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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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살로미(Paul Sallomi)

폴 리(Paul Lee)

글로벌 테크놀로지, 미디어 &

파트너, 글로벌 TMT 리서치 헤드

텔레커뮤니케이션 (TMT) 인더스트리 리더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유한회사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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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현실의 경계점에서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에 10억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최소

2018년의 주된 AR 사용은 이제 주류로 올라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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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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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콘텐츠를 만들고 수십만 명은 매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터인데, 사용안내 매뉴얼, 기
술 지원, 공공 서비스 안내 등이 가능한 활용처가 될 것이다.5

우리는 또한 올해에 AR 기능을 내장한 수만 개의 앱들이 사용 가능해질 것
이라고 추가 예측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수십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실사 같은 AR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발전의 조합으로 가능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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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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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를 다운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스마

AR 프레임워크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애플의 프레임워크인 에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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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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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생각한다.

출시)과 그 후속 기종에서 작동한다. 구글의 프레임워크는 에이알코어

1

(ARCore)라 불리고 고급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작동한다.6 이들 프레임워
AR이 기기의 사용,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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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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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 Inertial Odometry system, VIOs)이다.7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점을 AR이 단지 1억 달러만의 가치를
추가할 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R 역량이 일부 종류의 앱

VIO는 기기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게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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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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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고, 스마트폰 업그레이드의 중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를 1,000번 읽는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IMU], 가속
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결합한 기기)8의 데이터를 결합해 이뤄진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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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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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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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이 예상하는 화면 위치에 물체를 놓을 수 있게 해준다.

라, 센서, 프로세서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영역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
이다.2 이는 정기적으로 AR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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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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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운영체제와 AR을 구동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하드웨어(중앙처리장치

것으로 보인다.

[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 신경망칩) 두
가지 모두를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AR 콘텐츠의 제작은 상당한 수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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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능력을 요구한다. 더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서와 GPU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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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폰에 내장될수록, 결과물인 동영상은 더 매끄럽게 재생되고 배터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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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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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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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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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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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비록 최고의 기기가 계속해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결과물을 창

적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AR 창작은 일반적으로 사진

출하긴 하겠지만.

혹은 보란 듯이 인공적이고 만화 같은 티가 나는 원시적인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었다.

AR 프레임워크의 가용성의 가장 큰 영향은 콘텐츠 제작에 미친다. 표준
OS내에서의 전용 AR 지원은 AR 앱 창작의 비용을 낮춘다. 예를 들어, AR

2018년에 시작되는 스마트폰에서의 AR 콘텐츠 창작은 점점 더 실사에 가

효과의 제작을 위한 제3자 제공 도구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이는 개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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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을 매력적인 콘텐츠의 제작에 집중시킬 수 있고, 더 젊은 제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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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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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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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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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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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벽은 2018년 전반에 걸쳐 AR 기능을 제공하는 앱의 공급을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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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예측한다.

03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이들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스마트폰 하드웨어 부품 중 일부 요소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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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과 병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징을 추적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왔다. 즉, 사용자가 얼굴을 재미있게 혹은
실용적인 방식(예를 들어, 특정 색조의 립스틱을 발랐을 경우 얼굴이 어떻

IMU 기술의 최근 발전은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가리키는 방향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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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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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얼굴을 넘어서 자전거부터 건물까지

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하나만으로 입체적인 3D 정보의 추출이 가능해

더욱 넓은 범위의 물체를 감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선된 특

져서, 기기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징 감지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들 발전은 기술 지원의 셀프서비스와 같
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AR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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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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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포함한 IMU로

의 화살표를 표시할 때 AR을 이용할 수 있다.

부터의 정확한 추정치에 근거해 각각의 사진들 간에 얼마나 위치 차이가
있는지 계산한다. 정확한 측정은 특정 하드웨어의 변경을 필요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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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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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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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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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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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추정할 수 있다.

있다. 적외선(IR) 센서 또한 저조도 환경에서 증강현실이 작동하는데 필요
하다. 일단 IR 센서가 스마트폰 양쪽 면에 내장되면, 이러한 종류의 깊이 정

반도체 제조사는 이들 기술을 최신 칩에 내장하고 있다; 구형 스마트폰은

보가 증강현실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정확한 AR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없다.9
앞서 말한 대로, AR은 2018년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달라진 점은 품질인
하지만 하드웨어의 개선은 오직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알고리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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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AR 콘텐츠를 창조하고 전시하는데 필수적이다. 더 나은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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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즘은 여러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

위치시켜 고객의 집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보는 실용적인 활용 방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기적인 AR 사용은 안면 필터를 가지고 셀카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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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었다.

표면의 파악-탁자, 바닥, 보도 혹은 물체가 놓여 있을 수 있는 기타 평평한
표면-은 디지털 이미지를 자동으로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물체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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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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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와 상호작용하며, 스타 축구선수와 함께 축구공을 다루며, 혹은 그

AR 콘텐츠를 위치시키는 것은 대형 바코드를 닮은 인쇄된 추적 표지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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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에 놓음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프린터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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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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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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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인쇄된 이미지 기반의 물리적 추적 표지 없이도 AR이 동일한 종류

훨씬 진짜처럼 보이고-또한 움직이기까지 할 것이다.

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AR을 시험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기반이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경우, AR은 공유 목적의 짧은 동영상 창작에 이용될 것이다. AR
이 보다 진짜 같을수록, 콘텐츠를 받은 이들의 반응은 보다 열렬할 것이며

우월한 알고리즘은 또한 태양 혹은 인공 조명에 의한 그림자를 화면에서

창작 활동의 보상도 더욱 클 것이다.

표시 가능하게 해줘, 환각을 보다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 움직이는 AR
캐릭터는 환경의 변화(조명이 꺼지는 등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어, 디지

사진에서 AR의 사용은 아마도 AR 동영상의 가장 일반적인 활용처가 될 터

털 물체가 진짜라는 환각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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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AR 앱은 전시장 방문을 대체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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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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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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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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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기에서 앱이 업데이트될 때 추가 배포될 가능성이 크다.

변을 거닐어 보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2018년에, 이들 앱은 보다 정확
한 물리적 비례를 제공할 터인데, 서로 다른 조명 조건에 따른 소파의 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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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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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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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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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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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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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콘텐츠가 놓일 표면을 손쉽게 인식 가능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광원이 다양한 방이나 명확한 표면이 없는 곳에서는 AR 개체를 위치시키
기가 어려울 수 있다; 양탄자 또한 어려운 환경이다. AR 게임은 어두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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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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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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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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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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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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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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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리미터에 불과하다 해도, 사용자가 시각화해 볼 수 있도록 AR 앱이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소파가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AR은 카메라의 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
포켓몬고 게임은 AR을 특징으로 내세운 첫번째 주류 스마트폰 게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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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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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에 2018년에 창출될 대부분의 AR의 가치는 이를 통할 것이기 때문이

했다. 정기적으로 게임을 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포켓몬을 잡는 즉시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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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꺼버렸는데, 배터리를 아껴 게임 시간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없이 AR 영상을 만들고 재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용 AR 헤드셋은 수
백에서 심지어 수천 달러까지 비용이 들것이다. 그리고 이들 전용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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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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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불편한 각도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렇

릴 것으로 보인다.

다. 스마트폰은 종종 수평으로 쥐게 된다; 반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기
기를 수직으로 쥐게 되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를 피곤하게 만

추가로, 전용 가상현실 헤드셋의 한정된 수준의 시장 침투율에 근거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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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주류 소비자들이 전용 AR 헤드셋을 착용하기 원하게 될지는 불분명하

자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물리적인 피로를 야기하는 게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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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서의 AR은 머리에 착용하는 전용 기
기 화면에서의 AR만큼 인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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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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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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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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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미래: 보이지 않는 혁신의 시대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3년 말까지, 선진국 성인들에 대한 스마트폰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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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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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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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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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휴대폰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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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그림 1 참조).

이 될 것이다.
각 시장에서 높은 침투율의 주요 동인은 고연령층의 스마트폰 구매가 될

그림 1. 스마트폰 ASP의 진화, 2012-2017

것이다. 우리는 2023년 55~75세 연령층의 스마트폰 소유율이 선진국에
서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10%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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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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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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유자들의 비율이 2018년 93%에서

$100

2023년 96%로 증가하리라 예상한다.15 이는 2023년 날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의 비율이 86%에 달하게 됨을 의미하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79%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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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fK(출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권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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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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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났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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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CPU와 GPU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2023년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업 및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우월한

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보다 특화된 전용칩들의 발전과 나란히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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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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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시장에 보급될 것이다.

부품을 특징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큰데, 2023년까지 이들 센서는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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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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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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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해, 유리나 금속을 통해서도 작동하고 심지어 손가락이 젖어 있거
기 또한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
다-오차 수준이 2017년의 5m 이내에서 30cm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26

의 20%)22이 AI 칩을 포함하기 시작한 원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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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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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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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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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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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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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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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스마트폰
AI로 향상된 다양한 범위의 앱에 대한 인지 수준을 응답자들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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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앱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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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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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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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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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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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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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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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들이 점점 더 AI가 주입된 도구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 보다 정확해진 덕분이다(더 나은 데이터 집합과 더 나은 위치 추적
역량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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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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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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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길어지는 앱 목록

은 없다.

이런 보이지 않는 혁신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더 넓은 영역의 물리적 개
체들의 기능을 “흡수하고”, 더 늘어난 범위의 디지털 활용에 있어 가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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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되는 기기로서 PC를 더욱 대체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다. 프로세싱 작업을 CPU에서 분리해 다른 칩들에게 나눠주면 배터리 소
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은 성능에 최적화되었고 다른 것은 효

영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층에서 스마트폰의 확장되는 사용 범위는 그림 3

율성에 최적화된, 성능에 차이가 있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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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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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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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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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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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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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선호도가 일방적이진 않

부터 사무실의 대기장소, 침대 곁 테이블에서 차량 내부까지 다양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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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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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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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으로 보이는 유명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다.29

는 것일 수 있다.

10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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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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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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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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이 직장을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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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사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주요 동인은 비즈니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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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에서 스마트폰의 더 넓고 깊어진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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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서로 상호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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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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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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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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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 직원

4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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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접근
의사소통
(동료, 고용주, 고객) (업무 관련 혹은
기업 데이터)

재고 및 제3자
공급자 관리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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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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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을 사용하고 통화를 하지만, 단지 7%만이 스마트폰으로 출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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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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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역할은 아마도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보다는 기존 프로세스를

을 통해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한다.

개선하는데 보다 있을 것이다. 지붕 수리공에게, 잘 설계된 모바일 앱이 주
는 한가지 혜택은 더 많은 정보(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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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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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다.

