 도달했

는지 이해 가능하게 해준다. 

해석 가능성(Interpretability): 이런 맥락에서의, 왜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113

데이터 정리(Data wrangling): 사용과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복잡

하고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 집합을 정제, 정리하는 작업

데이터 탐색(Data exploration): 데이터 집합을 이해하고 데이터

의 핵심 특성을 요약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단계

특성 파악(Feature engineering): 머신러닝 모델을 위해서 데이터

에 존재하는 가공되지 않은 특성으로부터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적절한 데이터 특성을 표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

신경망(Neural network): 어떤 형태의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연결된 교점(Node)들의 계층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간 두뇌

의 뉴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며, 그 안에서 시스템은 스스로 훈련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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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적으로, 머신러닝 발전의 5가지 방향성은 2018년 말까지 기업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정도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들 방향성은

머신러닝을 주류 기술로 만들 것이며, 기술의 발전은 기업이 인재, 인프라 혹은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여러 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활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과학자들의 과중한 업무 중 일부를 자동화할 기회를 탐색하고, 컨설턴트에게 어떻게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 훈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난관에 의해 종종 생기는 병목을 완화할 수 있는 데이터 합성 및 전달 학습과 같은 새로운 기법의 동향을 주시한다.

• 클라우드 공급사들이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무슨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지 파악한다. 만일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작업을 수행한다면,

기존 조합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머신러닝의 해석 가능성을 개선하는 최신 기법들을 탐색하라. 이들 기법은 아직 상업적인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머신러닝의 해

석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 차세대 칩의 제조사들이 발표한 성능 지표들을 살펴보아, 언제쯤 칩의 기기 장착이 가능해질지를 예측하는데 참조하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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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가 온라인 세계에서 번창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생방송과 이벤트 생중계가 5,450억 달러의

직접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가 증가한 금

액이다.114 라이브 관련 매출의 거의 대부분(5,370억 달러, 총매출의

98.5%)은 전통적인 부분에서 발생하고(그림 14 참조), 나머지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e스포츠에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115

라이브는 주문형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능력과 원격으

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방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

기를 유지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대한 경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은 시대임에도, 소

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길 원하는 방식이 “지금”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

면 실시간 라이브의 설렘과 제공의 편의성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디

지털은 사실 라이브 콘텐츠를 보다 생산적이고 수익성 높게 만들었다. 

TV 및 라디오 방송은 2018년 모든 라이브 관련 매출의 72%를 창출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그림 14 참조), 광고와 구독료로 3,58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2018년 TV 광고 매출은 1,880억 달러, 유료 TV의 실시간

시청 지분은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116 딜로이트는 유료

TV의 예상 매출 중 85%가 실시간 시청과 연관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선택된 시장에서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를 갖춘 가정에서 녹화가 아닌 생방

송으로 TV를 시청하는 지분에 대한 딜로이트의 추정치에 근거한 결과다.117

대중매체에 대한 경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은 시대임에도,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길 원하는 방식이 “지금”인 경우가 많다. 왜냐

하면 실시간 라이브의 설렘과 제공의 편의성 때문이다.

그림 14. 라이브 관련 매출, 2018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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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일부 시장에서 젊은 연령 집단의 TV 일일 시청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아이들은 문제없다: 18-24세 연령층의 TV 시청 트렌드는 변곡점

에 도달하지 않았다” 예측 기사 참조), 실시간 시청은 전반적으로 중요성

을 유지하고 있다. 주문형 비디오 구독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

고 그러하다. 2018년 주문형 비디오 구독서비스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3

억7,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18 미국, 영국, 벨기에를 포함한

일부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DVR의 가용도와 주문형

비디오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TV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시청자 중 2/3가 DVR이 가용한데,119 2017년 1분기 성

인 시청자의 TV 방송 평균 시청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10분이 줄어든 261

분이었고, 2,500만 모든 성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줄어든 총 시청시간을

누계하면 25억분(4160만 시간)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 TV 시청자들은 여

전히 매일 651억 분(11억 시간)을 TV 시청에 사용하고 분기 기준으로는

1,010억 시간을 소비한다.120 광고주들에 대한 TV의 지속적인 매력을 설

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치다.121

디지털 플랫폼은 콘텐츠의 주문형 시청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한 라이브 콘

텐츠를 배포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2018년에, 딜로이트는 디지털 플랫

폼이 2017년의 경우와 같이 계속해서 생방송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 아마존은 미국 시장에서 목요일 저녁 전미 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 경기 10건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

했다.122 이들 경기는 프라임 서비스 구독자들에게 가용하고 또한 TV에

서도 방송된다. 또한 아마존은 영국에서 아마존 채널 서비스를 시작했

는데, 이 서비스는 디스커버리(Discovery), ITV, 유로스포츠(Eu-

rosprot), MGM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실시간 TV 채널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포함된 주문형 콘텐

츠에 추가된다(추가 비용 지불 필요).123

• 트위터는 2016년 10건의 NFL 경기를 실시간 스트리밍했는데,124

2017년 5월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드라마를 포함해 16건의 실시간 스

트리밍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125 트위터는 또한 영국에서 5건의

선거 특집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위해 BBC와 협력했다.126

• 유튜브는 BT 스포츠와 협력해, 결승전을 포함한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

기 몇 건을 제공해 왔다.127

• 다가오는 2017년 시즌에 있어, 페이스북은 20건의 야구 경기와 46건

의 멕시코 축구 경기를 페이스북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미국 관객들에

게 방송할 예정이다.128

• 미국에서 훌루(Hulu)는 2006년부터 주문형 비디오 구독 서비스를 제

공해 왔는데, 최근 스트리밍 생방송 TV 서비스를 출시했다. SVOD서비

스의 비용은 1개월에 7.99 달러부터 시작하며, 생방송 TV 서비스는 1

개월에 39.99달러부터 시작한다.129

라디오

매출 기준으로 TV 다음으로 큰 방송 분야는 라디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모든 매출은 광고에서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미국과 캐나다

만이 상업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구독형 라디오 시장을 육성하는데 성공했

다.130 라디오 생방송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팟캐스트(Podcast)와 같은

주문형 대안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영국에서 라디오 청취에 쓰이는 시간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데, 주당 약 20시간 정도로131 라디오 청취자의 90%가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방송을 청취한다. 온라인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디에서나 실시

간 라디오 청취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 왔다. 미국에서 온라인 라디오를 통

한 광고 매출이 2021년까지 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는 2016년 14억 달러에 비해 상당한 증가폭이다.132

라이브 이벤트

콘서트 및 쇼와 같은 공연부터(360억 달러),133 박람회 및 컨퍼런스(380

억 달러),134 스포츠 중계 매출(330억 달러)135, 영화(390억 달러)까지 포

함하는 이벤트 관련 매출이 2018년 총합적으로 50억 달러가 늘어나

1,4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벤트는 식음료 판매, 부대 상품 판매, 여행 경비와 같은 상당한 규

모의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이와 같은 보조

적인 지출이 입장권 판매에서 창출되는 직접 매출을 능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영국에서는 여행의 일부로 음악 콘서트나 축제에 참가하는

외국 관광객의 수가 75만명이 넘었다. 이들 방문객들은 숙박, 이동, 음식

그리고 기타 유흥에 돈을 지출했다.136 미국에서는 브로드웨이 극장 입장

객의 63%가 뉴욕시 및 교외 지역의 거주자가 아니며 하룻밤을 숙박할 가

능성이 크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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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공연  

공연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콘서트인데, 공연 관련 매출의 절반

을 조금 넘는 지분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큰 부문은 극장으로, 미국의 브로

드웨이(2015-16년 1억3,300만명 입장)나 영국의 웨스트엔드(2016년

입장권 1억4,300만장 판매) 같은 주요 중심지는 각각 상당한 매출을 기록

하고 있다.138

2018년 최대 규모의 콘서트 투어는 입장권 판매로부터 2억 달리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U2의 조슈아 트리 투어는 첫 달 동안

6,27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고, 미국과 유럽에서만 240만 장의 입장권을

판매했다.139 건스앤로지즈(Guns N’ Roses)는 2017년 상반기에 1억

5,1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 공연장에서 단지 이틀 간의 야간 공

연으로 1,71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140

공연 시장은 다음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시장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의 음악 공연

시장 규모는 2억1,900만 달러에 달했고 2019년까지 2억9천만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141 하지만 훨씬 더 큰 성장을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B2B 이벤트 –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가장 큰 규모의 무역 박람회 및 컨퍼런스는 같은 전시 장소에 수십만명의

참가자들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직물, 의복, 소비자 상품 및 가전

기기를 위한 장터인 칸톤 페어(Canton Fair)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196,490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142 유럽에서 가장 큰 테크놀로지 이벤트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2012년 참가자는 67,000명143이었는데, 2017년에는 108,000명으로 늘

어났다. 최대 가전쇼 중의 하나인 CES는 2017년 입장객이 180,000명144

에 달해145 2012년의 153,000명 대비 17%가 증가했다.146

기업들이 대면 미팅을 대신해 가상 미팅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10년

전에는 지배적인 견해였음을 상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세컨드 라

이프(Second Life)와 같은 가상 세계에 기업들이 모여들 것으로 전망되었

는데, 실제로 2009년까지 1,400곳 이상의 기업이 그 가상 공간에서 컨퍼

러스와 기타 모임을 개최했었다.147 기업 사용자들은 대강당과 두 가지 종

류의 컨퍼런스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의 편의를 제공받았었

다.148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2010년에 문을 닫

은 반면,149 글로벌 무역 박람회의 관련 매출은 그 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

다.150

이들 주요 이벤트는 상당한 부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개최지 외부의 지역에서 오기 때문이다. 2017 MWC는 207

개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맞이 했고, 4억6,500만 유로(5억4,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에 공헌한 것으로 추정된다.151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의 TV 중계가 폭넓게 가용해지고 경기 결과의 확인이 온라인

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직접 관람은 상당한 규모의 시장

으로 남아 있다. 총 입장 관객수가 1백만 명 이상인 스포츠 리그와 이벤트

가 이제 전 세계에 50개가 있다. 그 중에 축구가 29개 리그로 선두를 달리

고 있고, 럭비는 7개, 야구는 4개 리그가 있다.152 이들 리그 중 7개가 아시

아에 있는데, 이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그에 속해있다.153

유럽의 축구경기(국내 경기 및 지역 챔피언전) 입장객들의 수가 2015-16

년 1억7천만 명을 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0만명이 증가했다. 독일과

영국의 클럽들은 5,500만 명의 관람객들을 유치했다.154

방송권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선수 유치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었

고,155 그 사실만으로 더 많은 경기 관객 유치를 위한 흡입력을 창출할 수 있다.

영화

100년이 넘은 실시간 오락 형식인 영화는 강력한 상업적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높아지는 입장권 가격이 줄어드는 입장권 판매량을 상쇄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박스오피스 수익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이는

2018년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익은

1% 증가해 386억 달러에 달했다.156

글로벌 영화시장의 모습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했는데, 이제 중국은 모

든 박스오피스 수입의 거의 절반 가량을 창출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중국 박스오피스의 매출액은 전 세계 흥행 성적 최상위 7위까지 영화 매출

의 거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했다.157

부가 매출의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 한 영화관 체인 업체에서는 영화 관객

들이 입장권 가격 1달러 당 0.6달러를 팝콘 및 기타 구내매점 상품 구입에

쓴다고 한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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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스트리밍 및 e스포츠 

실시간 이벤트의 거의 모든 매출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시간 스트리밍과 e스포츠인 이 새로운 장르도 급격한 매출 증

가를 즐기고 있다. 비록 기본 기반 자체가 작긴 하더라도 말이다. 딜로이트

는 2018년 새로운 장르 관련 매출이 46%가 증가한 84억달러에 달해, 전

체 실시간 이벤트 관련 매출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 매출은 2018년 74억 달러에 도달해 전년 대비

47%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에 대한 주요 수익 모델은 후원금

모금으로, 방송 시청자들이 BJ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중국이 2018년 실시간 스트리밍의 가장 큰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데, 예상 매출이 44억 달러에 달해 2017년 대비 32%, 2016년 대비 86%

의 성장이 예상된다.159 시청자들은 4억5,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160 대형 플랫폼 중 하나는 YY로 월간 사용자가 1억1,700만 명, 방송 채

널은 1천만개에 달한다.161 YY의 2017년 2분기 순매출은 3억8,480만 달

러에 달해, 2016년 2분기 대비 31.7%가 증가했다.162

후원은 가상 꽃다발, 막대사탕, 자동차와 같은 가상 선물의 모습을 취하는

데, 이들 아이템의 가격은 한 플랫폼인 업라이브(UpLive)에서는 0.3에서

148달러 사이에 위치한다.163

중국식 후원 모델은 중국이 소유한 자회사들을 통해 다른 시장에도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업라이브 앱이 일본에서 다운로

드 1위를 기록했고 다른 12개 국가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164 또

다른 앱인 라이브.미(Live.Me)는 중국에 본사를 둔 치타 모바일(Cheetah

Mobile)의 소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원은 또한 비디오 게임 플레이의 스트리밍에 이용되는 플랫폼을 포함한

다른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유망한 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은 “슈퍼 챗(Super Chat)”이라 불리는

기능을 통해 후원을 하는데, 이 기능은 후원 받은 금액에 따라 후원자의 메

시지가 화면에 더 오래 남아있게 해주고 다른 색깔로도 표시해 준다.165 트

위치(Twitch)에서는 비슷한 기능이 “치어링(Cheering)”이라고 불린다.166

e스포츠 시장은 생방송 시청과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다. 2015년 시장의 가치는 3억2,500만 달

러에 달했고 2018년에는 1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167  2016

년의 총 시청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60억 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2010년과 비교해 5배가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 19%

의 성장에 그쳤고, 미국의 전체 TV 시청 시간과 비교하면 단지 5.33일에

불과한 규모다. 중국은 전체 시청시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2016년

111억 건의 스트림을 창출해, 북미의 27억 건과 비교해 훨씬 많은 건을 방

송한다.168

• e스포츠의 매출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 한 가지 부흥 요인은 전통적인

이벤트에 e스포츠가 부가 요소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 2017년 시즌 최종 그랑프리 행사의 일부로서 제 1회 포뮬러 1 e스포츠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아부다비의 야스 마리나(Yas Marina) 경기장

에서 치뤄졌다.169

• 첫번째 피파 e월드컵이 2018년 개최되어 최종 결승전이 8월에 치뤄질

예정이다.170

• e스포츠가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종목으로 지정

될 예정이다.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 매출은 2018년 74억 달

러에 도달해 전년 대비 47%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에 대한 주요 수익 모델은 후원

금 모금으로, 방송 시청자들이 BJ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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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콘텐츠와 이벤트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흥성하고 있다-이들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있어 변함없이 관련성을 유지 중이다. 이 부문은 디지털

에도 불구하고 또한 디지털 때문에 활기가 넘친다.

라이브 콘텐츠-방송과 이벤트 전반에 걸쳐-가 2018년에도 매력과 수익성을 유지하게 될 몇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가 라이브

콘텐츠와 이벤트의 매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편의성과 관성: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 자신만의 일정을 만드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콘텐츠 소유주는 데

이터 애널리틱스를 사용해 방송 시간표를 정제해야 한다. 데이터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할지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할지에 대

한 직감과 결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소셜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라이브 이벤트를 쉽게 상기시켜 주고 이를 놓치게 될

경우 더 짜증나게 만든다. 이제는 소수의 행사 참여자들이 콘서트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것을 보는게 일반화되었다. 그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수백 달러를 지출했을 수도 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방송자의 소셜 네트워크 집단이 행사 입장권을 구매하게 만드는 연

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공유된 경험: 그것이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최종회이건, 음악 공연이건, 무역 박람회건, 최초의 인간 달 착륙이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동 투표는 시청자들이 자신을 TV 프로그램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

뢰받는 방법이다.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투표 및 다른 형식의 참여가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 청중 중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언제나

공헌하고자 할 것이다. 최신 기술을 통해, 이들 메시지는 TV화면에 겹쳐 표시되지만 오로지 시청자의 소셜 네트워크 집단에게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배타성: 실시간 공연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입장 가능하고, 참석할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접근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향유하게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독점적인 장소나 행사에 대한 참여를 널리 알리도록 부추기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다음 번의 비싼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기술은 또한 경기 당일의 경험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매끄러운 모

바일 구매 사이트, 스마트폰 발권, 자동화된 입장 통제, 경기장의 인터넷 제공 등등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라이브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실시간 소비를 피하기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로 언제나 남을 것 같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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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구독이라는 처방전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말까지 선진국의 성인 중 50%가 온라인 전용

미디어를 적어도 두 가지는 구독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2020년 말까

지 평균 구독건수는 2배로 증가해 4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TV, 영

화, 음악, 뉴스 및 잡지 등이 대상인 이들 서비스의 구독 비용은 일반적으

로 건당 매월 10달러 미만일 것이다. 딜로이트는 올해 총 6억8천만 건의

서비스 구독과 약 3억5천만 건의 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한다(그림 15

참조).

다수의 미디어에 걸친 온라인, 디지털 전용 서비스 구독의 누적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171 복수의 미디어를 구독하는 것

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172  온라인 미디어 구독은 한 세대 전에 나타나기 시

작한 행위의 디지털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로서, 과거 가정에서는 신문

(조간 및 석간), 잡지 및 서적(성인용 및 유아용, 소설에서 참고도서까지),

아날로그 케이블 TV, 음악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DVD같은 매체를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를 구독하곤 했었다.173, 174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독을 중단했을까? 주요 방아쇠는 1990년대 중반의

온라인 혁명 및 그에 동반되어 확산된,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가 디지털 콘텐츠 유료 구독보다 이득이라는 믿음이었다. 이

들 무료 온라인 콘텐츠는 수억 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

에게 노출되었다. 그렇게 많은 콘텐츠-특히 뉴스-가 무료화 되면서, 미디

어 기업들과 그들의 투자자들은 글로벌 월간 웹 브라우저 방문 건수(사이

트를 방문한 개별 웹 브라우저의 숫자)로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했고, 대중

의 관심을 따라 수익도 늘어나리라 기대했다. 

2018년 현재 시점에서, 한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는 개별 웹 브라우저들

의 월간 방문 건수가 수억 건에 달할 수도 있다. 전에는 도달 범위가 자신

의 지역 시장에 국한되었던 뉴스 매체에 있어 이는 경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도달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접속자 당 매출, 방문 건수, 조회 건수

등은 꾸준하게 하락했다. 일부 매체에 있어, 온라인 광고만으로 충분한 수

익을 창출하는 것은 달성 불가능한 시시포스(Sisyphus)의 과업처럼 느껴

졌다. 

또한 접속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사 당 수익은 감소했고 수수료를 징수

하는 중개인들의 숫자는 증가했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웹 페이지는 배너

광고와 동영상 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더욱 어수선해 졌다. 광고의 확산에

대응해 수억 명의 온라인 소비자들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 결과 광고를 차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페이지당 광고가 대폭

증가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이에 대응해, 콘텐츠 제작자들은 점점 더 자체적인 온라인 디지털 구독 서

비스 매출 확대와 그 어느때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디지털 구독 패키지의

구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점

점 더 디지털 콘텐츠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심지어 동일한 콘텐

츠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또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황

에서도 말이다.

딜로이트는 추가로 선진국 성인의 1/5이 최소 5가지의 유료 온라인 미디

어 구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접속권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

고 2020년 말까지, 이 수치가 1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성

인이 접근권을 보유한 디지털 구독에 지출되는 총 금액(자신들이 직접 지

불하거나 가족 중 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은 2020년까지 평균 월간 100

달러 이상, 즉 연간 1,20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의 구독은 종종 1가지 혹은 그 이상의 디지털 구독권을 포함

한 유료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구독에 추가되어 이

뤄질 것이다. 

