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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의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그룹은 크기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흥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존경받아온 세계에서 가장 큰 전문가 집단 중 하나입니다. 딜로이트의 TMT 전문가들은

기업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치사슬과 전 세계 전반에 걸쳐 기업을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변하는 산업을 기업이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저자들과 

연락을 갖거나 www.deloitte.com에서 더 많은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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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서문
TMT Prediction 2020: 덮개 효과(Canopy Effect)

숲을 생각해보라...

이전의 TMT 예측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장들을 몇 차례 상호 참조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호 참조를 훨씬 더 빈번히 했다. 

엣지 AI 칩, 사설 5G 망, 그리고 로봇이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고, 광고 기반 동영상과 지상파 TV가 서로에게 각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 광대역 서비스와도 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라.

왜 이런 상호 연결이 2020년에 급증하는가?

숲을 생각해 보자. 숲이 생성되는 초창기에는 어린 나무들이 서로 몇 미터씩 떨어져서 자란다. 박테리아, 곰팡이, 곤충, 

그리고 동물들이 같은 나무에서 공존한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유기체들이 그 옆의 나무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묘목은 어느 정도까지는 각자의 생태계를 가진 섬과 같다. 숲이 성숙기에 도달하면, 나무 기둥들은 지상에서는 여전히 

몇 미터씩 떨어져 있지만 30m 위에서는 가지들이 서로 맞닿게 되어 두께가 6m에 달하기도 하는 빽빽한 나무 덮개를 

형성한다. 대략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로 구성된 이 단일한 덮개는 이제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통합 생태계가 된다. 

같은 현상이 TMT 산업에서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해도 개별 AI 기술은 각자가 별도의 ‘묘목’이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의 혁신이 더 나은 시각 인식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다. 그후, 새로운 딥 머신러닝 하드웨어가 

동시에 모든 AI 혁신을 가속하기 시작해, 한 영역의 발전이 거의 항상 다른 (과거) 개별 AI 기술들의 발전과 연결되는 

‘덮개’를 형성하고 있다. 이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까지, 딥러닝은 가격이 수천 달러에 달하고 수천 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칩들을 이용해 수행되어 왔고 따라서 딥러닝 작업은 대개 데이터 센터에서만 수행되었다.

하지만 단 2년 만에, 수 달러에 불과하고 단지 몇 와트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엣지 AI 칩이 머신러닝 작업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앞의 비유를 계속 충실히 적용하자면, 그 결과 숲의 덮개가 더욱 확장된다. 이 발전 덕분에, 

더 많은 데이터, 알고리즘, 정보, 그리고 솔루션이 생태계의 모든 부분을 통해 흐르게 되어, 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더 유용한 AI로 이어진다.

빅 머니와 빅 파이브

단지 5개 생태계가 TMT 산업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진다. 스마트폰 생태계 혼자서 매년 1조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한다. TV 생태계는 6,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PC 및 주변기기(기업 및 소비자 대상)는 매년 약 

4,000억 달러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기업용 데이터 센터와 소프트웨어는 (합쳐서) 2020년 약 6,60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IoT(5G의 보급으로 가속되어)는 2021년까지 0.5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로이트의 TMT Prediction 2020 보고서는 3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첫째, 개별 기술들이 더 이상 따로

놀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연결되어 상호종속적이 되어가고 있다-그리고 그 결과 기술의 가치와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TMT 산업의 수익 대부분이 스마트폰, 컴퓨터, TV, 기업용 데이터 센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IoT에서 창출되고 있다(우리는 이들을 ‘빅 5’라고 부른다’). 그리고 셋째, 오랜 기간동안 ‘모퉁이를 돌면 곧 등장한다’

고 홍보되어왔던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이 2020년 마침내 그 모퉁이를 돌고 있다.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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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새로운 기기들-스마트워치, 소비자용 드론, 전자책, 가정용 3D 프린터, AR 안경, VR 안경, 스마트스피커-을 

추가로 고려한다 해도 이들 생태계의 매출은 다 합쳐봐야 앞의 빅 5 중 가장 작은 생태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올해 보고서 10개 장의 내용은 주로 빅 5 생태계의 연결, 이들에 대한 광고, 이들을 위한 부가 제품의 판매, 혹은 이들을 

위한 콘텐츠 공급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 예를 들어 일부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는 스마트스피커에서 재생되기도 하겠지만

-2020년말까지 모든 오디오북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에서만 청취될 것이다. 예상 가능한 미래에 있어, 큰 돈은 빅 5로 

몰릴 것이며, 다른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틈새시장에 불과할 것이다. 

늦더라도 아예 않는 것보다 낫다

기술 분야의 오래된 농담이 있다: “X는 미래의 기술이다...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농담이 항상 꼭 사실은 

아니다. 2020년, 우리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연기되던 기술들이 마침내 황금 시간대를 위해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한 

늦게 핀 기술들에 대한 이번 보고서의 대표적인 예측이 지연 시간이 짧은 광대역 인터넷을 위한 저궤도위성들의 배치다. 

저궤도위성 성좌에 대한 구상은 1998년에 처음 이뤄졌었다. 최초의 (제한된) 상업적 서비스가 22년이 지난 2020년 말에 

개시될 전망이다.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았지만 늦게 꽃핀 다른 기술로 전문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2020년 이 로봇의 

판매량이 산업용 로봇팔의 판매량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특히 전기자전거는 전 세계 통근자들을 위한 

큰 길에서 인기가 늘고 있다. 그리고 팟캐스트가 최초로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예상된다-최초의 팟캐스트가 

공개된 지 16년이 지나서야 말이다. 

위의 3가지 트렌드가 아마도 예측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중요한 시장 참여자의 수가 한정적인 상호 

연결된 생태계는 우리가(그리고 모든 이들이) 더 큰 정확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트렌드를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정말로, 지금이 다른 오래된 농담을 은퇴시킬 때일지도 모른다: “예측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래에 관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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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AI 칩이 역량을 발휘하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AI를 기기로 가져오기

우리는 2020년 7억5천만 개 이상의 엣지 AI 칩-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가 아닌, 기기에서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하거나 가속하는 칩 혹은 칩의 일부-이 판매된다고 

예측한다. 

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구술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호출하려다 폰이 인터넷

에 연결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음을 깨닫고 좌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제 신세대 엣지 AI 칩이 그러한 좌

절을 줄이기 위해 기기 자체 AI 실행에 착수했다.1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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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따지면 26억 달러라는 막대한 매출액인 이 

수치는 딜로이트가 2017년의 판매량으로 예측했던 3억 

개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며2-3년 동안의 연평균성장률

(CAGR)은 36%에 달한다. 2024년까지, 우리는 엣지 

AI 칩의 판매량이 15억 개가 넘는다고 예상하는데, 아마 

상당한 차이로 초과할 것이다.3 이는 연간 판매량 성장률

이 최소 20%에 달한다는 예측이며, 전체 반도체 산업 

연평균 성장률의 장기 예측치인 9%의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이다.4 

이들 엣지 AI 칩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스피커, 웨어러블 같이 점점 더 많은 수의 소비자 기기들에 

탑재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기업 시장에서 사용될 것이다: 

로봇, 카메라, 센서,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IoT(사물인터넷)

기기에서 말이다. 두 시장 모두 중요하다. 소비자용 엣지 

AI 칩 시장은 기업 시장보다 훨씬 크지만, 보다 느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큰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18%의

CAGR이 예상된다. 기업용 엣지 AI 칩 시장은 보다 최근에 

시작되었는데-상업적으로 가용한 최초의 기업용 엣지 AI 

칩은 2017년에야 출시되었다5-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50%의 CAGR이 예측된다. 

2024년까지, 우리는 엣지 

AI 칩의 판매량이 15억 개가 

넘는다고 예상하는데, 아마 

상당한 차이로 초과할 것이다. 

이는 연간 판매량 성장률이 

최소 20%에 달한다는 예측

이며, 전체 반도체 산업 연평균

성장률의 장기 예측치인 9%의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이다. 

AI를 기기로 가져오기: 엣지 AI 칩이 역량을 발휘하다 

여기에, 저기에 그리고 모든 곳에: AI 컴퓨팅의 많은 장소

최근까지, AI 계산은 거의 모두 기기 자체에서가 아닌 원격지의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되었는데, 그곳의 기업용 핵심 

장비나 혹은 텔레콤 엣지 프로세서(telecom edge processor)에서 처리되었다. 이는 AI 계산이 극도로 프로세서 

집중적이기 때문인데,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백 가지 (전통적인) 칩들이 필요하다. 하드웨어의 크기, 

비용, 전력 소모 때문에 신발장보다 작은 어떤 장소에 AI 컴퓨팅 어레이를 설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엣지 AI 칩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더 적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로봇과 같은 비소비자용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에도 

칩의 통합을 가능케 만들고 있다. 이들 기기가 프로세서 집약적인 AI 계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듦으로써, 엣지 

AI 칩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원격지로 보낼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그 결과 사용성, 속도, 데이터 보안 및 비밀 

보호 측면의 혜택이 생긴다. 

물론, 모든 AI 계산을 기기 내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원격지의 AI 기기에서 계산을 수행

하도록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거나 혹은 심지어 더 선호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기기의 엣지 AI 칩이 처

리하기에는 그저 데이터가 너무 많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AI 작업은 혼성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일부 

작업은 기기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는 클라우드에 처리될 것이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선호되는 조합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AI 처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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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I 컴퓨팅은 서로 다른 물리적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림 1은 AI 컴퓨팅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보여주는 데, 이들 모두가 가까운 장래에 공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비자용 
엣지

‘시스템 온 코어

(system on core)’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일부로서 

AI 코어

AI 코어와 

독자적 ASIC의 

혼합 사용

엣지 디바이스

에서의 AI

연결성을 

통한 AI

CPU, GPU, 

일부 FPGA

CPU, GPU, 

FPGA, ASIC

CPU, GPU, 

일부 FPGA

기업용 
엣지

통신사
엣지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기업용 코어
(장비)

‘텔레콤 엣지(telecom edge)’라는 용어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텔레콤 엣지(텔코 엣지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 

컴퓨트-그림 2에서 묘사된 ‘파 엣지 네트워크’6-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고객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통신사 소유의 토지에서

 통신사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소형 데이터 센터에 의해 수행되는 연산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현재 데이터 센터용 AI 칩

(크고, 비싸며,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이 장에서 논한 것과 같은 종류의 

엣지 AI 칩(소비자용 혹은 기업용) 중 일부를 채택해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엣지 디바이스 컴퓨팅과 달리, 

텔레콤 엣지 컴퓨트에 사용되는 칩들은 실제 최종사용자의 기기가 아닌 통신사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게다가, 모든 텔레콤 엣지 컴퓨팅이 AI 연산은 아니다.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텔레콤 엣지 컴퓨트 시장(단지 AI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컴퓨팅)의 2020년 매출 규모가 2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이고, 시장은 2021년에도 또한 50% 이상의 성장을 이룰 태세를 갖추고 있다.7 이 시장의 범주별 정확한 상세 

규모에 대해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애널리스트들은 2020년 AI가 차지하는 지분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창기에 해당해, 

매출액이 기껏해야 10억 달러 수준이고, 텔레콤 엣지 컴퓨트에 대한 전체 지출 중 5%에 불과할 거라고 믿고 있다.8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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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기기로 가져오기: 엣지 AI 칩이 역량을 발휘하다 

그림 2

텔레콤 엣지 컴퓨트, 혹은 ‘파 엣지 네트워크’가 데이터 원천의 

30마일(약 48km) 내에서 컴퓨팅을 제공한다

텔레콤 엣지 컴퓨트 분류 체계

엣지 컴퓨트 
장소의 숫자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거리
수천 km 수백 km 48-161 km

종점으로부터 
48km 내

코어
네트워크

전국적
1개에서 

몇 개 사이

지역적
몇 개에서 

수십 개 사이

광역적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사이

근접적
수백 개에서 

수백만 개 사이

전통적인 
엣지 네트워크

파 엣지 
네트워크

출처: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리서치 주식회사, “텔레콤 엣지 컴퓨트 시장 환경(Telecom edge compute market landscape)”, 2019년 12월 2일에 접속해 확인.

소비자를 위한 엣지 AI: 

비싸야 할 이유가 없다

2020년, 소비자 기기 시장이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에서 

엣지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엣지 AI 칩의 방대한 대부분 물량이 현재 사용되는 

모든 소비자용 엣지 AI 칩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것이다.9 2020년뿐만 아니라 다음 

몇 년 동안에도, AI 칩 시장의 성장은 주로 스마트폰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이 판매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중 엣지 AI 칩이 탑재될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에 따라서 말이다. 판매량 측면에서, 새로운 소식은 전망이 

좋아 보인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감소해 

약세를 보였던 2019년 이후, 2020년에는 15억6천만 대의 

스마트폰 판매가 예상되는데-이는 대략 2018년의 판매량

과 비슷한 규모-2.8%의 성장에 해당된다.10 우리는 2020년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1/3 이상에 엣지 AI 칩이 탑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만이 엣지 AI 칩을 사용하는 유일한 기기는 아니다. 

다른 기기 범주-태블릿, 웨어러블, 스마트스피커-들 또한 

이를 가지고 있다(그림 3). 단기적으로, 이들 비스마트폰 

기기들이 엣지 AI 칩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보다 

작을 가능성이 큰데,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있거나(태블릿

의 경우11) 혹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만큼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2020년 스마트스피커와 

웨어러블을 합쳐 단지 1억2,500만 대의 판매가 예상된다12). 

하지만, 많은 웨어러블과 스마트스피커가 엣지 AI 칩에 

의존하기 때문에, 침투율은 이미 높은 상황이다.

이들 엣지 AI 칩의 방대한 

대부분 물량이 현재 사용되는 

모든 소비자용 엣지 AI 칩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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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엣지 AI 칩 산업은 성장할 준비를 끝냈다
2020년과 2024년, 기기별 엣지 AI 칩 사용 규모

2020

2024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500

1,000 100 150 100 250

75 75 50 50

출처: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 기기별 엣지 AI 하드웨어 시장 규모(스마트폰, 카메라, 로봇, 자동차, 스마트스피커, 웨어러블, 

스마트 거울), 프로세서(CPU, GPU, ASIC, 기타), 전력 소모, 공정, 최종 사용자 산업 그리고 지역-2024년까지 전 세계 전망, 

2019.04.04,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스마트폰 태블릿 스피커 웨어러블 기업용 엣지

스마트폰에 대한 

엣지 AI 칩의 경제성

현재, 오직 가장 비싼 스마트폰들-가격 분포의 최상위 1/3

에 해당하는-만 엣지 AI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긴 

하지만, 1,000달러 미만의 일부 스마트폰들 또한 AI 칩을 

가지고 있다. AI 칩을 장착한 샤오미 미 9와 같은 중국 제조

사들의 몇몇 스마트폰은13 서구권에서 500달러 이하에 

팔린다. 게다가,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AI 칩을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꼭 높아져야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용 엣지 AI 칩의 가격 계산은 간접적인 방식을 

따르지만, 상당히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 단순히 비용을 

바로 찾아보는 대신에 추정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스마트폰의 ‘AI 칩’이 말 그대로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칩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께가 7-8mm 밖에 되지 않는 

현대 스마트폰의 내부에는 별도의 여러가지 칩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대신에, 많은 다양한 기능(계산 처리, 그래픽, 

메모리, 연결성, 그리고 이제는 AI)이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 SoC)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Application 

Process, AP)라고 불리는 동일한 실리콘 다이(silicon die)

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약 스마트폰에 있다면, ‘AI 칩’이

라는 용어는 전체 실리콘 다이에서 머신러닝 계산의 수행 

혹은 가속을 전담하는 일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칩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공정과 도구를 사용해, 동일한 재질로 만들

어진다. 이 부분은 수억 개의 표준적인 트랜지스터로 구성

된다-그러나 칩의 범용 프로세싱 혹은 그래픽 부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열된다(다시 말해, 서로 다른 아키텍처

를 가진다). AI 부분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NPU 또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neural processing unit)

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세 회사-삼성, 애플, 화웨이-가 칩의 모든 기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생 실리콘 다이를 보여주는 자사의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애널리스

트들은 이를 이용해 칩의 어떤 부분이 무슨 기능에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삼성의 엑시노스(Exynos) 9820 칩의 

다이 사진은 전체 칩 영역 중 약 5%가 AI 프로세서에 전용

되었음을 보여준다.14 삼성이 전체 SoC AP에 들인 비용은 

70.50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스마트폰에서 두 번째로 

비싼 부품이며(디스플레이 다음으로), 기기의 전체 자재명

세서의 약 17%를 차지한다.15 AI 부분의 비용이 다이 영역 

기반에서 나머지 부품들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엑시노스의 엣지 AI NPU는 칩 전체 비용의 대략 5%를 차

지한다. 이는 개당 약 3.5달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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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애플의 A12 바이오닉(Bionic) 칩은 머신러닝에 

다이 영역의 약 7%를 할당했다.16 전체 프로세서에 대한 

추정 비용 72달러에서17, 이는 엣지 AI 부분의 비용이 약 

5.1달러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화웨이의 기린(Kirin) 970 

칩은 제조 가격이 52.50달러로 추정되며,18 NPU에 전체 

다이 중 2.1%를 할당해,19 1.1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시사한다. (하지만 다이 영역만이 칩의 전체 비용 중 몇 %가 

AI에 들어가는지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화웨이에 

따르면, 기린 970의 NPU는 1억5천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어, 칩의 전체 55억 개의 트랜지스터 중 2.7%를 

차지한다. 이 방식은 약간 더 비싼 1.42달러의 NPU 가격을 

제시한다.)20 

비록 이들 가격의 범위가 넓긴 하지만, NPU 비용이 칩 한 개당

평균 3.5달러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판매량 5억 개를 곱하면(태블릿, 스피커, 웨어러블은

포함하지 않은), 칩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다. 더 중요한 점은, 제조업체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평균 3.5달러, 그리고 최소일 경우 1달러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프로세싱 칩에 전용 엣지 

AI NPU를 추가하는 일이 별 게 아닌 듯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가격 인상을 가정하면, 1달러의 제조비용 추가는 

최종 고객에게 단지 2달러가 좀 넘는 가격 인상으로 해석된다. 

이는 NPU와 이의 부대 혜택-더 나은 카메라, 오프라인 음성

비서 지원 등등-을 250달러짜리 스마트폰에 1% 미만의 

가격 인상으로 추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그리고 기타 다른 유형의 기기)을 제조하는 기업

들은 엣지 AI 칩을 구하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의사결정은 스마트폰의 모델과 (가끔은) 지역을 포함한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 일부 기업은 칩 제조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판매에 특화했고, 자체 스마트폰은 만들지

않는 제3의 기업으로부터 AP/통신칩을 구매한다. 

퀄컴(Qualcomm)과 미디어텍(MediaTek)이 두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두 회사는 합쳐서 2018년 스마트폰 SoC 칩 

시장의 대략 60%를 점유했다.21 퀄컴과 미디어텍 모두 

다양한 가격으로 다양한 SoC를 제공한다. 이들 모두에 

엣지 AI 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이엔드 칩(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845와 855 및 미디어텍의 헬리오 

P60 포함)에는 보통 들어간다. 다른 한 극단에서, 애플은 

외부의 AP 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A11, A12, 

A13 바이오닉 칩과 같은 자체 SoC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사용하는데, 이들 모두가 엣지 AI 칩을 가지고 있다.22 

그리고 삼성 및 화웨이와 같은 다른 기기 제조사들은 혼성 

전략을 사용하는데, 일부 SoC는 상업적 시장 반도체 공급사

로부터 구매하고 나머지는 자체 칩(삼성의 엑시노스 9820과

화웨이의 기린 970/980과 같은)을 사용한다.