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말이다. 작은 식당에서, 요리사의 가장 일
반적인 업무 중 하나는 식자재를 주문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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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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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유통매장 판매 직원부터 교통경관까지-은 노트북 PC나 태블릿
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번거로울 수 있고 완전한 키보드나 PC의 처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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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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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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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이 거의 혹은 전혀 책상에서 일하지 않는다.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불필요하게 워크스테이션 혹은 POS 기

38

기에 묶여 있거나 혹은 실시간 정보와 단절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모바
전 세계 수억 명의 노동자들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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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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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경우 모바일은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재발명을 가능하게 해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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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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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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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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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의 진화
모든 스마트폰에 있어 주요 차별화 요인 중 하나는 카메라, 보다 정확

다음 몇 년 동안 스마트폰에서 편재화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혁신

히 말하면 일련의 후처리 작업-종종 독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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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하는-이 이뤄진 후에 폰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다.

프로세서를 결합해 사진 촬영시의 기기 흔들림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
이다. 만약 자이로스코프가 폰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아마도 손가락이

다음 5년 동안 사진 품질의 개선이 고도로 통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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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 덕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점 더

기의 움직임을 상쇄시킨다.44 그 결과 사진 흔들림이 없어지거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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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다.45

메라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의 품질과 특성에 스마트폰이 근접할 수 있
게 해줄 것이다.39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점점 업무 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
서도 소프트웨어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업무 환경에서 일반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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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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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뿌옇게 함으로써, 피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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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다. 표준적인 스마트폰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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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적으로 이미지 전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찍힌 탁자의 표면 등)46 혹은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보케 기능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로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일부 휴대전화에 통합될 수도 있는 한가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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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 유형은 후방향 적외선 카메라로서, 열(적외선 에너지)을 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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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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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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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들이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의 혹은 사다리를

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도전과제는 정확하게

통한 이동도 가능하다. 열화상 이미지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사용이 가

배경에서 피사체를 구분해 분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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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효과의 품질은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 머신러닝은 배경과 전경을

며, 가전 기구를 점검하는데도 사용된다.47

40

보다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보다 정제된 알고리즘을 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전용 프로세서는 이들 합성 이미지를 이

품질이 뛰어난 사진의 비율을 늘려줄 보다 많은 기법들이 스마트폰에

전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 가능할 것이다.

통합될 가능성이 큰데, 품질에 대한 기준은 공유되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진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많은 기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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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어 촬영 버튼이 눌러진 후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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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찍길 원했던 것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

기는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고 동시에 촬영된 여러 장의 이미지

어 그 사진은 사용자가 실제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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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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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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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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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유용하지만,
주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전 세계 스마트폰 성인 사용자의 45%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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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위해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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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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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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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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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 미만만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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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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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글로벌은 이러한 우려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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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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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과다 사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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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비슷했다.

용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다. (본 예측의 나머지 부분 전반에 걸쳐, 모든
통계치는 전체 인구가 아닌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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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 대한 것이다.)

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핀란드인의 비율은 노르웨이인의 약 절반
정도였다.50 한 가지 적용 가능한 패턴은 영어권 국가들이 두 가지 지표에

마지막으로, 딜로이트 글로벌은 모든 연령대의 성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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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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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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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예측한다. 대신에, 그들은 집중하길 원하는 활동으로부터 스마트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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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와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 2017년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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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러시아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

0%

멕시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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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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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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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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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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용어로,52 매우 소수의 성인들만이 스마트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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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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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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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털 헤로인”으로 칭해왔는데 이들 모두가 사용자의 도파민 호르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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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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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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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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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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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차원이며, 그림 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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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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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도파민 호르몬의 상대적 증가율: 음식, 비디오 게임, 마약

예측한다.

그림 8. 2017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과도한 사용 가능성,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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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폰은 중독적이지 않다-하지만 사용 증가는 더 큰 문제를 가리킨다.
미디엄(Medium), 2017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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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세

스마트폰이 중독적이다라고 묘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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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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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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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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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제한하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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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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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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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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수치가 3배 이상 높아서 20%가 넘는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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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
가정에서 가족 혹은
친구와 같이 식사할 때

잠잘 때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할 때

들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사용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
에 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활동에 대한 2017년 딜로이트 글로벌의

성인

18-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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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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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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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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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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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집단마다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젊은 스마트폰 보유자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때에도 스마
트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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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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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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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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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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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40%

30%

20%

10%

나는 노력하고 일반적으로 성공한다

러시아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미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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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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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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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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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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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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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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은 2018년을 넘어서 지속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서의 머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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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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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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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20년까지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

측한다. 이들 새로운 종류의 칩은 획기적으로 머신러닝의 사용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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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이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게 해주고 동시에 반응성, 유연성,

년 수백만 개 팔리는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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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글로벌 데이터 센터 대상 머신러닝 칩의 연간 최소 판매량
(단위: 개수)
900,000

Unit)의 조합을 사용했었다.

800,000

딜로이트는 2016년에 약 10만개에서 20만개의 GPU칩이 머신러닝 용도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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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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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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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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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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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추정치, 2017년, 공시된 가용한 정보에 기반함. 전체 방법론은
권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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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신경망, 머신러닝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
순차적 처리를 수행하는 이진법 컴퓨터는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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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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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솔루션보다 정확한 작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도전과제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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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미지 인식은 규칙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수행하기가 매

른 속도는 혁명적이었고 획기적으로 머신러닝 하드웨어와 솔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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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확장시켰다. CPU는 여전히 사용되지만, GPU 덕분에 전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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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커졌고, 머신러닝은 2009년 이전보다 훨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어지는 다음 수십 여년 동안, 연구자들은 많은 형태의 인공신경망을
만들었다. 초기에, 그들은 주로 메인프레임과 미니 컴퓨터에서 실행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머신러닝의 과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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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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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되었다.

를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시스템에
게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혹은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

인공신경망이 생물학적 뉴런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 아님을 주목하는

미지 중 일부는 사람에 의해 “고양이”로 꼬리표가 붙여지고 나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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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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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받았을 뿐이다. 일부 칩들은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에 보다 가깝

미지에 노출되면, 이는 새로운 이미지에서 고양이의 존재 여부를 감지

게 동작하지만, 아래서 논할 것처럼, 이들을 인공신경망 자체와 혼동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이것이 훈련 부분이다. 일단 알고리

해서는 안된다.

즘이 생성되면, 주어진 이미지에서 고양이를 인식하는 실제 프로세스
는 추론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2016년까지, 훈련과 추론

2009년, 연구자들은 고도의 병렬처리 능력을 사용해 컴퓨터 게임 화

모두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

면을 그려 내는데 매우 탁월하고, 적절한 가격대와 매우 빠른 속도를

센터에 위치한 GPU 및 CPU가 장치된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말이

가진 GPU가 또한 인공신경망을 통한 머신러닝에도 매우 뛰어남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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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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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훈련보다는 추론을 위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그 조합이 어디로

고, CPU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졌다. GPU는 수많은

향하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지금 시점에서, 일부 기업들은 FPGA와

독립적인 작은 프로세싱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병렬 처리 작

ASIC을 추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훈련과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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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 사용하고 있다.

병렬로 더 잘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디오 게임 그래픽을 빠르게
렌더링하는 것은 병렬 처리를 통해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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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머신러닝 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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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업들이 제조하고 있다. 2017년 관련 산업의 매출액은 약 150억 달러에 달
했다. CPU와 GPU는 상당히 범용 목적의 칩이고, 매년 수백만 개가 제조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GPU: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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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되어 머신러닝 목적으로 사용된 GPU는 컴퓨터 게임에 이용되는 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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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과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게임용 GPU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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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러닝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의 CPU보다 인공신경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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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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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물량이 충분치 않거나, 필요할 때 동적으로 칩을 재프로그래밍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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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는 경우 좋은 선택인 경우가 많다.

볼타(Volta) 아키텍처는 전 세대의 파스칼(Pascal) 아키텍처보다 딥러닝
훈련은 12배, 추론에는 6배가 뛰어날 것이라고 한다. 딜로이트는 이들 새

직접 회로 기술의 역사에서, 특정 과업은 먼저 범용 목적의 프로세서에서

로운 칩이 연간 수십만 개 단위로 판매될 것이라 예상한다.

실행된 후, 다음엔 FPGA에서, 그 다음으론 맞춤 ASIC에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SIC이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가 적어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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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경우가 많지만, ASIC을 설계하고 제조가 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하

신러닝에 최적화한 변종 칩을 출시하고 있다. 인텔의 최신 나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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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ights Mill) 칩은 머신러닝에 최적화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용 CPU보다

계 규모에 도달해서 ASIC 솔루션의 장점이 매력적이 될 때에만 일반적으

4배 뛰어난 머신러닝 성능을 제공한다.70

로 사용된다.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에 있어, 다양한 ASIC이 2018년과
그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FPGA: FPGA 칩은 애플리케이션 혹은 기능에 맞게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직접 회로다. 이들은 현재 몇몇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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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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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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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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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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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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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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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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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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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성에 있어 GPU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는데 차이의 정도는 편차가 크

다;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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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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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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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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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U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인 텐서플로우(TensorFlow-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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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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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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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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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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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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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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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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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서 전력 소모 허용 범위의 상단에서 동작 가능한 상업용 칩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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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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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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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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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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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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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은 항상 현저히 우세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대부분의 추론 작업을 실

지 288마이크로와트밖에 소모하지 않는 머신러닝칩을 제작했다.82

78

행하는 대형 서버 팜과 같이 전력의 제약을 받는 응용 분야에 있어, 이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TPU는 훈련이 아닌 단지 추론에만 사용된

기타 머신러닝 가속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최적화될 자체적인 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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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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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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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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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우위가 훈련 업무에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TPU의 실제

신들의 솔루션이 현재 GPU/CPU 솔루션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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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특히 낮은 수준의 정확도 연산에서 그러할 것이라

정되고 있다.79

고 한다. 아직까지 상업적 규모로 이들 솔루션을 판매한 업체는 없는 듯하
다. 따라서 2018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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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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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다른 칩들의 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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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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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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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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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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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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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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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을 데이터 센터에서 상업적인 규모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

한 머신러닝의 가속에 사용된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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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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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머신러닝: 상황이 치열해 지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머신러닝의 사용이

이 부족하다.90 머신러닝을 위한 도구와 프레임워크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의 구현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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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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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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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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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일부 머신러닝 모델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는

된 하드웨어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 가용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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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일반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지 못하는 시스템에 근거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는
규제에 의한 제약인데, 기업의 의사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나 의사결정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 경험을 통한 시스템의 학습과

결과가 보호받아야 하는 특정 인구 계층을 차별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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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한다.93 블랙박스 모델은 아무리 산출물이 정확하거나 유용하다 해도

기술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다.

머신러닝과 인지 기술에 대한 열광과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하지만, 딜로이트 글로벌은 머신러닝 발전의 5가지 핵심 방향성이 기업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

기술 활용을 보다 심화 시킬 것임을 파악했다.