그림 15.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구독 건수 (단위: 백만 건)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뉴스온라인 게임음악주문형 비디오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애널리시스, 2017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38

모든 형태의 온라인 미디어 전반을 살펴본 결과, 딜로이트는 온라인 미디

어 구독 증가의 주요한 동인에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을 발견했다:

• 공급 측면: 온라인 미디어 구독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스

포츠 팀의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둘 이상의 사업자에 분할 판매

되어 팬들은1개 이상의 서비스를 구독할 필요가 생겼다. 드라마 팬들은

그들이 보길 원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서

비스를 구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구독 서비스 묶음 판매가 늘어

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이 잘 알려진 사례인데, 이 서비스는 동영상을

포함해 다양한 범위의 추가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한다. 텔레그래프

(The Telegraph, 영국의 신문사)는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구독하면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제공한다.175 미국 시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포

티파이(Spotify) 프리미엄과 훌루(Hulu)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한다.176

• 수요 측면: 광고가 달린 콘텐츠를 소비하기 보다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

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향이 늘어났다. 이는 부분적으

로-특히 뉴스에 있어-산출물의 품질 차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에 기

인한다. 추가로, 일부 장르에 있어 온라인 모델의 매력도는 기존에 존재

하던 전통적인 대안들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음악 구독 서비스는

수천만 건의 음악과 수십만 건의 재생목록을 제공하는데, 일부는 구독

자에 맞게 맞춤화가 가능하고, 모든 콘텐츠가 주문 즉시 이용이 가능하

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온라인 구독은 디지털 혹은 물리적인 음악 라이

브러리를 보유하는 것보다 장점이 크다. 일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전

통적인 유료 TV묶음 제공 서비스를 “코드 커팅(Cord cutting)”과 “코드

셰이빙(Cord shaving)”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유료 TV 구

독을 취소하거나 패키지를 축소하는 것이다. 일부 경우, 이들 소비자는

시청하는 TV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로 대체

하고 있다.

온라인 전용 구독을 보다 실행 가능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몇가지 기

술적 실행 요소들이 존재한다. 

• 인터넷 속도의 꾸준한 증가가 온라인 구독자의 증가를 촉진해 왔다. 10

년 전에는,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소수의 가정만이 온라인 동영상의 안

정적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광대역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초기 시점에서, 수억의 가정이 이런 역량을 보유하게 되

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4K 혹은 UHD(Ultrahigh-definition) 해상

도가 가능해졌다. 4G 네트워크의 확산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유지한 동시에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을(자가용 차 혹은 버스에서) 훨

씬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2016년 말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4G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시장에 속했고, 2020년 말까지 모든 모바

일 연결의 약 40%가 4G로 이뤄질 것이다.177

• 온라인 미디어 구독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기의 기반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억 대의 TV와 셋탑박스가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SVOD, Subscription Video on Demand)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SVOD서비스의 초창

기와 대조적이다. 당시의 소비자들은 노트북에서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일반적으로 TV에 비해 시청각적 경험 수준이 열등했었다. 음악에 있어

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급 인터넷 연결 스피커는 음악 구

독 서비스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출하된다.178

• 추가적인 실행 가능자는 가입의 용이함이다. 사용자들은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온라인 미디어에 가입하고, 지

문 인식기에 탭 한번으로 지불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179 딜로이트 글로

벌은 2018년 초까지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지문 인식기가

장착되고, 일부 시장에서는 이들 장치의 80%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추

정한다.180

•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 화면은 꾸준히 커져서, 2018년에 판매될 대

부분의 모델은 5인치 이상의 화면을 제공하는데, 화면의 고해상도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뉴스 기사는 이제 한

행 당 약 8에서 10단어가 표시되어 종이신문 칼럼의 크기와 매우 유사

해 졌다. 

각 매체에 대한 수요의 역동성은 2018년 및 그 이후 동안 상당히 차이가

클 가능성이 크다. 다음 장에서 TV, 음악, 비디오 게임, 뉴스의 트렌드를 살

펴본다. 

온라인 TV와 영화 서비스

2018년초 기준으로, 딜로이트는 전 세계에서 약 3억7,500만 건의 주문

형 동영상 서비스 구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복수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딜로이트 글로벌이 2014년에 이를

예측하면서 “코드 스텍킹(Cord stacking)”이라고 칭한 트렌드다.181 한 연

구결과에 따르면 훌루, HBO 나우(HBO Now) 가입자 대부분이 넷플릭스

(Netflix)에도 가입했다고 한다. 

가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SVOD 서비스의 숫자는 더 많은 제작사들과 콘

텐츠 소유주들이 OTT(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출시함

에 따라 2010년대 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디즈니는 2018-2019년 기간 동안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

2가지를 출시할 것이다. 하나는 ESPN 브랜드 하에서 스포츠 중계에 집중

하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 및 픽사(Pixar)의 영화와 디즈니 TV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182 2017년 스카이(Sky)는 스페인에서, 바로 전년도에 OTT

서비스를 개시한 HBO의 뒤를 따라 OTT 서비스를 시작했다.183 포뮬러 1

의 소유주들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시장에서 OTT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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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20년말까지 미국과 같이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가 성

숙한 시장에서, 개인들이 드라마, 코미디, 스포츠, 청소년물을 포함한 많은

장르를 포괄하는 복수의 TV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근권을 가지게 될 것

으로 예상한다. 미국 시장에서, 스포츠 팬은 각각의 주요 스포츠(미식 축

구, 아이스하키, 야구, 농구)에 대한 OTT 서비스 가입을 원할 수 있다.

영국 시장에서, 이미 축구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다 챙겨보

려면 두 가지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 팀의 경기 중계권이 두 서

비스 공급자에 분할되어 팔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또한 테니스 팬이

라고 하면 추가적인 OTT 서비스 가입을 원할 수 있는데, 무료 공중파 TV

중계가 거의 없다면 특히 그러하다. 오랫동안 디지털로 방송을 해온 전통

적인 유료 TV 공급자들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보완재 혹은 대안으로서 점

점 더 OTT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는 비영어권 시장에서, 보다 많은 지역 언어 콘텐츠들이 제작되

어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넷플릭스는 멕시

코, 인도, 브라질, 독일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지역 언어 콘텐츠의 제

작을 의뢰해왔다.185 HBO는 스웨덴어로 제작된 코미디 프로인 고스타

(Gosta)186 와 스페인어 드라마인 파트리아(Patria)187와 같은 지역 언어 콘

텐츠의 제작을 의뢰하고 있다. 보다 많은 지역 언어 콘텐츠가 개발됨에 따

라,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의 매력이 확대될 것이다. 영어에 능통할 필

요나, 더빙된 혹은 자막이 달린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계속 증가해서 몇몇 시리즈의 제작비가 이제 회당 1

천만 달러에 달하고 (그리고 아마도 시간당 2천만 달러로 향하는 상황),188

또한 스포츠 중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공

급자들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줄이고 소수의 “기둥 역할”을 하

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공급자의 숫자

는 결국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뉴스

2018년 말까지, 딜로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건의 디지털 전용 온

라인 뉴스 구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SVOD TV 및 영화 서비스

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뉴스 서비

스는 가장 값비싼 개인 서비스 중 하나인 경향이 있는데, 종종 월간 수십 달

러의 비용이 든다. 또한 인쇄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하는 수천만 명의 많은

구독자들도 있다. 

딜로이트는 뉴스 공급자들이 점점 더 구독료 수익의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들이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던 기간 동안 마주했던 난관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구독료 수익을 광고 수익의 보완재로서 취급하리

라고 본다. 2012년 일부 매체의 구독료 수익과 광고 수익의 비율이 10:90

이었던 것과 비교해, 딜로이트는 이 비율이 2020년까지 50:50로 변할 것

으로 예측한다.

이런 구독료 수익에 대한 관심 집중은 또한 일부 독자들의 뉴스 품질 차이

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설문 결과 뉴스에 대한

비용 지불 의향이 가장 높은 시장은 미국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은 18-

34세 밀레니얼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

에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2009년 9%에서 2017년 16%로

크게 증가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 기반

뉴스 매체들은 18-34세 연령층의 급격한 구독 증가를 보고해왔다.189

뉴스 발행사들은 또한 독자가 구독자가 되게 만드는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

고 어떤 유형의 콘텐츠와 콘텐츠 중 어느 정도를 유료 콘텐츠로 돌려야 하

는지 파악하는데 능숙해 졌다. 예를 들어, 중요한 뉴스가 있는 날에는 유료

콘텐츠의 제한을 거둬 사람들이 콘텐츠에 접속하도록 장려한다. 그 콘텐

츠를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추후에 다시 유료화 장벽이 가동되었을 때 구독

자로 전환될 수 있다.190 중요한 긴급 뉴스가 있는 기간은 뉴스 매체들이 독

자들의 구독을 요청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라는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191 일

부 경우, 생방송 동영상의 제공이 구독 신청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192

앞서 말한대로, 지난 2년 동안 많은 뉴스 발행사에서 구독자로부터의 정기

적인 구독료 수입의 뚜렷한 증가가 목격되었다–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2017년 3분기에 뉴욕 타임스는 거의 250만명에 달하는 디지

털 전용 구독자를 확보했다.193 십자말풀이와 요리 앱의 구독에서 발생한

매출을 포함해 디지털 구독료 매출은 46%가 증가해 8억5,700만 달러에

달했다.194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디지털 구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

다.195 2016년 중반 기준으로, 이 신문사는 디지털 구독자 기반을 전년 동

기 대비 145% 늘렸다.196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유료화 장벽을 항상 가동하고 있는

데, 2016년을 65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로 마감해, 전년 대비 14%의 증

가를 기록했다.197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타임스(Times)와 선데이 타임

스(Sunday Times)는 413,600명의 구독자들 보유했는데, 그중 182,500

명은 디지털 전용 구독자였다.198 가디언(Guardian)은 회원 가입 뿐만 아

니라 구독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6년 7월에는 50,000명의 회원이 있었

는데, 각각의 회원은 매달 111건의 고유한 웹 브라우저의 방문에 상응하

는 5파운드(6.5달러)부터, 666건의 고유 웹 브라우저 방문에 상응하는

30파운드(39.3달러)까지의 구독료를 지불했다.199 2017년 3월 기준으로,

20만명의 회원200과 추가적인 185,000명의 가입자201를 보유했다. 2016

년 11월, 텔레그래프(Telegraph)는 종량제 유료화 장벽을 다양한 범위의

구독 서비스로 대체했는데, 디지털 전용 서비스는 주당 2파운드(2.6달러)

부터 시작한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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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체들은 온라인 및 물리적 매체를 기반으로 구독서비스를 폭넓은 범

위로 다양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BI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구독을 제공하는데, 구독료는 연간 2,500달러로

7,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수준 접속권의 비용은

150,000달러에 달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서비스를 다양화한 한가지

이유는 오로지 개별 사용자들만을 통해서는 성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했

기 때문인데, 사용자의 수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5,400만 명에 달한다.203

CNN 또한 2018년 상반기에 디지털 뉴스 사업에 대한 단계별 구독 패키

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정 주제에 특화된 뉴

스들이 될 터인데, CNN 머니(CNN Money)와 CNN 폴리틱스(CNN Poli-

tics)와204 같은 뉴스가 대상이다. 

콩데 나스(Condé Nast)는 GQ, 틴 보그(Teen Vogue), 콩데 나스 트래블

러(Condé Nast Traveller), 브라이즈(Brides) 등이 포함된 잡지들을 주제

별로 모은 선물 상자 형식의 구독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205 이들 상자

는 잡지 외의 추가 선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물의 소매 가격

은 잡지의 월간 구독료보다 비싸다. 예를 들어, 틴 보그에는 눈썹 화장품

및 진동 세안 도구가 동봉된다. 이런 사업상 모험의 뒤에 깔린 논리는 잡지

의 유통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전자상거래 매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다.206 현재 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는데, 각각의 구독료는 매달 수십 달

러 정도다(예를 들어, 틴 보그 선물 상자는 월간 39달러).207 출판사는 각

선물 상자를 조달, 포장, 발송하는 업체를 자회사로서 전부 소유하고 있다.

음악

딜로이트는 2018년 말까지, 약 1억5,000만+ 건의 음악 서비스 구독이 이

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동영상과 달리 음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한가

지를 초과해 가입하는 구독자들이 적다. 왜냐면, 각 서비스들이 수천만 곡

의 음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일부 주요 아티스트들을 개별

플랫폼이 독점하게 된다면 서비스가 전문화될 수 있고, 일부 팬들이 (아마

도 마지못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게 될 수도

있다.

음악 서비스 구독 비용은 미국에서 월간 약 10달러, 유럽은 10유료, 영국

의 10파운드로 CD 1장 가격 정도다. 2015년 온라인 뮤직 비디오 스트리

밍 1건당 전 세계 평균비용은 0.001달러로 그 전년도 비용의 절반 수준이

었다. 10달러는 매출 관점에서 볼 때 스트리밍 1,000건의 대한 로열티에

해당한다.

음악 산업은 기존의 주류 디지털 도구들(스마트폰, 유선 및 무선 광대역 인

터넷, 검색, 하이퍼링크 메시지,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가지고 구축된 상

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러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구독 방식은 사용성, 이

동성, 즉각적인 접근성, 소셜 기능 등을 이전의 음악 매체들보다 우월한 방

식으로 버무려냈다. 

앞으로도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서비스 구독자의 수는 아직도 광고 기

반의 무료 사용자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스

마트폰도 음악 저장소 혹은 음악 서비스의 도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

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더 저렴

한 옵션을 포함해 보다 서비스 등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경우, 음악 구독은 다른 서비스와 묶음 제공되기도 하는데, 모바일 데이

터 패키지에 추가 부담 없이 포함되는 경우가 한가지 일반적인 조합이다.208

비디오 게임

2018년 초반 기준으로, 딜로이트는 온라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

디오 게임 네트워크에 약 3,5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209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를 구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단지 한가지 종류만의 게임 콘

솔을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플랫폼에 특정되기 때문이다. 

구독자의 수가 상당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최신 세대 콘솔의 판매량이

2018년 말 기준으로 1억대 미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35%의 침투율은 높이 살 만하다. 추가로, 한달 구독

료 5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3,500만명의 구독자는 연간 21억 달러의 추가

수익 가치가 있고, 이 구독 수익은 게임과 콘솔 판매를 통한 1차 수익에 추

가되는 예측 가능한 수익원이다.

온라인 구독의 성장은 싱글 플레이보다 온라인 멀티플레이의 중요성이 점

점 더 강조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동안 7,000만 장이

판매된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Gran Turismo) 시리즈의 최신작은 온

라인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고, 오프라인 플레이 옵션은 상대적으로 제

한적이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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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미디어 구독의 총규모는, 개인 및 가구당 평균 구독 건수와 함께, 2018년에 최소 20% 성장하고 중기적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미디어 산업에 있어 긍정적인 전개다.

그러나 이 추정은 맥락을 살펴봐야만 한다. SVOD(TV 및 영화)와 음악 서비스를 제외하면, 온라인 전용 구독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뉴스, 잡

지, 비디오 게임 구독자는 단지 수천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수익은 확실히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개별 미디어에 있어 여전히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를 합쳐 낮은 숫자의 수백억 달러 정도에 불

과하다. 이는 미국의 TV 광고 매출액 홀로 700억 달러 이상인 것과 대조된다. 구독자수를 늘리고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기회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공급자가 고려해 봐야할 한가지 균형은 온라인 전용 서비스를 어떻게 실체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냐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인쇄된 책에 대

한 수요가 이북에 대한 것보다 훨씬 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호 때문이다. 한 사람의

특성은 들고 있는 책의 표지를 통해 드러날 수 있지만 이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문의 선택은 항상 중요한 신호였고, 뉴스 기관은 구독자가 선

호하는 뉴스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신호할 수 있도록 어떤 실체 있는 물체(토트백, 핀, 공책 등)를 디지털 구독자에게 번들로 제공할 수 있는지 고려

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구독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심지어 미디어 기업 중 일부가 디지털 매출의 대부분을 이를 통해 얻

고있다 해도 말이다. 업계는 또한 광고에 계속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하지만 광고 형식과 광고의 양은 고객 기반에 적절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산업은 개별 기사, 곡 혹은 출판물 기반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이 수요와 공급을 추적하는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다.211

추가로, 팬들의 후원금 등을 포함한 기타 수익 모델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의 다른 예측 기사인 “라이브가 온라인 세계에서 번창한다” 에서 언

급되었듯이, 실시간 스트리밍 후원금 수익은 이제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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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알레르기 전염병이 창궐 중인가? 

미디어 전반에 걸친 광고 차단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18세 이상 북미 거주자의 10%가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동시적인 광고 차단 행위에 관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딜로이트

는 이들을 광고 알레르기 보유자라 부른다. 2017년 18세에서 75세 사이

1,096명의 미국인과 1,09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딜로이트는 다양한 미디어와 기기에 걸친 광고 차

단 현황을 측정했다. 그 결과 북미 거주자의 약 3/4이 최소한 한가지 유형

의 정규적인 광고차단 활동을 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약 10%

정도만이 4가지 혹은 더 많은 유형의 전통적 및 디지털 미디어 채널에 걸

쳐 대부분의 사용 시간 동안 광고 차단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광고

차단 중 일부 유형(컴퓨터, 모바일 기기, 음악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에 대한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

른 유형의 광고 차단(PVR[Personal Video Recorder]를 통한 광고 건너뛰

기 혹은 TV 및 라디오에서 채널 변경)은 큰 변화가 없거나 느리게 늘어나

고 있다. 딜로이트는 2018년에 북미에서 광고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

들이 약 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그림 16 참조).

광고 알레르기 보유자의 비율은 18-34세 밀레니얼 세대에서 훨씬 높은데,

17% 이상이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범주에서 광고 차단을 행하고 있다. 딜

로이트는 이 비율이 2018년에 1또는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범주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적인 요인은 나이만이 아니다. 조사한 모든 국가에서, 고용되어 있고 고소

득자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광고를 차단할 가능성(200

에서 400%)이 교육수준이 낮고 무직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았다(그림 19 참조).

마지막으로, 모든 광고를 전부 차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본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범주(예를 들어, 고속도로 광고판)를 제외하고, 7가지 주

요 광고 차단 방식에 걸쳐 이 모두를 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 설

문을 수행한 모든 국가에서 0 혹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리고 딜로이트는

이는 2018년에도 사실일 것으로 예측한다. 

다른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하면서, 딜로이트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터키에

서도 우연히 행하게 되었다.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결과를 포함했다.

터키의 데이터는 모든 도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상세한 데이터는 아래

의 별도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16. 광고 차단 행위의 수로 측정한 #광고 알레르기 정도

미국 캐나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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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321없음

가벼운 알레르기         강한 알레르기

가중치 기반: 딜로이트 글로벌 성인 대상 설문조사, 미국(1,096), 캐나다(1,090), 터키(1,06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2017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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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및 모바일: 컴퓨터에서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사용자 18%와 캐나다의 24%가 이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고 있었다.212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는 PC에서의 광고차

단이 2017년에 더 늘어났음을 발견했는데, 미국인의 31%와 캐나다인의

27%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양국에서 PC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10% 이상 많았고, 또한 양국에서

18-34세 연령층이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연령층

평균보다 10% 이상 높았다. 실제로 미국의 25-34세 연령층의 50%가 광

고 차단 SW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수치와 비교한 증가세를

고려할 때, PC 광고 차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 말까

지 최소한 북미의 컴퓨터 3대중 1대에는 거의 확실히 설치될 것이다. 이 수

치는 심지어 더 클 수도 있는데, 인기 있는 한 웹 브라우저(PC와 모바일 모

두)가 사용자가 추가적인 모듈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곧 광고 차단 소프

트웨어를 내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13 이는 모든 광고를 차단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광고 표준(Better Ads Standard)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들을 차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자동으로 실

행되어 시끄러운 음악을 재생하는 광고 같은 것들을 말이다.

스마트폰 광고 차단 SW는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보유자의 28%,

13%, 58%가 각각 특정 버전의 차단 SW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

결과는 북미의 모바일 광고 차단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1%214 혹은 심

지어 0%215임을 시사하고 있다. 2017년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는 응

답자들이 자체 보고한 그보다는 훨씬 높은 모바일 광고 차단 수준을 보여

주었다. 미국인 중 20%와 캐나다인의 12%가 모바일 광고 차단 SW를 사

용한다고 답했다. 

컴퓨터 광고 차단의 인구통계적 트렌드는 양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광고 차단 SW를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크고, 남성이 여

성보다 크다. 미국 여성의 단지 10%와 비교해 미국 남성의 30%가 모바

일 광고 차단 SW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에서의 광고 차단 동기

(예. 데이터 절약 등)를 볼 때 2018년 모바일 광고 차단 SW 사용자의 비

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알레르기의 일부로 집계되는 다양한 광고 차단 행위들은 무엇인가? 연구 대상 국가들에 걸쳐 어떻게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는지를 개관하기 위해 그

림 17을 참조하라.