엣지 AI 칩은 무슨 일을 하는가?

아마도 더 좋은 질문은, 그 칩이 무슨 일을 하지 않는가? 일 것이다. 오늘날 머신러닝은 모든 종류의 기능을 뒷받침하는데, 

다음 예시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생체 인증, 얼굴 감지 및 인식,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과 관련된 

모든 일, 재미 있는 이미지 필터, 음성 인식, 언어 번역, 음성비서…그리고 사진, 사진, 사진들. 주름살을 숨기는 효과부터 

3D 효과의 적용과 극도의 저조도 사진 촬영을 가능케 하는 일까지, 엣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렌즈나 메가 픽셀을 

가진 센서가 아니라-가 이제 최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나머지와 차별화한다. 

비록 이 모든 작업들을 엣지 AI 칩이 없어도 프로세서, 혹은 클라우드에서 수행할 수 있긴 하지만, 엣지 AI 칩에서 처리할 

때 더 잘 작동하고, 더 빨리 실행되며,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한다(따라서 배터리 사용시간 개선). 또한 계산 처리를 기기에서 

수행하면 비밀 유지와 보안 측면에서 더 낫다. 스마트폰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개인정보는 중간에서 가로채어지거나 

오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엣지 AI 칩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AI를 기기로 가져오기: 엣지 AI 칩이 역량을 발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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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기업용 엣지 AI: 

풍요한 기회의 땅

만약 스마트폰과 기타 기기에서 사용되는 엣지 AI 프로세서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이를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지

않는가? 실제로 이미 일부 자동화된 드론과 같은 일부 사용

사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스마트폰 SoC AP를 장착한

드론은 네트워크 연결이 전혀 없어도 완전히 기기 자체적으로

실시간 경로 파악과 장애물 회피를 수행할 수 있다.23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위해 최적화된 칩은 많은 

기업용 혹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에 칩 제조사들이 CPU에 관

해 직면했던 상황과 동일하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PC)는 뛰어난 CPU를 장착했다. 이의 높은 연산 능력과 

유연성은 PC를 이상적인 범용 도구로 만들었다. 그러나 

약간의 지능을 온도 조절장치에 부여하기 위해 같은 CPU를 

사용하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았다. 그 당시 CPU는 온도 조절

장치 내부에 넣기에는 너무나 컸다. 또 너무 많은 전력을 

사용했고, CPU 1개당 200달러라는 가격은 전체 비용이 

20달러 미만일 필요가 있는 기기에 쓰기에는 지나치게 

비쌌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산업은 컴퓨터 

CPU의 일부 기능을 가졌지만 더 작고, 저렴하며, 전력 

소모가 적은 칩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멈춰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스마트폰 

SoC의 엣지 AI 부분은 전체 영역의 약 5%밖에 되지 않고, 

전체 비용 중 약 3.5달러 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전체 SoC

가 사용하는 전력보다 약 95%가 더 적은 전력만을 사용한다.

만약 누군가가 더 저렴하고, 더 적게 전기를 사용하며, 더 작은

오로지 엣지 AI 부분(메모리와 같이 필요한 다른 몇 가지 

기능과 함께)만을 가진 칩을 만들었다면 어떨까? 

일부는 이미 이를 개발했고-더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텔과 구글은 내부적으로 개발한 분리된 엣지

AI 칩을 현재 개발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AI의 가속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graphics processing unit, GPU)-매우 크고, 수백 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는-의 선도적인

제조사인 엔비디아(Nvidia)는 이제 더 작고, 저렴하며, 전력을

덜 소비하는 엣지 기기에 적합한 맞춤화된 AI 전문 칩(이는 

GPU가 아니다)을 판매한다.24 스마트폰과 기타 소비자용 

기기를 위한 임베디드 엣지 AI 프로세싱 코어를 갖춘 SoC 

상용 시장의 선도적 제조사인 퀄컴은 자사의 SoC보다 덜 

강력하지만, 더 저렴하고, 작으며,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두 가지 단독 엣지 AI 칩을 공개했다.25 화웨이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26

모두 합쳐, 무려 50곳의 서로 다른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7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을 만드는 

기업들에 더해,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제조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외부에서 사용되는 엣지 AI 

칩을 제공한다.28

2019년 가용했던 단독 엣지 AI 칩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발자들이 이들 칩을 한 번에 한 개씩 구매할 경우

개당 약 80달러에 살 수 있었다. 수천 개 혹은 수백만 개 

규모일 경우, 제조업체들은 이들 칩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는 최소 1달러(혹은 아마도 더 저렴

하게), 일부는 수십 달러 수준으로 말이다. 우리는 스마트폰

엣지 AI 칩을 대용물로 사용해서, 당분간 평균 가격을 약 

3.5달러로 추정한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PC)는 뛰어난 CPU를 

장착했다. 이의 높은 연산 

능력과 유연성은 PC를 

이상적인 범용 도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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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외에도, 단독 엣지 AI 칩은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는 USB 메모리 안에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다. 보드 위에 장착된 형태로 가장 큰 칩은 대략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다. 그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저전력인데, 1에서 

10와트 사이의 전력을 사용한다. 대조적으로, 16개의 GPU와 

2개의 CPU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비록 매우 강력

하기는 하지만)는 40만 달러에 달하고, 무게가 160kg에 

가까우며, 10,000와트의 전력을 사용한다.29

이런 칩들이 개발 중인 상황에서, 엣지 AI는 기업을 위해 많은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데, 특히 IoT의 활용과 관련해 더욱 

그러하다. 엣지 AI 칩을 이용해, 기업은 연결 기기들로부터의 

데이터를 분석-단지 수집만이 아니라-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이 분석 결과를 행동으로 변환하는 동시에, 

클라우드로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 복잡성, 보안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AI 칩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데이터 보안과 비밀 보호. 데이터의 수집, 저장,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조직을 사이버보안과 

비밀 노출 위협에 노출시킨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이 더욱더 필수화 되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리스크다. 

개인 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규제가 여러 사법권에 걸쳐 등

장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기업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80%의 소비자들이 기업이 소비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한다 느끼지 못한

다고 말한다.30 스마트스피커와 같은 일부 기기는 병원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31 병원에서는 환자 

사생활 보호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된다.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엣지 AI 칩은 개인 혹은 기업 데이터의 탈취 혹은 오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처리 역량을 갖춘 보안 

카메라는 영상의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그 부분만을 클라우드로 전송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머신러닝 칩은 또한 

광범위한 음성 명령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

우드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음성 데이터의 규모가 

줄어든다. 보다 정확한 음성 인식은 스마트스피커가 ‘활성화 

단어’를 더 정확하게 감지하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관계없는 대화의 청취를 방지해준다. 

낮은 연결성. 기기는 클라우드에서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데이터 연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경우, 그러한 연결이 

비현실적이다. 드론을 예를 들어보자. 드론의 데이터 연결 

유지는 그 드론이 어디서 동작하는가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고, 데이터 연결 그 자체와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업로드 

모두가 배터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머신러닝이 내장된 드론이 수영객들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변을 순찰한다. 드론은 역조에 

휘말린 수영객들을 파악하거나, 또는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수영객들에게 상어와 악어를 경고할 수 있는데, 이 모두를 

인터넷 연결없이 할 수 있다.32

(너무) 큰 데이터. IoT 기기는 막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 A-350 제트기는 6,000개 이상의 센서가 

있고 비행시 하루에 2.5TB의 데이터를 생성한다.33 

전 세계적으로, 보안 카메라들이 매일 약 2,500PB의 데이터를 

생성한다.34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과 분석을 위해 클라우드

로 보내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센서 혹은 

카메라이건 간에, 종단에 머신러닝 프로세서를 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디지털 이미지

의 분석과 선처리에 특화된 저전력 SoC인 비전 프로세싱 

유닛(vision processing unit, VPU)을 장비할 수 있다. 

엣지 AI 칩이 내장된 상황에서, 기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분석하고, 클라우드에서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오직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전송하며, 나머지는 ‘잊어버릴’ 수 

있어 저장 및 대역폭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 

AI를 기기로 가져오기: 엣지 AI 칩이 역량을 발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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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한. 저전력 머신러닝 칩은 심지어 적은 배터리만을 

가진 기기에서도 과도한 전력 소모없이 AI 연산 수행을 

가능케 해준다. 예를 들어, 흡입 폐활량이나 폐로 들어가는 

약물의 흐름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ARM 칩이 호흡기

환자용 흡입기에 내장된다. 흡입기에서 AI 분석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져, 보건 전문가들이 천식 

환자들을 위해 개인화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35 

현재 가용한 저전력 엣지 AI NPU에 더해, 첨단기술 기업들

은 ‘조그마한 머신러닝’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앞서 언급한 SoC와 비슷하지만 

더 작고, 덜 정교하며, 훨씬 저전력이어서 단지 밀리와트 

혹은 심지어 마이크로와트만을 사용하는 칩)처럼 작은 기기

에서 작동하는 딥러닝말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분석해, 칩 외부로 전송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몇 바이트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게 해주는 텐서

플로 라이트(TensorFlow Lite)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36 

저지연 시간 요건. 유선 혹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 간에,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에서의 AI 연산 수행은 최선의 경우

에도 적어도 1-2밀리 초, 최악의 경우에는 심지어 수백 밀리

초의 왕복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 엣지 AI 칩을 이용한 기기

에서의 AI 연산 수행은 그 시간을 나노 초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데-이는 기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사실상 

즉각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행동해야만 하는 영역에서의 

사용에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물체의 파악

을 위해 컴퓨터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는 센서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다. 이후 이 데이터를 안전한 운행을 

위해 즉시 의사결정으로 변환-언제 방향을 바꾸고, 제동하며, 

혹은 가속할지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는 반드시

수집한 많은 데이터를 차량 자체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자율주행차는 이 목적을 위해 엣지 AI 칩뿐만 

아니라 표준적인 GPU도 포함해 다양한 칩을 사용한다.)37

훈련과 추론의 차이,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 센터 기반의 AI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딥 머신러닝으로 더 적절히 알려진 엣지 AI 칩에 의해 가능해진 AI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첫 번째 요소는 훈련

(training)이다. 훈련에는 대규모 과거 데이터의 반복적인 분석, 그 데이터에서의 패턴 감지, 그러한 종류의 패턴 감지를 

위한 알고리즘의 생성이 관계된다. 두 번째 요소는 추론(inference)이다. 추론에서는, 훈련에 의해 생성된 알고리즘-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 갱신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많은-이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

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까지,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표준적인 칩들-CPU, GPU, FPGA, ASIC의 조합-을 모든 훈련과 추론을 위해 

사용했다. 이들 칩은 모두 거대하고, 비싸며, 전력 소모가 크고, 많은 열을 방출한다. 그 결과, 이들 칩에 기반해 구축된 

AI 하드웨어는 항상 데이터 센터에 배치된다. 대조적으로, 이 장에서 얘기한 엣지 AI 칩은 주로(혹은 오로지) 추론만을 

행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의 훈련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비록 일부 엣지 AI 칩이 훈련 또한 수행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서 이뤄진다. 

흥미롭게도, 데이터 센터 칩이 역사적으로 훈련과 추론 모두를 위해 이용되어 오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 센터 칩들의 개발을 목격하고 있는데, 일부는 훈련을 위해 최적화되었고 일부는 추론을 위해 최적화

되었다.38 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발전의 시사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엣지 AI 칩의 부상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에서 이뤄지는 훈련과 추론 처리의 현재 조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이 많아지고 추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들 더 전문화된 데이터 센터 칩은 특히 유연성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데, 

추론과 훈련의 비율 변화를 지켜보는 데이터 센터가 적절하게 하드웨어의 조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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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엣지 AI 칩 시장의 성장에서 누가 혜택을 보게 될까? 분명히, 이는 엣지 AI 칩을 만드는 기업에게 좋은 일이다. 몇 년 전 사실상 0이었던 

상태에서, 2020년에 이 기업들은 25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수익을 거두게 되고, 다음 몇 년 동안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업계

에서 두드러진 마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맥락을 감안해 살펴봐야 한다. 2020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4,2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39 엣지 AI 칩은 산업 전체, 혹은 심지어 업계의 개별 대기업들을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실제로, 더 큰 수혜자들은 기기에 AI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엣지 AI 칩은 단지 기존 기기의 역량을 크게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능력과 시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기를 가능케 한다. 장기적으로, 엣지 AI 칩의 더 변환적인 

영향은 아마도 대부분 후자에서 발생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일부 프로세싱(처음에는 주로 추론 작업)이 코어에서 엣지로 이동함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까? 

그 답은 불확실하다. 데이터 센터 AI 칩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은 또한 이들 칩의 엣지 버전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코어에서 엣지로의 

프로세싱의 이동은 아마도 약간의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AI 프로세싱에 대한 수요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파도가 모든 보트들을 들어올릴지도 모른다: AI 칩 산업(엣지와 데이터 센터가 결합된)은 2018년의 약 6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9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져, 45%의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된다.40 더 가능성 높은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는 더 저렴하고, 

작으며, 저전력인 엣지 AI 칩의 등장이 판매량은 아니라 해도 데이터 센터 AI 칩의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는 전에도 일어났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서, 엣지 프로세싱 칩의 확산은 단지 무어의 규칙(Moore’ Law)에 기반해 예상했을 

때보다 더 빠른 메인프레임/코어 프로세싱 하드웨어의 가격 하락을 빈번히 일으켜왔다. 

혹자는 코어에서 엣지로의 AI 프로세싱의 이동이 클라우드 AI 기업에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클라우드 AI 혹은 서비스형 AI 시장에 대한 최근 전망은 시장 매출이 2018년 20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거의 120억 달러로 성장해 

34%의 CAGR을 기록한다고 예측한다.41 만약 엣지 AI 칩이 없다면 어쩌면 더욱 큰 성장이 이뤄질지도 모르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클라우드 AI 시장이 전체 클라우드 시장보다 두 배 가량 빠르게 성장해, 2023년까지 18%의 CAGR이 예측됨을 의미한다.42

동일하게, 일부는 만약 엣지 기기들이 자체적으로 AI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결과 기기의 데이터 연결 필요성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한다. 다시 한 번, 이 또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엣지 기기들은 여전히 네트워크 코어와 통신할 필요가 있다-AI 

훈련을 위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추론을 위해 갱신된 AI 알고리즘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다른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이들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엣지 AI 기기들이 통신망에 연결될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러한 연결의 속성은 2-3년 전에 예상되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 당시, AI 추론은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만 가능했는데, 

스마트 IoT 기기가 AI 추론 역량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망에 연결되어야만 했다-그리고 그저 아무 오래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초고속의, 품질 보증을 받는, 고밀도 연결 역량을 갖추고,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네트워크야만 했다. 이러한 속성은 오직 

5G 무선망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그리고 여전히 그렇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가정은, AI를 이용하는 모든 IoT기기는 또한 5G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을 테고, 오로지 5G만을 이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한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약 기기가 AI 프로세싱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연결성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연결이 항상 5G를 통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일부 경우 5G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5G 시장은 막대한 성장을 시작할 채비를 갖췄는데, 2025년까지 55%의 CAGR-연간 6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된다.43 

그러나 엣지 AI 칩 때문에, 5G IoT의 시장 기회는 몇 년 전 예상보다 아마도 약간 작아질 것이다. 



14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엣지 AI 칩의 확산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을 위해, 엣지 AI 칩은 전에는 설사 가능

했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작동했던 수많은 기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다-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부터 음성 비서와의 대화,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놀라운 사진을 찍어내는 기술까지 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엣지 AI 칩의 더 큰 영향은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에서 나올 수 있다. 기업에서 엣지 AI 칩은 IoT의 활용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AI 칩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머신은 기존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고,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며,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농업, 에너지 산업과 같은 산업들 간에 이익이 

분배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44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그에 근거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학자들이 널리 확

산된다고 보았던 많은 데이터 집중적인 활용방안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동영상 모니터링, 가상현실, 자율 드론 및 차량, 그리고 

기타 등등. 미래는, 많은 부분, 엣지 AI 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 기기에 지능을 부여하는 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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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기기로 가져오기: 엣지 AI 칩이 역량을 발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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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는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이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더 많은 16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예측한다. 

게다가 기업의 지출과 관련해, 전문서비스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그림 1). 

만약 최근 트렌드가 어떠한 조짐이라면 전문서비스 로봇은 

판매량 측면에서 산업용 로봇을 2020년에 뛰어넘고, 

매출액으로는 2021년에 능가할 수 있다.

봇이 창고 선반에서 물건을 집어 나른다는 발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미래가 많은 이들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있는지 모른다. 2020년에 기업용으로 판매된다고 

예상되는 약 백만 대의 로봇 중에서, 딜로이트는 전문서비스 

로봇이 절반을 갓 넘는 비율을 차지해 2019년보다 3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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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문서비스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보다 작지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연간 판매량, 2016-2020 

그림 2

이 가상의 주문처리 센터 혹은 창고에서, 오렌지색 팔은 산업용 로봇이고, 

하단에 바퀴가 달린 두 개의 운송수단이 전문 서비스 로봇이다

참고: 기둥 위 %는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다 

출처: IFR 기자 회견 프레젠테이션, 상하이, 2019.09.18, 딜로이트의 분석과 2020년 예측 결과

출처: 셔터스톡(Shutterstock)

산업용 서비스용 총합

전문서비스 로봇 시장은 5G 통신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칩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비상할 

기세를 갖췄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용 로봇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2020년 산업용 로봇 판매 수익이 2019년 

대비 9% 증가해 거의 180억 달러에 근접한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겠지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이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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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과 전문서비스 로봇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 

기업용 로봇 산업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장, 즉 산업용 로봇 시장과 전문서비스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유형을 ‘로봇’이라는 단어로 묶는 경우가 흔하긴 하지만, 산업용 로봇과 전문서비스 로봇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드는 비용이 다르며, 서로 매우 다른 성장 궤적을 가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산업용 로봇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왔다. 전형적인 산업용 로봇으로 다양한 수준의 자유도와 유연성을 가진 기계 

팔이 있는데, 전 세계의 공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가나다순)은 금속, 

식품 및 음료, 자동차, 전기/전자,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등 제조업 내의 수직적 산업들이다.

전문서비스 로봇은 좀 더 최근에 생겨났는데, 이 시장은 지난 10년 내에 들어서야 실제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산업용 

로봇과는 대조적으로, 전문서비스 로봇은 제조 분야 외에서 주로 사용되며, 보통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그들을 

보조한다. 대부분이 바퀴가 장착된 형태로 설계되어 완전한 이동이 가능하거나 약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일부 전문

서비스 로봇은 팔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이고, 그 팔은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이 수행하는 거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

(혹은 그렇게 고안되지 않았다). 비록 일부 전문서비스 로봇이 항공우주 및 방위, 농업, 철거에 사용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소매업, 서비스업, 헬스케어 산업, 물류업(창고나 주문처리 환경)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다.1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용과 서비스용, 기업용과 소비자용 등 다양한 유형의 로봇들 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 

스마트 공장 내에서 일부 완성된 자동차를 이리저리 운반하는 자동 수레는 과연 전문서비스 로봇일까 아니면 산업용 로

봇일까? 기업들이 새로운 몸체의 형태에 스피커같이 더 발전된 기능을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로봇이라고 

여기는 지에 대한 정의조차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산업용 로봇: 

반가운 성장세 회복 

딜로이트가 2020년 산업용 로봇 판매량에 대해 예측한 

10%의 성장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훨씬 나아진 

수치다. 2018년에 판매량은 5% 증가했고, 2019년에는 

사실상 소폭 감소했다. 무역 전쟁, 관세, 그리고 이와 관련

된 자동차 및 기술 분야 그리고 중국의 침체로 인한 2년 간의

(그리고 지속 중인) 격변 후에, 2020년 더 높은 성장세로의 

복귀 전망은 산업용 로봇 업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다.