들은 단지 소규모로만 관련 기술을 전개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미국 경영진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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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자신들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지 기술을 사용하고 관련 활동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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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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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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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동일한 숫자의 시범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87

지-모델의 해석가능성, 지역적 머신러닝-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활용을 가
능케 하는데, 이 또한 시장을 확장 시킬 것이다.

그러나 5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발전이 머신러닝 솔루션의 개발을 보다 쉽
고 빠르게 만들고 또한 이 강력한 기술의 도입을 제약하는 일부 장애물을

머신러닝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에서도 개선될 것이며 너무나 빠르게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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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올해 중도에서도 또 다른 핵심 개선점이 등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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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가 파악한 5가지 발전 방향성을 적용 범위가 넓은 사항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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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상세히 설명한다.

때까지, 머신러닝을 가지고 작업하는 대기업의 2/3 이상이 10건 이상의
실제 배치 그리고 비슷한 숫자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 데이터 탐색과 특성 파악 작업과 같이 일반적으
로 데이터 과학자의 작업 시간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시간 소모적인 머

애널리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투자와 채택이 크게 증가

신러닝 관련 작업은 점점 더 자동화가 가능하다.94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AI와
ML에 대한 투자가 2017년 120억 달러에서 2012년까지 576억 달러로 증

종종 오해 받곤 하는 전문지식 분야인 데이터 과학은 사실 예술과 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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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 있다. 데이터 과학자가 시간을 소모하는 작업들-데이터 정리부터 예
비적 데이터 분석, 특성 파악, 특성 선택, 예측적 모델링, 모델 선택 등등까

딜로이트 컨설팅 LLP는 최소 5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인지 컴퓨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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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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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고객 생애가치 모델을 만드는 동안, 에어비앤비의 데이터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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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다수의 알고리즘과 특성 파악 단계를 시험하기 위해 자동화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격을 갖춘 응답자들은 기술에 대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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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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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그들이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발견 가능하게 해주었

잘 알고 있었다.

고, 그 결과 정확도가 5% 이상 개선되었는데 이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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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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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들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들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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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를 위한 도구와 기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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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머신러닝의 개념 증명을 위한 시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줄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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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줄 것이다. 데이터 과학의 자동화는 데이터 과학자의 생산성이 훨

칩 내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속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필요

씬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의 심각한 공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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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기업이 머신러닝 관련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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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해줄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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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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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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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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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훈련을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작업은 고도로 시간

에 완성했다. CPU를 이용했다면, 5년이 걸렸을 것이다.101

96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단 결과가 추가된 MRI 이
미지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자. 방사선 전문의를 고용해서 시

구글은 자사 고유의 AI 칩인 TPU를 신경망 실행을 위해 설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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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는데, TPU를 CPU와 GPU 아키텍처에 추가함으로써 12개 가량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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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적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102

려 또한 우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들 특화된 AI칩의 얼리 어답터들에는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 분야의
하지만 머신러닝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의 규모 축소를 목표로 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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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한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한가지 방식은 합성 데이터의 사용이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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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들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흉내내기 위해 알고리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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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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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가속된 훈련은 주류화되어 머신러닝을 작업하는 팀들의 생산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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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기업이 실행하기로 선택한 다수의 적용 방안의 숫자를 몇 배로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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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합성 훈련 데이터는 또한 데이터 과학 솔루션의 크라우드소싱을 향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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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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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머신러닝 모델은 심각한 결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 모델을 고안하게 하고 외부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지고 작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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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적절한 데이터 집합을 공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MIT의 연구진은 실

어떻게 모델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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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다. 이는 모델을 많은 적용분야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이터 집합을 공개할 필요없이 예측 모델의 개발을 크라우드소싱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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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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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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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모델은 실제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과 동등한 성과를 기록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금융산업은 연방준비은행의 모델 리스크 관리

98

99

에 대한 지도 감독 서한인 SR-11을 준수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여러 요
필요한 훈련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또다른 기법은 전달 학습이다. 이 접근

건 중 하나는 모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103

법에서, 한가지 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은 이
미지 인식 혹은 언어 번역과 같이 유사한 영역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

특정 머신러닝 모델의 블랙박스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다수의 기법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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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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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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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예측과 그 예측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신경망을 훈련하는 방법론

위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00

을 실증해 보여줬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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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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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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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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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가 온라인 세계에서 번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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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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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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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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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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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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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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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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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과 e스포츠에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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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선택된 시장에서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를 갖춘 가정에서 녹화가 아닌 생방
라이브는 주문형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능력과 원격으

송으로 TV를 시청하는 지분에 대한 딜로이트의 추정치에 근거한 결과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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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라이브 관련 매출, 2018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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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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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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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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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지하고 있다. 주문형 비디오 구독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
고 그러하다. 2018년 주문형 비디오 구독서비스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3

라디오

억7,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벨기에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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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DVR의 가용도와 주문형

거의 모든 매출은 광고에서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직 미국과 캐나다

비디오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TV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만이 상업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구독형 라디오 시장을 육성하는데 성공했

118

다.130 라디오 생방송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팟캐스트(Podcast)와 같은
미국 시장에서는 시청자 중 2/3가 DVR이 가용한데,

119

2017년 1분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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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형 대안 서비스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분이었고, 2,500만 모든 성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줄어든 총 시청시간을
누계하면 25억분(4160만 시간)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 TV 시청자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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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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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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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억 시간을 소비한다.

번은 방송을 청취한다. 온라인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디에서나 실시

120

광고주들에 대한 TV의 지속적인 매력을 설

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치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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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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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p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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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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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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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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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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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타 유흥에 돈을 지출했다.136 미국에서는 브로드웨이 극장 입장

트리밍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125 트위터는 또한 영국에서 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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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특집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위해 BBC와 협력했다.

능성이 크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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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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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공연

스포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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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경기의 TV 중계가 폭넓게 가용해지고 경기 결과의 확인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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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직접 관람은 상당한 규모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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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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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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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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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138

고 있고, 럭비는 7개, 야구는 4개 리그가 있다.152 이들 리그 중 7개가 아시
아에 있는데, 이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그에 속해있다.153

2018년 최대 규모의 콘서트 투어는 입장권 판매로부터 2억 달리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U2의 조슈아 트리 투어는 첫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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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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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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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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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클럽들은 5,500만 명의 관람객들을 유치했다.154

5,1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 공연장에서 단지 이틀 간의 야간 공
연으로 1,71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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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시장은 다음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시장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의 음악 공연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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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 넘은 실시간 오락 형식인 영화는 강력한 상업적 역량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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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높아지는 입장권 가격이 줄어드는 입장권 판매량을 상쇄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박스오피스 수익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이는

B2B 이벤트 – 박람회 및 컨퍼런스

2018년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수익은

가장 큰 규모의 무역 박람회 및 컨퍼런스는 같은 전시 장소에 수십만명의

1% 증가해 386억 달러에 달했다.156

참가자들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직물, 의복, 소비자 상품 및 가전
기기를 위한 장터인 칸톤 페어(Canton Fair)가 중국에서 개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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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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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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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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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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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참가자는 67,000명 이었는데, 2017년에는 108,000명으로 늘

의 거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했다.15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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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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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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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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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쓴다고 한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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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스트리밍 및 e스포츠

e스포츠 시장은 생방송 시청과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시장은

실시간 이벤트의 거의 모든 매출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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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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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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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실시간 이벤트 관련 매출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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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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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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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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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한 규모다. 중국은 전체 시청시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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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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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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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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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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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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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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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구독이라는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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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미디어에 걸친 온라인, 디지털 전용 서비스 구독의 누적적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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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171 복수의 미디어를 구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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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172 온라인 미디어 구독은 한 세대 전에 나타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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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한 행위의 디지털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로서, 과거 가정에서는 신문

로 건당 매월 10달러 미만일 것이다. 딜로이트는 올해 총 6억8천만 건의

(조간 및 석간), 잡지 및 서적(성인용 및 유아용, 소설에서 참고도서까지),

서비스 구독과 약 3억5천만 건의 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한다(그림 15

아날로그 케이블 TV, 음악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DVD같은 매체를 포함해

참조).

복수의 미디어를 구독하곤 했었다.173, 174

그림 15.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구독 건수 (단위: 백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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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들 무료 온라인 콘텐츠는 수억 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
350

에게 노출되었다. 그렇게 많은 콘텐츠-특히 뉴스-가 무료화 되면서, 미디
어 기업들과 그들의 투자자들은 글로벌 월간 웹 브라우저 방문 건수(사이

300

트를 방문한 개별 웹 브라우저의 숫자)로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했고, 대중
의 관심을 따라 수익도 늘어나리라 기대했다.

250

2018년 현재 시점에서, 한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는 개별 웹 브라우저들

200

의 월간 방문 건수가 수억 건에 달할 수도 있다. 전에는 도달 범위가 자신

150

의 지역 시장에 국한되었던 뉴스 매체에 있어 이는 경이적인 현상이다.

100

그러나 도달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접속자 당 매출, 방문 건수, 조회 건수
등은 꾸준하게 하락했다. 일부 매체에 있어, 온라인 광고만으로 충분한 수

50
0

익을 창출하는 것은 달성 불가능한 시시포스(Sisyphus)의 과업처럼 느껴
졌다.
주문형 비디오

음악

온라인 게임

뉴스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애널리시스, 2017

또한 접속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사 당 수익은 감소했고 수수료를 징수
하는 중개인들의 숫자는 증가했다. 이를 벌충하기 위해 웹 페이지는 배너

딜로이트는 추가로 선진국 성인의 1/5이 최소 5가지의 유료 온라인 미디

광고와 동영상 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더욱 어수선해 졌다. 광고의 확산에

어 구독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접속권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

대응해 수억 명의 온라인 소비자들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고 2020년 말까지, 이 수치가 1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성

그 결과 광고를 차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페이지당 광고가 대폭

인이 접근권을 보유한 디지털 구독에 지출되는 총 금액(자신들이 직접 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불하거나 가족 중 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은 2020년까지 평균 월간 100
달러 이상, 즉 연간 1,20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콘텐츠 제작자들은 점점 더 자체적인 온라인 디지털 구독 서
비스 매출 확대와 그 어느때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디지털 구독 패키지의

이러한 서비스의 구독은 종종 1가지 혹은 그 이상의 디지털 구독권을 포함

구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점

한 유료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구독에 추가되어 이

점 더 디지털 콘텐츠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심지어 동일한 콘텐

뤄질 것이다.