그림 17. 광고 차단 행위의 범주

미국 캐나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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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딜로이트 글로벌 성인 대상 설문조사, 미국(1,096), 캐나다(1,090), 터키(1,06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2017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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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TV: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65%와 캐나다인의 60%

가 스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각국에서 80% 이상

이 녹화방송을 시청하며 다양한 이유로 빨리 감기 기능을 사용한다고 밝혔

다. 한편 약 20%는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국에서 전체 인구의 약 50%가 빠르게 건너 뛸 수

있게 해주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스

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61%가 다른 이유보다 광

고를 건너 뛰기 위해 그 기능을 사용한다고 말했고, 한편 캐나다인은 그 비

율이 67%였다. 미국에서는 빠르게 건너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를

가진 여성들이 광고를 건너 뛰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남성의 58% 대

비 64%), 나이에 따른 광고 건너뛰기 비율은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차이

가 없었다. 

보다 흥미로운 인구통계적 차이는 교육 및 소득과 관련이 있다. 스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교육수준이 보다 높으며 소득이 가장 많은 미국인

들은 광고를 건너뛰는 비율이 13% 높았는데, 한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낮았다(7% 차이). 캐나다인의 데이터는 교육 수준과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가 적음을 보여주었지만, 연간 소득이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인의 70%가 광고를 건너 뛰기 위해 기기의 기능을 사용한

반면, 연간 소득이 25,000 캐나다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단지 55%

만이 그렇게 했다.

공식적인 TV 시청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전통적인 TV 방송 시

청 중 단지 11%만이 녹화방송 시청(원래 방송시간 이후의 시청)이라고

하며,216 캐나다에서는 9% 미만이라고 한다.217 이들 수치는 모든 연령대

에 걸쳐 대략 일관적인데, 35-49세의 미국인이 14%의 비율로 가장 많이

녹화방송을 시청했고, 18-24세는 10%, 65세 이상은 9%였다. 또한 미국

에서 인종 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흑인 및 히스패닉 미국인은 비

선형적 방식으로 TV를 시청하는 비율이 8-9%인 반면 아시아계는 거의

13%정도에 달했다.218 18-34세 캐나다인의 녹화방송 시청 비율은 평균

보다 조금 높은 12%에 가까웠다.219

스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 광고 차단 행위를

하는데, 광고 방송이 진행 중일 때 채널을 변경하거나, 음소거를 하거나,

방에서 떠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세컨드

스크리닝[Second Screening]이란 용어로 알려진 행동) 했다. 

그림 18에서 이런 광고 차단 행위를 항상 혹은 거의 항상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각각의 행위는 캐나다보다 미

국에서 약간 더 많았지만, 각 범주에 대한 경향은 양국에서 대략 비슷했다.

광고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광고회피 행위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방을

떠나는 행위는 광고의 대상이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음을 의미한다; 채널

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광고의 일부는 볼 수 있다; 소리를 끄는 사람

들은 광고를 듣지는 않지만 시각적 내용은 여전히 보게 된다; 세컨드 스크

리닝을 하는 이들은 광고 내용에 집중은 하지 않더라도 소리는 여전히 들

을 가능성이 있다.

양국에서 중요한 인구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더 젊은 사람들은, 가끔은 몇

%차이밖에 없다 해도, 광고를 피하기 위해 4가지 행동 중 어느 것이라도

행했다. 그런데 세컨드 스크리닝에 있어서는 18-24세 연령층은 모든 연령

층의 평균값보다 이를 행하는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높아서 82%에

달했다. 그리고 4가지 모든 행위에 있어서 보다 높은 교육수준, 높은 소득

그리고 직업을 가진(실직 상태와 반대) 사람들이 TV 광고를 피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그

러하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거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가 있는 미국

인의 40%가 광고를 피하기 위해 항상 혹은 거의 항상 채널을 바꿨다. 반

면 일하지 않거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 단지 25%만이 그렇게

행동했다. 캐나다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소리를 끄는 경우가 보다 많았고,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적었다.

미국에서는 빠르게 건너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를 가진 여성들이 광고를 건너 뛰는 비율이 약

간 더 높았고(남성의 58% 대비 64%), 나이에 따른 광고 건너뛰기 비율은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차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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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스마트 TV 혹은 4가지 다른 TV 광고 차단 행위 중 어떤 조합의 사용

비율은 2018년 캐나다 및 미국 양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통적인 TV, 다시 말해 SVOD: 물론 2018년에 시청되는 모든 영상이

광고가 달린 TV 방송은 아니다. 다수의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는 광고

가 없다: 미국인의 65%가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

고, 캐나다는 47%가 그러하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언어가 큰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퀘

벡(Quebec)주는 SVOD의 침투율이 34%인데 반면 주로 영어를 사용하

는 다른 지역의 평균치는 53%다.

SVOD 고객들의 인구통계는 전혀 놀랍지 않다. 미국에서 18-24세 연령층

의 89%가 최소한 한 개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반면 55-75세의 구

독률은 단지 36%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입율은 70%고 일하지 않는 사

람들은 56%다. 어떤 종류의 대학 교육을 받거나 학위가 있는 사람들의 구

독률은 67%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55%와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간 소득이 75,000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71%가 최소한

한가지의 SVOD를 구독하고 있고, 반면 25,000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구

독률은 49%였다. 캐나다의 인구통계적 차이도 동일했지만 차이는 보다

작았다.

누군가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SVOD

를 구독하는 미국인의 46%가 구독의 한가지 이유로 광고가 없다는 사실

을 들었는데, 한편 8%는 이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캐나다인의 각

항목에 대한 수치는 57%와 9%였다.

2018년을 전망할 때, 1개 이상의 SVOD 서비스를 구독하는 가구의 총비

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구독의 가장 큰 이유가 광고가 없

다는 점인 이들의 비율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18년에 미

국인의 70%가 SVOD를 구독하고 광고가 없다는 점에 가장 동기부여 받

은 이들의 비율이 여전히 8%라면, 모든 미국인의 약 6%와 영어를 사용

하는 캐나다인의 약 5%가 SVOD를 광고 차단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18. “TV 시청 시 광고를 피하기 위해 나는 항상 혹은 거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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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딜로이트 글로벌 성인 대상 설문조사, 미국(1,096), 캐나다(1,090), 터키(1,06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2017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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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와 음악: 사람들은 또한 광고 없는 버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서 33%의 미국인이 적어도 한가

지의 광고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의 수

치는 단지 19%에 불과했다. 양국에서 익숙한 인구통계적 트렌드가 다시

나타났다. 높은 소득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고용된 상태인 젊은 사

람들이 광고 없는 유료 음악 서비스 중 최소한 하나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

았다. 

한가지 사례로, 일하는 미국인 중 41%가 구독을 하는 반면, 일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는 단지 21%에 불과했다. 광고가 없다는 속성이 구독의 주요

이유인 비율이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10% 미만이었던 SVOD와 달리, 광

고가 없다는 점은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훨씬 중요한

요인이다. 서비스 구독 중인 미국인 중 86%가 광고가 없다는 점이 그들이

가입하는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89%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TV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인 라디오에 대한 낮은 기술수

준의 광고 차단 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운전할 때 말이다. 설문 대상 미국

인의 41%가 광고가 시작되자마자 항상 혹은 거의 항상 라디오 방송국을

변경한다고 답했고, 캐나다인의 경우는 30%가 그러했다. 이 행위에는 일

반적이지 않은 나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의 18-24세 연령층의 60% 이상이 광고가 나올 때 항상 혹은 거의 항상

방송국을 변경하는 반면, 양국의 55-75세 연령층의 경우 훨씬 적은 20%

만이 그렇게 행동했다.

장래를 내다볼 때,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전통적인 라디오 광고 차단

행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광

고 없는 유료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최소한 한가

지 서비스를 구독하는 미국인의 30%가 광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럴

것이다.

광고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인구 집단내의 인구통계적 차이는 단지 나이에

만 관계되지 않는다.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보다 높고 고용되어 있는 사

람들이 보다 광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참

조). 각국에서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유형의 광고를 모두 차단하는 사람들

의 절대수는 작다. 따라서 이 결과는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긴

하지만 차이 중 일부는 매우 크기 때문에 고려하고 추가 연구할 만한 가치

가 있고, 물론 많은 방송사와 광고주들에게 특히 흥미 있을 인구통계적 특

성도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데, 여성 또한 남성만큼이나 광고

에 민감하다. 

그림 19. 4가지 혹은 더 많은 유형의 광고를 차단한 인구 집단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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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딜로이트 글로벌 성인 대상 설문조사, 미국(1,096), 캐나다(1,090), 터키(1,061)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2017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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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범주 중 4가지 혹은 그 이상에서 광고 차단을 행하는 미국인 및 캐

나다인은 단지 10%에 불과함을 강조해야만 한다. 나머지 90%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수많은 광고를 본다. 그리고 광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만큼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대략 1/5은 어떤 광고도 차단하지 않는다. 추

가로 광고에 민감한 집단이 많은 광고를 차단하지만 모든 광고를 차단하진

않는다. 

대부분의 광고 차단 SW는 광고 중 일부만을 걸러내고, 심지어 DVR을 가

장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일부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주로 스포츠, 리얼리티쇼, 뉴스, 일기예보, 시상식). 따라서 사람

들은 일부 광고, 많은 광고 혹은 모든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충 말하자면, 만약 광고주들이 광고를 차단하는 사람들, 특히 젊고, 고용되었으며, 고소득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길 원한다면, 쉽

게 차단할 수 없는 종류의 광고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 범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및 앱 광고는 2018년 미국에서

2017년 대비 28% 성장이 예상되고, 옥외광고는 5.5%(디지털 옥외광고는 최대 18%)220, 소셜 미디어 광고 지출은 14% 증가가 예상된다.221

소셜 미디어 내에서도 고려해야만 하는 하부 범주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부상은 2017년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2019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과 동등한 값이다.222 청년 시장을 목표로

할 때, 일부 광고주는 과거의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하고, 슬랙 채널(Slack channels, 슬랙은 디지털 업무 공간이고, 채널은 사용자들이 소통하고 공

유하는 방식) 그리고 축제를 후원하기도 한다.223

광고 차단 문제를 잘 해결하길 열망하는 광고주에게 가장 분명한 목표는 디지털 모바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데스크탑 및 노트북)에서의 광

고 차단은 상당히 일반적이며 대략 30% 정도 수준이지만, 모바일에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설문 응답자들이 자체 보고한 수치로는 20% 정

도다. 우리 생각에 이는 상당히 과대 추정된 값이라고 본다. 게다가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광고 차단은 브라우저 수준에서 이뤄지고 앱 내에서의 광

고는 차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비되는 시간 관점에서 모바일 앱 광고 시장은 얼마나 큰 걸까? 

2017년 8월에 발간된 컴스코어(comScore)의 미국인들의 습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시간 중 50%

를 스마트폰 앱에서 보내고, 7%를 태블릿 앱에서 사용해 총 57%를 모바일 앱 내에서 사용한다고 한다.224 하지만 이 시간은 성인의 연령층에 따

라 갈라진다. 18-24세의 가장 젊은 집단은 디지털 시간 중 70%를 모바일 앱에서 쓰고 단지 23%만을 컴퓨터에서 사용한다. 반면 65세 이상 집

단은 단지 40% 미만을 모바일 앱에서 쓰고 53%를 컴퓨터에서 사용한다(아래 그림 20 참조).225

이들 평균값은 중요하다. 그러나 광고주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범주에 따라 앱 내 소비 시간이 극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할 필요가

있다. 소셜 네트워킹, 게임, 데이트 활동에 있어 소비되는 시간의 모바일 앱의 비중은 각각 70%, 81%, 79%다. 반면 나머지 모든 범주에서 모바

일 앱은 사용 시간의 50% 이하만을 차지했고, 여행과 스포츠 관련 활동에서 모바일 앱이 차지하는 시간은 데스크탑 PC의 비중보다 낮아서 약 33-

34%정도 수준이었다.22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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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연령층별 미디어 소비시간의 플랫폼 지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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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컴스코어 미디어 메트릭스 멀티 플랫폼&모바일 메트릭스(comScore Media Metrix Multi-Platform Metrix), 미국, 18세 이상, 2017년 6월

방송사는 광고가 없지만(또는 거의 광고가 없지만) 월간 구독 비용이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할 수 있다. 일부 네트워크는 이미 이를 실행하

고 있는데,227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의 비율은 아직까

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이다. 일례로, 광고 없는 유튜브 서비스는 250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228 광고 있는 유튜브의 사용

자는 10억 명에 달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PPL)는 광고 차단이

불가능한 또 다른 범주의 광고다. 2015년 미국에서 이 시장의 규모는 60

억 달러에 달했었고,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2019년

에는 11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229 미국의 총 광고비 지출이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PPL은 총 지출의 약 3-4%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서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의 PPL 시장은 전 세계 PPL 지

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터키에 관해 얘기할 시간이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록 터키와 북미 국가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광고 차단 행위는 놀

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터키인과 미국인의 행동이 서로 유사하고, 캐나다

인이 특이한 것처럼 보인다. 

터키의 설문 대상자들은 TV 채널 혹은 라디오 방송국을 바꾸는데 보다 관

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17). 그리고 직장인/무직자 간 교육수준이

높은/낮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북미보다 적다(그림 19)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 범주에 있어 상세한 사항까지도 유사한 점이 차이나는 점 보다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영어 사용 시장에서, 우리는 광고 차단 행위의 수준이 훨씬 낮지 않을

까 의심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TV 광고량은 훨씬 적고, TV와 라디오 광

고 시간은 동기화 되어 있다. 따라서 채널을 변경할 동기와 그 전략의 효과

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유사하게, 2017년 프랑스 대중과의 대

화는 SVOD 구독 비율이 더 낮을 뿐 아니라, DVR을 이용해 광고를 넘기는

것 또한 미국에 비해 훨씬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려줬다.

따라서 주의를 해야만 한다. 북미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다. 비록, 터키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북미의 결과가 특이한 것이 아니긴 하

지만 말이다. 다른 국가도 최소한 일부 시간에 있어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

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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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문제없다: 18-24세 연령층의 TV

시청 트렌드는 변곡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18-24세 연령층의 전통적인 TV 시청(용어 정의는 하

단 참조)이 2018년 및 2019년 양 해 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매년 5

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각 시장에서, 이는 지난 7년 동안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율이 될 것이다. 감소는 악화도 개선도 되지 않는 중이

다. 변곡점도 없고 시청률이 붕괴하지도 않는다. 딜로이트는 2018년 위의

세 시장 모두에서 매일 최소 80에서 120분의 TV 시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

상하는데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추가로 2023년까지, 연간 TV 시청률이 5에서 15%의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하락율은 아마도 가능한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치일 수 있는데 젊은이들을 전통적인 TV로부터 이탈시켰던

세력의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일반적인 모든 밀레니얼 세대 및 후속 밀레니얼 세대는 특

히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 미디어, 유튜브 및 기타 짧은 동영상 종합 제공

자,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서비스, 불법 복제 동영상의 유혹을 받아 왔다.

이들 세 대형 영어권 시장에서 모든 주의 분산 요인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

해 가고(아마도 가장 빠르면 2018년 초반, 하지만 2020년까지가 가장 가

능성이 큰 시점), 침투율 및 사용량의 연간 성장이 평탄화 되는 조짐을 보

이고 있는 점은, 아마도 TV 시청시간의 침식이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TV 시청”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

다. 현재의 시청률 측정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때 TV 프로그램은 오직 TV

수상기에서만 시청되었고, 거의 모든 시청은 실제 방송시간에 이뤄졌다.

따라서 측정은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

다에서 TV 시청은 방송 시점에서의 시청 및 녹화된 방송을 TV 수상기, 인

터넷 연결된 TV,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포

함한다. 시청의 범위는 시간에 따라 변해왔고, 초기의 데이터에는 비TV 기

기에서의 시청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예를 들어, 태블릿은 작년부터

포함되었다). 게다가, 방송시점 시청 및 녹화방송 시청 시간으로서 포괄되

는 기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영국에서 TV 시청은 TV 수상기

에서 방송 시점의 또는 녹화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행위로, 기간은 최대

8일을 넘지 못한다. 방송 시점의 또는 녹화된 방송을 시청하건 간에 다른

기기에서의 시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시장 모두에서, TV 시청에는 시청

기기와 상관없이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유튜브 혹은 불법복제 콘텐츠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제외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Y세대로도 알려진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과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로 2018년에 18세에서 37세가 될 사람들이다. 인구

학자들은 이들을 종종 두 집단으로 나누는데, 2018년에 25-37세가 되는

선도 밀레니얼 세대와 18-24세가 되는 후속 밀레니얼 세대로 나눈다. 하

지만 딜로이트의 예측은 후속 밀레니얼 세대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18-24세 연령층의 미디어 관련 행동에 관한 것으로 과거의 행동, 현

재의 동역학, 미래의 전망을 고려한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2011년

당시 18-24세 연령층의 미디어 소비를 측정한 것이다(이들 집단은 이제

25-31세가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18-24세 연령층의 미래 행동을 예측

할 때, 오늘날 10-18세 집단의 현재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1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비슷한 젊은 연령 집단의 2011년부터 현

재까지의 전통적인 TV 시청 행위의 연간 변화를 보여준다(본 예측 기사의

종반부에 있는 삽입글은 이 도표의 해석을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18-24

세 연령층의 전통적인 TV 시청은 구조적인 하향세에 있다. 이는 지속적인

트렌드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이 연령 집단의 연간 시청시간 감소

율은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0에서 10% 사이다. 2014년 시

점에 시청률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 연간 감소율은 약 4에서

11% 사이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76건의 분기별 데이터 중 53건

의 그 값이 그 사이에 위치했다. 디지털에 의해 격변에 처한 다른 미디어 사

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한자리수의 하락이 두자리

수의 하락보다 훨씬 낫다. 추세는 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감소

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영국에서 몇 분기 있었고 20%대 였던 경

우가 미국에서 2분기 있었지만, 이들은 특이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장 젊은 연령 집단의 TV 시청률 연간 하락세에 있어, 영국의 감소율

은 안정적으로 보이며, 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경우는 안정적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변할 수 있긴 하지만, 최악

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지난 5년 동안, 일반적인 모든 밀레니얼 세대 및

후속 밀레니얼 세대는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 미디어, 유튜브 및 기타 짧은 동영상 종합

제공자,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서비스, 불법

복제 동영상 의 유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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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영국, 캐나다 젊은이들의 전통적인 TV 시청률의 변화,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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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닐슨(Nielsen), 누메리스(Numeris), BARB

그림 21에 포함되지 않은 2017년 하반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더 심한 시

청률 하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대선은 젊은 층의 TV 뉴스

시청을 크게 늘렸었다.230 심지어 영국에서도, 미국 투표 관련 2016년 TV

시청률은 2012년에 비해 2배가 높았다.231 따라서 2017년 하반기 시점에

서 전년도 동기 대비 시청률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큰 사건에 대한 TV 뉴

스의 호황은 아마도 끝났을 것이다. 2017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전

통적인 TV 방송을 매일 100분 이상 시청한다. 딜로이트는 2017년 대비

2018년과 2019년 좀 더 작은 감소율을 예상한다.