산업용 로봇은 로봇이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산업과 로봇을 사용해 회로판에 칩을 꼽는 전기/전자 산업

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다. 2018년, 이 두 산업은 합쳐서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수요의 60%를 일으켰는데, 각각 약 

12만 대(자동차 산업)와 11만 대(전기/전자 산업)를 책임

졌다. 성장률 측면에서, 2018년 자동차 산업의 수요는 

2017년 대비 2% 증가했고, 전기/전자 산업의 수요는 

14% 감소했다.2

지역적으로는 중국이 산업용 로봇의 최대 시장이다. 2018년 

15만4천 대의 산업용 로봇이 중국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수요의 36%를 차지했다. 이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일본에서 판매된 수량의 약 3배이며, 3, 4위 시장인 

미국과 한국의 약 4배에 가까운 규모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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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21년까지 거의 4백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사용된다고 예상된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연간 사용 규모, 2016-2021 (백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이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출처: IFR 기자 회견 프레젠테이션, 상하이, 2019.09.18

산업용 로봇 시장이 건실한 성장을 재개할 태세를 갖추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업용 로봇 시장의 어떤 결함 때문

이라기보단 부풀려진 기대로 인한 결과일지 모른다. 영국

이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긴다는 영란은행

(Bank of England)의 2015년도 전망이나,4 미국의 

전체 일자리 중 1/4이 자동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2018

년도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의 조사 결과,5 또는 로봇이 

203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개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7년도 추정치6 등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예측이 널리 보도되었고, 이는 가까운 미래

에 로봇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추정치에 대한 보고서들이 

대개 추정 범위 중 가장 높은(더 걱정스러운) 값을 선택하고, 

추정치 자체도 실제 물리적인 로봇(산업 및 전문서비스 모두 

포함)뿐만 아니라 AI 및 RPA와 같은 도구 또한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산업용 로봇 산업의 성장 속도에 

대해 듣는다면, 2020년의 10%라는 수치가 그들의 기대…

혹은 우려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매출 성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해서 로봇의 수가 대단

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설치 규모는 

매우 크며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및 2019

년의 매출 부진 속에서도 250-300만 대 사이의 산업용 로봇

이 이미 전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2021년까지 전 

세계 설치 규모는 2016년 대비 93%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그림 3).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일단 설치되면 오래간다. 

유효수명이 10년 정도(8만~10만 작업 시간)인 경우가 비록 

활용처마다 다르긴 하지만 드물지 않다.7

로봇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설치 규모가 더 중요한 척도인

반면,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들에게는 연간 매출과 연간 매출

성장률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국제로봇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2017년 보고서는 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량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2015년 판매량

(254,000대)의 2배가 넘는 550,000대에 도달하리라고 

예측했다.8 2018년과 2019년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이 예측은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산업용 로봇의 판매량은 

2021년에야 50만 대 고지를 돌파한 522,000대의 판매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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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로봇: 

로봇 공학의 성장 핫스팟 

어떤 이들은 최근 전문서비스 로봇의 빠른 성장이 이 산업의 

젊음과 작은 규모의 산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2015년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불과 10만 대가량의 전문서비스 로봇이 

사용되고 있었고,9 2016년도 전 세계 전문서비스 로봇 판매량

은 10만 대에 불과했다.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2017년부

터 2019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기란 비교적 쉬웠다. 

하지만 그 점이 우리가 전문서비스 로봇 산업이 2020년과 그 

이후에도 거의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아니다. 대신 우리는 이 예측을 두 가지 기술 발전의 영향에 

근거한다: 5G 네트워크 기술로 가능해진 무선 연결성의 개선

과, 클라우드를 통해서가 아닌 실제 로봇 위에서 프로세서 

집약적인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엣지 AI 칩의 가격 하락과 

성능의 향상이 그 두 가지 기술이다. 5G와 엣지 AI 칩을 함께 

사용하면 전문서비스 로봇의 실용성을 제한하는 많은 도전과

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기업 구매자

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매력적으로 만든다.

연결성이 그러한 도전과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이동성이 

필요한 전문서비스 로봇을 위해 신뢰할 만한 연결성을 유지

하는 일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선 연결도 한 가지 해결책이

지만 이는 이동성을 제약한다. 와이파이는 저렴한 무선 대안

이긴 하나,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고 접속 지점간의 핸드

오버(handover)가 믿을 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4G 무선 

네트워크는 값비쌀 수 있고(보통 매월 접속 요금이 부과된다) 

지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로봇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다. 밀도 또한 4G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장에 말 

그대로 수천 대의 산업용 로봇을 고정시킬 수는 있지만, 같은 

공간 내의 그 많은 전문서비스 로봇들과의 통신을 4G로 처리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G의 사용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완전한 5G 표준

은 99.9999%(9가 6자리)의 신뢰도를 제공하는데 이는 

예상되는 5G의 연간 가동중단 시간이 5분에 불과함을 의미

한다.10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라는 기술은 

작업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망 성능을 할당하는데, 이로 인해

 최우선 작업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5G는 

또한 밀리 초 미만의 지연 시간을 제공해, LTE의 40-50밀리

초나 Wi-Fi의 100+밀리 초보다 훨씬 더 빠른 반응 시간을 

가능케 한다. 5G는 1km2당 최대 100만 개의 기기 연결을 

지원한다. 10,000m2 의 면적을 가진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에

서 5G 네트워크는 10,000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반면, 4G LPWA 사양은 607개가 최고치이다.11 5G를 제공

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매월 비용을 청구하겠지만, 

기업은 사설 5G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12 그리고 5G가 오늘날 많은 양의 금속을 포함

하고 있는 환경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2019년 

12월에 확정될 최신 3GPP 릴리즈 16은 이러한 약점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4G와 Wi-Fi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모바일 연결 기술도 금속이 가득 한 산업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연결성이 그러한 도전과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이동성이 

필요한 전문서비스 로봇을 

위해 신뢰할 만한 연결성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선 연결도 한 가지 

해결책이지만 이는 이동성을 

제약한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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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AI 칩의 발전은 성능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모두 전문서

비스 로봇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동형 전문서비스 

로봇은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이 로봇의 능력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수백 혹은 심지어 수천 와트를 소비

하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같은 기존의 칩을 

사용해 끊임없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일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에게 실용적이지 않다. 하지만 AI 

연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칩은 전력을 훨씬 적게 소모하고, 

주어진 처리량에 필요한 칩 수가 적어 전문서비스 로봇 

설계에 필요한 칩의 숫자를 더 쉽게 맞출 수 있다. 로봇의 

자체 칩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5G는 로봇을 현장이나 

통신사 엣지 서버, 혹은 클라우드 등 다른 곳에 있는 더 

강력한 프로세서에 연결할 수 있다.

왜 5G와 엣지 AI 칩이 똑같은 수준으로 산업용 로봇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것이라 생각

한다. 두 유형의 로봇은 모두 이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그 결과 두 유형 모두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개선 

기회는 산업용 로봇보다 전문서비스 로봇에게 훨씬 더 크다. 

오늘날의 산업용 로봇은 보통 유선으로 공장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최소한의 연간 운영비로 고속

(필요한 경우), 초고신뢰, 낮은 지연 속도의 연결성을 갖췄다. 

또한, 산업용 로봇은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여분의 칩을 위한 

공간이 많으며, 유선 연결로 인해 필요할 경우 저렴하고 안정

5G와 관련해, 로봇 공학이 

기업용 사물인터넷 시장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고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5G의 

주요한 수혜자가 된다고 

예측된다.

성장하고 있는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이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적으로 더 강력한 원격 프로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서비스 로봇과는 달리 산업용 로봇은 

배터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산업용 로봇은 원하는 볼트, 와트, 

암페어의 조합으로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다. 

엣지 AI 칩 업계는 도전과제에 준비된 듯 보인다. 인텔,13 

엔비디아,14 구글15과 같은 주요 제조업체들은(더 많은 이들이 

뒤를 따르는 상황) 이미 비용이 100달러 미만이고 10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엣지 머신러닝 칩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칩 대부분은 우표보다 작은데, 가장 큰 칩이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이다. 이들 칩은 네트워크 중심부의 데이터 센터

에서 볼 수 있는 수백 개의 칩을 가진 머신러닝 엑셀러레이터

보다는 덜 강력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을 때도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유형의 내장 AI 연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2020년에만 5천만 개의 

기업용 엣지 머신러닝 칩이 판매된다고 예상하는데, 판매량이 

2024년까지 2억5,000만 개로 늘어난다고 본다.16

5G와 관련해, 로봇 공학이 기업용 사물인터넷 시장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고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5G의 주요한 수혜

자가 된다고 예측된다(최근 “클라우드 로봇: 5G의 킬러 앱”

이라고 크게 외치는 표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17 모든 적용

사례에 걸쳐(단지 로봇 공학뿐만 아니라), 5G 사물인터넷 

연결 건수가 2018년 10억에서 2024년까지 41억이라는 

경이적인 수치에 도달해, 27%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다

고 예상된다.18 매출액 측면에서, 전체 5G 사물인터넷 시장

(다시 말하지만, 로보틱스만이 아닌 모든 경우)의 총수익은 다

음 5년 동안 연평균 55%로 성장해, 2020년 불과 6억9,4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63억 달러에 도달한다고 예상된다.19 

사설 5G 네트워크 시장-많은 네트워크가 거의 확실히 로봇을 

연결하는 데 사용될-또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사설 5G 

설치를 위한 기업의 지출 규모가 2020년에는 불과 몇억 달러에 

불과하겠지만, 2023년에는 총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예상

된다.20 독일에서는 2019년에 이미 다수의 사설 5G 네트워크가 

생산 라인의 전문서비스 로봇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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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물류 산업이 2019년에 판매된 모든 

전문서비스 로봇의 거의 절반을 책임졌다
2019 산업별 전문서비스 로봇 판매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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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최종 시장이 전문서비스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산업용 로봇 시장을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지배하듯이, 

전문서비스 로봇 부문은 물류가 지배한다(그림 4). 2019년 

기업에 판매된 약 360,000대의 전문서비스 로봇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수량이 물류 회사에 판매되었다. 2위와 3위는 

검사와 방위 산업 부문으로, 각각 2019년 판매량의 33%와 

4%를 차지한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점은, 의료용 로봇이 

2019년에 판매된 전문서비스 로봇 중 2%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높은 가격-2019년 기준 각기 약 50만 달러 정도-으로 

인해, 합계 매출액이 37억 달러에 달했고, 그해 전문서비스 

로봇 산업 총매출액의 30%에 갓 모자란 비중을 차지했다.22 

연간 로봇 판매량의 집계

에서 소비자 로봇은 매우 

중요하다.

2%
2%

3%

3%

4%

4%

49%
33%

물류

홍보

외골격

검사

전문 청소

현장 로봇 

방위

기타 

출처: IFR 기자 회견 프레젠테이션, 상하이, 2019.09.18 

일반 소비자용 로봇: 낮은 수익, 높은 판매 수량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및 전문서비스 로봇 외에도 성장 중인 거대한 소비자용 로봇 시장이 두 가지 있다. 진공 청소, 

잔디 깎기, 창문 닦기 등의 일을 위해 설계된 소비자용 서비스 로봇은 2019년 1,760만 대가 팔려 2018년 대비 44%의

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이 완구(이 중 일부는 상당히 정교하다)인 오락용 로봇은 2019년에 

2018년보다 10% 증가한 450만 대가 팔렸다.23

연간 로봇 판매량의 집계에서 소비자 로봇은 매우 중요하다(그림 5). 그러나 금액에서는 이의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그림 6). 비록 매년 판매되는 로봇의 97%가 소비자용 로봇이지만, 로봇 산업 매출액 중 1/7밖에 책임지지 못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5G와 AI 칩의 성장 동인이 소비자 로봇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청소가 가능한 

먼지와 강아지가 사고 친 것을 구별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스마트한 로봇 진공청소기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모른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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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년 판매되는 로봇의 거의 전부가 

소비자 로봇이다
2019 부문별 연간 로봇 판매량 (판매량 및 비중)

그림 6

… 그러나 소비자 로봇은 매출 

기준으로는 1/7에 불과하다
2019 부문별 연간 로봇 매출액 (십억 달러 및 비중)

성장하고 있는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이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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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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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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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bn)
14%

($12.6 bn)
37%

소비자 서비스 및 장난감

전문서비스 산업용

소비자 서비스 및 장난감

전문서비스 산업용

출처: IFR 기자 회견 프레젠테이션, 상하이, 2019.09.18 출처: IFR 기자 회견 프레젠테이션, 상하이, 2019.09.18 

결론

비록 로봇 산업이 2020년 20% 이상의 성장률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업들은 초고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2017년에 

32%라는 산업용 로봇의 놀라운 성장률을 목격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08년과 2019년 사이 13%의 CAGR로 

성장했고, 딜로이트가 예상하는 앞으로의 성장률도 차이가 없다. 대략 13%의 연평균 성장은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을 합쳐 단기간

안에 엄청난 양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기거나, 전 세계 모든 회사를 빠르게 로봇화할 만큼의 충분한 성장이 아니다. 

우리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지만…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한다고 예상한다. 이들 기계가 머신러닝의 발전

으로 인해 더 강력해지고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용 로봇이 필요하거나 필요성을 예상한 대부분 회사는 이미 이를 보유했거나, 아

니면 적어도 보유를 계획하고 있다. 로봇 팔이 일에 적합한 도구이고 충분히 높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 사례들이 많

이 존재한다. 

기업에 있어 더 어려운 도전과제는 전문서비스 로봇이 일에 적합한 도구인지, 언제 적합한지 평가하는 일일지 모른다. 5G와 엣지 AI 칩

의 발전이 주도한 전문서비스 로봇의 가격, 성능, 유연성은 2025년에는 2020년과 비교해 매우 다를 것이다. 점점 더, 로봇은 더 이상

상품을 더 좋게, 더 저렴하게, 더 빨리 만드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유능하고 유연한 신세대 로봇은 어디서 상품을 제조할지,

어떤 상품을 만들지, 희소하거나 고비용인 노동력 관련 도전과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한 결정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5

사용 사례와 투자 수익의 올바른 예측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가들, 즉 로봇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들과 로봇을 사용하는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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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변화하는 범주와 흐려지는 경계 

미국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문제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030년까지 

백만 명 이상의 등록 간호사들이 은퇴하고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이다.26 텍사스의 몇몇 병원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바이탈을 체크하거나 환자용 변기를 바꾸는 등의 간호 업무를 자동화하는 

대신, 로봇은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일을 수행해 기존의 간호 인력을 돕는다. 

딜리전트(Diligent)라는 텍사스의 한 회사가 제작한 경량 산업용 팔을 가진 이동식 서비스 로봇, 목시(Moxi, 그림 7)를 

만나보자.27 목시는 병원 네트워크와 환자의 전자 건강기록에 연결되어 있으며, 시료를 가져다 놓거나 환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깨끗한 병실에 입원 준비물-즉 새로운 환자를 위한 새 물품-을 배치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한다. 

이들이 특별히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과로한 간호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019년 인터넷 언론매체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댈러스의 한 간호사는 목시가 깨끗한 병실에 입원 준비물을 가져다 놓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준비물이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딜리전트의 팀에게 그녀가 더 이상 그 업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는 그녀가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28 

하지만 목시가 단지 사소한 일만 하면서 병실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이 로봇은 또한 의외로 사회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로봇에게 인사하고, 환자들은 로봇과 같이 셀카를 찍으며, 아이들은 로봇 제작자들에게 로봇이 

어디서 살았는지 물어보려 편지를 쓴다.29 이 로봇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병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트를 (눈이 위치한 화면을 통해) 반짝거린다. 

목시와 같은 로봇은 무엇이 로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1979년 컬트 클래식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에서 시리우스 사이버네틱스 주식회사는 로봇을 ‘함께 하면 재미있는 플라스틱 친구!’라고 정의했다.30 이제, 로봇이 

팔이나 바퀴만이 아니라 스피커, 목소리, 대화, 사회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 농담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목시가 사실상 하나가 세 가지 역할(서비스용, 산업용, 소비자용)을 하는 로봇이라면, 앨리스 초기형의 역할은 훨씬 더 

혼란스럽다(그림 8). 앨리스는 본래 노인들의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로봇인데 이제는 또한 치매 환자들을 

돕는 시험에도 사용되고 있다.31 팔과 바퀴가 없는 앨리스는 단순한 스마트 스피커 이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머리를 

움직이고 간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물건을 가져오거나 음식을 먹여 주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퀴나 

팔까지 가지게 될 앨리스 2.0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앨리스의 현재 모습만으로도, 로봇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느껴진다.

그림 7

목시는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래된 

생각에 도전하고 있다

그림 8

앨리스는 노인과 치매 환자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출처: 딜리전트 로보틱스 출처: 딜리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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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 같은 무언가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단지 30,000대에 불과하다고 추정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현저한 확장이 전망된다.32 2050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오늘날보다 3배가량 늘어나 21억 명이 되고, 80세 이상 인구는 거의 5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33 

그리고 외로움은 또한 치매 환자 사이에서도 문제인데, 그들이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은 일반 대중의 두 배 

가까이 된다.34 

로봇을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 오늘날에는 편리하다: 산업용, 서비스용, 오락용으로 말이다. 그러나 목시와 

앨리스 같은 로봇들은 이러한 범주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쩌면 더 중요한 교훈은 사람들이 기계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아닌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성장하고 있는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이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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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에서 자유로워진 기업

사설 5G 네트워크

운영 지원 계약을 맺은 후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자체 보유한 주파수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5G 망을 

구축,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 세계의 많은 대기업이 

사설 5G 네트워크를 선호해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제조업 공장, 물류 센터, 항만과 같은 산업 환경의 경우 

더욱 그렇다.

업 연결성-그저 아무런 연결이 아니라 고도로

신뢰성 높고, 고속이며, 지연 시간이 짧고, 전력

효율적이며, 고밀도인 무선 연결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업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은 공공 5G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다. 혹은 사설

5G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 사업자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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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1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사설 5G 네트워크의 배치를 시험하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수억 달러의 인건비 및 장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에는, 단일 사이트 혹은 다수의 장소에 배치될 수 있는 

사설 5G 설치 관련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1 2024년

까지, 사설망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무선장비와 서비스의 

가치가 매년 수백억 달러씩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무선표준 대비 우월한 성능과 유선망보다 더 큰 유연성

을 약속하는 5G의 매력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쉽지 않은 

점은 지금까지 셀룰러 이동통신망을 금속과 전파 간섭이 가득

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이었다. 2020년 6월, 

오랫동안 기대되어온 기업용 5G 무선표준의 공개가 

그러한 제약을 대부분 제거해, 다음 10년 동안 공장, 창고, 

그리고 과거에는 부적당했던 기타 장소에서 5G 구현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모든 기업용 5G 네트워크가 사설 방식은 아니겠

지만, 많은 조직이 사설 방식을 원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공

공망과 달리, 사설 5G 네트워크는 그 장소의 특정한 필요에 

맞춰 조정될 수 있고,2 각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장소마다 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사설망은 또한 기업들

이 네트워크의 배치 일정과 커버리지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장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 빠른 문제 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안도 더 강화될 수 있어,

네트워크의 소유주들에게 공공망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통제를 제공해준다:3 기업은 어떤 유저가 접속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고, 데이터를 사이트 내에 묶어둘 수 있다. 

데이터의 현장 유지는 또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사설망은 전용 주파수에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와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 수준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사설 5G 네트워크: 유선에서 자유로워진 기업

사설 5G 네트워크의 보안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 이는 어디서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설 5G 네트워크는 공공 네트워크에 비해 분명히 비밀 보호와 보안성 우위가 있다-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자체 네트워크를 소유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회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은 데이터 처리 지점의 선택에 다양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데, 각 접근법마다 보안과 비밀 보호에 관한 시사점이 

달라진다.