츠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또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황
에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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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온라인 미디어 전반을 살펴본 결과, 딜로이트는 온라인 미디
어 구독 증가의 주요한 동인에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을 발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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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측면: 온라인 미디어 구독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

접속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SVOD서비스의 초창

하고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스

기와 대조적이다. 당시의 소비자들은 노트북에서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포츠 팀의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둘 이상의 사업자에 분할 판매

일반적으로 TV에 비해 시청각적 경험 수준이 열등했었다. 음악에 있어

되어 팬들은1개 이상의 서비스를 구독할 필요가 생겼다. 드라마 팬들은

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급 인터넷 연결 스피커는 음악 구

그들이 보길 원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서

독 서비스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출하된다.178

비스를 구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구독 서비스 묶음 판매가 늘어
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이 잘 알려진 사례인데, 이 서비스는 동영상을

• 추가적인 실행 가능자는 가입의 용이함이다. 사용자들은 이제 모바일

포함해 다양한 범위의 추가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한다. 텔레그래프

브라우저에서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온라인 미디어에 가입하고, 지

(The Telegraph, 영국의 신문사)는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구독하면

문 인식기에 탭 한번으로 지불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179 딜로이트 글로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스포

벌은 2018년 초까지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지문 인식기가

티파이(Spotify) 프리미엄과 훌루(Hulu)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한다.176

장착되고, 일부 시장에서는 이들 장치의 80%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추

175

정한다.180
• 수요 측면: 광고가 달린 콘텐츠를 소비하기 보다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
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향이 늘어났다. 이는 부분적으

•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 화면은 꾸준히 커져서, 2018년에 판매될 대

로-특히 뉴스에 있어-산출물의 품질 차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에 기

부분의 모델은 5인치 이상의 화면을 제공하는데, 화면의 고해상도화가

인한다. 추가로, 일부 장르에 있어 온라인 모델의 매력도는 기존에 존재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뉴스 기사는 이제 한

하던 전통적인 대안들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음악 구독 서비스는

행 당 약 8에서 10단어가 표시되어 종이신문 칼럼의 크기와 매우 유사

수천만 건의 음악과 수십만 건의 재생목록을 제공하는데, 일부는 구독

해 졌다.

자에 맞게 맞춤화가 가능하고, 모든 콘텐츠가 주문 즉시 이용이 가능하
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온라인 구독은 디지털 혹은 물리적인 음악 라이

각 매체에 대한 수요의 역동성은 2018년 및 그 이후 동안 상당히 차이가

브러리를 보유하는 것보다 장점이 크다. 일부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전

클 가능성이 크다. 다음 장에서 TV, 음악, 비디오 게임, 뉴스의 트렌드를 살

통적인 유료 TV묶음 제공 서비스를 “코드 커팅(Cord cutting)”과 “코드

펴본다.

셰이빙(Cord shaving)”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유료 TV 구
독을 취소하거나 패키지를 축소하는 것이다. 일부 경우, 이들 소비자는

온라인 TV와 영화 서비스

시청하는 TV 콘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로 대체

2018년초 기준으로, 딜로이트는 전 세계에서 약 3억7,500만 건의 주문

하고 있다.

형 동영상 서비스 구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복수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딜로이트 글로벌이 2014년에 이를

온라인 전용 구독을 보다 실행 가능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몇가지 기

예측하면서 “코드 스텍킹(Cord stacking)”이라고 칭한 트렌드다.181 한 연

술적 실행 요소들이 존재한다.

구결과에 따르면 훌루, HBO 나우(HBO Now) 가입자 대부분이 넷플릭스
(Netflix)에도 가입했다고 한다.

• 인터넷 속도의 꾸준한 증가가 온라인 구독자의 증가를 촉진해 왔다. 10
년 전에는, 선진국의 상대적으로 소수의 가정만이 온라인 동영상의 안

가정에서 접속할 수 있는 SVOD 서비스의 숫자는 더 많은 제작사들과 콘

정적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광대역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텐츠 소유주들이 OTT(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출시함

그러나 2018년 초기 시점에서, 수억의 가정이 이런 역량을 보유하게 되

에 따라 2010년대 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4K 혹은 UHD(Ultrahigh-definition) 해상
도가 가능해졌다. 4G 네트워크의 확산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예를 들어, 디즈니는 2018-2019년 기간 동안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

유지한 동시에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을(자가용 차 혹은 버스에서) 훨

2가지를 출시할 것이다. 하나는 ESPN 브랜드 하에서 스포츠 중계에 집중

씬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2016년 말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하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 및 픽사(Pixar)의 영화와 디즈니 TV 프로그램에

4G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시장에 속했고, 2020년 말까지 모든 모바

집중할 것이다.182 2017년 스카이(Sky)는 스페인에서, 바로 전년도에 OTT

일 연결의 약 40%가 4G로 이뤄질 것이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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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독료 수익에 대한 관심 집중은 또한 일부 독자들의 뉴스 품질 차이

숙한 시장에서, 개인들이 드라마, 코미디, 스포츠, 청소년물을 포함한 많은

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설문 결과 뉴스에 대한

장르를 포괄하는 복수의 TV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근권을 가지게 될 것

비용 지불 의향이 가장 높은 시장은 미국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은 18-

으로 예상한다. 미국 시장에서, 스포츠 팬은 각각의 주요 스포츠(미식 축

34세 밀레니얼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

구, 아이스하키, 야구, 농구)에 대한 OTT 서비스 가입을 원할 수 있다.

에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2009년 9%에서 2017년 16%로
크게 증가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 기반

영국 시장에서, 이미 축구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다 챙겨보

뉴스 매체들은 18-34세 연령층의 급격한 구독 증가를 보고해왔다.189

려면 두 가지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 팀의 경기 중계권이 두 서
비스 공급자에 분할되어 팔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또한 테니스 팬이

뉴스 발행사들은 또한 독자가 구독자가 되게 만드는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

라고 하면 추가적인 OTT 서비스 가입을 원할 수 있는데, 무료 공중파 TV

고 어떤 유형의 콘텐츠와 콘텐츠 중 어느 정도를 유료 콘텐츠로 돌려야 하

중계가 거의 없다면 특히 그러하다. 오랫동안 디지털로 방송을 해온 전통

는지 파악하는데 능숙해 졌다. 예를 들어, 중요한 뉴스가 있는 날에는 유료

적인 유료 TV 공급자들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보완재 혹은 대안으로서 점

콘텐츠의 제한을 거둬 사람들이 콘텐츠에 접속하도록 장려한다. 그 콘텐

점 더 OTT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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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는 비영어권 시장에서, 보다 많은 지역 언어 콘텐츠들이 제작되

자들의 구독을 요청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라는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191 일

어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넷플릭스는 멕시

부 경우, 생방송 동영상의 제공이 구독 신청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코, 인도, 브라질, 독일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지역 언어 콘텐츠의 제

했다.192

작을 의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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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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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계속 증가해서 몇몇 시리즈의 제작비가 이제 회당 1

매출을 포함해 디지털 구독료 매출은 46%가 증가해 8억5,700만 달러에

천만 달러에 달하고 (그리고 아마도 시간당 2천만 달러로 향하는 상황),188

달했다.194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디지털 구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

또한 스포츠 중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공

다.195 2016년 중반 기준으로, 이 신문사는 디지털 구독자 기반을 전년 동

급자들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줄이고 소수의 “기둥 역할”을 하

기 대비 145% 늘렸다.196

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공급자의 숫자
는 결국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유료화 장벽을 항상 가동하고 있는
데, 2016년을 65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로 마감해, 전년 대비 14%의 증

온라인 뉴스

가를 기록했다.197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타임스(Times)와 선데이 타임

2018년 말까지, 딜로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건의 디지털 전용 온

스(Sunday Times)는 413,600명의 구독자들 보유했는데, 그중 182,500

라인 뉴스 구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SVOD TV 및 영화 서비스

명은 디지털 전용 구독자였다.198 가디언(Guardian)은 회원 가입 뿐만 아

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뉴스 서비

니라 구독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6년 7월에는 50,000명의 회원이 있었

스는 가장 값비싼 개인 서비스 중 하나인 경향이 있는데, 종종 월간 수십 달

는데, 각각의 회원은 매달 111건의 고유한 웹 브라우저의 방문에 상응하

러의 비용이 든다. 또한 인쇄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하는 수천만 명의 많은

는 5파운드(6.5달러)부터, 666건의 고유 웹 브라우저 방문에 상응하는

구독자들도 있다.

30파운드(39.3달러)까지의 구독료를 지불했다.199 2017년 3월 기준으로,
20만명의 회원200과 추가적인 185,000명의 가입자201를 보유했다. 2016

딜로이트는 뉴스 공급자들이 점점 더 구독료 수익의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년 11월, 텔레그래프(Telegraph)는 종량제 유료화 장벽을 다양한 범위의

예상하는데, 그들이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던 기간 동안 마주했던 난관을

구독 서비스로 대체했는데, 디지털 전용 서비스는 주당 2파운드(2.6달러)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구독료 수익을 광고 수익의 보완재로서 취급하리

부터 시작한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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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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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체들은 온라인 및 물리적 매체를 기반으로 구독서비스를 폭넓은 범

앞으로도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서비스 구독자의 수는 아직도 광고 기

위로 다양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반의 무료 사용자의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스

BI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구독을 제공하는데, 구독료는 연간 2,500달러로

마트폰도 음악 저장소 혹은 음악 서비스의 도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많

7,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수준 접속권의 비용은

은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더 저렴

150,000달러에 달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서비스를 다양화한 한가지

한 옵션을 포함해 보다 서비스 등급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오로지 개별 사용자들만을 통해서는 성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했
기 때문인데, 사용자의 수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5,400만 명에 달한다.203

일부 경우, 음악 구독은 다른 서비스와 묶음 제공되기도 하는데, 모바일 데이
터 패키지에 추가 부담 없이 포함되는 경우가 한가지 일반적인 조합이다.208

CNN 또한 2018년 상반기에 디지털 뉴스 사업에 대한 단계별 구독 패키
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정 주제에 특화된 뉴

비디오 게임

스들이 될 터인데, CNN 머니(CNN Money)와 CNN 폴리틱스(CNN Poli-

2018년 초반 기준으로, 딜로이트는 온라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

tics)와204 같은 뉴스가 대상이다.