18-24세 연령층의 최근 전통적인 TV 시청 감소는 스마트폰, SVOD 서비

스, 소셜 미디어, 불법 복제물, 광고 기반의 무료 온라인 동영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모두는 전통적인 TV의 경쟁자 혹은 대체물로

서 행동해 왔다. 이들 모든 대안은 2014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18-24세

연령층이 이를 보기 시작했을 때 TV 시청률의 하락이 빨라 지기 시작했고,

보다 최근 들어 대안의 채택 및 사용의 증가가 급격한 상향세에 들어서서,

총합적으로 18-24세 연령층의 관심을 TV에서 멀어지게 했다.(비디오 게

임 또한 관심 분산 요인이긴 하지만, 이미 수십년 동안 크게 변함없는 수준

으로 존재해 왔었다.)232

앞으로 이들 요인 중 아무것도 크게 덜 중요해지거나 더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다.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51

스마트폰은 후속 밀레니얼 세대에서 거의 편재화 되었다; 침투율은 더 이

상 높아질 수 없다.233 미국의 18-24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 55%

에서 2015년 94%로 급증했지만 2016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영국과 캐

나다의 이 연령집단에 대한 2017년 스마트폰 침투율도 비슷한데, 각각

95%, 92%였다.234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18-24세

연령층이 앱 및 웹 사용에 쓰는 시간이 2015년 매일 90분에서 2017년

156분으로 급증해 73%의 증가율을 보였다.235 그러나 미국의 18-24세

연령층이 매일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은 TV 시청시간보다 이미 많아졌다

(156분 대 124분).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TV

시청시간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루의 한정된 미디어 소비

시간을 감안할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미래에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 영역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스마트폰 화

면이 클수록 동영상 감상에 보다 적합하다. 미국에서 2014년 9월 기준으

로 4.5인치 이상의 화면 크기를 가진 스마트폰은 6천만대가 있었다. 다른

1억2천만대는 더 작은 화면을 가졌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4.5인치

미만의 스마트폰은 단지 4천만대였고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진 기기는 1억6

천만대였다.236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보면, 모든 신규 스마트폰의 절반 이

상이 5.5인치 이상의 화면을 가지게 될 것인데, 2016년의 5인치 화면과

비교할 때 이는 모바일 동영상 시청을 좀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4.5

인치로부터의 화면 크기 증가 후에 목격되었던 것보다는 그 정도가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스마트폰 화면은 18-24세 연령층의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시간이

2015년 일간 4.6분에서 2017년 11.9분으로 증가한 것과 관계가 크다.237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은 더 이상 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인 손의 크기, 한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의 바람, 평균

적인 주머니 크기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크

기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서비스를 구독하고 보다 매일

이를 사용한다. 미국의 18-34세 연령층(후속 밀레니얼 세대만이 아니라)

의 넷플릭스 구독률은 2012년 28%에서 2015년 50%로 거의 두배 가까

이 증가했다.238 넷플릭스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더하면, 후속 밀레

니얼 세대의 SVOD 서비스의 침투율은 훨씬 높다. 딜로이트 글로벌 2017

설문조사에 따르면(그림 22 참조), 미국 18-24세 연령층의 89%가 SVOD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고, 한편 캐나다 영어 사용지역의 동 연령대 가입율

은 약 90%에 달한다.239(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SVOD 침투율은 그보다 약

20% 낮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평균 일일 사용시간은 2012년 구독자 1

명 당 하루에 1.2시간에서 2017년 1.8시간으로 증가했다.240 그러나 이 수

치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 보다 최근 분기의

수치는 일일 시청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여주

며,241 이는 2018년에 스트리밍이 더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서 뺏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른 SVOD 서비스도 있지만 그림 22가 보여주듯

이, 이들은 낮은 침투율 때문에 넷플릭스보다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 사용 캐나다 지역에서 그러하다. 그 시

장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1가지 이상의 SVOD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는

데, 이들 모두가 최소한 넷플릭스는 구독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18-24세 연령층이 앱 및 웹 사용에 쓰

는 시간이 2015년 매일 90분에서 2017년 156

분으로 급증해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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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및 영어사용 캐나다 지역에서의 18-24세 연령층의

SVOD 구독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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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중 18-24세 연령층: 미국(140) 및 영어권 

캐나다(101), 2017년 8-10월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소

비하고 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주당 동영상 스트리밍 시간은 2013년

4분기 1.6시간에서 2015년 동분기 5.7시간으로 증가해, 2년 동안 3배 이

상 늘어났다.242 비록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2

년 동안 다시 3배 이상 증가할 것 같진 않다. 

소셜 미디어 앱은 널리 퍼져 있고 시간 소모적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

로 미국의 18-34 연령층의 60% 이상이 스냅챗(Snapchat)을, 75% 이상

이 인스타그램을, 95%가 페이스북을 사용한다. 이들 18-34세 연령층의

각 플랫폼 일일 사용시간은 각각 평균 14분, 13분, 30분 이상이다-이는 세

플랫폼 사이의 총 일일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이 1시간에 근접함을 의미한

다.243 스냅챗은 2013년 12월 기준 미국의 18-24세 연령층의 38%가 사

용했고, 2016년 12월 기준 78%가 사용했다.244 하지만 18-34세 연령층

이 소셜 미디어에 쓰는 시간은 보다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전년 대비

21%), 이는 25-49세 연령층(29%)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층(64%)보

다 낮은 증가율이다.245

그리고 젊은이들의 불법 복제율이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 비록 밀레니

얼 세대가 지금은 덜 다운로드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주로 스트리밍을 통

해 여전히 불법 복제된 동영상을 이용한다. 2016년 18-24세 연령층 중

42%가 데스크탑/노트북에서 불법적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해 본다고 답

했으며, 41%는 모바일 기기에서 불법적인 스트리밍을 이용한다고 밝혔

다.246 불법 복제에 대한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밝힌 설문결과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 유럽, 북유럽의

18-35세 연령층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설문조사에 근거해, 딜

로이트는 젊은이들이 콘텐츠 불법 복제를 줄일 것 같지는 않지만, 불법 복

제 수준이 더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53

전통적인 TV 사업자-방송사, 배급사, 광고주-는 18-24세 연령층의 TV 시청시간이 계속해서 높은 숫자의 한자리 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 가정해

야 하고, 두 자릿수의 감소율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해서는 안된다. 미국 18-24세 연령층의 2018년 TV 시청 시간은 분기에 따라 일일 90에서 100

분 사이 정도일 것이며, 2019년에는 80에서 100분 사이가 될 것이다. 영국과 캐나다의 시청 시간도 대략 같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비록 전통적인 TV 시청이 줄어들고 있지만, 방송 시점의 시청과 녹화방송 시청의 상대적 비율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8-24세 연령층의 방송 시점 시청 비율은 90.8%로 2015년 동분기의 90.5%보다 약간 상승했다.247 이는 젊은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동영상 소

비의 일부를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동영상 대안으로 변경하였다 해도 선호하는 “핵심” TV 시청 방식은 방송 시점의 시청임을 시사한다.

18-34세 밀레니얼 세대가 시청하는 전통적 TV 방송 장르는 무엇인가? 2017년 미국에서는 스포츠가 여전히 큰 매력을 지녔는데, 최상위 시청률

방송 20개 중 6개, 10개 중 5개가 미식축구 중계였다. 리얼리티 쇼 또한 인기 있었는데, 비록 최상위 10개 중에는 하나도 없었지만 최상위 시청률

방송 20개 중 3개가 이 범주에 속했다. 2017년 최상위 20개 중 나머지는 코미디, 드라마, 경찰 드라마, 애니메이션들이 섞여 있었다.248 이러한 패

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TV 제작자와 광고주는 젊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특정 장르(스포츠 중계를 제외하고)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계

속해서 장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젊은 시청자들이 전통적인 TV(케이블, 인터넷 또는 위성 방송을 통해)와 디지털 안테나로 공중파 방송을 덜 시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SVOD 서비스를 소비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복수의 서비스를 구독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이다.

2017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SVOD 서비스 구독자인 18-20세 연령층의 거의 1/4이 성인 구독자 전체의 평균인 18%와 비교해, 3개 이상의 별개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249 또한 이 동일한 연령 집단은 생방송 SVOD 콘텐츠에 지불하고자 하는 의향이 가장 많았는데, 이 연령층의 남성

2/3가 생방송 TV에 기꺼이 지출하려 하고 있다.250

업계는 전통적인 선형적 TV 시청(TV 또는 다른 모든 기기에서의)과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시청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시청자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체 시청자를 측정하는 것이 최선의 실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미국 대형

스포츠 네트워크는 이미 2017년 후반에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측정방식의 변화는 젊은 시청자의 시청률 수치를 5에서 7% 정도 상향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251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에 18-24세 연령층이 될 이들의 행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 양국에서, 이들의 전통적인 TV 시

청 또한 줄어들고 있고, 현재의 18-24세 연령층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연간 감소율이 더욱 심각한 경우도 종종 있다. 영국에서 어린이들(16세 미

만)의 TV 시청률은 2010년 이래, 16-24세 연령층의 시청률보다 5% 이상 하락해왔다.252 그리고 미국에서는 12-17세 연령층의 TV 시청률은 18-

24세 연령층보다 2% 이상 하락해 왔다.253 만일 이들 다음 세대의 행태가 다음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안정적 혹은 덜 심각한 시청률 하락에 대한

딜로이트의 예측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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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의 해석에 대한 상세 사항

01. 선의 굵기는 인구의 크기를 나타낸다.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사용

된 연령 구분 기준은 18-24세이고, 한편 영국은 16-24세다.

02. 측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18-24세 연령층은 약 2,500만에서

2,700만 명이 있었고,254 영국의 16-24세는 약 700만 명 이었다.

그리고 캐나다의 18-24세 연령층은 300만 명 이상이었다.255

03. 각국의 데이터는 TV 시청률 측정에 있어 전통적인 선도 업체로부

터 얻은 것이다: 미국의 닐슨(Nielsen), 영국의 BARB, 캐나다의

누메리스(Numeris).256

04. 데이터를 제공한 세 회사가 사용하는 시청률 측정 방법론에는 다

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들을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중요하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일부 시청률 데이터는 태블릿에

서의 시청을 포함하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일부는 수

동적으로 측정되며, 다른 데이터는 자가 기록에 의존하고, 실시간

시청에 대한 정의도 서로 다르다. 

05. 캐나다의 데이터는 분기가 아닌 연간 기준이다.

06. 중요한 국가별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A. 비록 전체 시청 중 작은 부분에만 이용되었지만, BBC의 아이플

레이어(iPlayer)는 영국에서 고려해야할 한 가지 요소다(그리고

젊은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는 이에 해

당하는 것이 없다. 2017년 기준 모든 아이플레이어 사용자의

44%가 16에서 34세 사이로, 가장 큰 단일 연령집단이다. 그

리고 비교 목적으로, 동일한 연령 집단은 TV 및 라디오 사용자

양쪽에서 단지 30% 정도만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한다.257

B. 캐나다에서, 영어권 시청자와 프랑스어권 시청자(전체 인구의

약22%)의 TV 시청 행태는 매우 다르다. 프랑스어권 시청자는

매일 보다 많이 전통적인 TV를 시청하고 연간 시청률 하락세도

낮다. 2017년 기준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가정의 57%가 동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프랑스어 사용 가정

의 경우 단지 38%만이 스트리밍 구독권을 가지고 있다.258

C. 미국 시장에서는, 인종 측면에서 볼 때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있

다. 2016년 4분기 18-24세 연령층 전체의 방송 시점 및 녹화

된 방송의 일일 평균 시청시간은 약 151분이지만, 같은 연령대

미국 흑인들의 평균 시청시간은 246분이었고(전체 평균보다

63%가 많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시청시간은 83분에 불

과했다(전체 평균보다 45%가 적다).

07. 비록 젊은 시청자들이 전통적인 TV 코미디와 드라마 방송의 일일

시청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스포츠 방송과 같은 기타 범주는 상대

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방송이 이제 젊은 세

대의 전통적인 총 TV 시청시간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및 전통적 TV 산업에 있어 좋은 일인데, 방송이 실시

간으로 시청되고 많은 광고가 삽입되며 방송 구독료도 크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연간 트렌드의 분석이 보다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3가지 사

례를 들어보자:

A. 축구 월드컵이건 혹은 챔피언스 리그이건 간에, 영국 팀들의 뛰

어난 혹은 형편없는 성적은 영국 시장의 시청률에 커다란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일부 북미인들이 이들

시합을 시청하긴 하지만, 시청자수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미미

하다.

B. 한편, NFL(미식축구)은 미국에서 지배적인 TV 스포츠다. 약간

의 시청률 감소 기간(2016-2017년 시즌 상반기에 나타났던)

도 젊은이들의 TV 시청률 수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이 가을 미식축구 기간 동안 매일 평균 120분을 시청한다

고 가정할 때, NFL 시청시간이 6분만 줄어도 젊은 층의 시청률

수치에 큰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

C. 캐나다에서는, 미식축구와 축구는 전통적인 TV 방송에 중요하

지 않다. 대신에 NHL(아이스하키)이 있다. 플레이오프 시즌 동

안 연고지가 캐나다인 팀들 중 성적이 좋은 팀이 없으면, 몇몇

캐나다팀(특히 연고지가 큰 시장인 경우)이 상위 라운드로 진출

한 해와 비교할 때 훨씬 시청자들이 줄어든 결과를 보게 된다.

18-24세 연령층의 일일 5-10분 정도 시청시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보수적인 추정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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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동일하게, 비록 그림 21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최근 몇 년 동

안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부분이 한자리수인 연간 시청률 하

락을 보여주지만,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준

다. 그림 23은 그림 21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스웨덴, 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된 북유럽 국가들의 “젊은” 인구집단의 연

간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및 기타 국제적인 콘텐츠

의 도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다시피, 시청률은 하향세지만 연

간 변동이 매우 크다. 

덴마크의 밀레니얼 세대의 시청률은 2013년14% 하락했지만, 2014

년은 0%였고, 2016년에는 거의 18%로 고꾸라졌다. 스웨덴, 덴마

크, 노르웨이의 2016년 시청률 하락은 두 자릿수였지만, 핀란드의

15-24세 연령층의 시청률은 같은 해 단지 3%만 하락해 크지 않은 하

락율을 보였다. 2017년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북유럽

밀레니얼 세대의 미래 시청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어떤 분

명한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다.259

그림 23. 젊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TV 시청률 연간 변화, 북유럽 2011-16

스웨덴 15-24 노르웨이 20-29 덴마크 19-34 핀란드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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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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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칸타 갤럽 덴마크(Kantar Gallup Denmark), 핀패널(Finnpanel), 칸타 TNS 노르웨이(Kantar TNS Norway),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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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온리: 가정용 셀룰러 인터넷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북미인의 20%가 셀룰

러 모바일 통신망(모바일 온리)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모든 데이터 접근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추가로 2022년까지 셀룰러

와 FWA(Fixed Wireless Access) 기술의 혼합 방식이 가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을 무선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30-40%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

는데, 2013년에는 단지 10%에 불과했었다.260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유

선 데이터 회선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동축 케이블, 광섬유 연결, DSL 구

리선 중 어떤 것도 없다. 대신에, 이들은 가정에서의 모든 인터넷 사용을

오로지 무선 기술에만 의존한다. 그들은 또한 직장, 학교, 커피숍 등에 있

을 때는 다른 방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는 무선 외

에 다른 데이터 접속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딜로이트 글로벌은 데이터 접근을 위해 오로지 셀룰러 모바일만을

사용하는 인구집단의 비율이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예측한다(그림 24 참조).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

에서는 1/10 미만의 사람들이 모바일 접속만을 사용하지만, 터키에서 그

수치는 3배 이상 높다. 라틴 아메리카의 예를 들면, 딜로이트 브라질은 브

라질 모든 가정의 1/3이상이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

리고 중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온라인 유저 기반(가구 기준이 아닌)의

1/5이 모바일만을 사용했다.261 광섬유 인터넷 연결이 폭넓게 사용가능한

도쿄에서도 2017년 수십만의 가정(전 가정의 약 5%)이 오로지 모바일에

만 의존하고 있었다.262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2018년에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될까? 거기에는 많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모바

일만이 오로지 가용한 데이터 연결 방식이기 때문인데,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이 그렇다. 다른 요인들-소득, 연령, 독신 여부, 월별 데이터 제공 한도

가 크고 더 빠른 좋은 네트워크의 사용 등- 또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또한 트렌드를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유선전화 사용

을 중단했고, 동일한 변화가 인터넷 접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1/10 미만의 사람들이 모바일 접속만을 사용하

지만, 터키에서 그 수치는 3배 이상 높다. 라틴

아메리카의 예를 들면, 딜로이트 브라질은 브라

질 모든 가정의 1/3이상이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24. 2017년, 선정된 국가에서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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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개국 성인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미국(1,096), 캐나다(1,090), 

터키(1,061), 영국(1,118), 프랑스(1,097), 스페인(1,082), 러시아(1,097), 

설문조사는 2017년 8-10월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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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1: 모바일 온리 데이터 사용의 과거와 현재

때로는 한가지 선택밖에 없다. 도시의 변두리부터 오지의 농장까지, 전 세

계에는 광섬유나 케이블 인터넷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또한 가정에 구리 전화선이 들어온다 해도, DSL 기술

이 원활히 작동하기에는 지역의 전화 교환기가 있는 위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263 만약 그들의 집이 중앙 사무실에서 1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LTE 통신탑에서 4마일 내에 위치한다면, 모바일이 가장

빠른 가용한 인터넷 서비스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및 프랑스(그리고 아마도

다른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에서는 상당히 드문 경우일 수 있지만, 다른 지

역에서는 보다 흔한 일이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골 거주자들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모바일-온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도시의 변두리부터 오지의 농장까지, 전 세계에는

광섬유나 케이블 인터넷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림 25. 도시와 시골에서의 모바일-온리 사용자의 비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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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터키(290),

프랑스(103), 스페인(168), 러시아(171), 2017년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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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에 관한 것이지만, 단지 소득만 관계된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 대

상인 모든 국가에서, 가장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한 가정이 가장 높은 소득 계

층에 속한 가정보다 모바일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소득 계층 단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림 26이 보여주듯이, 소득 효과는 미국에서 가장 작

았는데, 연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이 모바일만 사용하는 경우

는 7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보다 단지 1/3 정도 많았다. 

대체로, 저소득자인 경우 모바일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50% 이상 많은 것

이 분명해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저소득 가구에서 모바일-온

리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 예측한다. 비록 이것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국가

중 일부의 경우이고 고소득자 중 13-23%들 또한 모바일-온리인 것을 주

의해야 하지만, 무선 데이터는 유선 서비스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림 26. 최고소득, 최저소득 가구의 모바일 데이터 온리 비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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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영국(54), 프랑스(103), 스페인(168), 러시아(171), 미국(203), 캐나다(265), 2017년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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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효과가 확연하다. 젊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데이터를 셀룰러에만 의

존할 가능성이 대략 2배 정도 높았다. 사실, 누군가가 모바일만을 사용할

지 아닐지를 가리키는 가장 큰 단일 인구통계적 요인은 연령이다. 그림 27

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 대상 중 가장 젊은 연령 집단(정확한 연령대는 국

가마다 다르지만, 대략 18-24세 사이)이 거의 항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2배 가량 7개 국가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연령집단(국가

마다 다르지만, 대략 55-65세 사이)보다 모바일 온리인 경우가 많았다. 이

효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가장 컸다. 이유는 불명확하다. 

그림 27. 가장 나이 많은, 가장 나이 어린 연령집단에서 모바일 데이터 온리의 비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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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영국(54), 프랑스(103), 스페인(168), 러시아(171), 미국(203), 캐나다(265), 터키(290), 2017년 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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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적다. 2016년 가구당 한달 인터

넷 사용량은 미국이 190GB, 캐나다가 145GB, 영국이 132GB였다.264

2018년까지, 이들 국가의 사용량은 아마도 한달에 200에서 300GB 사이

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모바일 온리를 많은 이들에게 적합하

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들 평균값은 가구 중 소수(미국의 케이블 고객 중

1-2%)265에 의해 높아지는데, 이들의 사용량은 한달에 1TB에 근접하고

있다. 나이가 많거나 온라인 동영상을 훨씬 적게 시청하는 한 명 혹은 두 명

이 거주하는 가정은 훨씬 적은 데이터를 소비한다. 온라인 동영상을 적게

시청하는 가정은 한달에 50GB 이상의 데이터를 소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들 가정은, 모바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패키지로 충분할 수 있다.

네이키드 브로드밴드(Naked Broadband, 유선전화에 추가로 가입할 필

요가 없는 xDSL 라인을 이용하는 광대역 인터넷)가 가용하지 않은 시장에

서는, 유선 연결을 포기함으로써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했거나 동거하는 사람들보다

모바일 온리인 경우가 많다. 비록 결혼 여부의 차이가 모든 국가에서 통계

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미혼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0% 이상 모바일

온리일 가능성이 컸다.

그림 28. 기혼/동거자와 독신자의 모바일 데이터 온리 비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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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영국(54), 프랑스(103), 스페인(168), 러시아(171), 미국(203), 캐나다(265), 터키(290), 2017년 8-10월

더 나은 셀룰러 모바일 네트워크는 일부에게는 모바일 온리만으로 충분함

을 의미한다. 2013년 이후 4G LTE 무선 네트워크는 보다 편재화되었고,

지난 2년 동안 LTE 어드밴스드 기술이 많은 국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 결과, 무선 인터넷 연결을 보유한 사람들은 10에서 30 Mbps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었다(2017년, 선진국의 일반적인 다운로드 속도는

16.6Mbps인데, 한편 13개 국가의 속도는 최소한 30Mbps다).266 그리고

월간 데이터 제공량은 과거보다 커졌다. 2014년 미국의 평균 월간 무선데

이터 소모량은 1.9GB,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1.2GB에 불과했다.267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데이터 제공량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

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가 차세대 기술 및 네트워크로

이동함에 따라 오로지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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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모바일 온리가 고정 무선 접속(FWA)으로도 알려진 무선 온리

로 변하다

“모바일 온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사용

에 대해서만 말해왔다. 일부 사람들은 집에서 오로지 스마트폰의 셀룰러

망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하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본다. 다

른 이들은 스마트폰을 핫스팟으로 사용해서 컴퓨터나 태블릿과 같은 다른

기기에서 인터넷을 본다. 양쪽의 경우 모두 데이터는 700MHz와 5GHz

사이의 특정 주파수 대역 중 허가된 주파수 영역을 타고 흐르고, 무선 사업

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동성이 있다. 누군가의 집에서

무선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는 다른 어딘가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2018년 이런 종류의 솔루션은 전 세계 인구 중 일부에게 적합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 그러나 속도와 용량의 제약은 (상대적으로 말해) 많은 데

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솔루션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아마도 북미 거주자의 2/3 이상은 한달에 100GB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데이터 규모가 증가할 것임은 확실해 보

인다. 2020년까지 현재의 연간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북미의 평균 가정은

한달에 500GB 이상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오늘날 제공되는 어떤 종

류의 모바일 솔루션도 전체 인구 중 오로지 작은 일부밖에 만족시킬 수 없

게 됨을 의미한다. 