현장에 데이터를 전부 유지하길 원하는 기업은 사설 네트워크에 더해 그 장소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러한 계산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적인 머신러닝 기기를 운영하고/하거나 자사의 기기에 엣지 AI 칩을 장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 중 일부를 사설 네트워크에서 기꺼이 내보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비밀 보호 및 보안 관련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설망의 내부에서 데이터가 전처리되고 암호화된 결과만 

클라우드로 보내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과 같은 기법이 그러한 리스크의 완화를 도울 수 있다.4 

기업이 ‘텔레콤 엣지(telecom edge)’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통신망 사업자와 협업할 때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텔레콤 엣지 AI 컴퓨터는 통신회사 내부에 위치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기업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50km 안에). 데이터는 공공망을 타고 텔레콤 엣지 컴퓨터를 드나들거나, 혹은 기업의 사설 5G 네트워크 안에 위치한 

기업의 구내 설비에서 공동 운영될 수 있는데, 이는 ‘콜로 엣지(colo edge)’라고 알려진 접근법이다. 텔레콤 엣지 AI 

접근법을 선택한 대부분의 사설 5G 네트워크는 콜로 엣지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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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5G: 유선만큼 강력하지만, 

유선의 제약이 없다 

기업을 위한 사설 5G 네트워크는 3GPP 릴리즈 16으로 알려

진 5G 표준의 다음 단계에서 가용하게 될 새로운 역량을 활용

할 것이다. 릴리즈 16은 기존의 유선 이더넷, Wi-Fi , LTE 사설 

네트워크의 5G로 대체하려 목표하는데, 특히 산업 환경을 위

해 설계된 다수의 역량을 포함한다.5 2019년 상업 서비스가 

시작된 다양한 5G 네트워크는 릴리즈 15에 기반한다. 5G 방

송과 같은 추가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출 릴리즈 17의 공개 또

한 2020년대 중반으로 계획되어 있다.6

릴리즈 16은 다음의 3가지 기둥을 포함하고, 이들은 서로 조

합을 이뤄 다양한 산업 환경을 위한 5G를 준비한다. 

릴리즈 16은 또한 시민감 네트워킹(time-sensitive networking,

TSN)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데, 이는 고정 이더넷과 5G 

네트워크의 공존과 융합을 허용해준다.9 TSN은 현재 일반적

으로 오로지 이더넷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처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10 추가로, 릴리즈 16은 미인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데, 이는 사설 5G 망의 구현에 미인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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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 uRLLC). uRLLC를 가지고, 5G는 유선 

연결에 버금가는 지연 시간과 안정성 수준으로 제어장치, 

스위치, 센서, 구동장치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7

●    대량연결(Massive machine-type communications, 

mMTC). mMTC는 극도의 고밀도 연결을 지원해, 

산업적 규모의 IoT를 가능케 한다. 이를 가지고, 5G는 

1평방킬로미터 당 최대 1백만 개까지 IoT 센서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초광대역 서비스(Enhanced mobile broadband, eMBB). 

릴리즈 15에 포함되었던 eMBB는 5G가 최대 20G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8

5G의 산업용 역량

5G의 향상된 역량은 무선 연결성을 이전의 어떤 무선표준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거에는 불가능했

던 많은 장소와 사용처에서 기회를 열어준다. 릴리즈 16과 함께, 5G는 다음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애플리케이션당 1초에 수백 메가비트의 연결 속도. 이는 과거에 오직 광섬유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속도다. 무엇보다도, 

이는 각각 초당 수백 메가비트의 데이터로 재생되는 초고해상도(ultra-high-definition, UHD) 동영상의 전송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빨라 원격 육안 검사를 가능케 해준다.

●  99.9999%의 안정성 비율. 또한 ‘9가 6자리’인 안정성이라고도 알려진 이 안정성 비율은 예상되는 가동중단 시간이 

1년간 5분에 불과함을 의미해,11 유선 이더넷 네트워크의 성능에 맞먹는다.

●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더 높은 안정성. 5G 네트워크는 선택적으로 분할 가능해, 사용자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부분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최우선순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예상되는 가동중단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  금속으로 인한 장애 환경에서 작동. 5G CoMP(coordinated multi-point)12로 알려진 릴리즈 16 역량을 이용하는 이 

능력은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이다. 만약 크레인이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금속 물체가 5G 신호의 경로를 

가로막을 경우, 대안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복수의 전송장치가 수신기를 향한 여분의 경로를 생성해, 

패킷의 성공적인 전송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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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4G 네트워크는 1km2 당 최대 10만개의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5G는 최대 1백만 개의 연결이 가능하다. 

10만m2의 공장에서, 이는 4G의 1만 개와 대조를 이루는 10만 개의 기기 연결 능력으로 해석되는데, 기업이 공장

의 모든 센서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높은 밀도에 대한 산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루트비히스하펜(Ludwigshafen)에 있는 BASF의 주 생산 설비는 현재 60만 개의 네트워크화된 센서와 기타 기기를 가지고 

있다-그런데 10배 더 많은 기기를 갖출 계획이다.13

●  밀리 초 수준의 지연 시간. 릴리즈 16하에서, 5G 네트워크는 1천분의 1초 안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몇 가지 

종류의 공정 자동화와 원격으로 제어되는 기기에 요구되는 극도로 짧은 지연 시간이다. 심지어 사설 5G 네트워크에서의 

지연 시간은 공공망에서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 만약 사설 5G 네트워크가 현장에 자체 구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현장

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처리할 경우 추가적인 지연이 수반되게 된다-만약 텔레콤 엣지 접근법을 통해 

이뤄질 경우 아마도 수 밀리 초가 걸리고, 더 먼 데이터 센터를 통할 경우에는 수십 밀리 초가 걸린다-데이터를 외부로 보내고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설 5G 네트워크: 유선에서 자유로워진 기업

물론 5G가 온라인 연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단기적으로(약 2023년까지), 5G는 유선 표준뿐만 아니라 

오늘날 널리 퍼진 많은 다른 셀룰러 무선 방식 및 Wi-Fi 표준과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기적으로(2026년 

경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5G를 유선 이더넷 네트워크를 

포함한 기존 연결 방식과 함께 조합해 배치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다음 10에서 15년-5G가 

요구조건이 많은 환경에서 선택받는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정성이 필수

적이며, 고밀도의 센서 배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WI-FI와 LTE도 자기 자리가 있다

5G가 무선에 있어 거대한 도약일 수는 있지만, 쓸모 있는 유일한 기술은 절대 아니다. 많은 사용처와 환경에서, Wi-Fi와 

LTE는 적절히 작동할 것이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설망 구축에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Wi-Fi는 빠르고, 편리하며, 사설 셀룰러 네트워크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속도와 경제성이 우선순위일 경우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사설 Wi-Fi 망은 이미 공장에서 사용되는데, 보통 아주 중요하지 않은 활용처에 쓰인다. Wi-Fi 6를 포함한 

새로운 Wi-Fi 표준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소비자용 기기가 그 당시에는 아직 

가용하지는 않았었지만, Wi-Fi 6 라우터는 2019년 여름에 시장에 소개되었다.14 

다수의 사설 LTE 네트워크-공개된 LTE 표준에 기반하지만, 사설 배치를 위해 축소된-또한 2020년에도 계속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기업은 이를 완전한 5G 산업용 네트워크가 가용할 때(2021-2022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큰)

까지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성능의 무선 주파수 장비를 사용하는 사설 LTE 네트워크는 비쌀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발전된 형태의 LTE는 Wi-Fi보다 주파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한 비록 오직 무선망에서만 

가능하긴 하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능을 제공한다. LTE는 또한 Wi-Fi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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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로 다른 연결 기술은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진다

Wi-Fi 6

환경

가용성

속도

밀도

이동성

지연 시간 
및 안정성

주파수 범위

Private LTE 5G

● 사무실 환경
● 가정
● 차량
● 쇼핑몰
● 운송 허브

Wi-Fi 6 표준이 
2019년 3분기에확정

최대 9.6 Gbps

디지털적으로 조밀한
가정 및 사무실 환경을 
위해 설계. 
Wi-Fi 6는 이전 표준과 
대비해 조밀한 환경에서 
4배의 개선을 제공

출시 시점엔 2.4GHz와 
5GHz, 이후 
1GHz와 6GHz

> 100 밀리세컨드 미만,
그러나 부하 증가에 따라 
높은 안정성과 낮은 
지연 시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음

고정된 장소를 위해 
주로 설계

사설 LTE 망에서 
공공망으로 로밍. 
고속(350km/h에 대응)
에서 핸드오버 가능

LTE-M을 이용해 
사설망으로 관리할 때 
40-50 밀리세컨드 

미국에서의
CBRS(3.5GHz)와 
5GHz 대역을 포함한 승인 
및 비승인된 주파수 대역

사설 LTE 망에서 
공공망으로 로밍. 
고속(500km/h에 대응)
에서 핸드오버 가능

600MHz에서 밀리미터파
(24-29GHz 및 37-43GHz)를 
포함한 승인 및 비승인된 
주파수 대역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
(URLLC):
● 사설망으로 관리할 때 

밀리세컨드 이하의 지연 시간
● 99.9999%(9가 6자리)의 
신뢰성

최선의 경우 최대 
1Gbps, 저대역폭 
IoT에서는 속도 저하
(매우 느린 속도)

1km2당 
10만 개 연결. 
기업은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조정할 수 
있고, 사용량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 가용

릴리즈 16 표준이 
2020년 6월에 확정, 
최초 상업화는 
2021년 이후로 예상

최초 단계에서 
최대 10Gbps

1km2 당 
100만 개 연결

공공 LTE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광산 혹은 건설 현장과 
같은 환경을 포함한 
모든 현장

산업 현장을 
포함한 
모든 환경

출처: 마크 터너(Mark Turner), “Wi-Fi 6 해설: 차세대 Wi-Fi”, 테크스팟(Techspot), 2019.09.17, 가브리엘 브라운(Gabriel Brown), 

사설 LTE 네트워크, 2017년 7월, 로렌 J. 영(Lauren J. Young), “통신 전문가들이 5G로의 경로를 계획하다”, IEEE 스펙트럼(IEEE Spectrum), 

2015.10.06, 용빈 웨이(Yongbin Wei), 산업용 IoT를 위한 사설망에서 5G의 역할, 2019.05.22, 사챠 카바나흐(Sacha Kvanagh), 

“5G 대 4G: 경쟁이 아니다”, 5G.co.uk, 2018.09.27, Wi-Fi 얼라이언스, Wi-Fi 6: 고성능의 차세대 Wi-Fi,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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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TE는 가장 요구가 많은 산업 환경에서의 연결성 구현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택받는 기술이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양산 항구는 변종 LTE를 이용해 자동 조종 선박들(automated guided vehicles, AGVs)의 선단을 운영한다.15 

이런 용도에 대한 LTE의 장점은 유선 이더넷이나 Wi-Fi보다 더 나은 커버리지와 이동성이다. 배치가 완료될 시점에, 

항구는 130대의 AGV, 26대의 교각형 기중기, 철로로 이동하는 120대의 고가 이동 기중기를 보유할 텐데, 

이들 모두가 원격 혹은 자동으로 동작한다. 비슷하게, 영국에서 오카도(Ocado)는 온라인 식료품 주문 처리를 위해 

물류 센터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1,000대의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사설 LTE 네트워크를 설치했다. 이 네트워크는 

단일 기지국에서 이들 로봇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초당 최대 10번까지 로봇들과 통신을 주고받는다. 

비록 값비쌀 가능성이 크지만, 사설 LTE 네트워크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키아는 사설 고급 

LTE 네트워크(4.9G)를 이용해 자사의 기지국 공장들 중 하나를 자동화했다. LTE 망은 엣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IoT 애널리틱스, 운영 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 트윈 그리고 연결된 모바일 로봇을 통한 내부 물류 자동화를 가능케 

했다. 노키아에 따르면, 이들 네트워크의 사용은 생산성을 30% 개선하고 시장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50% 

절감해 혜택이 연간 수백만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16

사설 5G 네트워크: 유선에서 자유로워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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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G 

구현의 총아

릴리즈 16에서의 구체화 덕분에, 5G는 다음 10에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LAN 및 WAN 기술이 될 잠재력이 

있는데, 특히 그린필드(greenfield) 상태의 구축에서 더 그러하다. 

새로운 공장, 항만, 혹은 캠퍼스의 구축에서 유선 연결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더 나은 무선기술 덕분에 다음 5년 동안 더 

많은 혜택-속도, 용량, 지연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속성 측면에서-을 

바로 보게 될 장소에서 사설 5G 네트워크의 구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2020~2025년 동안 사설 5G 네트워크 시장의 약 1/3

(지출액 기준)이 최초 사용처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 

공항, 그리고 유사한 물류 허브에서 생긴다고 예측한다. 그 이유

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주요 항구도시(예를 들어)는 유선

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고정된 일부 기계장치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또한 통제되고, 민감하며, 보안된 환경에서 

수백 대의 지게차와 짐수레들을 추적하고 통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 나아가, 항만 관리자는 수천 혹은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관련

된 다수의 데이터 지점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각 컨테이너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세관을 통과했는지, 온도가 적절한 

상태인지, 누군가가 이를 움직이거나 열었는지, 뭔가가 제거

되거나 추가되었는지 등등에 대해 말이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개별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고가치의 개별 물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이는 수백만 개에 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움직이는 금속 물체와 전파를 내뿜는 기기들이 가득한 

그저 약 1km2 밖에 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이런 운영을 위해서라면, 5G가 분명한 선택이다. 5G는 이러한

유형의 환경에서 작동한다. 4G와 Wi-Fi를 포함해 다른 기술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보안, 유연성, 가격적 고려가 이들 조직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제하길 원하도록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사설 5G 네트워크의 전체 기회 중 다른 1/3은 공장과 창고에서

생겨날 것이다. 오늘날, 이들 시설은 유무선기술을 혼합해 

운영에 사용하지만, 많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을 변환해 줄 거라

고 기대하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그런 

기기는 유선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네트워크의 ‘사적인’ 속성은 더 나은 보안, 비밀 유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이 전문화된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공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의 구매보다 

저렴하다. 

5G의 릴리즈 16 역량 중 몇 가지는 산업 환경에 결정적일 것

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은 금속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능력인데, 금속은 이전의 모든 무선기술을 방해

해왔다. 또 다른 중요한 채택 동인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될 것이다. 기기마다 동일한 네트워크 지분을 할당하는 

대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우선순위에 따른 네트워크의 성능 

할당이 가능하다. 최우선순위는 고속으로 작동하는 원격조종 

차량에 부여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센서와 추적 장치는 더 

느리고 높은 지연 시간으로도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2020~2025년 동안 

사설 5G 네트워크 시장의 

약 1/3(지출액 기준)이 

최초 사용처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 공항, 

그리고 유사한 물류 허브에서 

생긴다고 예측한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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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산업용 5G의 중요한 기능은 극도의 고밀도 연결을 

지원하는 능력이다. 조립공장 내의 모든 산업용 스크류 드라

이버나 혹은 병원 내의 체중계가 방대하게 확장된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한 장비의 더 나은 

모니터링과 관리를 가능케 해준다. 모든 것의 연결은 또한 

단순한 자산관리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스크류 드라이버

가 지금 어디에 있고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5G를 기계와의 그리고 기계 간의 통신에 사용해, 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작동 중단시간만을 가지고 재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공장의 장비는 이동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전통적인 공업용 로봇 팔은 강력하고, 

값비싸며, 항상 한 장소에 고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모바일 

요소를 공장과 창고에 도입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가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나르는 자동화된 전문서비스 로봇-

인간 작업자가 원격으로 조종하지 않고, 기계로 제어되는-의 

사용 증가이다. 우리는 2020년에 이들 기기가 거의 50만 대에 

가깝게 판매되어, 2019년 대비 판매량이 30%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2025년까지 연간 판매규모가 1백만 대를 초과할 

수도 있다.17 이들 자동화된 짐수레는 정확한 실내 이동과 

위치 확인(10cm 이내의 오차)과 같은 활동의 지원을 위해 5G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18 이와 같은 기기들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공장 바닥은 완전한 유연성 그 이상을 목표로 한 

유무선 장비가 혼합된 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사설 5G 네트워크 시장의 마지막 1/3은 특히 무선 캠퍼스의, 

맨땅으로부터의 구현이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초기에는 오로지 그린필드 현장에 대해서만 5G를 배치하기로 

선택해, 기존 현장의 이질적인 연결 기술들이 혼합된 환경에서 

외떨어진 사설 5G 망의 섬을 생성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설비 혹은 캠퍼스의 구축에는 구리선, 

이더넷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3G 그리고/혹은 4G 중계기, 

Wi-Fi 장비가 뒤범벅된 극도로 이질적인 환경에 대한 설계, 구

매, 설치, 그리고 운영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다음 5년 동안 사설 5G 네트워크는 많은 현장에서 

유선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혹은 적어도 가능한 적은 수만을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비용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일부 경우, 

이들 캠퍼스는 아마도 임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을 지원하기 위해 며칠 동안만 사설 5G 네트워크

를 배치할 수도 있다. 무선통신사가 TV 방송(유선 연결을 5G

로 대체), 스피커 연결, 응급 서비스와 같은 축제 운영을 위해 

무선망을 배치해, 특정 수준의 속도와 지연 시간 요건을 충족

하는 동시에 통신 용량을 보존해서 유입된 20만 명의 음악 

팬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19

기업들은 사설 5G 네트워크의 배치를 위해 다수의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초대형 기업들은 완전히 자체 소유한 인프라와 

전용 주파수(그것이 허용된 시장에서)를 이용해 사설 5G 

네트워크를 배치할 가능성이 큰데, 이들 네트워크를 자체 

팀이나 혹은 외주 무선통신사를 통해 관리할 것이다. 중소

기업들은 공공 무선사업자들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임대

하고, 주파수를 재임대(사용장소로 지오펜싱)하거나-혹은 

일부 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20 

통신 사업자, 시스템 통합자, 혹은 장비 판매사들이 네트워크와 

이의 모든 부속 요소들을 관리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사설 5G 네트워크의 

배치를 위해 다수의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초대형 기업들은 

완전히 자체 소유한 인프라와 

전용 주파수(그것이 허용된 

시장에서)를 이용해 사설 5G 

네트워크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설 5G 네트워크: 유선에서 자유로워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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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는 있으면 좋고, 제조업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2019년 개시된 최초의 5G는 소비자들을 목표로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3GPP 릴리즈 15로 알려진)이 

우선 가용했다는 점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먼저 제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유용하지는 않은데, 적어도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5G로부터 그저 점진적인 혜택만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철도역처럼 인구가 조밀한 장소에서의 통신 혼잡을 완화해주고,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을 위한 유선 연결의 대안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 편의성, 가용성에서의 결과적인 이득은 많은 이들에게 있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을 수 있다.

 

기업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용된다. 2020년 6월 릴리즈 16의 도래와 함께, 5G는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막대한 

변화를 추진할 태세를 갖췄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그러하다. 

2020년에는, 전 세계의 기계 중 오직 10%만이 무선 연결을 갖추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5년까지 이동통신 

데이터 연결을 갖게 된다고 추정되는 전 세계 50억 명의 사람들-인구의 대부분-과 대조된다).21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생산 라인이 고정되었고 유선으로 연결되어, 생산 라인의 재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출량의 유연성을 제약한다. 움직이는 기계에 부착된 물리적인 케이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진다. 이를 유지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데, 단지 부품과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생산 중단 때문에도 그러하다. 