디오 게임 네트워크에 약 3,5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209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를 구독할

콩데 나스(Condé Nast)는 GQ, 틴 보그(Teen Vogue), 콩데 나스 트래블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단지 한가지 종류만의 게임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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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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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점 더 강조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동안 7,000만 장이

딜로이트는 2018년 말까지, 약 1억5,000만+ 건의 음악 서비스 구독이 이

판매된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Gran Turismo) 시리즈의 최신작은 온

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동영상과 달리 음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한가

라인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고, 오프라인 플레이 옵션은 상대적으로 제

지를 초과해 가입하는 구독자들이 적다. 왜냐면, 각 서비스들이 수천만 곡

한적이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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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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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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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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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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알레르기 보유자의 비율은 18-34세 밀레니얼 세대에서 훨씬 높은데,

그 이상의 동시적인 광고 차단 행위에 관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딜로이트

17% 이상이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범주에서 광고 차단을 행하고 있다. 딜

는 이들을 광고 알레르기 보유자라 부른다. 2017년 18세에서 75세 사이

로이트는 이 비율이 2018년에 1또는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4가지

1,096명의 미국인과 1,09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딜로이트

혹은 그 이상의 범주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딜로이트는 다양한 미디어와 기기에 걸친 광고 차

적인 요인은 나이만이 아니다. 조사한 모든 국가에서, 고용되어 있고 고소

단 현황을 측정했다. 그 결과 북미 거주자의 약 3/4이 최소한 한가지 유형

득자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광고를 차단할 가능성(200

의 정규적인 광고차단 활동을 행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약 10%

에서 400%)이 교육수준이 낮고 무직이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정도만이 4가지 혹은 더 많은 유형의 전통적 및 디지털 미디어 채널에 걸

높았다(그림 19 참조).

쳐 대부분의 사용 시간 동안 광고 차단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광고
차단 중 일부 유형(컴퓨터, 모바일 기기, 음악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마지막으로, 모든 광고를 전부 차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본적으로

에 대한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

차단이 불가능한 범주(예를 들어, 고속도로 광고판)를 제외하고, 7가지 주

른 유형의 광고 차단(PVR[Personal Video Recorder]를 통한 광고 건너뛰

요 광고 차단 방식에 걸쳐 이 모두를 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 설

기 혹은 TV 및 라디오에서 채널 변경)은 큰 변화가 없거나 느리게 늘어나

문을 수행한 모든 국가에서 0 혹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리고 딜로이트는

고 있다. 딜로이트는 2018년에 북미에서 광고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

이는 2018년에도 사실일 것으로 예측한다.

들이 약 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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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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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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5

6

7
강한 알레르기

가벼운 알레르기

미국

4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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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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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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및 모바일: 컴퓨터에서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광고 차단 SW는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사용자 18%와 캐나다의 24%가 이 소프트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보유자의 28%,

어를 사용하고 있었다.212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는 PC에서의 광고차

13%, 58%가 각각 특정 버전의 차단 SW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

단이 2017년에 더 늘어났음을 발견했는데, 미국인의 31%와 캐나다인의

결과는 북미의 모바일 광고 차단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1%214 혹은 심

27%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양국에서 PC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지어 0%215임을 시사하고 있다. 2017년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는 응

를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10% 이상 많았고, 또한 양국에서

답자들이 자체 보고한 그보다는 훨씬 높은 모바일 광고 차단 수준을 보여

18-34세 연령층이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연령층

주었다. 미국인 중 20%와 캐나다인의 12%가 모바일 광고 차단 SW를 사

평균보다 10% 이상 높았다. 실제로 미국의 25-34세 연령층의 50%가 광

용한다고 답했다.

고 차단 SW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수치와 비교한 증가세를
고려할 때, PC 광고 차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 말까

컴퓨터 광고 차단의 인구통계적 트렌드는 양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젊은

지 최소한 북미의 컴퓨터 3대중 1대에는 거의 확실히 설치될 것이다. 이 수

사람들이 모바일 광고 차단 SW를 사용할 가능성이 보다 크고, 남성이 여

치는 심지어 더 클 수도 있는데, 인기 있는 한 웹 브라우저(PC와 모바일 모

성보다 크다. 미국 여성의 단지 10%와 비교해 미국 남성의 30%가 모바

두)가 사용자가 추가적인 모듈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곧 광고 차단 소프

일 광고 차단 SW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에서의 광고 차단 동기

트웨어를 내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13 이는 모든 광고를 차단

(예. 데이터 절약 등)를 볼 때 2018년 모바일 광고 차단 SW 사용자의 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광고 표준(Better Ads Standard)을

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준수하지 않는 광고들을 차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자동으로 실
행되어 시끄러운 음악을 재생하는 광고 같은 것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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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TV: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65%와 캐나다인의 60%

스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 광고 차단 행위를

가 스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각국에서 80% 이상

하는데, 광고 방송이 진행 중일 때 채널을 변경하거나, 음소거를 하거나,

이 녹화방송을 시청하며 다양한 이유로 빨리 감기 기능을 사용한다고 밝혔

방에서 떠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세컨드

다. 한편 약 20%는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스크리닝[Second Screening]이란 용어로 알려진 행동) 했다.

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국에서 전체 인구의 약 50%가 빠르게 건너 뛸 수
있게 해주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스

그림 18에서 이런 광고 차단 행위를 항상 혹은 거의 항상 행하는 사람들에

마트 TV 혹은 DVR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61%가 다른 이유보다 광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각각의 행위는 캐나다보다 미

고를 건너 뛰기 위해 그 기능을 사용한다고 말했고, 한편 캐나다인은 그 비

국에서 약간 더 많았지만, 각 범주에 대한 경향은 양국에서 대략 비슷했다.

율이 67%였다. 미국에서는 빠르게 건너뛰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를

광고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광고회피 행위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방을

가진 여성들이 광고를 건너 뛰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남성의 58% 대

떠나는 행위는 광고의 대상이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음을 의미한다; 채널

비 64%), 나이에 따른 광고 건너뛰기 비율은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차이

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광고의 일부는 볼 수 있다; 소리를 끄는 사람

가 없었다.

들은 광고를 듣지는 않지만 시각적 내용은 여전히 보게 된다; 세컨드 스크
리닝을 하는 이들은 광고 내용에 집중은 하지 않더라도 소리는 여전히 들

보다 흥미로운 인구통계적 차이는 교육 및 소득과 관련이 있다. 스마트 TV

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DVR을 보유하고 교육수준이 보다 높으며 소득이 가장 많은 미국인
들은 광고를 건너뛰는 비율이 13% 높았는데, 한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의

양국에서 중요한 인구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더 젊은 사람들은, 가끔은 몇

경우 그 비율이 낮았다(7% 차이). 캐나다인의 데이터는 교육 수준과 자녀

%차이밖에 없다 해도, 광고를 피하기 위해 4가지 행동 중 어느 것이라도

유무에 따른 차이가 적음을 보여주었지만, 연간 소득이 10만 캐나다 달러

행했다. 그런데 세컨드 스크리닝에 있어서는 18-24세 연령층은 모든 연령

이상인 캐나다인의 70%가 광고를 건너 뛰기 위해 기기의 기능을 사용한

층의 평균값보다 이를 행하는 비율이 거의 30% 가까이 높아서 82%에

반면, 연간 소득이 25,000 캐나다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단지 55%

달했다. 그리고 4가지 모든 행위에 있어서 보다 높은 교육수준, 높은 소득

만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실직 상태와 반대) 사람들이 TV 광고를 피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그

공식적인 TV 시청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전통적인 TV 방송 시

러하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거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가 있는 미국

청 중 단지 11%만이 녹화방송 시청(원래 방송시간 이후의 시청)이라고

인의 40%가 광고를 피하기 위해 항상 혹은 거의 항상 채널을 바꿨다. 반

하며,216 캐나다에서는 9% 미만이라고 한다.217 이들 수치는 모든 연령대

면 일하지 않거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 단지 25%만이 그렇게

에 걸쳐 대략 일관적인데, 35-49세의 미국인이 14%의 비율로 가장 많이

행동했다. 캐나다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소리를 끄는 경우가 보다 많았고,

녹화방송을 시청했고, 18-24세는 10%, 65세 이상은 9%였다. 또한 미국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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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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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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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R, 스마트 TV 혹은 4가지 다른 TV 광고 차단 행위 중 어떤 조합의 사용

마지막으로, 연간 소득이 75,000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71%가 최소한

비율은 2018년 캐나다 및 미국 양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한가지의 SVOD를 구독하고 있고, 반면 25,000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구

보인다.

독률은 49%였다. 캐나다의 인구통계적 차이도 동일했지만 차이는 보다
작았다.

비전통적인 TV, 다시 말해 SVOD: 물론 2018년에 시청되는 모든 영상이
광고가 달린 TV 방송은 아니다. 다수의 주문형 동영상 구독 서비스는 광고

누군가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SVOD

가 없다: 미국인의 65%가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

를 구독하는 미국인의 46%가 구독의 한가지 이유로 광고가 없다는 사실

고, 캐나다는 47%가 그러하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언어가 큰 역할을 하

을 들었는데, 한편 8%는 이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캐나다인의 각

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퀘

항목에 대한 수치는 57%와 9%였다.

벡(Quebec)주는 SVOD의 침투율이 34%인데 반면 주로 영어를 사용하
는 다른 지역의 평균치는 53%다.

2018년을 전망할 때, 1개 이상의 SVOD 서비스를 구독하는 가구의 총비
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구독의 가장 큰 이유가 광고가 없

SVOD 고객들의 인구통계는 전혀 놀랍지 않다. 미국에서 18-24세 연령층

다는 점인 이들의 비율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18년에 미

의 89%가 최소한 한 개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반면 55-75세의 구

국인의 70%가 SVOD를 구독하고 광고가 없다는 점에 가장 동기부여 받

독률은 단지 36%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입율은 70%고 일하지 않는 사

은 이들의 비율이 여전히 8%라면, 모든 미국인의 약 6%와 영어를 사용

람들은 56%다. 어떤 종류의 대학 교육을 받거나 학위가 있는 사람들의 구

하는 캐나다인의 약 5%가 SVOD를 광고 차단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독률은 67%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55%와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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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와 음악: 사람들은 또한 광고 없는 버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장래를 내다볼 때,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전통적인 라디오 광고 차단

구독할 수 있다.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서 33%의 미국인이 적어도 한가

행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광

지의 광고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의 수

고 없는 유료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최소한 한가

치는 단지 19%에 불과했다. 양국에서 익숙한 인구통계적 트렌드가 다시

지 서비스를 구독하는 미국인의 30%가 광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그럴

나타났다. 높은 소득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고용된 상태인 젊은 사

것이다.

람들이 광고 없는 유료 음악 서비스 중 최소한 하나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
광고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인구 집단내의 인구통계적 차이는 단지 나이에

았다.

만 관계되지 않는다.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보다 높고 고용되어 있는 사
한가지 사례로, 일하는 미국인 중 41%가 구독을 하는 반면, 일하지 않는

람들이 보다 광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참

이들의 경우는 단지 21%에 불과했다. 광고가 없다는 속성이 구독의 주요

조). 각국에서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유형의 광고를 모두 차단하는 사람들

이유인 비율이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10% 미만이었던 SVOD와 달리, 광

의 절대수는 작다. 따라서 이 결과는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긴

고가 없다는 점은 유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훨씬 중요한

하지만 차이 중 일부는 매우 크기 때문에 고려하고 추가 연구할 만한 가치

요인이다. 서비스 구독 중인 미국인 중 86%가 광고가 없다는 점이 그들이

가 있고, 물론 많은 방송사와 광고주들에게 특히 흥미 있을 인구통계적 특

가입하는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성도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데, 여성 또한 남성만큼이나 광고

89%였다.