5G 혹은 제5세대로 알려진 무선 네트워크가 배치됨에 따라 획기적인 성

능 개선이 이뤄져 기가비트(Gigabit) 단위의 속도가 예상된다. 이들 네트

워크는 미국에서 2020년까지 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268 그러나 정확한

출시 시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5G는 서로 다른 많은 기술들

에 의해 구현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선전파 주파수의 사용이

다.

밀리미터파 고정 무선 접속(mmWave fixed wireless access)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셀룰러 주파수보다 훨씬 높은 대역의 주파수는 이론

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다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

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 주파수를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

한 기술은 비싸고 개발하기 어려웠으며, 전파 자체의 전달성도 형편없었

다. 셀룰러 주파수 대역의 전파는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빌딩을 돌아가

며, 유리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24 GHz 이상의 훨씬 짧은 전파

-밀리미터파 혹은 mm파로 알려진-는 공기에 흡수되기 전에 단지 200야

드(약 183미터)만을 이동할 수 있고, 유리 또는 심지어 나뭇잎도 통과할

수 없으며, 가시선 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딜로이트 글로벌은 미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

tions Commission, FCC)가 제안한 새로운 준칙에서 열거 되었듯이,269

2018년 미국에서 28 GHz, 37-40 GHz, 64-71 GHz (영역 중 11 GHz)

주변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시험이 훨씬 많이 이뤄질 것

으로 예측한다. 이들 시험은 처음에는 모바일 기기가 아니라(2019년과

2020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비모바일 가정 인터넷 접속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기술은 가정의 외부에 설치된 소수의 디지털 안테나를 이

용하는데, 안테나는 소형 마이크로셀 송신기(일반적으로 훨씬 크고 값비

싼 전통적인 통신탑이 아닌 전신주에 위치하지만 종종 지속적인 네트워크

치밀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고속 광섬유 케이블에 연결된다)에서 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의 가정과 송신기 사이의 직접적인 가시선 상에 위치한다.

속도는 4G보다 훨씬 빠를 가능성이 큰데, 1-2 Gbps가 최소치가 되고 10

Gbps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연 속도는 10밀리초 미만일 것이다. 이

는 고정 무선 접속(Fixed Wireless Access, FWA)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

미의 주요 통신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비통신업

체 잠재적인 신규 사업자들도 2017년과 2018년 다수의 시험을 진행 중

이다.270 공시 자료를 통해서 딜로이트가 알고 있는 바는, 이 기술이 15개

이상의 미국 시장에서 시험 중이며, 한 통신사업자의 첫 번째 상업적 서비

스 개시가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271

매우 중요한 점은, 밀리미터파 기술이 예측되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음을 시험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험에서는 약 1/4 마일 거

리 그리고 건물 뒤에서 1.4 Gbps의 속도가 관측되었다.272 만약 이것이 더

대규모 시험에서도 입증된다면 기술은 훨씬 더 유용해질 것이다. 

아직은 초기지만,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 기술이 최소한 일부 지역에서 그

리고 일부 고객에게는 유용해질 것이며, 2020년까지 가정 인터넷 시장의

작지만 성장하는 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추가로, 빠른 속도

와 작은 셀 크기 덕분에 연간 데이터 제공량이 매우 커지고, 각각의 가정에

서 매달 1TB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광섬유 인터넷

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환할 가능성이 낮고, DOCSIS 3.1 케이블 인터넷과

지패스트(G.fast) 통신 인터넷(두 가지 방식 모두 아마도 2022년까지

1Gbps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을 가진 사람들 또한 밀리미

터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선 인터넷을 위

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2022년까지 무선 가정 인터넷 솔루션은 계속해서 시장의 하단(상대적으

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정)을 점유할 것이지만, 이 솔루션은 또한 시

장의 상단에서도 경쟁하고 가끔은 광섬유 인터넷 가정 솔루션을 대체하기

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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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온리 접속 확산의 가장 분명한 단기적 영향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과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미치게 된다-2018년에는 거의 모든

소비자 기업들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하반기 많은 대형 B2C 기업들과의 대화에 근거해, 우리는 이들 기업 중 대부분(국가에 따라

서)이 그들의 고객 중 상당수가 유선 가정 인터넷이 없고, 느린 속도와 월간 데이터 한도가 작은 모바일 온리인 점을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대용량 이미지 혹은 중간 품질의 동영상이 수반되는 어떤 활용 방안도 데이터 한도가 작은 모바일 온리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

급한대로, 소비자들은 데이터가 풍부한 서비스를 커피숍, 직장, 대학교 등에서는 접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이를 즐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혹은 온라인 금융서비스 업체는 모바일 온리 고객들에게도 도달 가능한 낮은 대역폭의 서비스를 추가로

갖추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잘 작동할 수 있다: 낮은 해상도의 신발 사진 혹은 텍스트로 제공되는 은행 잔고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

지만 미디어에 있어, 모바일 인터넷만을 사용하고 월간 데이터 한도가 부족한 인구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용량의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비실용적일 것이다. 심지어 저해상도라 해도 말이다.

모바일 온리 사용자가 저소득층에 몰려 있고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부 흥미로운 도전과제가 원격 의료 및 교육 관련

공공정책의 실행에서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 및 환자와 의사와의 대화는 상당한 수준의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모바일 인터넷만을 사용하는

집단은 이들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수행된 원격 진료 실험은 대역폭 제약 때문에 희망했던 동영상 회의 솔루

션을 사용할 수 없었고, 대신에 연결은 음성만으로 이루어졌다.273

인터넷 접속, 특히 제공되는 월간 데이터 한도가 큰 고속의 인터넷 접속은 전 세계 규제당국의 큰 관심사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인터

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추진계획과 보조금 제공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종종 실행되는데, 시골 및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바일 온리

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예측을 고려할 때, 규제당국은 단지 유선 연결 뿐 아니라 무선 연결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규제당국은 이미 모바

일 온리 인터넷을 통신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장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274 비록 이것이 일부 논쟁을 일으키고 있긴 하

지만.275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2018년의 모바일 온리가 아닌 2019년 및 그 이후의 밀리미터파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데이터 연결의 선택에서 제기

될 것이다. 싱가포르(95%)와 한국(83%)을 포함한 국가의 통신망 사업자들은 이미 방대한 FTTP(Fiber To The Premises)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

어276 밀리미터파 기술의 배치에 대한 동기부여를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가정의 단지 10%만이 FTTP 접속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기가비트의 속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해법에 이제 DOCSIS 3.1 케이블, G.fast, FTTP서비스와 함께 밀리미터파

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 한발의 마법 탄환 같은 기술은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시장은 날씨, 지형, 인구밀도, 공사비 그리고 심지어 나뭇잎의 무

성함 정도까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피닉스(Phoenix) 같은 지역은 많은 개별 가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각 가정에 광섬유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밀리미터파 신호를 가로 막을 나무들의 거의 없고, 눈이 내리지 않는다-눈 또한 이들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 보

스턴이나 파리에는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10-20층 건물에 사는 타이페이 같은 곳에서는 광섬유를 각 건물에 연

결하는 것이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것보다 용이할 수 있다. 이스탄불에서는, 구시가지에 광섬유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공사를 위

해 땅을 파헤칠 때마다 종종 유적지가 발견되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 솔루션이 더 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모바일 온리, LTE, 밀리미터파, 5G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아마도 개발 도상국이 될 것이다. 그 곳에서는, 심지어 도시에서도, 동

축 케이블이 극소수로 존재하거나 아예 없고 광섬유는 아예 찾아 볼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노후화되었고 DSL 인터넷 서비

스를 위해서도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무선 데이터 제공은 시민들을 기가비트 시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단지 한 가지 선택이 아니라 아마

도 유일한 선택임이 거의 확실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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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착용하라: 비행중 인터넷

접속의 이륙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10억 명의 항공기 승객(전체 승객 중 약 1/4)

이 비행 중 인터넷 연결(In-Flight Connectivity, IFC) 기능을 장비한 항공

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측한다.277, 278 IFC는 데이터 접속 및 허용될 경우 음

성 통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매년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

공사의 IFC 수익은 10억 달러에 근접할 것인데, 대부분의 수익은 IFC가 가

용하고 비용이 청구되는 노선에서 접속권을 구매한 약 1/10의 승객들로부

터의 비행 중 매출에서 창출될 것이다.279.280

IFC가 북미와 같은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용했지만, 2018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와 수익성이 높아질 것인데,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선의 수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며, 비행 당 데이터 용량이 커지기 때

문이다.281

이 트렌드는 몇 년 안에 항공기가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마지막 지역에

서 벗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말이다. 

최근까지 북미 지역 외의 많은 항공사들은 IFC에 대해 기다려보자는 식의

접근법을 취해오거나 단지 전체 항공기 선단 중 일부에만 설비를 장착해왔

다. 2018년도 초반에 전체 상업용 항공기 중 약 1/3에 IFC 설비가 장비될

것이다. 배치는 여러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부분적이었는데 만족할 만

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과거 방식의 장비가 항공기 무게에 미치

는 영향, 수반되는 비용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2018년 및 그 이후엔, 인공위성 및 ATG 연결성의 기술 발전 덕분

에 IFC의 비즈니스 사례가 보다 매력적이 될 것이다. IFC는 더 개선된 사용

자 경험과 저렴한 가격을 가용하게 해주는 발전된 사용자 당 속도와 데이

터 용량을 향유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에 1,600에

서 2,000대의 항공기에 추가적으로 IFC 장비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 세대의 IFC 장비가 이미 장착된 항공기에 업그레이드가 이뤄져, 그

결과 더 나은 연결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업그레이드는 HTS(High Throughput

Satellite)로의 이동인데, 이는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주파수 재사용과 복

수의 스팟 빔(Spot beam)을 채용한다. HTS는 데이터 용량과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비용을 낮춰줄 것이다. HTS는 항공기로의 최대 전송속도를

100Mbit/s 이상으로 증가시킨다.282 HTS 기반 시스템이 아닌 경우의 전송

속도는 10에서 70Mbit/s 사이다. 정확한 실제 속도는 해당 시스템 장비의

조합에 달려있는데-위성, 안테나, 모뎀 그리고 위도가 영향을 미친다.283

데이터 용량은 서비스를 사용하길 원하는 승객들 사이에 공유된다.

HTS는 지난 10년 동안 상업용 위성의 통신수단으로서 도입되었는데, 중

기적으로 배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유로컨설트(Euroconsult)에 따르

면, IFC에 전용되는 총 HTS 용량은 2018년 말까지 21Gbit/s로 증가해,

2016년 말 대비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다.284

보다 많은 HTS 시스템이 출시됨에 따라 IFC 시장을 목표로 한 위성 데이터

의 용량은 2018년을 넘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

X(Space X)와 원웹(OneWeb)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 용량의 공급을 약속

하는 NGSO(Non-geostationary,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하지 않은) HTS

위성 집단 또한 계획되고 있다. IFC는 이 데이터 용량의 사용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ATG 공급사는 LTE 기술에 기반해 최대 100Mbit/s에 달하는 항

공기로의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기존 ATG 솔루션보다 약

10배 빠른 속도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285 오늘날 주요

ATG 공급사인 고고(GoGo)는 2018년 차세대 ATG 네트워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286 ATG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출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들의 서비스는 2017년 말부터 제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87

IFC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비행기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끔은 두

방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 ATG(Air To Ground): 특화된 지상의 모바일 광대역 통신탑의

네트워크가 비행기 동체 하부에 위치한 안테나들에 신호를 중계

전송한다. 지상의 셀룰러 네트워크처럼 항공기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통신탑에 접속한다. ATG는 위성 기반 서비스보다 저렴하

고 지연 시간이 적다. 그러나 지상 위 혹은 지상에 근접했을 때만

작동 가능하다는 분명한 단점이 있다. 또한 ATG의 주요 제약 중

하나는 서비스에 가용한 주파수의 양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 인공위성: 일반적으로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한, 일련의 인공위

성 집단이 송신기 및 수신기를 통해 신호를 주고 받는다. 인터넷

연결은 항공기 윗부분의 안테나를 통해 이뤄진다. 위성 기반 시

스템은 대양 위를 포함해 전 세계에 걸친 접속을 제공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비싸고 지연 시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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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항공기에서의 수신 기술 또한 개선되어왔다. 평판 안테나

의 도입은 공기 저항을 감소시켰다. 과거 위성 안테나에 대한 비판 중 하나

는 이것이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형상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

다.288 비행기에서의 수신 기술도 발전이 있었다. 한 기술 공급사는 수신기

한 개 대신 복수의 수신기를 사용해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

들었다. 하나의 수신기는 사용자들의 접속을 유지하고, 두 번째 수신기는

항공기가 한 전파에서 다른 전파로 이동하는 동안 새로운 전파 신호를 확

보한다.289

다른 기술 공급사는 항공기에서의 속도를 최대 400Mbit/s로 증가시킬 수

있는 모뎀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구세대의 IFC 기술을 가지고 일

부 비행기에서 15Mbit/s 속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존 모뎀보다 확연하

게 빠르다.290

한 ATG 업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신호를 포착하고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안테나 4개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2018년 전 세계에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IFC가 탑재된 항공기에 탑승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북미의 80% 항공기가 IFC를 장비하고 노선

을 운행했다.291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는 IFC의 도입이

제한적이다. 보다 많은 항공사들이 IFC 서비스를 과거에 서비스가 부족했

던 지역을 포함해 보다 많은 비행기와 노선에서 개시함에 따라 상황이 몇

달 내에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 에어 링구스(Aer Lingus), 영국 항공(British Airways), 이베리

아(Iberia), 부엘링(Vueling)의 모회사인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는 2019년 초까지 단거리 운항 항공기의 90%에 IFC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92 EAN(European Aviation Network)과 같은 추

진 계획과 IFC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300곳 이상의 지상 기지의 배치는 유

럽에서의 IFC 배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293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IFC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버

진 오스트레일리아와 콴타스(Qantas) 항공은 2018년 말까지 항공기 선

단의 대부분에 IFC를 장비하려 계획하고 있다.294 중국 항공사들도 2017

년 10월 1일부터 국내선에서의 이동형 전자기기 사용금지가 해제되면서

기술의 활용에 발을 내디뎠다.295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하이난 항

공(Hainan Airlines), 샤먼 항공(Xiamen Airlines)은 국제선 중 일부에서

IF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국제항공공사(Air China)는 2017년

12월까지 자사의 에어버스 350 항공기 중 다수에 IFC를 설치할 것이다.296

다음 10년 동안, 남미 전역에 걸쳐 최대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인터

넷에 연결된 항공기가 2015년 44대에서 2025년까지 1,529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97

사용 가능하게 된 새로운 IFC 용량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과거에

는 업무상 출장 고객들이 대부분의 용량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했었다.

소비자들은 항상 끼어들고 싶어했지만,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품질을 원

했었다. 

이제는 인터넷 연결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해져서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다

른 편의 제공보다 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약 다

양한 서비스들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 응답자들의 54%가 와이파이

를 고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식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19%)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298 IFC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설문조

사에서는, 거의 90%의 응답자들이 좌석, 추가 여유공간 혹은 또 다른 편

의제공을 더 빠르고 지속적인 무선 연결과 바꾸겠다고 답했다.299

소비자들의 인터넷 연결에 대한 동기는 다양할 것이다. 일부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업무 이메일에 대응하길 원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허용된다면)

대화를 지속하고, 하늘에서 셀카를 공유하거나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선택한 음악을 스트리밍하길 원할 것이다. 

항공사들의 서비스 제공 동기는 고객의 수요를 맞춰주고, 승객을 유치 및

유지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추가 수익은 사용시간의 판

매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고객

충성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FC가 무료로 제공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수익 창출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IFC는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13배로 증가해300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부가 서비스 시장을 항공사들이 더욱 증강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청구 방식은 연결 시간 중 일정 시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

거나 비행 건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다(노선에 관계 없이).301 일부 항공사

는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

반적으로 낮은 대역폭의 무료 서비스(문자 전용)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료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제공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것이다.302

다른 항공사들은 IFC의 배치를 늦추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항공기 1

대당 20만에서 30만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303

장비 설치기간 3일 동안 항공기를 지상에 묶어 둠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

하고304, 통신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이들 비용 중 일부

는 상쇄될 수도 있는데, 좌석 뒷부분에 장치된 기내 오락 시스템을 제거할

수 있게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좌석의

기내 오락 시스템을 제거하면 주요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새

로운 하드웨어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본 투자를 없앨 수 있으며, 항공기

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305

절감한 비용 중 일부는 고객의 개인 기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통신 용량과 미디어 콘텐츠를 구입하는데 보태질 수 있다. 압축 기술의 개

선은 콘텐츠(영화와 TV 프로그램 포함)를 더 적은 대역폭을 이용해 고품질

로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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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를 배치할 때 항공사는 위성, ATG 중 무엇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항공사는 또한 어떤 주파수를 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어떤 솔루션이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적합할지, 그리고 규모 확장이 얼마나 용이할지도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의 품질, 솔루션의 복잡성, 설치 비용 간에는 절충 관계가 존재한다.307 항공사는 결과적인 고객 부담 비용이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항공사는 IFC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스스로 관리하기 원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솔루션을 가지고, 기술 공급사

는 항공기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 항공사는 수익의 일부만을 받는 대신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다른 항공

사는 IFC의 설치와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모두 스스로 담당할 수도 있다. 

IFC는 또한 항공기의 운영 중 일부를 수행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를 처음 실행한 항공사로, 2012년부터 모든 승무원에

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태블릿을 지급해 왔다.308 이는 승무원들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고, 회사 이메일을 읽고 대응하며, 실시간으로

고객 좌석 배정을 가능하게 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격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항공사는 회사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IFC의 역할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항공사는 고객들이 추가 비용 없이 항공기 내부의 라이브러리

에서 개인 기기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항공사는 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오락용 기기의 제

공을 계속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주로 장거리 노선에서만 실행될 것이다. 항공사는 또한 어떤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고객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다양한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통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승객들의 피드백에

따른 것이다.309

무선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범위를 하늘로까지 확장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운영사는 무료 문자 서비스와 1시간 동안의

기내 인터넷 접속을 지원해 왔다.310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은 고객 데이터를 대가로 다른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많은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다. 

규제 당국은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주파수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3/4의 항공 여행객에 있어 항공기 탑승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들이 이를 원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말이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이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연결성이 개선되고 저렴해 짐에 따라, IFC는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기 또한 연결될 것이다-그리고 대부분의 승객들

은 이를 기뻐할 것이고 그들의 행복을 35,000피트 상공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표현할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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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Augmented reality capability is likely to be included as standard across
multiple social network platforms, causing AR functionality to be down-
loaded by default.

For examples of applications of AR, see Made with ARKit, Madewith-
arkit.com,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www.madewith-
arkit.com/.

Until five years ago, the AR that most people have experienced was in
TV programs in the form of graphics created by professional designers.
This would include, for example, charts used in news programs or
player-tracking tools used by sports commentator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photorealism now available with AR, see
Reality, realistically augmented, Max-Planck-Gesellschaft, 24 February
2017: https://www.mpg.de/11073847/augmented-reality-photorealis-
tic.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could include augmented reality guides
on sugar, salt and fat content in packaged foods. Users could scan a
bar code and then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ugar, salt and
fat content in the food. Sugar could, for example, be represented visu-
ally via the equivalent number of sugar lumps in a soft drink.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his works, see ARCore: Augmented Real-
ity at Android scale, Google, 29 August 2017:
https://www.blog.google/products/google-vr/arcore-augmented-reality-
android-scale/; Introducing ARKit, Apple Inc., as accessed on 02 No-
vember 2017: https://developer.apple.com/arkit/. iPhone and ARKit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De-
loitte’s TMT Predictions report is an independent publication and has
not been authorized, supported or otherwise approved by Apple Inc.