최근의 제조업 역사는 공장 현장의 경직성을 대규모 개인화에 대한 고객들의 급증한 기대치와 조화시키려 시도했던 모두

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가득한데,22 사설 환경에 배치되는 5G 릴리즈 16이 아마도 해답이 될지 모른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산업을 위한 5G: 

비용 절감에서 

프로세스의 재발명으로 

기업은 5G를 단계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큰데, 다음 몇 년 

동안의 초기 배치는 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일부 배치는 공공 5G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어 이후 사설 네트

워크로 전환될 수 있다. 

다음은 산업 환경에서의 5G 활용의 일부 사례다. 이들 모든 

활용을 공공망을 통해 실행할 수 있긴 하지만, 기업이 만약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설화한다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케이블 대체를 위한 5G

일부 경우, 조직은 추가적인 유선 연결을 증설하는 것보다 

단순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5G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는 낡은 건물들 중 하나에 5G를 설치하고 있는 시카고의

러시 유니버시티 메디컬 병원(Rush University Medical 

Hospital)의 경우 타당한 이유다. 100년 전, 빌딩의 구조는 

컴퓨터 시대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23 건물의 이중 천장은 

이미 꽉 차있어, 추가적인 케이블을 위한 공간이 없다. 건물에 

유선을 추가하는 작업에는 유선과 동등한 연결성 및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5G로 건물을 연결하는 경우보다 수백만 

달러가 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 병원이 새로운 빌딩을 

위한 5G의 잠재력에 무관심했다는 말은 아니다-병원은 또한 

건물 심장부에 5G 연결성을 갖춘 새로운 11층짜리 빌딩을 

설계하고 있다. 

원격 제어를 위한 5G

5G는 또한 원격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작은 농장은 5G를 이용해 ‘일손이 들지 

않는 농지’-완전 자동화된 농장-를 만들 계획이다.24 트랙터와 

드론과 같은 원격 제어되는 기계가 농작물을 파종하고, 관리

하며, 추수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지표면에 설치된 별도의 

센서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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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한 일본 기업은 5G를 이용해 도쿄의 사무실 건물

에 자리한 장비 조작자들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건설 현장

의 굴착기와 연결한다.25 다수의 4K 카메라들로부터의 영상이 

5G의 속도로 굴착기 주변의 환경을 중계한다. 따라서 조작자는 

좁은 운전석에 몸을 구겨 넣을 필요 없이 굴착기를 제어할 수 

있는데 험악한 날씨에서도 가능하고, 먼 현장으로 통근해야 할 

필요도 없다. 안락함과 편리함이라는 장점 외에도, 원격 조종

되는 기계류는 나이 들었거나 장애가 있는 개인들이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일본과 같이 고령화된 국가에서 

중요한 혜택이다.

일부 항만은 또한 셀룰러 무선통신을 이용해 영상 감시뿐만 

아니라 자율 운항되는 선박의 모니터링이나 크레인의 원격 

조작을 계획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5G 연결된 

초고해상도 카메라는 160,0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 망을 

육안 검사할 수 있게 해준다.26 중국의 톈진에서는, 5G 연결된 

드론이 전력선을 검사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27

새로운 장비 범주를 위한 5G 

완전한 5G 표준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크지 않고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기기가 이의 완전한 잠재력을 획득하게 해줄지 

모른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고글이 두 가지 실례다. 2019년 기준으로 소비자 

및 기업 환경 모두에서 AR 고글의 판매량은 수십만 대 정도로 

추정되고,28 산업용 VR 고글의 판매량도 마찬가지다.29 

5G의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성은 이들 기기가 자체적으로 

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한다. 시험에서, 5G는 2880 X 1600 픽셀

(HD와 4K 해상도 사이)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VR 고글로 

초당 75프레임의 화면 재생 빈도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었다.30

이런 빠른 프레임 속도가 고글과 관련된 멀미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31  

AR과 VR 고글의 가능한 산업적 활용에서, 이들은 특히 유지

보수에 유용할 수 있다.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고성능 AR 

고글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자동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면에 덧입혀진 AR 정보가 작업자들을 장비 주변

에서 안내할 수 있다.32 VR 또한 원격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는데, 360도 공 모양의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를 중계해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5G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5G는 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잠재력을 가진다. 영국의 우스터 보쉬(Worcester Bosch)가 

수행한 한 시범사업에서 사설 5G 네트워크가 일부 활용에서 

2%의 생산성 개선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수치의 

맥락을 좀 더 얘기하자면, 2%의 생산성 향상은 지난 10년 

동안 영국의 생산성 향상률 평균값과 동등한 결과다.33 

5G가 공정 개선을 돕는 방식은 오직 인간의 창의성이 제약 

요소일 뿐이다. 예를 들어, 헬싱키의 한 공장에서는 5G 연결

된 카메라가 저전압 드라이브를 조립하는 직원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카메라의 영상은 머신비전으로 분석되고,34 

어떤 조립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고가 발동된다. 

경고의 부재가 노동자들에게 조립이 완벽하다는 걸 확인해준다. 

머신비전의 활용은 또한 조립을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정확한 

몸과 손의 위치를 노동자들에게 지도해준다. 

에릭슨은 5G를 이용해서 사용율에 기반해 약 1,000개의 고

정밀 스크류 드라이버의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스크류 드라이버를 조정하고 윤활유를

발라야만 했는데, 언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추적하기 위해

문서 기반의 체계를 이용했다. 스크류 드라이버의 사용 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연결성을 위한 저대역폭 IoT(Narrowband 

Internet of Things) 모듈과 함께 동작 센서를 추가한 결과, 

에릭슨은 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었고, 연간 업무부하를 

50%까지 줄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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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재발명과 
새로운 운영 모델을 위한 5G

아마도 5G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은 근본적인 프로세스의 

재설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이의 능력일 텐데, 특히 제조업에서 

더욱 그렇다. 5G 기술은 많은 시장에서 제조업이 스스로를 

재발명하려 시도하고 있을 때 도착했는데, 타이밍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오늘날의 차량 구매자들은 

개인화된 차량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돈을 지불하려 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러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종류의 차량 모델과 하위 범주들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제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립 라인이 더 유연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응해, 메르세데스는 

유연한 생산 라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형의 공장을 위한 

‘텍라인(TecLine)’이라고 불리는 표준 체계를 만들어왔다. 5G를 

장착한 메르세데스의 텍라인 설비는 300개의 무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유연한 조립 라인을 갖췄다. 선형적인 조립 라인을 

단계별로 이동하기 보다, 조립 중인 차체는 자율 운송 시스템에 

의해 공장의 다른 구역으로 운반되고, 지능적인 선별 체계에 

의해 적절한 부품이 각 구역으로 전달된다.37

보쉬 렉스로스(Bosch Rexroth)는 이 개념을 더 심화하고 있다. 

중국 지안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는 오직 벽, 바닥, 천장만이 

고정되어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 조립 라인이 모듈

화되었고, 이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들-서로 간에 5G로 통신

하는-은 새로운 생산 라인으로 자율 이동해 스스로를 재설정

한다.37 

다른 산업들 또한 5G를 이용해 프로세스를 재발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G가 장비된 병원은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 기기들은 움직이는 와중에

도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체중계부터 혈압 측정 밴드까

지 많은 의료 기기들이 더 이상 연결을 위해 고정된 장소에 머

무를 필요가 없어진다.38 한편 의사들은 이들 기기로부터의 더 

정교한 원격 이미지 및 분석 역량에 접근할 수 있다. 

사설 5G 네트워크는 사설 구내교환기

(private branch exchange, PBX)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일한 활용 수단이 음성 통화밖에 없었던 기업 전화 통신의 

초기 시대에는, 직원 10명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원하는 기업이 10개의 별도 회선을 제공하고 값을 치를 필요가 

있었다. 만약 한 직원이 구내통화를 하기 원한다면-예를 들어, 

5m 떨어져 있는 동료에게-그 통화는 직원의 전화기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 전화통신 사업자의 중앙 교환소로 전송된 후, 

다시 건물로 되돌아와 동료의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이는 

저렴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1970년대에 대안적인 솔루션의 개발이 이뤄졌다: 자동화된 

사설 구내교환기(PBX)가 등장했다. PBX는 기업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전화 교환장치다. 각각의 구내전화는 자체적인 

내선 번호를 가진다. PBX가 있으면, 구내통화는 결코 사무실을 

벗어날 일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는 외부 통화를 위해서만 

공공망과 연결되는 사설망이다. 기업은 PBX를 전화 회사로부터 

리스 혹은 임대할 수 있는데, 전화 회사는 월 단위 요금제로 

이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혹은 1990년대부터, 기업은 

자체적으로 PBX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 PBX는 공공망

에서는 가용하지 않은 다양한 혜택과 기능(예. 통화 대기 중 

음악)을 제공하고, 또한 비용을 절감해 준다. 

PBX의 초기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PBX의 설치와 관리를 

전화 회사에 맡겼다.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운영하는 PBX 

시장이 시작될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1988년까지, 미국 PBX 시장은 해마다 거의 5백만 전화 회선을 

추가해왔다.39 1997년 인터넷 프로토콜 PBX(IP PBX) 기술의 

개시는 기업들이 PBX를 이용해 구내통화뿐만 아니라 지역 

및 장거리 통화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들이 심지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게 했다.40 IP PBX는 

기업의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업장들이 단일한 국가 전반의, 

혹은 다국적인 음성망의 일부가 되도록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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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X와 같이, 사설 5G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자족적이지만, 

또한 외부 네트워크에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외주 서비스 

기반으로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작동하거나, 혹은 기업이 전적

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는 공공 5G 네트워크에서는 가용

하지 않은 많은 혜택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또한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사설 5G 네트워크의 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 

5G 네트워크를 또한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말이다. 

결론

비즈니스는 항상 연속적인 통신기술 발전에 의해 격변을 당해왔다. 하지만 5G의 릴리즈 16은 지금까지 가장 격변적인 이동통신 

기술이 될 수 있다. 사설망에 대한 이의 폭넓은 채택은 많은 유형의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가진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있어, 사설 5G 네트워킹의 성장은 추가적인 수익을 의미할 수 있다. 사설 5G의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자사의 네트워크 관리 기량을 개별 기업들에게 제공할 기회가 있는데, 특히 사설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그러하다. 일부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지역 경계가 설정된 특정 장소에서 자사의 주파수를 재임대할 수도 있다. 효과적으로 이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수직적인 산업 분야 역량을 구축하거나 혹은 산업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들과 협업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각각의 산업 분야-실제로, 개별 구축마다-가 일련의 특화된 니즈와 활용처를 가질 가능성이 큰데, 각각 서로 다른 

속도, 지연 시간, 안정성과 같은 성능 속성들의 조합을 요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자에게 있어, 사설 5G 네트워크의 혜택은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를 판매할 시장의 훨씬 큰 규모 확대다. 

(인정하건대 과도한) 어느 추정은 사설 무선 네트워크가 종국적으로 최대 1,400만 대의 기지국을 책임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의 공공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운영 중인 기지국 7백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비록 기업용 셀룰러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장 당 비용이 공공 네트워크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41 추가적인 수익 기회가 사설 5G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의 필요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장비 판매사들은 기업에 직접 판매할지 아니면 종종 컨소시엄의 일원

으로서 통신사들과 협력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제당국은 만약 있다면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기업의 사설 네트워크에 가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시장에서는, 규제당국이 

주파수를 직접 기업에 할당할지 혹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통해서 분배할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규제당국은 또한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를 가용하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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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G를 위한 주파수 대역

사설 5G 네트워크의 성능은 가용한 주파수 대역의 규모와 범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중간 대역 주파수(1-6GHz)는 

실내 환경에서 잘 작동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전송 지점만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가능케 한다. 밀리미터파 주파수

(24–29 GHz, 37–43.5 GHz, 66–71 GHz)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고, 신호를 건물 내에 가두기가 쉽다. 

따라서 대형 무선 네트워크와의 간섭을 줄일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중간 대역보다 더 밀도 높은 무선 배치가 필요하다. 

사설 이동통신망용 주파수에 대한 많은 접근법이 현재 시범 사업에서 시도되거나, 고려 중에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인가된 주파수에서의 5G. 독일에서 채택된 이 접근법에서,42 주파수는 개별 기업에 할당되거나 아니면 

통신 사업자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 인가된 주파수에서의 LTE

● 미인가된 주파수에서의 단독 LTE(MulteFire). 이는 현재 일본의 접근법인데, 그 계획은 종국적으로 MulteFire를 

5G NR로 이전할 것이다. 

● 공유된 주파수에서의 LTE(예. 미국에서의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대역). 이는 미국에서 

3.5GHz에서 동작하는데,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는 3계층 주파수 공유 프레임워크를 설정했다. 

● 미인가된 주파수에서의 단독 5G(MulteFire). 한 가지 사례가 NR-U인데, 5 GHz와 6 GHz 대역에서 단독 혹은 

비단독 방식으로 동작한다. 

수십만 곳의 기업들이 다음 10년 동안 사설 셀룰러 네트워크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단순히 유선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선으로 교체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설 5G 망의 배치를 프로

세스 변경과 사업 모델의 재설계와 묶어 시행할 경우 잠재적

으로 더 많은 보상-비록 더 도전적이긴 하지만-이 따를 수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5G의 등을 타고 변환에 착수함에 따라, 

산업의 형태 자제가 변하게 되는데, 어쩌면 매우 극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역사는 5G를 

그저 기술적인 성취로서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이 사업을 수

행하는 방식을 재형성한 근본적인 세력으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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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혁명인가 아니면 한 뭉텅이의 우주 쓰레기인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고속 전송

이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을 연결하기에 충분

하지는 않겠지만, 2020년 후반 혹은 2021년 초반부터 

부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위도 지역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020년, 인터넷 접속을 전 세계로 전파하려는 기업

들의 노력이 문자 그대로 날아오를 것이다. 딜로

이트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적인 광대역 인터

넷의 제공을 추구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들이 2019년 말의 

약 200기에서 700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한다. 

2



47

이상의 개별 위성들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가 

이러한 위성의 배치로부터 역사적인 혜택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우주 공간을 더 위험하고 복잡한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노력을 넓은 관점에서 보기 위해, 우주 시대가 시작된

이후 약 8,700개의 물체가 우주로 발사되었고, 그중 2,000개

이상이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현재 활동 중인 위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라.1 궤도를 회전하는 광대역 통신 기지국들의

새로운 ‘대규모 위성 성좌’에 그러한 목적을 가진 16,000기

본 기사의 인공위성 용어 정리

위성 성좌와 대규모 위성 성좌(Constellations and megaconstellations): 위성 성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협업하는 

유사한 위성들의 집단을 말하는데, 그 목적은 지구 관측, 통신, 과학 연구, 혹은 위치 정보 제공일 수 있다. ‘대규모 위성 

성좌’라는 용어는 수백 혹은 수천 기의 개별 위성을 포함할 수 있는 위성 성좌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광대역 인터넷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이런 대규모 성좌의 달성이 이뤄지고 있다.

지구 저궤도(Low-earth orbit, LEO): 지상 위 160에서 2,000km 사이의 궤도를 의미한다. 지구 저궤도는 짧은 궤도 

주기(대략 90에서 120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원격 감지, 인간 우주 유영, 데이터 통신에 사용된다.2 이 궤도의 

위성은 항상 지구 표면의 작은 일부분과만 통신이 가능한데, 이점이 바로 전 세계적인 통신을 위해 많은 숫자의 

위성이 필요한 이유다. 

지구 중궤도(Medium-earth orbit, MEO): 지상 위 2,000에서 35,786km 사이 인기가 덜한 궤도를 말한다. 

이 궤도의 위성은 저궤도 기반의 위성보다 지구의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은 궤도의 위성들보다 

짧은 지연 시간이 가능하다. 이 궤도는 위치 정보(GPS와 같은) 및 통신 위성이 이용한다.

지구정지궤도(Geosynchronous orbit, GEO): 지구 표면에서 35,786km 높이의 궤도를 말한다. 이 궤도의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표면 위에서 거의 항상 동일한 위치에 머무른다. 지구에 대한 

훨씬 더 넓은 조망을 가진 이 궤도는 사진 촬영, 통신, 기상 위성에 더 적합한데, 단지 소수의 위성만을 가지고 전 세계

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궤도 위성과의 연결을 위해, 지상 기지국의 안테나는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필요 없이 하늘의 한 지점을 향한 채 고정될 수 있다. 

주파수(Frequency): 위성은 통신을 위해 특정 무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각 위성 성좌는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주파 L-(1-2GHz) 및 S-(2-4GHz) 대역부터 고주파 Ku-(12-18GHz), Ka-(26–40 GHz), 

V- (40–75 GHz) 대역에 걸쳐 있다. 각 주파수 대역은 그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정한 용도가 있다.3

지연 시간(Latency): 지연 시간은 신호(데이터)가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지연 시간은 거리, 사용된 기술 유형, 간섭 등을 포함한 요인에 달려 있다. 현재, 위성 광대역 통신 서비스는 

대략 594에서 612밀리 초의 중간값 지연 시간을 가진다. 지상 전송 광대역(광섬유, 케이블 혹은 DSL을 포함한 기술)

의 지연 시간은 12-37밀리 초 정도다.4 미래 5G 네트워크의 목표 지연 시간은 최저 1에서 2밀리 초 수준인데, 

이의 달성에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5 

합(Conjunction): 일반적으로 말해, 합은 두 물체(위성과 같은)가 같은 지역을 지나가는 현상으로, 충돌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충돌 가능성이 특정 수준 이상일 경우, 위성은 일반적으로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한다. 이는 2009년

이리듐 33호 위성과 고장난 러시아 코스모스 2215호 위성 간의 충돌이 증명하듯 실질적인 위협이다.6 이 사건은 

두 위성이 궤도에서 충돌한 최초 사례였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고속 전송: 대역폭 혁명인가 아니면 한 뭉텅이의 우주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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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세계에 보급하기

1945년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 경이 정지궤도 위성

통신을 예측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이래, 우주를 통한 

즉각적인 전 지구적 통신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인들의 상상력

을 사로잡았다.7 그 이후, 1960년대의 텔스타(Telstar), 인텔샛

(Intelsat) 그리고 기타 위성들로 시작된 통신위성의 여러 세대가 

그의 예측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지상국뿐

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연결을 이룬 수백 혹은 수천 기의 위성들

로 구성된 ‘대규모 위성 성좌’를 배치하고 있다. 전통적인 항공우

주 대기업과 새로운 첨단기술 기업들이 시장으로 진출해, 전 

세계에 부담 없는 가격대의 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진 대규모 위성 성좌의 자금 조달, 개발, 배치를 진행

하고 있다.

수익 동기는 분명하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이들과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수백만 명의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숫자 측면에서,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방대하다: 비록 

전 세계의 연결에 막대한 노력이 이뤄지긴 했지만, 통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했거나 연결 수준이 부족

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 전기 통신 동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은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약 51%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8 

심지어 많은 선진국들도 보편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참고 쓸만한 속도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 한 보고서는 2,1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최소 25Mbps의 다운

로드 속도 그리고 최소 3Mbps의 업로드 속도를 가진 광대역 

인터넷 연결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9 이는 연결이 

필요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에게 막대한 잠재 수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건 스탠리

는 위성 광대역 시장이 2040년까지 4,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하는데-이는 2040년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추정 가치 1조 달러의 40%에 달하는 규모다.10 

대규모 위성 성좌를 만드는 조직들은 또한 다른 비상업적 혜택을 

노린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우주 진출 시도인 카이퍼 시스템즈

(Kupier Systems)는 FCC에 제출한 운영 승인 신청서에서 자사가 

이 모든 일이 전에도

일어났었다…그랬던가?