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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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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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광고 차단 SW는 광고 중 일부만을 걸러내고, 심지어 DVR을 가

나다인은 단지 10%에 불과함을 강조해야만 한다. 나머지 90%는 미디어

장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일부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채널에 따라 수많은 광고를 본다. 그리고 광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만큼

시청한다(주로 스포츠, 리얼리티쇼, 뉴스, 일기예보, 시상식). 따라서 사람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대략 1/5은 어떤 광고도 차단하지 않는다. 추

들은 일부 광고, 많은 광고 혹은 모든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로 광고에 민감한 집단이 많은 광고를 차단하지만 모든 광고를 차단하진
않는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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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4%정도 수준이었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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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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설문 대상자들은 TV 채널 혹은 라디오 방송국을 바꾸는데 보다 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할 수 있다. 일부 네트워크는 이미 이를 실행하

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17). 그리고 직장인/무직자 간 교육수준이

고 있는데,227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의 비율은 아직까

높은/낮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북미보다 적다(그림 19)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이다. 일례로, 광고 없는 유튜브 서비스는 250

여러 범주에 있어 상세한 사항까지도 유사한 점이 차이나는 점 보다 많다.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228 광고 있는 유튜브의 사용
자는 10억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영어 사용 시장에서, 우리는 광고 차단 행위의 수준이 훨씬 낮지 않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한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PPL)는 광고 차단이

까 의심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TV 광고량은 훨씬 적고, TV와 라디오 광

불가능한 또 다른 범주의 광고다. 2015년 미국에서 이 시장의 규모는 60

고 시간은 동기화 되어 있다. 따라서 채널을 변경할 동기와 그 전략의 효과

억 달러에 달했었고,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로 계속 성장해 2019년

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유사하게, 2017년 프랑스 대중과의 대

에는 11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229 미국의 총 광고비 지출이

화는 SVOD 구독 비율이 더 낮을 뿐 아니라, DVR을 이용해 광고를 넘기는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PPL은 총 지출의 약 3-4% 정

것 또한 미국에 비해 훨씬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려줬다.

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서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의 PPL 시장은 전 세계 PPL 지

따라서 주의를 해야만 한다. 북미의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다. 비록, 터키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북미의 결과가 특이한 것이 아니긴 하
지만 말이다. 다른 국가도 최소한 일부 시간에 있어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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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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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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에서는 Y세대로도 알려진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과 2000년

단 참조)이 2018년 및 2019년 양 해 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매년 5

사이에 출생한 이들로 2018년에 18세에서 37세가 될 사람들이다. 인구

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각 시장에서, 이는 지난 7년 동안과

학자들은 이들을 종종 두 집단으로 나누는데, 2018년에 25-37세가 되는

유사한 수준의 감소율이 될 것이다. 감소는 악화도 개선도 되지 않는 중이

선도 밀레니얼 세대와 18-24세가 되는 후속 밀레니얼 세대로 나눈다. 하

다. 변곡점도 없고 시청률이 붕괴하지도 않는다. 딜로이트는 2018년 위의

지만 딜로이트의 예측은 후속 밀레니얼 세대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세 시장 모두에서 매일 최소 80에서 120분의 TV 시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

이는 18-24세 연령층의 미디어 관련 행동에 관한 것으로 과거의 행동, 현

상하는데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재의 동역학, 미래의 전망을 고려한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2011년
당시 18-24세 연령층의 미디어 소비를 측정한 것이다(이들 집단은 이제

딜로이트 글로벌은 추가로 2023년까지, 연간 TV 시청률이 5에서 15%의

25-31세가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18-24세 연령층의 미래 행동을 예측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하락율은 아마도 가능한 범위 중

할 때, 오늘날 10-18세 집단의 현재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낮은 수치일 수 있는데 젊은이들을 전통적인 TV로부터 이탈시켰던
세력의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21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비슷한 젊은 연령 집단의 2011년부터 현
재까지의 전통적인 TV 시청 행위의 연간 변화를 보여준다(본 예측 기사의

지난 5년 동안, 일반적인 모든 밀레니얼 세대 및 후속 밀레니얼 세대는 특

종반부에 있는 삽입글은 이 도표의 해석을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18-24

히 스마트폰, 컴퓨터, 소셜 미디어, 유튜브 및 기타 짧은 동영상 종합 제공

세 연령층의 전통적인 TV 시청은 구조적인 하향세에 있다. 이는 지속적인

자,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서비스, 불법 복제 동영상의 유혹을 받아 왔다.

트렌드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이 연령 집단의 연간 시청시간 감소

이들 세 대형 영어권 시장에서 모든 주의 분산 요인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

율은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0에서 10% 사이다. 2014년 시

해 가고(아마도 가장 빠르면 2018년 초반, 하지만 2020년까지가 가장 가

점에 시청률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 연간 감소율은 약 4에서

능성이 큰 시점), 침투율 및 사용량의 연간 성장이 평탄화 되는 조짐을 보

11% 사이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76건의 분기별 데이터 중 53건

이고 있는 점은, 아마도 TV 시청시간의 침식이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

의 그 값이 그 사이에 위치했다. 디지털에 의해 격변에 처한 다른 미디어 사

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한자리수의 하락이 두자리
수의 하락보다 훨씬 낫다. 추세는 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감소

“TV 시청”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

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영국에서 몇 분기 있었고 20%대 였던 경

다. 현재의 시청률 측정 시스템이 구현되었을 때 TV 프로그램은 오직 TV

우가 미국에서 2분기 있었지만, 이들은 특이치인 것으로 보인다.

수상기에서만 시청되었고, 거의 모든 시청은 실제 방송시간에 이뤄졌다.
따라서 측정은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

이 가장 젊은 연령 집단의 TV 시청률 연간 하락세에 있어, 영국의 감소율

다에서 TV 시청은 방송 시점에서의 시청 및 녹화된 방송을 TV 수상기, 인

은 안정적으로 보이며, 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경우는 안정적에서 그렇게

터넷 연결된 TV,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포

크지 않은 수준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변할 수 있긴 하지만, 최악

함한다. 시청의 범위는 시간에 따라 변해왔고, 초기의 데이터에는 비TV 기

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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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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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5%

-10%

-15%

-20%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미국 18-24

캐나다 18-24

영국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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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에 포함되지 않은 2017년 하반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더 심한 시

18-24세 연령층의 최근 전통적인 TV 시청 감소는 스마트폰, SVOD 서비

청률 하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대선은 젊은 층의 TV 뉴스

스, 소셜 미디어, 불법 복제물, 광고 기반의 무료 온라인 동영상 등에 주로

시청을 크게 늘렸었다.230 심지어 영국에서도, 미국 투표 관련 2016년 TV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모두는 전통적인 TV의 경쟁자 혹은 대체물로

시청률은 2012년에 비해 2배가 높았다.231 따라서 2017년 하반기 시점에

서 행동해 왔다. 이들 모든 대안은 2014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18-24세

서 전년도 동기 대비 시청률이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큰 사건에 대한 TV 뉴

연령층이 이를 보기 시작했을 때 TV 시청률의 하락이 빨라 지기 시작했고,

스의 호황은 아마도 끝났을 것이다. 2017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전

보다 최근 들어 대안의 채택 및 사용의 증가가 급격한 상향세에 들어서서,

통적인 TV 방송을 매일 100분 이상 시청한다. 딜로이트는 2017년 대비

총합적으로 18-24세 연령층의 관심을 TV에서 멀어지게 했다.(비디오 게

2018년과 2019년 좀 더 작은 감소율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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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Predictions | 2018

스마트폰은 후속 밀레니얼 세대에서 거의 편재화 되었다; 침투율은 더 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서비스를 구독하고 보다 매일

상 높아질 수 없다.233 미국의 18-24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 55%

이를 사용한다. 미국의 18-34세 연령층(후속 밀레니얼 세대만이 아니라)

에서 2015년 94%로 급증했지만 2016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영국과 캐

의 넷플릭스 구독률은 2012년 28%에서 2015년 50%로 거의 두배 가까

나다의 이 연령집단에 대한 2017년 스마트폰 침투율도 비슷한데, 각각

이 증가했다.238 넷플릭스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더하면, 후속 밀레

95%, 92%였다.

니얼 세대의 SVOD 서비스의 침투율은 훨씬 높다. 딜로이트 글로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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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따르면(그림 22 참조), 미국 18-24세 연령층의 89%가 SVOD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18-24세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고, 한편 캐나다 영어 사용지역의 동 연령대 가입율

연령층이 앱 및 웹 사용에 쓰는 시간이 2015년 매일 90분에서 2017년

은 약 90%에 달한다.239(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SVOD 침투율은 그보다 약

156분으로 급증해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18-24세

20% 낮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평균 일일 사용시간은 2012년 구독자 1

연령층이 매일 스마트폰과 보내는 시간은 TV 시청시간보다 이미 많아졌다

명 당 하루에 1.2시간에서 2017년 1.8시간으로 증가했다.240 그러나 이 수

(156분 대 124분).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TV

치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 보다 최근 분기의

시청시간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루의 한정된 미디어 소비

수치는 일일 시청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여주

시간을 감안할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미래에 급

며,241 이는 2018년에 스트리밍이 더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서 뺏어가지

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른 SVOD 서비스도 있지만 그림 22가 보여주듯

235

이, 이들은 낮은 침투율 때문에 넷플릭스보다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화면 영역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스마트폰 화

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 사용 캐나다 지역에서 그러하다. 그 시

면이 클수록 동영상 감상에 보다 적합하다. 미국에서 2014년 9월 기준으

장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1가지 이상의 SVOD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었는

로 4.5인치 이상의 화면 크기를 가진 스마트폰은 6천만대가 있었다. 다른

데, 이들 모두가 최소한 넷플릭스는 구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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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18-24세 연령층이 앱 및 웹 사용에 쓰
는 시간이 2015년 매일 90분에서 2017년 156
분으로 급증해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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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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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 및 영어사용 캐나다 지역에서의 18-24세 연령층의
SVOD 구독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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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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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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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다 낮은 증가율이다.245
그리고 젊은이들의 불법 복제율이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 비록 밀레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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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했으며, 41%는 모바일 기기에서 불법적인 스트리밍을 이용한다고 밝혔
다.246 불법 복제에 대한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0%

미국

밝힌 설문결과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미, 유럽, 북유럽의
모든 SVOD

넷플릭스

다른
SVOD #2

다른
SVOD #3

다른
SVOD #4

영어권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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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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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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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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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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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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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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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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측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18-24세 연령층은 약 2,500만에서

미국 흑인들의 평균 시청시간은 246분이었고(전체 평균보다

2,700만 명이 있었고,254 영국의 16-24세는 약 700만 명 이었다.