This essay is a very useful explanation of the underlying technologies
that enable current AR systems in smartphones; see Why is ARKit bet-
ter than the alternatives? Medium, 1 August 2017:
https://medium.com/super-ventures-blog/why-is-arkit-better-than-the-
alternatives-af8871889d6a.

The camera tracks where you are relative to a point in the real world.
The IMU measures the user’s movement. A Kalman filter determines
which of the inputs (the camera or the IMU) is likely to be giving the
more accurate reading.

As of October 2017, there was a base of a few hundred million smart-
phones that had dedicated support for AR. Apple smartphones with an
A9, A10 or A11 processor are compatible with ARKit. Samsung S8 and
Note 8 are compatible with ARCore. For more information, see Intro-
ducing ARKit, Apple Inc.,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s://de-
veloper.apple.com/arkit/; Google wants to bring augmented reality to
your smartphone with ARCore, Digital Trends, 18 October 2017:
https://www.digitaltrends.com/mobile/google-arcore-augmented-reality/.

Snapchat has launched an augmented reality art platform that enables
artwork to be placed within photos. The first artist to collaborate with
this initiative was Jeff Koons. For more information, see Artwork All
Around You, Snapchat,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s://art.snapchat.com/.

A Games of Thrones AR promotion was made available via Facebook.
This was delivered by an app update. Game of Thrones rolls out AR
camera effect on Facebook, The Drum, 26 August 2017:
http://www.thedrum.com/news/2017/08/26/game-thrones-rolls-out-ar-
camera-effect-facebook; see Harness the power of Augmented Reality
with camera effects platform, Facebook, 18 April 2017: https://develop-
ers.facebook.com/blog/post/2017/04/18/Introducing-Camera-Effects-
Platform/; Introducing AR studio, Facebook,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s://developers.facebook.com/products/camera-
effects/ar-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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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dult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survey, those aged 18 to 75.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represents the vast majority of all
adults. If we were to include 16-to-17-year-olds as well, the penetration
would increase a little. The data is from Deloitte’s Global Mobile Con-
sumer Survey across 16 developed markets, with a total sample of
29,056 respondents. The countries surveyed are Australia (2,002), Bel-
gium (2,002), Canada (2,002), Denmark (1,003), Finland (1,002), Ger-
many (2,000), Ireland (1,036), Italy (2,000), Japan (2,003), Luxembourg
(1,000), the Netherlands (2,000), Norway (1,002), Spain (2,000), Sweden
(2,002), the UK (4,002) and the US (2,000). Deloitte’s Global Mobile Con-
sumer Survey (GMCS) refers to individual Deloitte member firms’ 2017
GMCS surveys, conducted between May and July 2017. For more de-
tails, see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technology-
media-and-telecommunications/articles/gx-global-mobile-consumer-tr
ends.html.

Ibid.

Ibid. The average views for 2017, based on survey responses, were 46.
Our view is that people in general underestimate the number of times
they interact with a phone, as most people do not count how many
times they do it. As of 2016, iPhone mobile device owners unlocked
their phones an average of 80 times per day. Apple’s Penchant for Con-
sumer Security, Tech.pinions, 18 April 2016:
https://techpinions.com/apples-penchant-for-consumer-
security/45122.

Ibid. As of 2017, this was 92 percent.

Deloitte Global estimates that there will be 180 million units of smart-
phones sold by multiple vendors retailing at $1,000 or more (in US dol-
lars, or when converted into US dollars) in 2023. We estimate that the
average selling price will be $1,250 for this category, with the most ex-
pensive devices priced at close to $2,000. Deloitte Global’s forecast for
global tablet sales in 2017 was 165 million, a 10 percent decrease from
the prior year, an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2014 peak of 230 million
units. See Deloitte Global’s TMT Predictions 2017 – Have we passed
peak tablet?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11 January 2017:
https://www2.deloitte.com/uk/en/pages/press-releases/articles/tech-
nology-trends-for-2017.html.

The figures are obtained by leveraging various press releases by GfK.
See Smartphone average selling price sees record year-on-year growth
in 3Q, GfK, 24 October 2017: http://www.gfk.com/insights/press-re-
lease/smartphone-average-selling-price-sees-record-year-on-year-
growth-in-3q/; Global smartphone sales hit a quarterly high in Q4
2015, GfK, 3 March 2016: http://www.gfk.com/insights/press-
release/global-smartphone-sales-hit-a-quarterly-high-in-q4-2015/;
Strongest Q3 smartphone sales
on record driven by demand in China, MEA and emerging APAC, GfK,
25 November 2015: http://www.gfk.com/insights/press-
release/strongest-q3-smartphone-sales-on-record-driven-by-demand-
in-china-mea-and-emerging-apac/; Global smartphone sales exceed
1.2b units in 2014, GfK, 17 February 2015: http://www.gfk.com/in-
sights/press-release/global-smartphone-sales-exceed-12b-units-in-
2014/.

Ibid.

Ibid.

Deloitte Global expects the majority of smartphones shipped in 2023
are likely to feature a single 5-to-6-inch touch screen (measured on the
diagonal) and two to four cameras, weigh 150 to 200 grams, and have
a lithium-ion battery (the same composition as used in a 2018 model).
By 2023, the majority of screens are likely to be OLED; in 2018, about a
third are likely to incorporate these screens.

China to blaze connectivity trail with a billion 5G users by 2023,
TechRadar, 18 October 2017: http://www.techradar.com/news/china-
to-blaze-connectivity-trail-with-a-billion-5g-users-by-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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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2017, multiple vendors had launched handset models with dedi-
cated AI chips. These include proprietary chips, which shows the im-
portance being placed on this processor as a differentiator. For more
information, see Why are smartphone chips suddenly including an AI
processor? Android Authority, 30 September 2017: https://www.an-
droidauthority.com/smartphone-ai-processor-803019/.

Huawei boosts smartphone 4G reliability and performance with lattice
semiconductor tunable antenna solution, Lattice Semiconductor, 7 July
2015:
http://www.latticesemi.com/About/Newsroom/PressReleases/2015/201
50707Huawei.aspx.

Android phone makers set to follow Apple’s lead with Face ID,
TechRadar, 8 October 2017: http://www.techradar.com/news/android-
phone-makers-set-to-follow-apples-lead-with-face-id.

In June 2017, Qualcomm announced a fingerprint sensor that can scan
through glass, aluminium and metal. Qualcomm announces advanced
fingerprint scanning and authentication technology, Qualcomm, 28
June 2017:
https://www.qualcomm.com/news/releases/2017/06/28/qualcomm-an-
nounces-advanced-fingerprint-scanning-and-authentication.

Superaccurate GPS chips coming to smartphones in 2018, IEEE Spec-
trum, 21 September 2017: https://spectrum.ieee.org/tech-talk/semi-
conductors/design/superaccurate-gps-chips-coming-to-smartphones-in-
2018.

At the end of 2017, the largest-size phone in terms of RAM was 6 GB.
2017 Smartphone Comparison Guide, New Atlas, 9 May 2017:
https://newatlas.com/best-smartphones-specs-features-comparison-
2017/49418/.

For an explanation of how this works, big.LITTLE, arm Developer, as ac-
cessed on 6 November 2017: https://developer.arm.com/technolo-
gies/big-little.

For more information, see Qi (standard), Wikipedia, as accessed on
6 November 2017: https://en.wikipedia.org/wiki/Qi_(standard).

Hotel room access via smartphone is already available in some hotels
as of 2017, but rollout is currently minimal. For more information, see
“Frustrating” hotel room key cards could disappear within five years,
The Telegraph, 7 July 2017: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7/07/frustrating-hotel-room-
key-cards-could-disappear-within-five/.

As of 2017, there were a few car manufacturers, including Volvo and
Tesla, that supported or planned to support smartphone entry. Volvo’s
truly keyless entry: your smartphone, Extreme Tech, 15 March 2016:
https://www.extremetech.com/extreme/224665-volvos-truly-keyless-
entry-your-smartphone; Tesla’s Model 3 doesn’t come with a key,
Mashable, 29 July 2017: http://mashable.com/2017/07/29/tesla-model-
3-keyless-smartphone-app/.

This system was already available as of 2017 but had been rolled out in
only a few cities, including London. Mobile payments, Transport for
London,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tfl.gov.uk/fares-and-
payments/contactless/other-methods-of-contactless-payment.

There are likely to be an increasing number of smartphones that incor-
porate 3-D facial recognition. Android phone makers set to follow
Apple’s lead with Face ID, TechRadar, 8 October 2017:
http://www.techradar.com/news/android-phone-makers-set-to-follow-
apples-lead-with-face-id.

Single lens reflex (SLR) cameras have a construction materially different
from that of smartphones and are likely to maintain their lead over
smartphones in terms of image quality. There is always likely to be a
need for SLR cameras. However, we also expect a growing number of
photography enthusiasts to use a smartphone instead of an SLR when
the highest-resolution images are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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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ose who view and share photos mostly via a smartphone, the
SLR is likely to become increasingly eschewed. This is a trend similar to
that for music; traditional hi-fi setups, occasionally including vinyl
records, are likely to continue to offer the highest-fidelity reproduction.
But smartphones streaming high- or standard-resolution audio files to
single box speakers are likely to be increasingly used for music instead
of traditional hi-fi. This is because it is convenient and the combination
of streaming and single speaker is continuously improving.

Review: iPhone 8, TechCrunch, 19 September 2017:
https://techcrunch.com/2017/09/19/review-iphone-8/.

The data is from Deloitte’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across 16
developed markets, with a total of 29,056 respondents. The countries
surveyed are Australia (2,002), Belgium (2,002), Canada (2,002), Den-
mark (1,003), Finland (1,002), Germany (2,000), Ireland (1,036), Italy
(2,000), Japan (2,003), Luxembourg (1,000), the Netherlands (2,000),
Norway (1,002), Spain (2,000), Sweden (2,002), the UK (4,002) and the
US (2,000). Deloitte’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GMCS) refers to
individual Deloitte member firms’ 2017 GMCS surveys, conducted be-
tween May and July 2017. For more details, see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technology-media-and-
telecommunications/articles/gx-global-mobile-consumer-trends.html.

Ibid.

Some tablets now have the processing power of midrange PCs.

A standard 50mm lens for an SLR camera alone weighs more than
most smartphones.

On SLR cameras, this effect is most likely to occur when using tele-
photo or macro lenses, as they create shallow depth of field. For an ex-
planation of what the bokeh effect is and how this looks, see Bokeh,
Wikipedia,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en.wikipedia.org/wiki/Bokeh.

For a list of smartphones with this capability, see 2017 is the year of
dual-camera phones, but the best cameras are still single, The Verge, 1
August 2017: https://www.theverge.com/2017/8/1/16074480/dual-
camera-phones-2017-best-image-quality.

Portrait mode on the Pixel 2 and Pixel 2 XL smartphones, Google,
17 October 2017: https://research.googleblog.com/2017/10/portrait-
mode-on-pixel-2-and-pixel-2-xl.html.

The camera takes two lower-resolution photos and combines them.
This mimics the process used by phones with two cameras but
achieves it with just one. Google says Pixel 2 is so good, it doesn’t need
dual cameras, Cnet, 4 October 2017: https://www.cnet.com/news/pixel-
2-is-so-good-it-doesnt-need-dual-cameras-google-says/.

More information and some examples of photographs taken with opti-
cal image stabilization are shown here:
https://www.androidauthority.com/ois-optical-image-stabilization-ex-
plained-677976/.

This type of functionality is likely to have become mainstream by 2023,
in the same way that techniques such as HDR (high dynamic range)
have rapidly rolled out. HDR is software that creates a composite
image with a high dynamic range based on multiple shots at different
exposures taken in close sequence. HDR was first introduced in 2010
on iOS devices. HDR photography with iPhone 4 and iOS 4.1: how good
is it? ArsTechnica, 13 September 2017: https://arstechnica.com/gad-
gets/2010/09/hdr-photography-with-iphone-4-and-ios-41/. The iPhone
8 mobile device and Google Pixel are two smartphones that as of Octo-
ber 2017 had HDR on by default. iPhone is a trademark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Deloitte Global’s TMT Predic-
tion 2018 report is an independent publication and has not been au-
thorised, supported or otherwise approved by App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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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Apple’s terrific document scanner in iOS 11, The Verge,
26 September 2017:
https://www.theverge.com/2017/9/26/16362386/apple-ios-11-notes-
document-scanner-how-to-use.

For more examples, see FLIR ONE tips & tricks, FLIR, as accessed in
2017: http://www.flir.com/flirone/support/tips/.

Deloitte’s Global Mobile Consumer Survey, 2017 edition. Respondents
are all aged 18-75, except for the following countries (Argentina, 18-55;
Brazil, 18-55; China, 18-50; Mexico, 18-50; Netherlands, 18-70; Russia,
18-59; Turkey, 18-50).

It is worth noting that Japan is a little unusual in smartphone/feature
phone mix. Most developed world countries in our 2017 GMCS study
have penetration rates of 85 to 90 percent for smartphones and only
10 to 15 percent for feature phones, but Japan has only penetration of
60 percent for smartphones and 31 percent for feature phones. This
may account for why Japanese perceptions of smartphone overuse are
lower than they are elsewhere.

Regional difference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which brand of
phone people have. Just as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Finland
and Norway in terms of worrying about phone usage, so it is with
phone brands; the mix between major operating systems is different in
the two countries.

It was only 2.8 percent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a 2013 study of
mobile phones. Adolescent mobile phone addiction: A cause for con-
cern? Dr. Mark D. Griffiths, International Gaming Research Unit, Not-
tingham Trent University,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www.academia.edu/3372702/Griffiths_M.D._2013_._Adoles-
cent_mobile_phone_addiction_A_cause_for_concern_Education_and_He
alth_31_76-78.

DSM-IV Substance Dependence Criteria, Danya,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www.danya.com/dlc/bup/pdf/Depen-
dence_DSM.PDF.

Is smartphone addiction real? We ask the experts, Digital Trends, 1 No-
vember 2015: https://www.digitaltrends.com/mobile/is-smartphone-
addiction-real/.

It’s “digital heroin”: How screens turn kids into psychotic junkies, NY
Post, 27 August 2016: http://nypost.com/2016/08/27/its-digital-heroin-
how-screens-turn-kids-into-psychotic-junkies/.

Smartphones aren’t addictive – but their increasing usage points to big-
ger problems, Medium, 21 April 2017:
https://medium.com/@jhreha/smartphones-arent-addictive-but-their-
increasing-usage-points-to-bigger-problems-2507991d3f04; Video
games aren’t addictive, New York Times,
1 April 2017:
https://www.nytimes.com/2017/04/01/opinion/sunday/video-games-
arent-addictive.html.

It is worth noting that distracted driving is actually illegal in many coun-
tries. Therefore, the self-reported numbers of how often people admit
to using their phones while driving are almost certainly minimal; the ac-
tual numbers are most likely higher.

Apps to fight distracted driving, DMV.org,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www.dmv.org/distracted-driving-apps.php.

Death by narcissism: The rise of selfie fatalities, The Irish Times, 16 June
2017: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death-by-
narcissism-the-rise-of-selfie-fatalities-1.3121386.

Have smartphones destroyed a generation? The Atlantic, September
2017: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7/09/has-the-
smartphone-destroyed-a-generation/534198/.

The Author of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Perfectly Captured
the “Rules” About How We React to Technology, Business Insider, 25
May 2014: http://www.businessinsider.com/douglas-adams-on-tech-
nology-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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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of the ’80s never fear: video games did not ruin your life,
Smithsonian, 25 May 2017:
https://www.smithsonianmag.com/history/children-80s-never-fear-
video-games-did-not-ruin-your-life-180963452/.

No harm in horror: when Congress investigated whether comic books
were poisoning young minds, New York Daily News, 14 August 2017:
http://www.nydailynews.com/entertainment/federal-inquiry-comic-
books-ruining-kids-article-1.816665.

Rock and roll is banned in Santa Cruz, California, History, 3 June 1956:
http://www.history.com/this-day-in-history/rock-and-roll-is-banned-in-
santa-cruz-california.

Don’t touch that dial, Slate, 15 February 2010: http://www.slate.com/ar-
ticles/health_and_science/science/2010/02/dont_touch_that_dial.html.

In calendar-year 2016, the major supplier of GPUs to data centers for
machine learning was Nvidia. The company has a January 31 year-end,
so its fiscal 2017 figures are close to calendar 2016 but off by one
month. In the quarters prior to Q4 fiscal 2016, NVDA reported GPU
sales to data centers of about $75 million per quarter, which was
largely for the high-performance computing (HPC, aka “supercomput-
ers”) market. In fiscal 2017, they publicly reported total sales to data
centers of $830 million,
and so for calendar 2016, we estimate that GPU sales to data centers
were about $800 million. Of that, about $300 million was HPC and
other, and therefore GPU sales for ML were about $500 million. When
Nvidia
sells to the data center for ML, they don’t just sell a GPU chip but also
an entire package, which usually includes memory and cooling. With
a very high-end GPU chip, these boards are expensive. The exact price,
pricing mix by product (in 2016, Nvidia sold all P4, P40 and K40 boards
for ML applications, all at different price points) and discounts for vol-
ume purchase are not public information, but Deloitte Global (based
largely on the resale market) believes the average price in 2016 was
between $2,500 and $5,000 per board, which suggests the total num-
ber of GPU chips for ML in the data center (assuming one chip per
board) was in the range of 100,000 to 200,000 for calendar 2016.

How large is the deep learning data center market? Seeking Alpha, 26
June 2017: https://seekingalpha.com/article/4084040-large-deep-learn-
ing-data-center-market?page=2.

Investor Day Presentation 2017, Nvidia, 10 May 2017: http://files.share-
holder.com/downloads/AMDA-
1XAJD4/4376258341x0x942329/A2FCD200-F141-4A26-8E5D-215F6F2
171E0/NVIDIA_Investor_Day_2017.pdf, slides 24 and 25.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 Springer,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BF02478259.

A tale of two cities: GPU Computing and Machine Learning, Dr. Xiaowen
Chu,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www.comp.hkbu.edu.hk/~chxw/ppts/hkust_chxw.pptx.

Intel Xeon Phi Knights Mill for Machine Learning, Serve The Home,
21 August 2017: https://www.servethehome.com/intel-knights-mill-for-
machine-learning/.

And the winner of the best FPGA of 2016 is, EE Times, 6 March 2017:
https://www.eetimes.com/author.asp?doc_id=1331443.

Can FPGAs Beat GPUs in Accelerating Next-Generation Deep Neural
Networks? ACM, 22 February 2017:
http://dl.acm.org/citation.cfm?id=3021740.

Microsoft unveils Brainwave, a system for running super-fast AI, Ven-
ture Beat, 22 August 2017: https://venturebeat.com/2017/08/22/mi-
crosoft-unveils-brainwave-a-system-for-running-super-fa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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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du adopts Xilinx to accelerate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in the
data center, Xilinx, 17 October 2016:
https://www.xilinx.com/news/press/2016/baidu-adopts-xilinx-to-accel-
erate-machine-learning-applications-in-the-data-center.html; As semi-
conductors’ focus on AI grows, Xilinx could be a winner, Barron’s, 23
August 2017: http://www.barrons.com/articles/as-semiconductors-
focus-on-ai-grows-xilinx-could-be-a-winner-1503506665.

Intel to ship new Nervana Neural Network Processor by end of 2017,
TechCrunch, 17 October 2017:
https://techcrunch.com/2017/10/17/intel-to-ship-new-nervana-neural-
network-processor-by-end-of-2017/.

Fujitsu’s ‘DLU’ AI processor promises 10x the performance of ‘The
Competition,’ Tom’s Hardware, 19 July 2017: http://www.tomshard-
ware.com/news/fujitsu-dlu-deep-learning-processor,35037.html.

An open-source software library for Machine Intelligence, Tensor Flow,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www.tensorflow.org/.

Tensor processing unit, Wikipedia,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en.wikipedia.org/wiki/Tensor_processing_unit.

Will ASIC chips become the next big thing in AI? Forbes, 4 August 2017:
https://www.forbes.com/sites/moorinsights/2017/08/04/will-asic-chips-
become-the-next-big-thing-in-ai/#19ebf7ed11d9.