혹자는 이런 현상이 정말로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어쨌든, 몇몇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비아샛

(Viasat), 유텔샛(Eutelsat), 휴즈(Hughes), 이리듐(Iridium), 

O3b 네트워크(O3b Networks)-들이 서로 다른 궤도에서 수년 

동안 위성 성좌를 운영해왔다. 몇 가지 유명한 잘못된 시작 또한 

있었다. 예를 들어, 66기의 활동 중인 위성으로 구성된 이리듐 

저궤도 위성 성좌는 전 세계적인 음성 통화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배치

되었다-그러나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에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결코 확보하지 못했다. 비록 종국에는 틈새시장을 찾아내고

신세대 위성(이리듐 넥스트)을 이용해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빌 게이츠와 크레이그 맥카우(Craig McCaw)를

포함한 권위자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유치한 텔레데식

(Teledesic)은 한참 더 기대에 못 미쳤다. 전 세계에 걸친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 288기로 구성된 

위성 성좌의 배치를 계획했지만, 사업을 중단하기 전 오직 1기의 

시험 위성밖에 발사하지 못했다.13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는가? 오늘날 위성 광대역 시장 참여자들은 

사용자들에게 더 빠른 속도, 짧은 지연 시간,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선배들의 운명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에서 3가지 핵심 가능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궤도 진입이 더 저렴해졌다. 위성의 조립과 발사 비용이 새로운 

발사 서비스와 심해진 경쟁 덕분에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급격히

계획한 위성 성좌의 세 가지 주요 사회적 혜택을 내세웠다.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부족한 지역에서 고객들을 광대역에 

연결하는 직접적인 혜택을 넘어, 카이퍼는 인터넷 접속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재난 구호 기구, 

응급 구조대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11 위성 광대역 사업의 

또 다른 신규 진입자인 원웹(OneWeb)은 ‘모든 곳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라는 자사의 구상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자사의 위성들이 이전에는 인터넷 접속이 없었던 학교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 조명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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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했다. 1970년과 2000년 사이, 물체를 궤도로 진입

시키는 평균 발사 비용은 1kg당 15,500달러였다. 스페

이스X 및 기타 업체와 같은 새로운 발사 서비스 공급자들의 

등장과 함께, 기업들은 이제 kg 당 약 2,720달러, 즉 85%

가 줄어든 비용으로 물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다. 발사 경제성 

개선에 동등하게 중요한 사안은 오늘날의 위성이 훨씬 가볍

다는 사실이다.14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발사된 최초의 

이리듐 위성은 무게가 689kg에 달했지만, 반면 오늘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 위성은 단지 227kg밖에 

되지 않는다.15

위성과 위성의 제조 공법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백 혹은 수천 기의 개별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성좌를 

대량생산 접근법 없이 타당한 기간 안에 혹은 타당한 비용

으로 구축할 수가 없었다. 이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기업

들은 이들 개별 위성에 대한 더 모듈화된 설계를 사용해 

표준화된 로켓 본체를 바탕으로 이를 제작하고, 더 작고 

더 발전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또한 추진력

을 줄어든 무게 및 저렴해진 가격과 맞바꾼 전기적 추진 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은 대규모 위성 성

좌의 제조를 전담하는 위성 공장이 존재해, 대량 생산을 통

한 비용 효과성과 빠른 생산 속도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Airbus)와 원웹의 합작사인 원웹 새틀라이츠

(OneWeb Satellites)는 하루에 2기의 위성 생산을 목표로 

한다.16

인터넷 연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인터넷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한 전 세계의 오지에 거주하는 수십억 명의 개인들 외에도,

기대치 증가에 의해 주도된 수요가 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들의 연이은 물결이 연결성을 점점 더 당연한 것으로 만들

어왔다. 신기술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 그들이 고립된 전원 지역, 바다, 공중, 

그리고 그 중간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인터넷 연결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인터넷 우주 경쟁의 

주요 참여자들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위성 광대역

인터넷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려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FCC는 광대역 인터넷 위성 사업에 대한 

13건의 시장 접근 신청과 9건의 위성 발사 허가 신청을 승인

했는데, 여기에는 텔레샛(Telesat), 케플러(Kepler), 레오샛

(LeoSat), 스페이스X, 원웹, SES(O3b), 스페이스 노르웨이

(Space Norway) 그리고 기타 업체들이 포함되었다.17 보다 

최근인 2019년 7월에는 아마존이 카이퍼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 FCC의 승인을 신청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자체 위성 성좌를 배치하게 

될 기업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들 위성 성좌에 궁극적으로 

포함될 위성의 숫자 또한-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떤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증명

하고 가장 빨리 가장 큰 시장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까? 

주요 시장 참여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원웹. 2017년, 원웹은 위성 성좌의 배치와 운영을 위한 

FCC의 승인을 득한 최초의 차세대 위성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들 중 하나였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그루포 살리

나스(Grupo Salinas), 퀄컴, 버진 그룹, 에어버스 및 기타 

기업들로부터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18 FCC는 

원웹이 Ku- 및 Ka-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720기의 위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 회사는 1,200km 고도에서

의 운영을 계획 중이다. 이들 위성 중 최초 6기가 2019년 

2월 소유즈(Soyuz) 로켓으로 발사되었다. 또 다른 32기의 

위성은 2019년 말 발사가 계획되어 있고, 2020년에도 두 번의

발사가 현재 일정이 잡혀 있다.19 원웹은 2020년 말 북극 지역

(북위 60도 이상 지역)에서 제한적인 상업적 서비스 개시를 

계획 중인데, 더 광범위한 서비스는 2021년부터 가능하다고 

한다.20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고속 전송: 대역폭 혁명인가 아니면 한 뭉텅이의 우주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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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2018년 3월, 스페이스X는 자사 스타링크 위성 

성좌의 일부로서 Ku- 및 Ka-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4,425기의

위성 발사에 대해 FCC의 허가를 받았다. V-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또 다른 7,518기의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승인은 

2018년 11월에 이뤄졌다.21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운명에 

대해 다른 많은 사업자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회

사가 위성 성좌의 발사에 자체 팰콘 9(Falcon 9)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위성 60기의 최초 발사는 2019년 5월에 

이뤄졌다: 이 60기 중 57기가 현재 완전히 가동 중이다. 스타

링크는 6번의 발사를 완료한 후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서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고, 24번의 발사를 완료한 후에는 인구 거주

지역 전체를 커버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22 스페이스X는 

여전히 스타링크의 궤도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위성 성좌의 

최종 구성 형태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23

아마존. 아마존이 FCC에 제출한 카이퍼 위성 성좌 배치 계획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카이퍼 시스템은 Ka-주파수 대역을 이용

하고 고도 590, 610, 630km 지점에 위치하는 3,236기의 위성

들로 구성된다. 카이퍼는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다른 우주 

추진계획인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의 발사체를 이용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최초 578기의 위성이 발사된 후 즉시 서비스의 

개시가 이뤄질 것이다. 서비스는 북위 56도 이상 및 남위 56도 

이상 지역에서 시작되어 더 많은 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적도 

지역을 향해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24

케플러 커뮤니케이션스. 케플러는 위성 광대역 사업의 시도에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회사는 산업,

해상, 운송, 물류 목적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140기의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2018년 두 건의 소규모 시험 발사를 완료한 후, 회사의 목표는

2022년에 완전한 위성 성좌를 궤도에 올리고 운영하는 것이다.25

전반적으로, 계획은 신규 

시장의 개척과 현재 가용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통한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 

위성 광대역 인터넷의 

예상되는 서비스와 시장

이들 위성 광대역 기업들의 목표와 사업 모델은 차이가 크고 

여전히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계획은 신규 

시장의 개척과 현재 가용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통한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 일단 위성 성좌가 궤도에 

올라 가동되면, 사업자들은 또한 이들 네트워크 위에 손쉽

고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고속 트레이딩, 

개선된 물류 및 선단 관리, 원격 유지보수,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가 모두 잠재적인 기회 영역이다.

일부 공급자들은 소비자 직매 시장을 목표로 하는데, 유선 

혹은 광섬유 기반의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통신회사들과 경쟁하고자 한다. 다른 이들은 기업을 대상

으로 한 광대역 연결 전용회선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매우 전형적인 사례로서 5G 망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포함한 다른 통신 기업들을 위해 인프라 또는 이동통신 중

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예를 들어, 원웹은 자사의 

최초 고객들 중 탈리아(Talia)와 인터마티카(Intermatica) 

두 회사를 위해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6 더 빠르

고 더 나은 인터넷 연결을 운송 산업-항공, 철도, 선박 운송-

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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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위성 광대역 서비스 기업들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전원 지역 및 기타 장소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사의 능력을 홍보해왔다. 이는 세계의 더 많은 

지역이 더 큰 연결성을 갖춘 사회의 교육적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러한 시장의 진정한 크기는 불확실

하다. 예를 들어, GSMA는 2018년 기준으로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가 전혀 닿지 않는 사람들이 단지 7억5,000만 명에

불과하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전 세계

38억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27 주목해서 지켜

봐야 할 지역은 알래스카, 캐나다, 북유럽, 러시아를 포함한 

북구권이다. 지리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적은 고객 수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의 서비스는 오랜 기간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해 느리고 더 값비쌌었다. 다수의 기업이 특히 이러한 

필요성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다른 시장참여자들은 더 특화된 활용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중요한 기회가 IoT 기기 네트워크-스마트

팩토리, 공급사슬, 발전/수도/가스 시설, 석유 플랫폼 그리고

M2M 통신이 필요한 기타 시스템들-를 위한 백본망의 제공일 

수 있다. 기업들은 또한 교육, 위기 대응 그리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전용 연결성을 요구하는 기타 서비스를 위해 위성 

광대역망을 정부에 판매할 수 있다. 

전망하건대, 구독료만으로는 재정적인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인 연결 서비스를 기반으로 

총괄적인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들 사업자 중 

일부에게 잠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들

에게 대역폭을 판매하는 대신, 일부는 자사 위성망을 통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자체적으로 창조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성공적인 위성 광대역 

공급자는 결과적으로 상거래 및 통신과 같은 영역에서 전체 

가치사슬을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카이퍼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을 건너뛰어,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일련의 기존 그리고 신규 아마존 

서비스 전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주에서의 기기 운영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은 모두 악명 

높게 어렵고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위성 광대역

사업에 진출한 많은 기업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좌초시킬 수 

있는 방대한 수의 기술적 및 운영상의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데, 이들 난관에는 지상국의 건설과 운영, 다른 위성과의 

무선 주파수 간섭, 사용자 최종 가격책정 및 서비스 가용성, 

주파수 권리를 둘러싼 다툼 그리고 심지어 위성의 반사광이 

지상 천문대의 관측을 교란함에 따른 시각적 공해에 관한 

우려까지 포함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28 이 젊은 산업

에 속한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여기서 소개한다: 

서비스 기대치의 충족. 기업의 위성 성좌가 약속한 속도와 

지연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해상도 영상, 고속 금융 

거래, 그리고 IoT 기기들의 방대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빠를 수 

있을까? 이는 확실히 가능하다-최근의 원웹의 서비스 시연 

운영 테스트는, 400Mbps의 속도로 40밀리 초 이하의 

지연 시간을 가지는 FHD 동영상 스트리밍을 실현했다29-

그러나 기술이 예상대로 동작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위성 안정성의 보장. 이 새로운 세대의 위성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첨단 위성 발사체와 제조 기법은 또한 상대적

으로 새로운 기술이다. 이들 기법이 대규모 위성 성좌의 

제조, 발사, 배치를 위한 짧은 기간을 맞추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은 궤도에서의 기대수명 동안 작동하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결과물의 설계와 시험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 만약 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빠르고 안전하게 궤도에서 내릴 수 있음을 기업이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스페이스X는 이미 최초 발사한 60기의 위성

중 3기를 상실했다(이들은 수동적으로 궤도에서 이탈된 뒤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질 것이다).30 

우주 쓰레기의 관리. 많은 이들이 새로운 물체 수천 개의 

지구 저궤도로의 진입이 기존 궤도를 붐비게 만들 뿐만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고속 전송: 대역폭 혁명인가 아니면 한 뭉텅이의 우주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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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위성들 사이의 더 많은 합을 기하급수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위험한 환경을 창출하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한다. 

연쇄적인 충돌로 인해 궤도 위에 수많은 파편이 생성되어 

지구 저궤도가 수 세대 동안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케슬러 

신드롬(Kessler Syndrome)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보길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31 

불행히도, 위성 충돌에 대한 전망은 가설만이 아니다. 2019년

9월 2일,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은 스타링크

위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학 위성 1기의 회피 기동을 

수행해야만 했다.32 이러한 기동의 수행은 두 위성의 충돌 

가능성이 1/10,000 이상일 때 일반적인 관행이다.

서로 다른 상업 및 정부 조직들이 현재 위성 간의 합을 

어떻게 처리할지 뿐만 아니라, 사용 연한 막바지에 다다른 

위성을 어떻게 안전하게 궤도에서 이탈시킬지를 주관하는 

규칙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 문제를 관리

하기 위해 지상 레이더와 같은 추적 기술의 개선과 머신러

닝 알고리즘의 이용을 탐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적인 협력이 늘고 있고, 기업들 스스로도 이를 앞서가려 

시도하고 있다. 원웹은 스스로 이를 준수하고 다른 이들이

고무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대한 책임(Responsible Space)’

이라고 칭한 지침과 실무 체계를 수립했다. 원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그렉 와일러(Greg Wyler)가 말하길, “내 묘비명에는,

‘우주 쓰레기를 만들다’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다’가 적혀야

한다.”33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영화 ‘필사의 도전(The Right 

Stuff)’의 등장인물 거스 그리섬(Gus Grissom, 역주: 1960년대

미국 우주계획 우주 비행사)이 말했듯이, “돈이 없으면, 우주

비행사도 없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위성

광대역 사업에 쏟아 넣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가 실제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청구할지-구독료와 

사용자 터미널 비용으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그리고 더 전통적인 대안과 비교해 비용 경쟁력이 있을지도 

잘 알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이들 많은 위성의 기대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7년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들이 

선단을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위성을 발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안전하게 오래된 위성을 궤도에서 

내려야 함을 의미한다-이는 지속적인 운영비용을 발생시키고

고도로 동적인 궤도 환경을 유발한다.

우주에서의 기기 운영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은 모두 

악명 높게 어렵고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위성 광대역 사업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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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광대역 인터넷 위성 성좌와 대규모 성좌의 가장 큰 영향은-그들이 성공적으로 배치되고 활성화된다면-짧은 지연 시간과 빠른 속도를

가진 인터넷 연결을 현재 무선 통신탑의 도달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고속 유선망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접속이 전혀 없는 1억3,800만 명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나, 광대역에 접속하지 못하는 48%의 북구권 

사람들에게 있어, 그 효과는 혁명적일 것이다.34 휴대전화 확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는 여러 사회적 및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 모험사업가들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정부에 혜택을 줄 수 있다. 빠르고 안정적인 전 세계적 통신이 필요한

기업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성 광대역 인터넷은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거나 그들이 새로운 서비스의 장점을 완전히 누리도록

해준다. 

하지만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되길 원하는 이들 그리고 시장이 많은 

열린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광섬유, 케이블, 무선통신 서비스의 진정한 대안이 되는데 필요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공급자들이 일정을 맞추고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인터넷 연결이 없는 이들이 과연 연결

을 원하고,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그들에게 적절한 가격대일까?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공급자들이 이익을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을까? 공급자들에게 있어, 범용 목적의 공급자가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특정 활용처와 틈새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까? 이 

기술이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가능자로서 작동하게 될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만약 이들 위성 성좌 중 성공적이라고 증명

된 업체가 한 곳 이상일 경우 너무 많은 통신 용량이 남아돌게 되지 않을까? 

현재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원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살아남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 관찰자들은 또한 주의 깊게 시장참여자들의

전체 생애 주기를 모니터링해 규제 승인을 획득하고, 투자자들을 확보하며,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며, 위성 

성좌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길고 굽은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발사 실패 혹은 위성의 고장이건 간에 사고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들이 이들 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 그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더 많은 위성이 배치되고 더 많은 학습이 이뤄짐에 따라, 위성의 배치 속도, 빈도, 할당, 그리고/혹은 궤도 파편의 이전에 관한 규제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간에 의견 불일치와 도전과

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안테나와 터미널과 같은 실행 기술과 부품 

기술의 진화가 전반적인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발전되고 안정적인 공급자를 가진 기업들이 더 나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통신기업들과 현재의 위성 인터넷 공급자들이 초기에 격변을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변환적임을 증명할지도 모른다. 서비스의 가격과 지상장비의 비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우주 사업은 결코 

값싸지 않다. 따라서 저가격으로 인한 격변은 있음직하지 않다-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휴즈와 인텔샛, 두 전통적인 위성 사업자는 원웹에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박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35 다른 통신회사들은

 위성 광대역 사업자들에게 현재 자신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전원 및 저개발 지역을 넘겨주려 할지도 모른다. 

이들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중간망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통신사를 도와줄 수도 있다.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우리에게 통신 혁명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한 뭉텅이의 우주 쓰레기를 안겨줄 것인가? 경주는 시작

되었고, 비록 상당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겠지만, 이 초창기의 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고속 전송: 대역폭 혁명인가 아니면 한 뭉텅이의 우주 쓰레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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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미로를 헤쳐가기

위성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 어디이고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관리와 위성 서비스의 승인 및 허가를

책임지는 다수의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해당 기구가 캐나다 혁신, 과학,

경제 발전국(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과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디지털개발통신언론

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이다. 인도에서는 인도 통신 규제 위원회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이고 중국에서는 전파규제국(Bureau of Radio Regulation)이다. 

특히 중요한 두 규제당국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으로, 위성통신을 관장하는 국제 규제 당국이다. 정보 및 통신 기술에 책임을 지는 유엔 기구로서, ITU는 

전 세계 무선 주파수와 위성 궤도를 할당하고, 기술 표준을 개발하며, 접속 개선을 위해 일하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를 제공한다. ‘그들이 사는 곳과 수단에 상관없이-전 세계 인류의 연결’을 향해 일함으로써, ITU는 통신을 통한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의 추진을 목표한다.36

ITU는 주파수 권리와 위성 배치 시점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위성 사업자는 공식적으로 ITU에 요청을 제출한 후, 

빈자리를 새로운 혹은 기존의 위성으로 채우기까지 7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고, 그 자리에 위성을 최소한 90일 

동안 유지해야만 한다. 권리가 할당된 후에는, 새로운 위성 시스템의 기존 위성 시스템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한 궤도의 빈자리와 주파수의 ‘재고 비축’이 일어날 수 있어, ITU는 현재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규정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37

다른 중요한 규제당국은 미국의 FCC인데, 미국이 위성 광대역 서비스의 가장 큰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FCC의

책임은 위성 인터넷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영역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효율적이고 널리 가용한 

통신 서비스의 실행, 경쟁과 혁신의 보장, 그리고 상업용 주파수 승인의 할당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FCC는 상업용 위성 

서비스의 계획 승인과 허가 부여를 책임지는데-다른 국가에서 승인된 서비스의 인가도 포함한다. 