63%가 많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시청시간은 83분에 불

그리고 캐나다의 18-24세 연령층은 300만 명 이상이었다.

과했다(전체 평균보다 45%가 적다).

255

03. 각국의 데이터는 TV 시청률 측정에 있어 전통적인 선도 업체로부

07. 비록 젊은 시청자들이 전통적인 TV 코미디와 드라마 방송의 일일

터 얻은 것이다: 미국의 닐슨(Nielsen), 영국의 BARB, 캐나다의

시청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스포츠 방송과 같은 기타 범주는 상대

누메리스(Numeris).

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방송이 이제 젊은 세

256

대의 전통적인 총 TV 시청시간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4. 데이터를 제공한 세 회사가 사용하는 시청률 측정 방법론에는 다

이는 스포츠 및 전통적 TV 산업에 있어 좋은 일인데, 방송이 실시

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들을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간으로 시청되고 많은 광고가 삽입되며 방송 구독료도 크기 때문

중요하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일부 시청률 데이터는 태블릿에

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연간 트렌드의 분석이 보다 복잡해지고,

서의 시청을 포함하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일부는 수

변동성이 커지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3가지 사

동적으로 측정되며, 다른 데이터는 자가 기록에 의존하고, 실시간

례를 들어보자:

시청에 대한 정의도 서로 다르다.
A. 축구 월드컵이건 혹은 챔피언스 리그이건 간에, 영국 팀들의 뛰
05. 캐나다의 데이터는 분기가 아닌 연간 기준이다.

어난 혹은 형편없는 성적은 영국 시장의 시청률에 커다란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일부 북미인들이 이들

06. 중요한 국가별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

시합을 시청하긴 하지만, 시청자수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미미
하다.

A. 비록 전체 시청 중 작은 부분에만 이용되었지만, BBC의 아이플
레이어(iPlayer)는 영국에서 고려해야할 한 가지 요소다(그리고

B. 한편, NFL(미식축구)은 미국에서 지배적인 TV 스포츠다. 약간

젊은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는 이에 해

의 시청률 감소 기간(2016-2017년 시즌 상반기에 나타났던)

당하는 것이 없다. 2017년 기준 모든 아이플레이어 사용자의

도 젊은이들의 TV 시청률 수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44%가 16에서 34세 사이로, 가장 큰 단일 연령집단이다. 그

이들이 가을 미식축구 기간 동안 매일 평균 120분을 시청한다

리고 비교 목적으로, 동일한 연령 집단은 TV 및 라디오 사용자

고 가정할 때, NFL 시청시간이 6분만 줄어도 젊은 층의 시청률

양쪽에서 단지 30% 정도만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한다.257

수치에 큰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

B. 캐나다에서, 영어권 시청자와 프랑스어권 시청자(전체 인구의

C. 캐나다에서는, 미식축구와 축구는 전통적인 TV 방송에 중요하

약22%)의 TV 시청 행태는 매우 다르다. 프랑스어권 시청자는

지 않다. 대신에 NHL(아이스하키)이 있다. 플레이오프 시즌 동

매일 보다 많이 전통적인 TV를 시청하고 연간 시청률 하락세도

안 연고지가 캐나다인 팀들 중 성적이 좋은 팀이 없으면, 몇몇

낮다. 2017년 기준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가정의 57%가 동

캐나다팀(특히 연고지가 큰 시장인 경우)이 상위 라운드로 진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프랑스어 사용 가정

한 해와 비교할 때 훨씬 시청자들이 줄어든 결과를 보게 된다.

의 경우 단지 38%만이 스트리밍 구독권을 가지고 있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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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밀레니얼 세대의 시청률은 2013년14% 하락했지만, 2014

안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부분이 한자리수인 연간 시청률 하

년은 0%였고, 2016년에는 거의 18%로 고꾸라졌다. 스웨덴, 덴마

락을 보여주지만,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준

크, 노르웨이의 2016년 시청률 하락은 두 자릿수였지만, 핀란드의

다. 그림 23은 그림 21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스웨덴, 덴마크, 핀

15-24세 연령층의 시청률은 같은 해 단지 3%만 하락해 크지 않은 하

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된 북유럽 국가들의 “젊은” 인구집단의 연

락율을 보였다. 2017년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북유럽

간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밀레니얼 세대의 미래 시청률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어떤 분

보유하는 경향이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및 기타 국제적인 콘텐츠

명한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다.259

의 도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다시피, 시청률은 하향세지만 연
간 변동이 매우 크다.

그림 23. 젊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TV 시청률 연간 변화, 북유럽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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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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모바일 통신망(모바일 온리)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모든 데이터 접근을

그림 24. 2017년, 선정된 국가에서 모바일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가구
의 비율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추가로 2022년까지 셀룰러

30%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북미인의 20%가 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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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

오로지 무선 기술에만 의존한다. 그들은 또한 직장, 학교, 커피숍 등에 있
을 때는 다른 방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는 무선 외

15%

에 다른 데이터 접속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딜로이트 글로벌은 데이터 접근을 위해 오로지 셀룰러 모바일만을

10%

사용하는 인구집단의 비율이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예측한다(그림 24 참조). 딜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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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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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의존하고 있었다.262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2018년에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될까? 거기에는 많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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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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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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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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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도시와 시골에서의 모바일-온리 사용자의 비율, 20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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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만약 그들의 집이 중앙 사무실에서 1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LTE 통신탑에서 4마일 내에 위치한다면, 모바일이 가장

25%

빠른 가용한 인터넷 서비스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및 프랑스(그리고 아마도
다른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에서는 상당히 드문 경우일 수 있지만, 다른 지

20%

역에서는 보다 흔한 일이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골 거주자들이 도시 거주자들보다 모바일-온리

15%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10%

도시의 변두리부터 오지의 농장까지, 전 세계에는
광섬유나 케이블 인터넷 연결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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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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저소득자인 경우 모바일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50% 이상 많은 것

상인 모든 국가에서, 가장 낮은 소득 계층에 속한 가정이 가장 높은 소득 계

이 분명해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저소득 가구에서 모바일-온

층에 속한 가정보다 모바일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소득 계층 단위는

리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 예측한다. 비록 이것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국가

국가마다 다르다). 그림 26이 보여주듯이, 소득 효과는 미국에서 가장 작

중 일부의 경우이고 고소득자 중 13-23%들 또한 모바일-온리인 것을 주

았는데, 연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이 모바일만 사용하는 경우

의해야 하지만, 무선 데이터는 유선 서비스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는 7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보다 단지 1/3 정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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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균적으로 2배 가량 7개 국가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연령집단(국가

존할 가능성이 대략 2배 정도 높았다. 사실, 누군가가 모바일만을 사용할

마다 다르지만, 대략 55-65세 사이)보다 모바일 온리인 경우가 많았다. 이

지 아닐지를 가리키는 가장 큰 단일 인구통계적 요인은 연령이다. 그림 27

효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가장 컸다. 이유는 불명확하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 대상 중 가장 젊은 연령 집단(정확한 연령대는 국
가마다 다르지만, 대략 18-24세 사이)이 거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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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키드 브로드밴드(Naked Broadband, 유선전화에 추가로 가입할 필

넷 사용량은 미국이 190GB, 캐나다가 145GB, 영국이 132GB였다.264

요가 없는 xDSL 라인을 이용하는 광대역 인터넷)가 가용하지 않은 시장에

2018년까지, 이들 국가의 사용량은 아마도 한달에 200에서 300GB 사이

서는, 유선 연결을 포기함으로써 매년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림

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모바일 온리를 많은 이들에게 적합하

28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했거나 동거하는 사람들보다

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들 평균값은 가구 중 소수(미국의 케이블 고객 중

모바일 온리인 경우가 많다. 비록 결혼 여부의 차이가 모든 국가에서 통계

1-2%)265에 의해 높아지는데, 이들의 사용량은 한달에 1TB에 근접하고

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미혼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0% 이상 모바일

있다. 나이가 많거나 온라인 동영상을 훨씬 적게 시청하는 한 명 혹은 두 명

온리일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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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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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데이터 제공량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

을 의미한다. 2013년 이후 4G LTE 무선 네트워크는 보다 편재화되었고,

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가 차세대 기술 및 네트워크로

지난 2년 동안 LTE 어드밴스드 기술이 많은 국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동함에 따라 오로지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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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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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모바일 온리가 고정 무선 접속(FWA)으로도 알려진 무선 온리
로 변하다

그러나 딜로이트 글로벌은 미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

“모바일 온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사용

2018년 미국에서 28 GHz, 37-40 GHz, 64-71 GHz (영역 중 11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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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ons Commission, FCC)가 제안한 새로운 준칙에서 열거 되었듯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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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미터 떨어진 곳의 가정과 송신기 사이의 직접적인 가시선 상에 위치한다.

2018년 이런 종류의 솔루션은 전 세계 인구 중 일부에게 적합할 수 있다

속도는 4G보다 훨씬 빠를 가능성이 큰데, 1-2 Gbps가 최소치가 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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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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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리고 일부 고객에게는 유용해질 것이며, 2020년까지 가정 인터넷 시장의

밀리미터파 고정 무선 접속(mmWave fixed wireless access)

와 작은 셀 크기 덕분에 연간 데이터 제공량이 매우 커지고, 각각의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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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성장하는 부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추가로,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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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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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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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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착용하라: 비행중 인터넷
접속의 이륙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 10억 명의 항공기 승객(전체 승객 중 약 1/4)

최근까지 북미 지역 외의 많은 항공사들은 IFC에 대해 기다려보자는 식의

이 비행 중 인터넷 연결(In-Flight Connectivity, IFC) 기능을 장비한 항공

접근법을 취해오거나 단지 전체 항공기 선단 중 일부에만 설비를 장착해왔

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측한다.277, 278 IFC는 데이터 접속 및 허용될 경우 음

다. 2018년도 초반에 전체 상업용 항공기 중 약 1/3에 IFC 설비가 장비될

성 통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매년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

것이다. 배치는 여러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부분적이었는데 만족할 만

공사의 IFC 수익은 10억 달러에 근접할 것인데, 대부분의 수익은 IFC가 가

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과거 방식의 장비가 항공기 무게에 미치

용하고 비용이 청구되는 노선에서 접속권을 구매한 약 1/10의 승객들로부

는 영향, 수반되는 비용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터의 비행 중 매출에서 창출될 것이다.279.280
그러나 2018년 및 그 이후엔, 인공위성 및 ATG 연결성의 기술 발전 덕분
IFC가 북미와 같은 시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용했지만, 2018년에는

에 IFC의 비즈니스 사례가 보다 매력적이 될 것이다. IFC는 더 개선된 사용

그 어느 때보다 인기와 수익성이 높아질 것인데,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 경험과 저렴한 가격을 가용하게 해주는 발전된 사용자 당 속도와 데이

노선의 수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며, 비행 당 데이터 용량이 커지기 때

터 용량을 향유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년에 1,600에

문이다.