The Deloitte Global 2017 prediction was for 300 million smartphones
to ship with onboard ML chips. These tend to be found only in the
higher-end phones ($400 and up), and we assume that another 300
million to 400 million smartphones will have onboard ML chips in 2018.
But not all 2017 phones will still be in use by the end of 2018 (break-
age, upgrades, etc.), so we assume that there will be at least 500 mil-
lion, likely more than 600 million, phones with these chips by the end
of the year.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xe/Docu-
ments/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s/predicitons2017/ME-
Predictions-2017-Brains-at-the-edge.pdf.

Intel unveils neural compute engine in Movidius Myriad X VPU to un-
leash AI at the edge, Intel, 28 August 2017:
https://newsroom.intel.com/news/intel-unveils-neural-compute-en-
gine-movidius-myriad-x-vpu-unleash-ai-edge/.

Speck-size computers: now with deep learning, IEEE, 28 March 2017:
http://spectrum.ieee.org/semiconductors/processors/specksize-com-
puters-now-with-deep-learning.

True North, Wikipedia,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en.wikipedia.org/wiki/TrueNorth; IBM Finds Killer App for
TrueNorth Neuromorphic Chip, Top 500, 24 September, 2016:
https://www.top500.org/news/ibm-finds-killer-app-for-truenorth-neu-
romorphic-chip/.

US Military Sees Future in Neuromorphic Computing, The Next Plat-
form,
26 June, 2017: https://www.nextplatform.com/2017/06/26/u-s-military-
sees-future-neuromorphic-computing/.

Blogging the Periodic Table: Aluminum, Slate, 30 July 2010:
http://www.slate.com/articles/health_and_science/elements/features/2
010/blogging_the_periodic_table/aluminum_it_used_to_be_more_pre-
cious_than_gold.html.

It’s Elemental: Aluminum, Jefferson Lab, Accessed on 6 November
2017: https://education.jlab.org/itselemental/ele013.html.

2017 Deloitte State of Cognitive Survey, November 2017: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deloitte-analytics/articles/cog-
nitive-technology-adoption-survey.html#.

IDC Spending Guide Forecasts Worldwide Spending on Cognitiv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to Reach $57.6 Billion in 2021, IDC, 25
September 2017: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3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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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study op. cit. 2017 Deloitte State of Cognitive Survey.

For a discussion of supply and demand of data science skills, see The
quant crunch: How the demand for data science skills is disrupting the
job market, IBM, accessed 6 November 2017: https://www-
01.ibm.com/common/ssi/cgi-bin/ssialias?htmlfid=IML14576USEN&.

This article provides a perspective o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of
ML tools: The evolution of machine learning, TechCrunch, 8 August
2017: https://techcrunch.com/2017/08/08/the-evolution-of-machine-
learning/.

For a discussion of the challenge and some ways around it, see Weak
supervision: The new programming paradigm for machine learning,
Stanford University, 16 July 2017:
http://dawn.cs.stanford.edu/2017/07/16/weak-supervision/.

For a high-level discussion of this challenge, see The business case for
machine learning interpretability, Fast Forward Labs, 2 August 2017:
http://blog.fastforwardlabs.com/2017/08/02/business-
interpretability.html; for a discussion of how the European Union’s new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ffectively creates a “right to expla-
nation” that will increase demand for interpretable algorithms and
models, see European Union regulations on algorithmic decision-mak-
ing and a “right to explanation” report, Bryce Goodman and Seth Flax-
man, Cornell University, 31 August 2016:
https://arxiv.org/pdf/1606.08813.pdf.

For a discussion of ML automation, see Driverless AI blog, H2O.ai,
13 July 2017: https://blog.h2o.ai/category/automl/.

Automated machine learning – paradigm shift that accelerates data sci-
entist productivity @ Airbnb, Medium, 10 May 2017:
https://medium.com/airbnb-engineering/automated-machine-learning-
a-paradigm-shift-that-accelerates-data-scientist-productivity-airbnb-
f1f8a10d61f8.

For a partial list, see Automated data science and data mining, KD-
nuggets, 4 March 2016: https://www.kdnuggets.com/2016/03/auto-
mated-data-science.html; as of October 2017, one start-up in this area,
DataRobot, had raised $125 million from venture investors. Google has
introduced machine learning modeling techniques called AutoML.
Using machine learning to explore neural network architecture,
Google, 17 May 2017: https://research.googleblog.com/2017/05/using-
machine-learning-to-explore.html.

New resources for deep learning with the Neuromation platform,
Medium, 9 October 2017: https://medium.com/neuromation-io-
blog/new-resources-for-deep-learning-with-the-neuromation-platform-
55fd411cb440.

9 Reasons to crowdsource data science projects, InformationWeek, 19
February 2016: https://www.informationweek.com/big-data/big-data-
analytics/9-reasons-to-crowdsource-data-science-projects/d/d-
id/1324377.

Artificial data give the same results as real data – without compromis-
ing privac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March 2017:
http://news.mit.edu/2017/artificial-data-give-same-results-as-real-data-
0303.

For instance, see Extract insight from data with indico’s API, Indico, as
accessed on 7 November 2017: https://indico.io/product?api=custom.

How AI is shaking up the chip market, Wired, 28 October 2016:
https://www.wired.com/2016/10/ai-changing-market-computer-chips/.

Building an AI chip saved Google from building a dozen new data cen-
ters, Wired, 4 May 2017: https://www.wired.com/2017/04/building-ai-
chip-saved-google-building-dozen-new-data-centers/.

Supervisory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 The Federal Reserve
System, 4 April 2011:
https://www.federalreserve.gov/supervisionreg/srletters/sr1107a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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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computers explain themselve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7 October 2016: http://news.mit.edu/2016/making-com-
puters-explain-themselves-machine-learning-1028.

Machine-learning interpretability with H2O driverless AI, H2O.ai, Sep-
tember 2017: https://www.h2o.ai/wp-
content/uploads/2017/09/MLI.pdf.

DataScience.com releases python package for interpreting the deci-
sion-making processes of predictive models, DataScience.com, 23 May
2017: https://www.datascience.com/newsroom/datascience-releases-
skater-python-package-for-predictive-model-interpretation.

New DataRobot release extends enterprise readiness capabilities and
automates machine learning in insurance industry pricing models,
DataRobot, 24 July 2017: https://www.datarobot.com/news/new-
datarobot-release-extends-enterprise-readiness-capabilities-and-auto-
mates-machine-learning-in-insurance-industry-pricing-models/.

For more information, see Research FF06 – Interpretability, Fast For-
ward Labs, July 2017: https://www.fastforwardlabs.com/research/FF06.

See Deloitte Global’s TMT Predictions 2017 – Brains at the edge: ma-
chine learning goes mobile, 14 January 2017: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technology-media-and-
telecommunications/articles/tmt-predictions.html.

Google’s TensorFlow Lite brings machine learning to Android devices,
TechCrunch, 17 May 2017:
https://techcrunch.com/2017/05/17/googles-tensorflow-lite-brings-ma-
chine-learning-to-android-devices/; Microsoft wants to bring AI to Rasp-
berry Pi and other tiny devices, ZDNet, 30 June 2017:
http://www.zdnet.com/article/microsoft-wants-to-bring-ai-to-raspberry-
pi-and-other-tiny-devices/; Facebook open sources Caffe2, its flexible
deep learning framework of choice, TechCrunch, 18 April 2017:
https://techcrunch.com/2017/04/18/facebook-open-sources-caffe2-its-
flexible-deep-learning-framework-of-choice/; Apple announces new
machine-learning API to make mobile AI faster, The Verge, 5 June 2017:
https://www.theverge.com/2017/6/5/15725994/apple-mobile-ai-chip-
announced-wwdc-2017.

Microsoft wants to bring AI to Raspberry Pi and other tiny devices,
ZDNet, 30 June 2017: http://www.zdnet.com/article/microsoft-wants-to-
bring-ai-to-raspberry-pi-and-other-tiny-devices/.

The rise of AI is forcing Google and Microsoft to become chipmakers,
Wired, 25 July 2017: https://www.wired.com/story/the-rise-of-ai-is-forc-
ing-google-and-microsoft-to-become-chipmakers/; Apple is working on
a dedicated chip to power AI on devices, Bloomberg, 27 May 201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5-26/apple-said-to-
plan-dedicated-chip-to-power-ai-on-devices.

For more information, see Research FF06 – Interpretability, Fast For-
ward Labs, July 2017: https://www.fastforwardlabs.com/research/FF06.

Deloitte analysis based on multiple sources. These sources are refer-
enced in subsequent end notes.

Deloitte analysis based on multiple sources.

Deloitte Global estimates based on multiple sources, including for pay
TV revenue; see Global Pay TV & OTT Trends, Digital TV research, 11
October 2017: https://www.digitaltvresearch.com/ugc/press/217.pdf;
for advertising revenue, see Internet advertising expenditure to exceed
US$200bn this year, 26 March 2017: https://www.zenithmedia.com/in-
ternet-advertising-expenditure-to-exceed-us200bn-this-year/ and
Global Advertising Forecast, 5 December 2016: https://www.magna-
global.com/wp-content/uploads/2016/12/MAGNA-December-Global-
Forecast-Update-Press-Release.pdf.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In the US, as of Q1 2017, there was a DVR/time-shifted TV average of
34 minutes across US adults aged 18+, out of a total of 4:58. As at this
time, there were 230,906,000 adults aged 18+, of which 162,171,000
(about 70 percent) time shifted. Total time-shifted viewing hours for
this period were about 7,850,804,000 minutes per day, or 48 minutes
per viewer who uses time-shifting. Exhibit 1, average time spent per
adult 18+ per day and Table 2A – user by medium for Q1 2017. Nielsen
Total Audience Report Q1-2017, Nielsen, 7 December 2017, page 16:
Table 2A – Users by medium for q1 2017:
http://www.nielsen.com/us/en/insights/reports/2017/the-nielsen-total-
audience-report-q1-2017.html. In the UK, in 2016, time shifted viewing
was 13.8 percent of the total. Viewing report, page 23, BARB:
http://www.barb.co.uk/download/?file=/wp-
content/uploads/2017/04/Barb-Viewing-Report-2017.pdf.

Deloitte Global estimate based on multiple sources, including Global
Pay TV & OTT Trends, Digital TV research, 11 October 2017:
https://www.digitaltvresearch.com/ugc/press/217.pdf.

There are 292,497 viewers aged 2+, of which 204,720 had access to
DVR/time-shifted TV. Nielsen Total Audience Report Q1-2017, Nielsen,
7 December 2017, page 16: Table 2A – Users by medium for Q1 2017:
http://www.nielsen.com/us/en/insights/reports/2017/the-nielsen-total-
audience-report-q1-2017.html.

There were 90 days in the first quarter of 2017, and daily viewing was
an aggregate 1,126,702,554 hours.

US population numbers are from US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US/PST045216; US TV
viewing from Nielsen. See Nielsen Total Audience Report Q1-2017,
Nielsen, 7 December 2017: http://www.nielsen.com/us/en/insights/re-
ports/2017/the-nielsen-total-audience-report-q1-2017.html.

Amazon wins rights to stream 10 Thursday night NFL games, Financial
Times, 5 April 2017: https://www.ft.com/content/1313d7f4-19ba-11e7-
9c35-0dd2cb31823a.

See Amazon Video, Amazon.co.uk,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s://www.amazon.co.uk/b/?_encoding=UTF8&filterId=OFFER_FIL-
TER%3DSUBSCRIPTIONS&node=3010085031&ref=DVM_PDS_PDS_UK_
SB_C_BRANPBb2.

National Football League and Twitter announce streaming partnership
for Thursday Night Football, NFL Communications,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s://nflcommunications.com/Pages/National-Football-
League-and-Twitter-Announce-Streaming-Partnership-for-Thursday-
Night-Football.aspx.

Twitter shares leap on live-streaming deals, Financial Times, 3 May
2017: https://www.ft.com/content/046b7f76-2f78-11e7-9555-
23ef563ecf9a.

BBC partners with Twitter to live stream five general election specials,
The Drum, 28 May 2017:
http://www.thedrum.com/news/2017/05/28/bbc-partners-with-twitter-
live-stream-five-general-election-specials.

Juventus v Real Madrid: Live stream Champions League final online or
watch on TV with BT Sport, BT, 4 June 2016: http://sport.bt.com/foot-
ball/champions-league/juventus-v-real-madrid-live-stream-champions-
league-final-online-or-watch-on-tv-with-bt-sport-S11364183126976.

Facebook makes biggest pitch yet for competing with TV, Financial
Times, 19 May 2017: https://www.ft.com/content/5326b5a2-3bf5-11e7-
821a-6027b8a20f23.

For information on costs, see Hulu,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s://www.hulu.com/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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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XM subscribers exceeded 31 million at the end of 2016. Total rev-
enue increased by 10 percent to $5 billion. See SiriusXM Reports
Fourth Quarter and Full-Year 2016 Results, SiriusXM, 2 February 2017:
http://investor.siriusxm.com/investor-overview/press-releases/press-
release-details/2017/SiriusXM-Reports-Fourth-Quarter-and-Full-Year-
2016-Results/default.aspx. The total value of the commercial radio
market was $17.37 billion as of 2015: US Radio Revenue: $17.4 Billion,
Down 1% Last Year, Radio World, 3 March 2016: http://www.ra-
dioworld.com/business-and-law/0009/us-radio-revenue-174-billion-
down-1-last-year/336865.

RAJAR Data Release Report, Q1 2017, RAJAR, 16 May 2017:
http://www.rajar.co.uk/docs/news/RAJAR_DataRelease_InfographicQ120
17.pdf.

By 2021, US online radio advertising revenue will account for more
than one-tenth of the global online radio advertising revenue, PWC:
https://www.pwc.com/gx/en/industries/entertainment-
media/outlook/segment-insights/radio.html.

Deloitte Global estimate based on multiple sources including Tech-
navio as seen in Concert ticket market to top $24bn by 2021, IQ, 6 No-
vember 2017: https://www.iq-mag.net/contact-us/#.WgB7wFu0Opo;
Measuring Music 2017, UK Music, 2017: https://www.ukmusic.org/as-
sets/general/Measuring_Music_2017_Final.pdf.

Why are B2B publishers doubling down on events and information?
The Media Briefing, 5 November 2015:
https://www.themediabriefing.com/article/why-are-b2b-publishers-
doubling-down-on-events-and-information.

Deloitte Global estimate based on multiple sources including Deloitte
Football Money League: Planet Football, Deloitte LLP, January 2017:
https://www2.deloitte.com/uk/en/pages/sports-business-group/arti-
cles/deloitte-football-money-league.html; Why TV ratings in sports are
more important than attendance, Business Insider, 17 November
2015: http://uk.businessinsider.com/sports-tv-ratings-more-important-
than-attendance-2015-11.

Measuring Music 2016 report, UK Music, 9 September 2016:
http://www.ukmusic.org/assets/general/measuring-music-2016.pdf.

The Demographics of the Broadway Audience, 2015-2016 SEASON,
The Broadway League,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s://www.broadwayleague.com/research/research-reports/.

For West End, see Top West End shows join Mayor’s “London Is Open
for Summer” campaign, Greater London Authority, 27 July 2017: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west-end-support-
for-london-is-open-for-summer; for Broadway, see The Demographics
of the Broadway Audience, 2015-2016 SEASON, The Broadway League,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s://www.broadwayleague.com/research/research-reports/.

U2 has the biggest tour of 2017 with Joshua Tree International Trek,
Billboard, 10 July 2017:
http://www.billboard.com/articles/business/7858100/u2-joshua-tree-
tour-biggest-2017; U2’s The Joshua Tree tour 2017 earns $62 million in
first month on the road, Billboard, 15 June 2017:
http://www.billboard.com/articles/columns/chart-beat/7833762/u2-
joshua-tree-tour-2017-hot-tours.

2017 mid-year special features, Pollstar, 14 July 2017: https://www.poll-
star.com/article/2017-mid-year-special-features-132376.

2016 Top markets report media and entertainment case study, Depart-
ment of Commerce, USA,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s://www.trade.gov/topmarkets/pdf/Media_and_Entertainment_Chin
a.pdf.

Statistics – 121st Canton Fair, China Foreign Trade Centre,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www.cantonfair.org.cn/html/cantonfair/en/about/2012-
09/13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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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Mobile World Congress 2012 shatters attendance records, GSMA,
1 March 2012: http://www.gsma.com/newsroom/press-release/gsma-
mobile-world-congress-2012-shatters-attendance-records/.

2017 event highlights, Mobile World Congress,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s://www.mobileworldcongress.com/start-here/2017-event-
highlights/.

There is no event experience like CES, CES,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www.ces.tech/Why-CES/CES-by-the-Numbers.
.
See CES 2012 sets all-time records for attendance, exhibitors and
claimed floor space, Engadget, 13 January 2013: https://www.engad-
get.com/2012/01/13/ces-2012-sets-all-time-records-for-attendance-ex-
hibitors/.

Linden Lab launches enterprise version of Second Life virtual world,
VentureBeat, 3 November 2009:
https://venturebeat.com/2009/11/03/linden-lab-launches-enterprise-
version-of-second-life-virtual-world/.

Ibid.

Second Life discontinues enterprise platform, Hypergrid Business,
19 August 2010: http://www.hypergridbusiness.com/2010/08/second-
life-discontinues-enterprise-platform/.

Why are B2B publishers doubling down on events and information?
The Media Briefing, 5 November 2015:
https://www.themediabriefing.com/article/why-are-b2b-publishers-
doubling-down-on-events-and-information.

Record breaking year for GSMA Mobile World Congress as 108,000 at-
tend industry’s premier event, GSMA, 2 March 2017:
https://www.gsma.com/newsroom/press-release/record-breaking-year-
for-gsma-mobile-world-congress-as-108000-attend/; exchange rates
used as of 01 November 2017.

The European Club Footballing Landscape, UEFA,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www.uefa.com/MultimediaFiles/Download/Of-
ficialDocument/uefaorg/Finance/02/42/27/91/2422791_DOWNLOAD.pdf.

Ibid.

Ibid.

For information on spend on broadcast rights, see Annual Review of
Football Finance 2017, Deloitte LLP, Chart 7:
https://www2.deloitte.com/uk/en/pages/sports-business-group/arti-
cles/annual-review-of-football-finance.html.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s://www.mpaa.org/wp-content/up-
loads/2017/03/MPAA-Theatrical-Market-Statistics-2016_Final-1.pdf.

How China has taken over the worldwide box office market in 2017,
Forbes, 4 March 2017:
https://www.forbes.com/sites/markhughes/2017/03/04/how-china-has-
taken-over-the-worldwide-box-office-in-2017/#2b32a8687092.

Food sales hit record as Cineplex profit more than doubles, The Star, 8
May 2015: https://www.thestar.com/business/2015/05/08/cineplex-
profit-double-as-concessions-spending-hits-record.html.

Ibid.

China’s live streaming boom may be about to pay off globally for Beijing
start-up, The Street, 12 February 2017:
https://www.thestreet.com/story/13999036/1/chinas-live-streaming-
boom-may-be-about-to-pay-off-globally-for-beijing-start-up.html.

Showdown brewing: With lessons learned in China, a rival is taking on
Facebook, Snapchat and YouTube, CNBC, 19 July 2017:
https://www.cnbc.com/2017/07/19/showdown-brewing-with-lessons-
learned-in-china-a-rival-is-taking-on-facebook-snapchat-and-
youtub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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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 reports second quarter 2017 unaudited financial results, YY, 10 Au-
gust 2017: http://investors.yy.com/s/download/YY%20Reports%20Sec-
ond%20Quarter%202017%20Unaudited%20Financial%20Result.pdf.

China’s live streaming boom may be about to pay off globally for Beijing
start-up, South China Morning Post, 13 February 2017:
http://www.scmp.com/tech/start-ups/article/2070238/chinas-live-
streaming-boom-may-be-about-pay-globally-beijing-start.

China’s live streaming boom may be about to pay off globally for Beijing
start-up, The Street, 12 February 2017:
https://www.thestreet.com/story/13999036/1/chinas-live-streaming-
boom-may-be-about-to-pay-off-globally-for-beijing-start-up.html.

Super Chat in live streams, Google, as accessed on 1 November 2017: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77005?visit_id=1-
636198443586041810-2420432504&p=live_purchase&rd=1.

Introducing Cheering: Celebrate, together, Twitch Blog, 27 June 2016:
https://blog.twitch.tv/introducing-cheering-celebrate-together-
da62af41fac6.

eSports revenues will reach $696 million this year and grow to $1.5 bil-
lion by 2020 as brand investment grows, Newzoo, 14 February 2017:
https://newzoo.com/insights/articles/esports-revenues-will-reach-696-
million-in-2017/.

esports video & the future of TV, IHS, 11 May 2017:
https://technology.ihs.com/592040/esports-video-and-the-future-of-tv.