위성 광대역 사업자의 활동을 추진하는 한 가지 중요한 FCC 규제는 위성 시스템의 수립을 추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승인

후 6년 안에 적어도 위성 성좌의 50%를 발사해 운영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되고 할당된 주파수가 

회수된다는 조항이다. 더 나아가, 전체 위성 성좌는 반드시 9년 안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후 그 

위성 성좌는 이미 궤도에 있는 위성들만으로 만족하고 운영되어야 한다.38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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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향하여

스마트폰 승수(multiplier) 효과 

스마트폰 승수효과가 2020년에만 4,59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거라고 예측한다.1 이는 전년대비 15%(580억 달러)

의 매출 증가를 나타내며, 이미 스마트폰이 2020년에 달성

할 수 있을지 모를 6%(266억 달러)의 성장을 능가한다.2 

2020년 스마트폰 매출이 4,840억 달러에 도달한다고 예측

되는 상황에서,3 전체 스마트폰 생태계-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승수효과를 더한-는 9,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트폰 판매는, 당연한 말이지만, 큰 사업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조차 스마트폰 보유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의한 총합과 비교하면

곧 빛이 바래기 시작할지 모른다-이것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승수 효과’다. 셀카봉과 벨소리부터 모바일 광고와 앱까지, 

스마트폰 승수효과로 인한 매출은 단 몇 년 안에 스마트폰 

자체로 인해 창출되는 매출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딜로이트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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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는 셀룰러 및 유선 광대역 인터넷 접속에 대

해 예상되는 미래 지출은 포함되지 않았고, 각각은 또한 

2020년에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승수효과로 인한 

시장이 2023년까지 매년 5-10% 성장한다고 예상하는데, 

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들의 지속적이고 탄탄한 성장

으로 인해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2023년까지 스마트

폰 승수효과가 매년 0.5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2020년 스마트폰 매출이 

4,840억 달러에 도달한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체 

스마트폰 생태계-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승수효과를 더한-는 

9,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승수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스마트폰 승수에는 다양한 일련의 제품과 서비스(그림 1)가 

포함되는데, 대부분이 다음 3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  하드웨어. 음악용 액세서리, 배터리 관련 액세서리, 

웨어러블과 스마트스피커 같은 부가 기기, 셀카봉 및 

짐벌과 같은 카메라 액세서리, 케이스 및 화면보호 필름, 

폰 받침대, 그리고 여분의 부품. 

●  콘텐츠. 모바일 광고와 게임, 음악, 동영상, 그리고 많은 

다른 콘텐츠 유형을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  서비스. 수리, 보험, 클라우드 저장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웨어러블과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단상

딜로이트의 2020 스마트폰 승수효과 전망은 웨어러블(주로 피트니스 트래커와 스마트워치)과 스마트스피커 매출을 

포함하는데 왜냐하면-이들이 자체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기기의 유용성이 스마트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비록 스마트워치에 자체 화면과 프로세서가 있고, 몇몇 모델은 무선 모뎀을 갖췄긴 하지만, 기기의 유용성은 스마트폰에

동반되는 기기로서 작동할 때 크게 향상된다.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배터리는 무선 모뎀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다.5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이러한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데,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워치의 화면

으로 일부 정보(뉴스 혹은 메시지와 같은)를 전달해 준다. 

피트니스 트래커 및 스마트워치와 관련해, 이들 기기가 수집하는 운동 및 환경 데이터(걸음 수, 심박동수, 소음 정도)는 

스마트폰의 큰 화면에서 더 포괄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또한 스마트폰의 모뎀을 통해 더 손쉽게 공유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의 경우, 방대한 대부분의 제품에 화면이 없어 설정을 조정하려면 스마트폰의 사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와 같이 기기가 생성하는 어떤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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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폰 승수효과로 인한 시장은 다양한 일련의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한다
2020년 스마트폰 승수효과의 가치 (10억 달러)

출처: 앱 애니(App Annie), IFPI, 제니스(Zenith), 그리고 기타 출처로부터의 데이터를 딜로이트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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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폰 액세서리 매출 하나가 다른 많은 기기 범주들의 매출을 왜소하게 만든다
2020년 스마트폰 승수효과 하드웨어 매출 (10억 달러)

출처: 카날리스(Canalys), IDC, 슈퍼데이터(SuperData), 그리고 기타 출처로부터의 데이터를 딜로이트가 분석

2020년, 딜로이트는 스마트폰 승수효과의 3가지 대형 구성

요소들이 모바일 광고, 앱(주로 게임), 하드웨어 액세서리

일 거라고 예상한다. 우리는 이들 세 가지 요소가 2020년에 

다 합쳐 3,700억 달러, 혹은 전체 승수효과의 81%를 창출

할 거라고 예측한다. 그 규모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

하드웨어 액세서리의 단독 가치(770억 달러)가 다른 제품군

전체 가치의 몇 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이는 태블릿

(250억 달러)의 3배 이상, 비디오 게임 콘솔(150억 달러)

의 5배 이상, 스마트스피커(90억 달러)의 8배 이상, 그리고 

가상현실 기기(70억 달러)의 11배 이상이다.6

최상위 3가지 스마트폰 승수효과 

수익 상품의 내부 상황

모바일 광고: 수십억 달러의 가치

스마트폰 승수효과의 가장 큰 수익 상품인 모바일 광고는 

스마트폰의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에도 불구하고 번창해왔다.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은 면적만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기는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매우 많이 사용되며, 개인적 속성

이 강하다. 딜로이트는 스마트폰이 모든 모바일(스마트폰과 

태블릿) 광고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2020년 1,76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8% 성장을 이룬다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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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고 자체가 계속해서 강하게 성장할 전망인데, 

이미 2019년에 세계 최대의 광고 매체인 TV 광고를 따라잡

았다.7 전체 광고비 지출 중 모바일 광고의 지분은 2017년

에서 2020년 사이 13.2%까지 늘어난다고 전망된다(그림 3). 

이는 같은 기간 동안 TV 광고의 4.7% 하락과 대조를 이룬다. 

이어지는 해에도 또한 모바일 광고는 새로운 모바일 광고 

형식의 도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2020-2021년

동안 모바일 광고에 대한 지출은 13%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까지 전체 광고 수익의 절반 이상(52%)을 

온라인 광고 전반(모든 기기에 걸친)이 차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8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온라인 광고의 성장이 온라인 

동영상과 소셜미디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이들 

장르는 주로 스마트폰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 강화

되었다.9

딜로이트는 스마트폰이 모든 

모바일 광고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2020년 1,76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8% 

성장을 이룬다고 예측한다.

그림 3

모바일 광고 수익이 2020년 처음으로 TV 광고 수익을 추월한다

출처: 제니스(Zenith), ‘광고 지출 전망 2019 9월’,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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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광고주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은 기기의 상거래를 위한 매끄러운 역량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단지 몇 번의 터치만으로 상품을 찾고, 살펴보며, 

구매하고, 평가를 남길 수 있다. 앞서 저장된 신용카드와 주소 

정보가 생체 인증 방식과 짝을 이뤄 거래를 거의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증강현실 필터와 같은 새로운 기능은 심지어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에도 상품을 시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은 카일리 제너(Kylie Jenner)의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상품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10 이 점이 TV 및 인쇄물 

광고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광고와 대조를 이루는 데, 전통적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 검색 혹은 구매를 위해 인터넷

연결된 화면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모바일 광고 수익은 시각 검색(visual search, 또한 역 이미지 

검색[reverse image search]으로도 알려진)의 도입으로 인해

더 신장될 수도 있다.11 시각 검색에서는, 단어보다 이미지가 

검색어 역할을 수행한다. 노트북이나 태블릿보다 물체 사진촬

영 역량이 훨씬 강력한 스마트폰은 그러한 검색을 개시하는

데 이상적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역량이 특히 저조도 환경

에서,12 계속해서 개선됨에 따라 시각 검색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시각 검색은 서구에서 이제 막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는데, 현재 검색의 최대 

1/4이 이미지로 시작된다. 선도적인 시각 검색 엔진인 알리바바

의 타오바오(Taobao)는 1천만 가지 상품의 30억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관리한다.13

스마트폰은 또한 한 가지 광고 형식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앱 설치 광고인데, 2020년에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14 앱 내에서 표시되는 앱 설치 광고는 

사용자들이 다른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권장한다. 설치되고 

실행된 각각의 앱이 대가로 몇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앱이 모든 기기에서 가용하긴 하지만, 이들의 사용률은 스마

트폰에서 가장 높아 스마트폰을 앱 설치 광고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만든다.

흥미롭게도, 모바일 광고는 2014년 이래 온라인 광고 지출액

의 거의 모든 성장을 책임져왔다. 모바일 광고 지출은 2015년

560억 달러에서-전체 온라인 광고의 약 1/3-2021년에는 

2,510억 달러로 증가해 전체의 71%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PC 온라인 광고 지출은 매년 약 1,020억 달러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15

그림 4

모바일이 모든 온라인 광고 지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지출 (10억 달러)

출처: 제니스, ‘광고 지출 전망 2019 9월’,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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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2019년 9월에 개시한 게임 구독 서비스인 애플 아케

이드(Apple Arcade)는 가구당 한 달에 4.99달러의 비용으로 

100가지 이상-일부 게임은 모바일 기기의 경우 이 플랫폼 

독점-의 게임을 제공한다.21 구글도 자체 게임 구독 서비스인 

플레이 패스(Play Pass)를 2019년 9월 23일에 개시했다.22

모바일 게임 산업은 의심의 여지없이 스마트폰의 증가한 

처리 능력의 혜택을 보아왔는데, 발전된 처리 능력은 게임

플레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은 

이제 120Hz 게임을 지원한다. 120Hz에서는, 화면이 초당 

120번 갱신되는데,23 매끄러운 동작의 그래픽이 가능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임에 이상적이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100가지 이상의 게임이 이 프레임 속도를 지원

한다.24

게임플레이가 클라우드에서 이뤄진 후 기기로 전송되는 게임

스트리밍의 도입이 이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지도 모른다. 

구독형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1세대 중 하나인 해치 프리미엄

(Hatch Premium)은 해치 오리지널(Hatch Originals)을 

포함해 100가지 이상의 고품질, 프리미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기기의 저장 

공간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게임 스트리밍은 또한 대규모

협력 플레이를 가능케 한다: 수백 명의 사람이 집단으로

퍼즐을 풀고, 적을 사냥하며, 경주를 할 수 있다. 5G에서 

가용한 짧은 지연 시간은 모바일 게임을 더욱 매력적인 경험

으로 만들 수 있다.25

앱: 게임, 게임, 
그리고 더 많은 게임들

스마트폰 승수효과 시장의 두 번째로 큰 구성요소는 앱인데,

이는 2020년 1,18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16

우리는 앱스토어의 가치가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성장한다고

예상하는데 주로 기존 앱들에 의해 주도된다고 본다.

아마 전혀 놀랍지 않겠지만, 우리는 2020년 매출 기준 최고의

앱스토어가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가 될 거라고 예측

한다.17 이들 두 스토어는 합쳐 2020년 전체 앱스토어 매출의

약 3/4를 창출한다고 예상된다. 나머지 수익은 다른 수백 

곳의 앱스토어 걸쳐 분산될 텐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 

화웨이, 샤오미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의해 관리된다.18

많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스토어들이 중국에 위치하는데, 

약 300곳의 앱스토어가 있다고 추정된다. 

게임, 사진과 동영상, 연예오락 및 생활양식, 소셜 네트워킹,

음악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앱들이 존재한다. 추가로,

앱스토어 매출에는 주문형 동영상 및 음악 구독 서비스 매출의

일부 지분이 포함된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대형 콘텐츠 

공급자들은 구독자들에게 직접 비용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게임 앱들이 단연코 가장 많은 돈을 번다. 2020년 약 80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10% 

이상의 성장이다.19 그리고 비록 휴대전화와 게임이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이긴 했지만-대부분의 2G 전화에 최소한 

게임 하나는 기본으로 내장되었었다(뱀 게임을 기억하는

가?)-스마트폰은 앱스토어 및 프리미엄(freemium) 사업 

모델(역주: 앱은 무료지만 추가 콘텐츠 구매를 유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함께 모바일게임 시장의 막대한 성장을 

가능케 했다. 한 예측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의 

게임 앱 매출은 2022년까지 1,000억 달러를 능가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의 80% 이상을 책임진다고 

한다.20 모바일게임 구독 서비스가 가용해짐에 따라 매출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은 

의심의 여지없이 스마트폰의 

증가한 처리 능력의 혜택을 

보아왔는데, 발전된 처리 

능력은 게임플레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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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관련 액세서리(외부 배터리, 교체용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고속 충전기의 구매가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성장 동인인데, 

특히 더 많은 스마트폰이 USB-C 기술을 통합해 감에 따라 

더욱 그렇다. 현재, 충전기들은 가능한 전력 전송률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표준적인 충전기는 2.5W로 작동하는데,

반면 스마트폰용 가장 빠른 충전기는 40W로 작동한다.29 

하지만 USB-C 충전기는 최대 100W로 작동할 수 있고-

현재 표준보다 40배 더 빠른-또한 양방향성도 지원한다

(따라서 기기가 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낼 수도 있다.)30 

USB-C로의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앞으로 업그레이드 구매가 수년 동안 이어

짐을 시사한다.

무선 충전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무선 충전기는 전력을 더 느리게 전송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더 편리하다고 여길 수 있다. 비록 선진국에서도 오직 소수

(약 20%)의 스마트폰 소유주들만이 지금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해 Qi 표준을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제 

앞으로 보유가 증가할 전망이다.31 공통 표준의 확립이 

제3자 액세서리 제조사들이 더 폭넓은 범위의 무선 충전기

들을 선보이도록 촉진할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해 가격 

하락도 지속될 것이다. (오늘날 무선 충전기의 가격은 10달

러가량이고, 점점 더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32 또한, 

소수의 무선 충전기들은 이제 다수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33 사용자들이 무선 이어폰,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워치와 같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더 많은 주변기기

들을 누적해 보유함에 따라 이 기능의 매력이 더 커질 것이

다.

하드웨어 액세서리: 
헤드폰, 배터리, 케이스

2020년 7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추정되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액세서리 시장은 세 가지 주요 하위 범주로 나뉜다:

음악, 전력, 그리고 보호. 이들 중, 음악과 전력 부문이 중기

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헤드폰 판매가 다음 몇 년 동안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주로 유선 헤드폰을 무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용자들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현재, 유선 헤드폰은 폭

넓은 선진국(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스마트폰 소유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다. 

딜로이트의 2019년 선진국 대상 모바일 소비자 설문조사

에 따르면, 68%의 스마트폰 소유자들이 유선 이어폰을 

보유했고, 반면 단지 23%만이 무선 모델을 가졌다.26 그러나

비록 무선 이어폰이 더 비싸긴 하지만-고급 무선 이어폰은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달러 사이 가격인 반면, 단순한 

유선 이어폰이 30달러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음-무선 제품은

사용 편의성 면에서 더 우위를 가진다: 풀어야 하는 선이 없고,

움직이는 팔이나 의자 팔받침에 걸려 벗겨질 확률도 낮다. 

일부는 무선 이어폰이 또한 더 나은 음질을 제공한다고 주장

한다. 다음 몇 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사용자가 유선을 

버리게 되어, 무선 이어폰의 판매를 2018년의 4,600만 개

에서 2020년 1억2,900만 개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27

추가로,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새로운 기능이 가용해질 

때마다 헤드폰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예상한다. 

음질, 소음 제거, 배터리 시간, 방수, 무선 충전의 개선이 

모두 가능하다. 스마트폰 소유자 중 소수는 또한 다수의 헤

드폰을 구매할 텐데, 각각은 사무실, 운동, 통근, 고음질과

같이 서로 다른 상황에 적합할 것이다. 현재, 영국의 헤드폰 

소유자 중 28%가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 11%는 세 

가지, 9%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28

헤드폰 판매가 다음 몇 년 
동안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주로 유선 
헤드폰을 무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사용자들
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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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보조 배터리팩의 인기 또한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필요할 때 충전 지점이 항상 가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 보조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2017년 163억 달러에

서, 2025년까지 194억 달러로 증가가 예상된다.34 절반을 

갓 넘는(51%) 선진국 스마트폰 보유자들이 현재 보조 배터

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 배터리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전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매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USB-C로의 

전환이 더 많은 용량과 더 빠른 속도에 굶주린 소비자들에 

의한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보조 배터리 업그레이드의 

물결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기반이 되는: 

36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과 

계속되는 증가세

모든 성공적인 기기는 관련 생태계를 배양하고-이후 이에 

의존한다. 기기가 더 좋을수록, 생태계는 더 다채로워진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관련 액세서리, 기기, 콘텐츠, 서비스

의 순전한 숫자와 다양성이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확실히 자리매김한다. 

오늘날 대략 36억 개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막대한 사용자 기반이 스마트폰 승수효과의 본질

적인 기초인데, 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비록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간 14-16억 대 수준으로 거의 천장에 

도달한 듯 보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의 전체 숫자는 

전 세계적 그리고 국가 차원 모두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2020년 예상되는 스마트폰 판매량 16억 대는 

다른 모든 주요 소비자용 기기의 예상 판매량의 몇 배가 되는 

규모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2020년 스마트폰 판매량은 5G에 힘입어 다소 성장이 예상

된다.35 그 이후 몇 년 동안은 비록 크지는 않다고 해도 판매량 

감소가 전망된다. 이런 가능성을 가리키는 한 가지 신호는 

많은 시장에서 늘어나는 교체 주기다. 예를 들어, 유럽에

서 가장 큰 5곳의 시장에서 새로운 휴대전화의 평균 수명이 

2016년 23.4개월에서 2018에는 26.2개월로 늘어났다.36 

이는 스마트폰이 기능 한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주요한 판매 동인인 업그레이드가 주요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해 가는 듯 보이는데, 그들이 기계적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셀카, 추가적인 후면 카메라 렌즈, 혹은 깊은 물 

속에서의 방수와 같은 추가 기능37이 값어치를 한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38

5G 휴대전화의 출시가 수요를 소소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 플립폰과 피처폰 사용자들이

한 번에 스마트폰과 4G로 업그레이드를 감행했을 때와는 

달리,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최초로 가능한 기회에 

5G 기기를 구매하려는 동기가 약할 수 있다. 4G로의 업그

레이드는 외부에서도 Wi-Fi와 비슷한 수준의 경험을 제공해,

획기적으로 사용 경험을 개선했었다. 5G는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적인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다.

모든 성공적인 기기는 
관련 생태계를 배양하고-
이후 이에 의존한다. 
기기가 더 좋을수록, 
생태계는 더 다채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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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지급결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모바일 지급결제 거리의 가치 (1조 달러)

출처: 중국인민은행, 카이신 데이터(Caixin Data), 아론 클라인(Aaron Klein)의 “중국의 새로운 지급결제 체계가 미래인가

(Is China’s new payment system the future)?”,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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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 판매량 측면에서 이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관된 매출 흐름-광고, 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기반으로서 이의 위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0.5조 달러 규모에 접근한 이들 부수적인

수익이 다음 5년 안에 스마트폰 매출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은 최선의 기회가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아닌, 스마트폰이 창조한 방대하고 성장하는 시장에 놓여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서 대규모 시장 중 하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물리적 매장에서의

지급결제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지급결제는 이미 중국에서 일반적인데, 거기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2018년

41조 달러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그림 5).39 하지만 서구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도 막대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서구 소비자들만이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긴 하지만-몇몇 주요 업체들이 이를 위한 대안을 제공

함에도 불구하고-더 많은 사람이 장점을 깨달음에 따라 도입이 늘어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지급결제는 미국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칩 방식의 신용카드와 PIN 입력 혹은 카드를 긁고 서명하는 방식보다 더 안전하다. 앞의 두 방식의 경우, 도난된

카드가 부정이 적발되기 전에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 개인의 서명은 위조가 가능하다.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는 어깨너머로 훔쳐봐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거래 건마다 사용자를 인증하고, 생체 인식이 가능해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지문 정보나 얼굴 인식 정보의 도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매우 자원이 소모

되는 작업이다. NFC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는 일회용 토큰을 이용해 각각의 지급결제를 인증한다. 만약 이 토큰을 가로챈다 

해도, 다른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40 이런 역량은 개별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속도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될 수 있다.41

또 다른 기회는 업무용 이메일과 파일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업용 

앱이다.42 오늘날 특히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많지 않다: 2020년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24억 달러의

소소한 직접 매출을 창출한다고 전망되는데, 같은 해 소비자용 앱에 대해 기대되는 1,180억 달러 매출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43 모바일용으로 자체 B2B 소프트웨어-인트라넷 접속부터 비용 처리까지-의 규모를 성공적으로 줄여 재개발할 수 있는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잠재적인 금광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딜로이트는 선진 시장에서 오직 약 2/5의 직원들만이 현재 

통화와 인스턴트 메시지 수준을 넘어 업무 작업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한다.44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생활로 더 

매끄럽게 통합을 이룬 앱, 액세서리, 주변 기기가 없는 삶도 그렇다. 흥성하는 스마트폰 승수효과 시장은 스마트폰 역량을 

연장하기 위해 심지어 더 많은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분명한 기회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 기회가 곧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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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의 놀라운 지속 능력

TV 안테나의 활용

20억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광고 지원을 받는

주문형 동영상(ad-supported video on demand, AVOD)의

2020년 예상 매출 320억 달러와 함께,1 지상파 TV는 

전 세계 TV 산업이 줄어드는 TV 시청시간과, 일부 시장에서

유선방송 가입자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성장을 유지

하도록 돕고 있다. 