서 2,000대의 항공기에 추가적으로 IFC 장비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한다.

281

또한 전 세대의 IFC 장비가 이미 장착된 항공기에 업그레이드가 이뤄져, 그
이 트렌드는 몇 년 안에 항공기가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마지막 지역에

결과 더 나은 연결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서 벗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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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끌어올리고 비용을 낮춰줄 것이다. HTS는 항공기로의 최대 전송속도를
100Mbit/s 이상으로 증가시킨다.282 HTS 기반 시스템이 아닌 경우의 전송

비행기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끔은 두

속도는 10에서 70Mbit/s 사이다. 정확한 실제 속도는 해당 시스템 장비의

방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조합에 달려있는데-위성, 안테나, 모뎀 그리고 위도가 영향을 미친다.283
데이터 용량은 서비스를 사용하길 원하는 승객들 사이에 공유된다.

• ATG(Air To Ground): 특화된 지상의 모바일 광대역 통신탑의
네트워크가 비행기 동체 하부에 위치한 안테나들에 신호를 중계

HTS는 지난 10년 동안 상업용 위성의 통신수단으로서 도입되었는데, 중

전송한다. 지상의 셀룰러 네트워크처럼 항공기는 자동으로 가장

기적으로 배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유로컨설트(Euroconsult)에 따르

가까운 통신탑에 접속한다. ATG는 위성 기반 서비스보다 저렴하

면, IFC에 전용되는 총 HTS 용량은 2018년 말까지 21Gbit/s로 증가해,

고 지연 시간이 적다. 그러나 지상 위 혹은 지상에 근접했을 때만

2016년 말 대비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다.284

작동 가능하다는 분명한 단점이 있다. 또한 ATG의 주요 제약 중
하나는 서비스에 가용한 주파수의 양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보다 많은 HTS 시스템이 출시됨에 따라 IFC 시장을 목표로 한 위성 데이터
의 용량은 2018년을 넘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

• 인공위성: 일반적으로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한, 일련의 인공위

X(Space X)와 원웹(OneWeb)과 같이 대규모 데이터 용량의 공급을 약속

성 집단이 송신기 및 수신기를 통해 신호를 주고 받는다. 인터넷

하는 NGSO(Non-geostationary,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하지 않은) HTS

연결은 항공기 윗부분의 안테나를 통해 이뤄진다. 위성 기반 시

위성 집단 또한 계획되고 있다. IFC는 이 데이터 용량의 사용처 중 하나가

스템은 대양 위를 포함해 전 세계에 걸친 접속을 제공한다. 그러

될 가능성이 크다.

나 일반적으로 비싸고 지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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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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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항공기에서의 수신 기술 또한 개선되어왔다. 평판 안테나

사용 가능하게 된 새로운 IFC 용량에 대한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과거에

의 도입은 공기 저항을 감소시켰다. 과거 위성 안테나에 대한 비판 중 하나

는 업무상 출장 고객들이 대부분의 용량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했었다.

는 이것이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형상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

소비자들은 항상 끼어들고 싶어했지만,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품질을 원

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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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인터넷 연결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해져서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다

항공기가 한 전파에서 다른 전파로 이동하는 동안 새로운 전파 신호를 확

른 편의 제공보다 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약 다

보한다.

양한 서비스들 중에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 응답자들의 54%가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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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식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19%)의 거의
다른 기술 공급사는 항공기에서의 속도를 최대 400Mbit/s로 증가시킬 수

3배에 달하는 수치다.298 IFC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설문조

있는 모뎀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구세대의 IFC 기술을 가지고 일

사에서는, 거의 90%의 응답자들이 좌석, 추가 여유공간 혹은 또 다른 편

부 비행기에서 15Mbit/s 속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존 모뎀보다 확연하

의제공을 더 빠르고 지속적인 무선 연결과 바꾸겠다고 답했다.299

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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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인터넷 연결에 대한 동기는 다양할 것이다. 일부는 생산성을
한 ATG 업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신호를 포착하고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유지하고 업무 이메일에 대응하길 원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은 (허용된다면)

위해 안테나 4개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대화를 지속하고, 하늘에서 셀카를 공유하거나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선택한 음악을 스트리밍하길 원할 것이다.

2018년 전 세계에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IFC가 탑재된 항공기에 탑승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북미의 80% 항공기가 IFC를 장비하고 노선

항공사들의 서비스 제공 동기는 고객의 수요를 맞춰주고, 승객을 유치 및

을 운행했다.

유지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추가 수익은 사용시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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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고객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는 IFC의 도입이

충성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FC가 무료로 제공될 때 간접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다 많은 항공사들이 IFC 서비스를 과거에 서비스가 부족했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수익 창출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IFC는

던 지역을 포함해 보다 많은 비행기와 노선에서 개시함에 따라 상황이 몇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13배로 증가해300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달 내에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 서비스 시장을 항공사들이 더욱 증강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유럽에서, 에어 링구스(Aer Lingus), 영국 항공(British Airways), 이베리

가장 인기 있는 청구 방식은 연결 시간 중 일정 시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

아 (Iberia), 부 엘 링 (Vueling)의 모 회 사 인 IAG(International Airlines

거나 비행 건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다(노선에 관계 없이).301 일부 항공사

Group)는 2019년 초까지 단거리 운항 항공기의 90%에 IFC를 장착하는

는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92 EAN(European Aviation Network)과 같은 추

반적으로 낮은 대역폭의 무료 서비스(문자 전용)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료

진 계획과 IFC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300곳 이상의 지상 기지의 배치는 유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제공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것이다.302

럽에서의 IFC 배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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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공사들은 IFC의 배치를 늦추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항공기 1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IFC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버

대당 20만에서 30만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303

진 오스트레일리아와 콴타스(Qantas) 항공은 2018년 말까지 항공기 선

장비 설치기간 3일 동안 항공기를 지상에 묶어 둠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

단의 대부분에 IFC를 장비하려 계획하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도 2017

하고304, 통신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이들 비용 중 일부

년 10월 1일부터 국내선에서의 이동형 전자기기 사용금지가 해제되면서

는 상쇄될 수도 있는데, 좌석 뒷부분에 장치된 기내 오락 시스템을 제거할

기술의 활용에 발을 내디뎠다.295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하이난 항

수 있게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좌석의

공(Hainan Airlines), 샤먼 항공(Xiamen Airlines)은 국제선 중 일부에서

기내 오락 시스템을 제거하면 주요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새

IF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국제항공공사(Air China)는 2017년

로운 하드웨어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본 투자를 없앨 수 있으며, 항공기

12월까지 자사의 에어버스 350 항공기 중 다수에 IFC를 설치할 것이다.296

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305

다음 10년 동안, 남미 전역에 걸쳐 최대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인터

절감한 비용 중 일부는 고객의 개인 기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넷에 연결된 항공기가 2015년 44대에서 2025년까지 1,529대로 증가할

통신 용량과 미디어 콘텐츠를 구입하는데 보태질 수 있다. 압축 기술의 개

것으로 전망된다.297

선은 콘텐츠(영화와 TV 프로그램 포함)를 더 적은 대역폭을 이용해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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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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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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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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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Augmented reality capability is likely to be included as standard across
multiple social network platforms, causing AR functionality to be downloaded by default.

2.

For examples of applications of AR, see Made with ARKit, Madewitharkit.com,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www.madewitharkit.co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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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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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realisti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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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ly via the equivalent number of sugar lumps in a soft drink.

6.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his works, see ARCore: Augmented Reality at Android scale, Google, 29 August 2017:
https://www.blog.google/products/google-vr/arcore-augmented-realityandroid-scale/; Introducing ARKit, Apple Inc., as accessed on 02 November 2017: https://developer.apple.com/arkit/. iPhone and ARKit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Deloitte’s TMT Predictions report is an independent publication and has
not been authorized, supported or otherwise approved by Apple Inc.

7.

This essay is a very useful explanation of the underlying technologies
that enable current AR systems in smartphones; see Why is ARKit better than the alternatives? Medium, 1 August 2017:
https://medium.com/super-ventures-blog/why-is-arkit-better-than-thealternatives-af8871889d6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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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s of October 2017, there was a base of a few hundred million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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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ing ARKit, Apple Inc.,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s://develop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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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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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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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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mera-eﬀect-facebook; see Harness the power of Augmented Reality
with camera eﬀects platform, Facebook, 18 April 2017: https://developers.facebook.com/blog/post/2017/04/18/Introducing-Camera-EﬀectsPlatform/; Introducing AR studio, Facebook, as accessed on 2
November 2017: https://developers.facebook.com/products/cameraeﬀects/ar-studi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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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Survey across 16 developed markets, with a total sample of
29,056 respondents. The countries surveyed are Australia (2,002), Belgium (2,002), Canada (2,002),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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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May and July 2017. For more details, see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articles/gx-global-mobile-consumer-tr
ends.html.

13.

Ibi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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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Security, Tech.pinions, 18 April 2016:
https://techpinions.com/apples-penchant-for-consumersecurity/45122.

15.

Ibid. As of 2017, this was 92 percent.

16.

Deloitte Global estimates that there will be 180 million units of smartphones sold by multiple vendors retailing at $1,000 or more (in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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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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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trends-for-2017.htm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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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smartphone-average-selling-price-sees-record-year-on-yeargrowth-in-3q/; Global smartphone sales hit a quarterly high in Q4
2015, GfK, 3 March 2016: http://www.gfk.com/insights/pressreleas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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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release/strongest-q3-smartphone-sales-on-record-driven-by-demandin-china-mea-and-emerging-apac/; Global smartphone sales exceed
1.2b units in 2014, GfK, 17 February 2015: http://www.gfk.com/insights/press-release/global-smartphone-sales-exceed-12b-units-in2014/.

18.

Ibid.

19.

Ibi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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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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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와 TMT 소개

National Industry Program (NIP)
딜로이트 산업별 전문 인력이 국내 및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깊은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소개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TM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
하는 고객사의 미래지향적 전략수립과 실행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딜로이트는 전 산업을 6개 산업과 27개 하위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

제공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정 산업

산업과 하위 부문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딜로이트만의 차별화된 In-

및 특화된 사업영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360° Think-

dustr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광

ing" 관점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이 분야
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딜로이트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외에 컨설팅, 원가절감, 재고

있습니다.

관리, M&A 자문 및 실사, 디지털 전환전략 등 다양한 경영이슈에 대
한 깊이 있는 Advisory Service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더불어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전달을 통

첨단기술 산업과 방송, 광고 등 미디어, 그리고 통신산업 전반에서 검

해 고객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증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를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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