F1 launches the Formula 1 eSports Series, Formula One World Cham-
pionship, 21 August 2017: https://www.formula1.com/en/latest/head-
lines/2017/8/f1-launches-the-formula-1--esports-series.html.

FIFA and EA Sports to launch new eSports series, SportsPro Media,
30 October 2017: http://www.sportspromedia.com/news/fifa-and-ea-
sports-to-launch-new-esports-series.

In the US, subscription stacking for multiple SVOD services has been a
notable feature for several years, but as of 2018, we are seeing acceler-
ation in the trend spanning multiple media.

We estimate that about a fifth of US homes in the 1970s would have
had 10 or more media subscriptions. Appetite for monthly media re-
mains strong; these media subs have come back, but via a changed de-
livery mechanism, and we may even be paying about the same; $1,200
in 2017 is the equivalent of $284 in 1977, or under $24 per month.

It seems likely that at least a fifth of US homes in the 1970s would have
had 10 or more media subscriptions. For that to turn into 10 or more
digital media subscriptions shows that while the delivery mechanism
may be changing, human appetite for monthly media remains strong.

In 1977, the average newspaper cost about $5 per month delivered,
cable TV was $7.50 and weekly magazines were $2 to $3 per month. A
two-paper, four-magazine home with cable (not usual) would be
spending well over $25 per month.

Select the premium subscription that suits you, Telegraph,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www.telegraph.co.uk/subscriptions/.

Spotify and Hulu unveil first of its kind premium entertainment stream-
ing bundle, Spotify, 7 September 2017:
https://news.spotify.com/us/2017/09/07/spotify-and-hulu-streaming-
bundle/.

Number of global mobile subscribers to surpass five billion this year,
finds new GSMA study, GSMA, 27 February 2017:
https://www.gsma.com/newsroom/press-release/number-of-global-
mobile-subscribers-to-surpass-five-billion-this-year/.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For example, Spotify can be quickly accessed from a wide range of con-
nected speakers and other devices, ranging from smart watches to
connected lights. For more information, see Spotify Gear, as accessed
on 3 November 2017: https://www.spotifygear.com/.

This process uses name, address and credit card information that is al-
ready stored on the phone; entering all this information in a form
could take a few hundred keystrokes, putting off most potential sub-
scribers.

For more information, see Prints charming: biometric security reaches
the billions,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2017,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11 January 2017: www.de-
loitte.com/tmtpredictions.

Doubling up on pay-TV, Deloitte TMT Predictions, Deloitte Global, Janu-
ary 2014: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
uments/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s/dttl_TMT_Predictions-
2014-lc2.pdf.

How Disney wants to take on Netflix with its own streaming services,
The New York Times, 8 August 2017:
https://www.nytimes.com/2017/08/08/business/media/disney-stream-
ing-service.html.

Sky to launch “Simple and Affordable” OTT service in Spain, Variety, 26
July 2017: http://variety.com/2017/tv/news/sky-launching-ott-spain-
1202508252/.

Formula 1 plans to launch in-house streaming service in 2018, Au-
tosport, 21 October 2017:
https://www.autosport.com/f1/news/132542/f1-plans-to-launch-live-
streaming-service.

Netflix looks beyond US originals, Broadcast, 28 September 2017:
https://www.broadcastnow.co.uk/international/netflix-looks-beyond-us-
originals/5122736.article.

HBO Nordic moves into originals with comedy drama “Gosta,” Variety,
19 September 2017: http://variety.com/2017/tv/news/hbo-nordic-first-
originals-gosta-1202563486/.

HBO Espana orders original series on Basque conflict ‘Patria,’ Variety,
21 September 2017: http://variety.com/2017/tv/global/hbo-espana-
alea-media-develop-patria-1202565131/.

TV series budgets hit the breaking point as costs skyrocket in peak TV
era, Variety, 26 September 2017: http://variety.com/2017/tv/news/tv-
series-budgets-costs-rising-peak-tv-1202570158/.

Young subscribers flock to old media, Politico, 21 October 2017:
http://www.politico.com/story/2017/10/21/millennials-trump-paying-
for-news-244001.

Scandinavia emerges as gold standard in digital subscriptions, Interna-
tional News Media Association, 22 October 2017:
https://www.inma.org/blogs/earl/post.cfm/scandinavia-emerges-as-
gold-standard-in-digital-subscriptions.

How the Guardian found 800,000 paying readers, The Drum, 26 Octo-
ber 2017: http://www.thedrum.com/opinion/2017/10/26/how-the-
guardian-found-800000-paying-readers.

One publisher, Amedia, found that including live streams of lower-
league Norwegian football matches was crucial to triggering subscrip-
tion sales, even if the match was being covered by just one camera.
Scandinavia emerges as gold standard in digital subscriptions, INMA,
22 October 2017: https://www.inma.org/blogs/earl/post.cfm/scandi-
navia-emerges-as-gold-standard-in-digital-subscriptions.

NYTimes revenues boosted by digital subscriptions, online ads, Finan-
cial Times, 31 October 2017: https://www.ft.com/content/015ed88f-
d253-343c-a18d-890c3e15a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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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Washington Post digital subscriptions soar past 1 million mark, CNN,
26 September 2017: http://money.cnn.com/2017/09/26/media/wash-
ington-post-digital-subscriptions/index.html.

How The Washington Post grew digital subscriptions 145 percent, Digi-
day, 12 July 2016: https://digiday.com/media/washington-post-grew-
digital-subscriptions-145-percent/.

FT reports 650,000 digital subscribers with boosts around last year’s
Brexit vote and US election, Press Gazette, 3 April 2017:
http://www.pressgazette.co.uk/ft-reports-650000-digital-subscribers-
with-boosts-around-last-years-brexit-vote-and-us-election/.

The Times and The Sunday Times achieve record subscriptions, News
UK, 21 July 2016: https://www.news.co.uk/2016/07/the-times-and-the-
sunday-times-achieve-record-subscriptions-and-outperform-market-in-
abc-figures-released-today/.

Guardian’s losses hit £69m but it gains more than 50,000 paying mem-
bers, The Guardian, 27 July 2016: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jul/27/guardian-losses-
members.

The Guardian’s membership scheme hits the 200,000 members “mile-
stone,” Campaign, 14 March 2017: http://www.campaignlive.co.uk/arti-
cle/guardians-membership-scheme-hits-200000-members-milestone/1
427235.

Thank you for your support, which is more important now than ever,
The Guardian,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s://www.theguardian.com/membership/2017/mar/13/thank-you-
for-your-support-which-is-more-important-now-than-ever.

Telegraph axes metered paywall and launches premium subscription
service, The Guardian, 3 November 2017: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nov/03/telegraph-paywall-
premium-subscriptions.

Business Insider now has a 40-person research group and 7,500 sub-
scribers, Digiday, 17 May 2017: https://digiday.com/media/business-in-
sider-now-40-person-research-group-7500-subscribers/.

CNN Plans to Offer Subscriptions for Digital News Next Year, The Wall
Street Journal, 3 November 2017: https://www.wsj.com/articles/cnn-
plans-to-offer-subscriptions-for-digital-news-next-year-1509701401.

Conde Nast sees commerce opportunities in branded subscription
boxes, Digiday, 16 May 2017: https://digiday.com/media/conde-nast-
sees-commerce-opportunities-branded-subscription-boxes/.

Ibid.

For more information on gift boxes, see the subscription page of Al-
lure, Allure, as accessed on 5 June 2017:
https://subscribe.allure.com/subscribe/allure/109007.

For example, EE in the UK offers six months of Apple Music to new and
existing customers; see Free Apple Music, EE, as accessed on 13 No-
vember 2017: http://ee.co.uk/why-ee/apple-music. Customers on
Vodafone UK’s Pay Monthly Red Entertainment plan can have Spotify
for up to 24 months; see Get up to 24 months of Spotify Premium on
us, Vodafone, as accessed on 13 November 2017: https://www.voda-
fone.co.uk/explore/music-tv-and-sports/spotify/. In the US, customers
who sign up to two or more lines of T-Mobile ONE have free Netflix;
see Netflix on us, T-Mobile, as accessed on 13 November 2017:
https://www.t-mobile.com/offers/ucnext.

As of March/May 2017, there were 26.4 million subscribers to Sony’s
PlayStation Plus network. Sony IR Day 2017, Sony, 23 May 2017:
https://www.sony.net/SonyInfo/IR/calendar/presen/irday/irday2017/GN
S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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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 Turismo Sport review: A brilliant, but very new, direction for the
series, Ars Technica, 23 October 2017: https://arstechnica.co.uk/gam-
ing/2017/10/gran-turismo-sport-review/.

For more information, see Blockchain @ Media: A New Game Changer
for the Media Industry?, Monitor Deloitte, 2017: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tr/Document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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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Statista, as accessed 6 November 201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6890/social-media-marketing-ex-
penditure-in-the-united-states/.

Social media mavens wield ‘influence,’ and rake in big dollars, CNB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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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 page 6.

Ibid., pages 48-54.

FX’s new $6 per month ad-free streaming service isn’t for cord c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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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R: Average Monthly Broadband Usage Is 190 Gigabytes Monthly per
Household, Telecompetitor, 26 September 2016: http://www.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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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One, 5 October 2017: http://wirelessone.news/mimo-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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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30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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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by Teleconference: A Model for Distance Medical Education
across Two Continents, Ope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May 2015, pages 754-761: http://www.scirp.org/journal/PaperInforma-
tion.aspx?PaperID=61220.

Maybe Americans don’t need fast home Internet service, FCC suggests,
Ars Technica, 9 August 2017: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
nology/2017/08/maybe-americans-dont-need-fast-home-internet-ser-
vice-fcc-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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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et, Ars Technica, 11 August 2017: https://arstechnica.com/in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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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et-americans-tell-fcc/.

A midyear roundup of the 2017 global FTTH broadband market, PPC,
accessed 6 November 2017: http://www.ppc-online.com/blog/a-mid-
year-roundup-of-the-2017-global-ftth-broadband-market.

More than four billion passengers are expected to travel in 2018. See
2036 Forecast Reveals Air Passengers Will Nearly Double to 7.8 Billi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24 October 2017:
http://www.iata.org/pressroom/pr/Pages/2017-10-24-01.aspx.

Deloitte Global estimates that around a third of all planes will be
equipped with IFC by the end of 2018. This estimate is based on con-
versations with industry experts and a variety of publicly available
sources. See Nearly 7,000 aircraft now have in-flight connectivity, Get
Connected, 18 September 2017:
http://www.getconnected.aero/2017/09/7000-aircraft-inflight-connec-
tivity/; In-flight connectivity revenue $32bn by 2026, Advanced Televi-
sion, 23 May 2017:
http://advanced-television.com/2017/05/23/in-flight-connectivity-rev-
enue-32bn-by-2026/.

Broadband in the sky will be a $130 billion market by 2035, Inmarsat,
26 September 2017: https://www.inmarsat.com/news/34067/.

The figure referring to the percentage of paying customers is a Deloitte
Global estimate based on a variety of publicly available sources, includ-
ing Gogo announces fourth quarter and full year financial results, PR
Newswire, 27 February 2017: http://www.prnewswire.com/news-re-
leases/gogo-announces-fourth-quarter-and-full-year-2016-financial-re-
sults-300413630.html; 2017 Wi-Fi report, Routehappy.com, as
ac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s://www.routehappy.com/insights/wi-fi/2017.

Valour Consultancy estimates that as of 2017, there were 19,131 IFC
systems installed on VIP and business aircraft; see Business jet inflight
connectivity take-up may double in 10 years, 26 June 2017:
http://www.getconnected.aero/2017/06/report-business-jet-inflight-
connectivity/. Valour Consultancy’s estimate for commercial planes with
IFC built at the end of Q2 2017 is 6,758; see Nearly 7,000 aircraft now
have in-flight connectivity, Get Connected, 18 September 2017:
http://www.getconnected.aero/2017/09/7000-aircraft-inflight-connec-
tivity/.

For information on technology that can deliver speeds to the aircraft of
up to 400 Mbit/s, see Hughes unveils new JUPITER aero system for IFC,
Get Connected, 8 March 2017:
http://www.getconnected.aero/2017/03/hughes-jupiter-aero-system-ifc/.

From a satellite in geostationary orbit, beams are tightest at the equa-
tor and more dispersed at the poles. Therefore, a flight would have
higher speeds at the equator than over the pole.

Sector dynamics, analysis & forecasts addressing the IFEC market, Eu-
roconsult: http://www.euroconsult-ec.com/i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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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 announces next-generation LTE ATG ground network, Get Con-
nected, 28 September 2016:
http://www.getconnected.aero/2016/09/gogo-next-generation-4g-lte-
ground-network/; SmartSky 4G LTE air-to-ground network being de-
ployed, Get Connected, 4 August 2017:
http://www.getconnected.aero/2017/08/smartsky-4g-lte-atg-network-
deployed/.

Gogo to launch next gen ATG network in 2018, Avionics, 1 March 2017:
http://www.aviationtoday.com/2017/03/01/gogo-launch-nextgen-atg-
network-2018/.

SmartSky 4G LTE air-to-ground network deployment initiated, SmartSky
Networks, 3 August 2017: http://smartskynetworks.com/network-de-
ployment-initiated/; 4G LTE for airports and air-to-ground, Nokia, as ac-
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s://networks.nokia.com/solutions/4g-lte-airports-and-air-ground;
European Aviation Network is airborne, T-Mobile, 28 November 2016:
https://www.telekom.com/en/media/media-information/archive/ean-is-
airborne-444776.

For example, see Gogo’s 2KU antenna showcased at Global Connected
Aircraft summit 2015, as ac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www.gcasummit.com/wp-
content/uploads/sites/21/2015/08/Gogo-2Ku.jpg.

Wi-Fi at 35,000 feet! Honeywell demos new in-flight tech for flyers, pi-
lots, TechRadar, 13 July 2017: http://www.techradar.com/news/wi-fi-at-
35000-feet-honeywell-demos-new-in-flight-tech-for-flyers-pilots.

Panasonic Avionics: “jury’s still out” on profitability of in-flight connectiv-
ity, SpaceNews, 15 July 2017: http://spacenews.com/panasonic-avion-
ics-jurys-still-out-on-profitability-of-in-flight-connectivity/.

2017 Wi-Fi report, Routehappy.com, as ac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s://www.routehappy.com/insights/wi-fi/2017.

IAG to be launch customer of European Aviation Network, Inmarsat,
8 March 2017: https://www.inmarsat.com/news/iag-launch-customer-
european-aviation-network/; for details on other airlines, see Europe’s
airlines set to benefit from in-flight connectivity advancements, Future-
TravelExperience.com, May 2016:
http://www.futuretravelexperience.com/2016/05/europes-airlines-set-
benefit-flight-connectivity-advancements/.

European Aviation Network is airborne, T-Mobile, 28 November 2016:
https://www.telekom.com/en/media/media-information/archive/ean-is-
airborne-444776.

Virgin Australia the only Australian airline to offer inflight Wi-Fi on inter-
national flights, Virgin Australia, 10 August 2017: http://newsroom.vir-
ginaustralia.com/release/virgin-australia-only-australian-airline-offer-in
flight-wi-fi-international-flights; Qantas switches on fast, free inflight Wi-
Fi, Qantas, 7 April 2017: https://www.qantasnewsroom.com.au/media-
releases/qantas-switches-on-fast-free-inflight-wifi/.

Domestic airlines to lift ban on phones, Shanghai Daily, 8 September
2017: http://www.shanghaidaily.com/nation/Domestic-airlines-to-lift-
ban-on-phones/shdaily.shtml.

Panasonic Avionics brings inflight connectivity to Air China, Get Con-
nected, 26 July 2017: http://www.getconnected.aero/2017/07/pana-
sonic-avionics-inflight-connectivity-air-china/.

Sky High Connectivity, SES, September 2016:
https://www.ses.com/sites/default/files/2016-10/Sky%20High%20Con-
nectivity.pdf.

Global Inflight Survey, Inmarsat, May 2016:
http://www.inmarsat.com/wp-content/uploads/2016/05/Inmarsat-
Global-In-Flight-Survey-WHITE-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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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well survey confirms growing demand for in-flight connectivity,
Inmarsat, as ac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s://www.inmarsat.com/news/honeywell-survey-confirms-growing-
demand-for-in-flight-connectivity/.

For a view on growth in ancillary revenues, see the top 10 airlines,
ranked by total ancillary revenue, which generated $2.1 billion in 2007.
In 2016, this had grown to more than $28 billion. Airlines look to take
flight with lucrative extras, 18 September 2017:
https://www.ft.com/content/9ff6e4b4-9c40-11e7-9a86-4d5a475ba4c5.

For example, Turkish airlines charge $9.99 per hour or $14.99 for 24
hours; Air Canada charges $9.95 per flight for a laptop, $7.95 per flight
for a handheld device. Review: Turkish airlines economy aboard a
transatlantic 777 flight, airlinereporter.com, 27 June 2016:
http://www.airlinereporter.com/2016/06/review-turkish-airlines-econ-
omy-aboard-transatlantic-777-flight/.

Free messaging takes flight, Delta Air Lines, as ac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s://www.delta.com/content/www/en_US/traveling-with-us/on-
board-services/delta-studio/in-flight-wi-fi.html.

What’s the cost of equipping a plane with wifi? Tnooz.com, 30 Septem-
ber 2013: https://www.tnooz.com/article/whats-cost-equipping-plane-
wifi-inflight-musings/.

Gogo Has More In-Flight Internet Bandwidth Than It Knows What to Do
With (Sometimes), Skift, 27 February 2017:
https://skift.com/2017/02/27/gogo-says-it-has-a-bandwidth-abun-
dance-on-some-planes/.

It is estimated that for a plane with 260 seats, seatback screens cost
$3 million per plane, while the weight of cabling required for the sys-
tem costs $90,000 in extra fuel per year per aircraft. For more informa-
tion, see Airlines Entertain Tablet Ideas, The Wall Street Journal, 27
September 2012:
https://www.wsj.com/articles/SB100008723963904439161045780206
01759253578.

For example, in 2018, Netflix will start offering a compression technol-
ogy that will allow passengers to watch Netflix at high quality, while air-
lines can decrease their bandwidth costs by 75 percent. See Netflix
takes to skies, pitching airlines on in-flight streaming tech, Variety, 25
September 2017: http://variety.com/2017/digital/news/netflix-airlines-
in-flight-streaming-technology-free-wifi-1202569965/.

For a view on this for JetBlue, see The connected aircraft: four airlines,
four views – from our archives, Via Satellite, 1 June 2017:
http://www.satellitetoday.com/telecom/2017/06/01/connected-aircraft-
four-airlines-four-views-throwback.

Tech enabled flight attendants upgrade customer service, Fortune,
21 December 2015: http://fortune.com/2015/12/21/flight-attendants-
tech-devices/.

Calls Aren’t Allowed on Planes, but Regulators Consider a Warning Any-
way, The New York Times, 9 December 2016:
https://www.nytimes.com/2016/12/09/business/airplane-phone-
calls.html?mcubz=1&_r=0.

Free Wi-Fi on the fly, T-Mobile, as accessed on 31 October 2017:
https://www.t-mobile.com/offer/free-in-flight-wifi-texting-
uncarri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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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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 하위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산업과 하위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딜로이트만의 차별화된 In-

dust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

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

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을 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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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하는 고객사의 미래지향적 전략수립과 실행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정 산업

및 특화된 사업영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360° Think-

ing" 관점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아울러 딜로이트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외에 컨설팅, 원가절감, 재고

관리, M&A 자문 및 실사, 디지털 전환전략 등 다양한 경영이슈에 대

한 깊이 있는 Advisory Service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산업과 방송, 광고 등 미디어, 그리고 통신산업 전반에서 검

증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

트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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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미디어 산업 부문 리더

장  수  재  상무

Tel : 02) 6676-1625

Mobile : 010-2744-9715

E-mail : sujjang@deloitte.com

이  지  신   본부장

Tel : 02) 6676-3115

Mobile : 010-5165-0723

E-mail : jislee@deloitte.com

고객전략본부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리더

첨단기술 산업 부문 리더

정  성  일  부사장

Tel : 02) 6676-3668

Mobile : 010-6658-4955

E-mail : sungchung@deloitte.com

통신 산업 부문 리더

최  광  상무

Tel : 02) 6676-3725

Mobile : 010-9737-0302

E-mail : kwanchoi@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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