970년대에, TV 안테나는 전 세계의 지평선을 지배

했었다. 2020년, 이런 모습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 놀라운가? 놀라지 말라: 딜로이트는 2020년

전 세계에서 적어도 4,500만 가구에 해당하는 16억 명의

사람들이 전체 TV 시청 중 최소한 일부를 안테나를 통해

볼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이는 추정치의 최솟값이다:

검증된 데이터로부터의 추정치는 심지어 그 숫자가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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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모든 게 공짜인 TV에 돈을 대는가? 광고주들이다. 우리는 

전 세계 TV 광고 수익이 2020년 4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고, 

2019년의 1,810억 달러 대비 2021년에는 1,850억 달러에 

도달한다고 예측한다. 규모 측면에서, 이 시장의 크기 변화는 

일반적인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

하는 시장의 방향은 여론과 다를 수 있다. 혹자는 TV 광고매출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40억 달러나 줄 수 있다고 예상

하기도 하지만,2 우리는 반대로 같은 규모의 광고매출 증가를 

예상한다. 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증가는 감소보다 

좋은 현상임이 분명하다!

왜 TV 안테나가 중요한가? 2019년 한 멕시코 방송인이 한 말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상파 TV 방송은 대중시장 접근에 가장 

효율적인 매체다.”3 연예오락 대안들이 급증하고 확산된 시대에서 

지상파 TV 시청자의 막대한 숫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지상파 TV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큰가? 

둘째, 전체 TV 산업은 무슨 역풍에 직면했는가?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그리고 왜 TV 광고시장은 그렇게 회복탄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까지 하고 있는가? 

TV 안테나의 활용: 지상파 TV의 놀라운 지속 능력

TV 산업의 분해: 방송사, 배급사,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치르는가

TV 산업에서 정확히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헷갈릴 수 있는데, 특히 

전송 기술과 인수합병이 기업 간의 경계를 흐리는 시대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짧은 기본 지식을 설명한다.

TV 산업은 두 가지 기본 유형의 기업으로 구성된다: 방송사와 배급사가 그들이다. 아주 단순히 말해, 방송사는 TV 콘텐츠

를 제작하고 종합하는 회사다. 상대적으로 순전히 방송국 역할만 하는 사례-거의 모든 수익을 광고 혹은 라이선스 수수료

에서 얻고, 중요한 배급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는 미국의 CBS, 영국의 BBC, 이탈리아의 RAI, 일본의 NHK, 인도

네시아의 TVRI, 브라질의 Globo, 남아공의 SABC가 포함된다. 이들은 자체 방송(드라마, 코미디, 뉴스, 스포츠 등등)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로부터 방송을 구매하고, 이들을 묶어 채널로 전송하는데, 각 채널은 선형적인 일정의 일부

로서 특정 순서로 특정 시각에 제시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자체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TV 방송의 초창기에, 이들 프로그램을 시청자들 앞에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중을 통한 전송뿐이었고, 방송사는 

안테나를 장비한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TV 송신탑에 수십억 달러를 써야 했다. 이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유산은 지속되었고, 많은 방송사가 오늘날까지 (시청자들에게) 무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과 함께 지상파 전송에 대한 대안들이 등장했는데, 여기가 바로 배급사들이 끼어든 지점

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통한다. 미국에서, 이들을 정확히 칭하면 MVPDs(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이들의 서비스를 ‘케이블’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배급사가 실제로는 유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말이다. 상대적으로 순전한 TV 배급사-거의 모든 수익을 다른 회사 

콘텐츠의 배포와 인터넷 연결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고 상당한 방송 사업을 스스로 영위하지 않는 기업-의 사례에는

미국의 차터(Charter), 멕시코의 디쉬 멕시코(Dish Mexico), 독일의 보다폰 카벨 도이치란트(Vodafone Kabel 

Deutschland), 인도의 아시아넷(Asianet), 한국의 KT 스카이라이프(Skylife), 남아공의 오픈뷰(Openview)가 있다. 

배급사는 순수 배급사건 아니건 간에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TV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전송하는 기업들이다-여전히 

지상파 TV를 통한 시청이 가능한 방송사들이 만드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말이다. 일반적으로, 배급사는 다수의

방송사로부터 채널들을 가져와 이를 꾸러미(‘패키지’ 혹은 ‘번들’로 불리는)로 편성한다. 이후 회사는 이들 꾸러미를 

시청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전송하는데 현재 회사가 갖춘 모든 기술을 전부 사용한다: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전화선,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혹은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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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는 대부분의 수익을 방송 프로그램에 광고를 싣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주들로부터 얻는다. 방송사는 또한 

배급사로부터도 약간의 돈을 버는데, 배급사는 방송사의 채널을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방송사에 재전송 승인 

수수료를 지불한다. 반면 배급사는 채널 묶음 상품을 시청자들에게 한 달에 110달러의 비용으로 판매해, 대부분의 수

익을 가입자들로부터 얻는다. 그들은 대체로 광고주들에게 광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

방송사와 배급사 간의 분명한 차이가 기업 차원에서 꾸준히 사라져가고 있는데, 배급사로서 시작한 기업들이 방송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TV 산업 시장참여자들이 

순전히 한 가지 역할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방송사이자 동시에 배급사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용어 또한 헷갈릴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유료 TV’를 시청자가 수신을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

는 모든 콘텐츠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전송 방식이 케이블, 광섬유, 방송 위성, 혹은 인터넷(가상 MVPD, 혹은 

vMVPD라고 알려진 방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같은 기업 개체가 방송사와 배급사 모두를 소유하고 있건 아니

건 간에 말이다. 하지만, 일부 사회에서, 이 시장은 케이블 플러스(cable plus) 혹은 MVPD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장은 또한 ‘전통적 TV’라는 용어를 지상파 TV, 케이블 TV, 통신사가 제공하는 IPTV, 위성 TV, vMVPD를 합쳐서 지칭

하는 데 사용한다. 전통적 TV는 MVPD 혹은 안테나를 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가 제공하는 모든 무료 지상 방

송과 선형 방식의 유료 TV를 전부 포함한다. 하지만 넷플릭스(Netflix)와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과 같이 주문

형 비디오 구독(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혹은 유튜브(YouTube)와 같은 사용

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SVOD와 UGC 모두 다양한 면에서 TV와 비슷하고, 시청자들은 종종 

전통적 TV를 이들 서비스로 대체하곤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들 서비스는 전통적인 TV 

산업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는다. 

숫자: 지상파 TV 시장의 

규모 추정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 전 세계 지상파 TV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곳은 하나도 없다. 개별 국가에 대한 

자료는 일부 존재하고, 규제당국은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

에서 디지털로의 다양한 전환(주파수 대역 재할당에 있어 

중요한 주제)에 관해 글을 써왔다.4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TV 방송 중 적어도 일부를 안테나를 이용해 시청

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전 세계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인다. 

2020년의 지상파 TV 시청자 수가 16억 명이라는 딜로이트의

추정은 전체 인구의 합이 66억 명인 83개국의 검증된 자료

에 기반한다(그림 1). 이들 중,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

아가 지상파 TV 시청자의 대부분을 보유했다고 예상된다

(그림 2).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지상파 TV 침투율

측면에서 이웃 국가들을 닮았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의 전

세계 지상파 TV 시청자 수는 20억 명이라는 막대한 수로 늘어

나게 된다. 맥락의 이해를 위해 예를 들자면, 이 추정치는 

2020년 케이블, 통신사 제공 IPTV(Internet protocol TV), 

위성 방송을 통한 유료 TV 시청자들을 전부 합친 수보다 

대략 50% 이상 더 큰 수치다. 

2020년의 지상파 TV 
시청자 수가 16억 명이라는 
딜로이트의 추정은 전체 
인구의 합이 66억 명인 
83개국의 검증된 자료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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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그림 1

지상파 TV의 죽음에 관한 소문은 크게 과장되었다
2020년 지상파 TV 시청자 예상치 (백만 명)

그림 2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가 지상파 TV 시청자 수 상위권을 차지
검증된 데이터 기준, 2020년 지상파 TV 시청자 수 예측치 최상위 12개국 (백만 명)

검증치 추정치

출처: 공공 데이터의 딜로이트 분석 결과

출처: 공공 데이터의 딜로이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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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할아버지의 토끼 귀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형태다

50년 전, TV 안테나는 두 가지 종류의 형태를 가지곤 했다: TV 수상기 위에 올려진 토끼 귀 모양의 고전적인 한 쌍의 

안테나(실내 전파 도달률이 충분히 좋은 지역에서 사는 운 좋은 사람들을 위한) 혹은 지붕에 설치하는 UHF/VHF 공중 

안테나였는데, 후자는 크기가 큰 데다가-10미터 높이에 100kg 이상의 무게를 가진 경우가 많은-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설치해야만 했다. 두 종류 모두 수만 와트의 출력으로 방송하는 송신탑으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해 작동한다. 

시장에 따라, 두 종류의 아날로그 안테나 모두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안테나 또한 대열

에 합류하고 있다. 비록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안테나보다 작고 가볍긴 하지만 일부는 지붕에 설치해야 하는데, 자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내 디지털 안테나 또한 존재하는데, 가끔은 TV 위 혹은 근처에 부착되고, 다른 경우는 

TV에 연결된 케이블과 함께 창문 근처에 놓인다. 10인치 태블릿 형태의 무언가를 닮은 이들 실내 안테나는 최소 25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80km 떨어진 송신소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 

이들 자가 설치된 디지털 안테나는 10에서 30개의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게다가, 많은 케이블, 위성, 통신사 IPTV 서비스의 일부 화질 손실이 있는 압축된 신호와 달리, 방송 신호는 무압축 

FHDTV 화질을 제공한다. 단점으로는, 광고가 있는 시장에서 무료 지상파 방송은 TV 상업 광고를 가득 실어 보낸다. 

미국에서, 평균 광고시간은 시간당 15분, 즉 25%의 광고율을 보인다.

손쉽게 디지털 안테나에 연결 가능한 DVR/PVR(Digital video recorder/personal video recorder) 솔루션이 존재한

다. 약 200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들 기기는 기본적으로 유료 TV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셋톱박스와 동일하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안테나 사용자들이 또한 DVR/PVR을 보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2019년 5월 데이터에 기반

할 때, 스트리밍 TV 또한 사용하는 미국의 성인 지상파 TV 시청자들은 하루에 단지 3분만 녹화된 TV 방송을 시청한다. 

반면에 유료 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녹화방송을 하루에 42분 시청한다(14배 이상, 그림 3).5 이는 지상파 TV 시청자 

중 극소수만이 녹화 기기를 보유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 기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

이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지상파 TV 시청자들 사이에서의 녹화 방송 시청-따라서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은 유료 TV 시청자들 사이에서의 그것보다 극도로 적다고 추정된다. 

그림 3

지상파 TV 시청자들은 유료 TV 시청자들보다 녹화된 TV 방송을 훨씬 짧게 신청한다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 및 유료 TV 또는 지상파 TV를 사용하는 미국 성인들 각각의 일일 동영상 시청시간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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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닐슨(Nielsen), 닐슨 지역 시청자 보고서: 도시별 TV 스트리밍 현황(Nielsen local watch report: TV streaming across our cities),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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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전통적인 TV 산업이 지상파 

TV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상파 TV의 회복탄력성은 전반적인 TV 산업의 환경에서 

희망적인 요소인데, 전통적인 TV 산업이 전체적으로(유료 

TV와 지상파 TV를 합쳐) 역풍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몇 가지 조짐이 앞으로의 험난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는 2020년 최근에 트렌드의 

부합해 유료 TV 가입자 수가 5백만 명 줄어든다고 예측한다

(그림 4).6 더 나아가, 우리는 2020년 미국인들이 유료 TV에 

지불하는 가격이 평균 0% 인상된다고 내다본다-2018년과 

2019년 대비 약간 더 나빠진 수치이고, 2012년과 2016년 

사이와 비교하면 훨씬 더 낮은 인상률이다(그림 5). 마지막

으로, 우리는 2020년의 TV 시청시간이 전반적으로 5% 

줄어든다고 예상하는데, 젊은 연령 집단에서는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 예측은 2019년 전 연령층에서의

전년 대비 하락 추세에 기반한다(그림 6). 2020년의 하락세는 

하계 올림픽과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덜 가파를 가능성이 

크지만, 떨어진다는 점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 

멕시코, 홍콩,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모두가 

유료 TV 가입자의 지속적인 하락을 목격하고 있다.7 

나머지 세계에서의 TV 시청률 증가는 이러한 하락을 상쇄

하고도 남는다...당장은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3/4의 유료

TV 사업자가 2018년과 2024년 사이 구독자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2/3는 같은 기간 동안 수익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8 종합적으로, 전 세계 유료 TV 구독자의 숫자는 

2018년에서 2024년 동안 8% 증가해, 2024년에는 1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9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유료 TV에 가입한다고 해도, 산업 전체로는 이전에 거뒀던 

수익을 여전히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TV 

산업의 수익은 2019년과 비교해 11% 하락한다고 전망된다.10 

그림 4

미국의 유료 TV는 꾸준히 가입자들을 잃고 있고 시장 침투율이 떨어지고 있다
2014-2020년, 미국의 유료 TV 가입자와 시장 침투율

출처: IHS 마킷(Markit) 2014-2018 데이터, 딜로이트의 2018년 추정치와 2020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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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국의 유료 TV 구독료는 2017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2011-2020년, 미국 유료 TV(MVPD)의 월 구독료

그림 6

전 연령층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TV 시청에 시간을 덜 쓰고 있다
미국 TV 시청시간의 변화, 시청 시간 및 감소율, 연령별, 2019년 1분기 대 2018년 1분기 비교

출처: 라이트만 리서치 그룹(Leichtman Research Group) 2011-2018 데이터, 딜로이트의 2018년 추정치와 2020년 예측.

출처: 닐슨, 닐슨 전체 시청자 리포트 2019년 1분기, 2019.

-25

-20

-15

-10

-5

0

-7%

-17%
-10%

-6%

-2%

2011 2012 20142013 20162015 2017 2018 2019e 2020p
0

$20

$40

$60

$80

$100

$120

0

2%

4%

6%

8%

10%

12%

$74 $79
$84

$90
$99 $103 $106 $107 $108 $108

월 구독료(달러)

성인(18세 이상

모든 시청자)

-19분 

-23분

-25분

-21분

-9분

18-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연간 변동룔



79

광고: 왜 TV 광고 수익은 

계속 늘고 있는가? 

광고주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TV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연간 선판매 행사(매년 5월에 열리는 그해 전체 연간 광고 사전판매

행사, 대형 브랜드 TV 광고 연간 지출의 약 절반이 여기서 창출)의

평균 매출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020년에는

다시 1.8% 성장이 예상된다.11 그리고 이는 단지 평균일뿐이다: 

일부 방송사는 심지어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고했다.12 

왜 방송사의 TV 광고 수익은 악화되지 않는가? 적어도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상파 

TV가 차이점을 만드는 요소들 중 또한 하나일 수 있다.

 

지상파 TV의 시청률은 전통적인 TV를 시청하는 동안 광고를 

건너뛰지 않는 수천만 명의 지상파 TV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몇몇

대형 광고시장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적어도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지상파 TV는 미국의 대규모 광고시장에서 존재감이 크고,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적어도 1,600만 가정에서 4,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상파 TV를 시청하는데,13 2010년 이후 

48%가 증가한 수치다. 1,000만 미국 가정은 오직 지상파 TV만을

보유하고 있다.14 영국에서는, 1,200만 가정에서 거의 3,000만 

명의 사람들이 지상파 TV를 시청하는데, 2012년 이후 2.3% 

증가했고 그러한 가정의 1,100만 명은 전통적인 TV 방송의 공급

원으로서 오직 무료 지상파 TV만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들 중 

많은 이들이 SVOD 서비스에도 또한 가입하긴 했지만 말이다.15

 

지상파 TV의 성장 외에도, TV 광고 회복탄력성의 또 다른 이유는 

목표 광고 혹은 ‘추적 가능한’ 광고의 발전이다. 만약 가정에 적절한

종류의 셋톱박스 혹은 TV가 있다면-2018년 절반 이상의 미국 

가정,16 그리고 2019년 약 40%의 영국 가정이 그러하다17-광고

주들은 특정한 광고를 특정한 가구로 더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고

(미국의 한 사례에서, 이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3배 비싸다) 전달

할 수 있다(비록 개별 시청자들에게는 아니지만)18. 영국에서, 

방송사들은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많은 추적 가능한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스카이(Sky)의 애드스마트

(AdSmart) 기술을 사용하는 채널 포(Channel Four)의 경우가 그

렇다.19 추적 가능한 광고는 2020년 미국에서 거의 30-40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3 증가, 그리고 2016년 대비 4-5배의 성장에 해당한다.20 

비록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전체 TV 광고 지출 중 여전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들 광고는 TV 산업이 광고주들

에게 과거에는 오직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화와 

시청률 측정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1,000회 시청당 광고 단가를 훨씬 더 비싸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TV 광고 지출에 공헌하는 마지막 요인은 모든 유형의 디지털 

광고로의 지속적인 전환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디지털이 대세이고, 계속되는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개별 

광고 구매주들은 지속적으로 디지털과 TV(뿐만 아니라 다른 

범주에 대해서도) 사이의 광고비 할당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TV와 디지털을 합친 금액은 2021년까지 전 세계 광고비 지출의 

80%에 약간 못 미치는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예상된다.21 

최근 UBS 연구에 따르면, 설문한 광고 구매주들의 절반가량이

TV 광고를 줄이고 그만큼 디지털 광고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디지털에서 다시 TV 광고를 늘리고 있다.22 

적어도 일부 광고비를 TV에 재할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유명 기업에는 JP모건,23 P&G,24 그리고 아마존25이 있다.  

연구결과는 그러한 전환 뒤의 사업적 이유를 지지해 준다. 영국의

한 연구는 TV 광고가 다른 어떤 채널보다 높은 ROI를 가졌음을 

발견했다.26 미국의 한 연구는 TV 광고가 브랜드와의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데 최고이고,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은 TV가 

이끌었다는 점도 발견했다.27 고차원에서, 이와 같은 발견은 선택

이 TV와 디지털 간의 양자택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보다, 광고

주는 두 채널 간의 협력을 이루는 조합을 찾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기업들이 디지털에 ‘올인’한 상황을 감안할 때,28 일부 

광고비-실제로, 수십억 달러-가 전 세계에서 TV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설명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이 광고시장에서 여전히 

지분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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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TV가 20년 전의 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붕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광고주와 방송사 모두 그러한 관점

에서 TV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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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V 광고는 신문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디지털보다는 나쁘다
선택된 일부 국가와 광고 유형별, 2020년 광고비 지출 연간 변동율 추정

출처: 다수의 공개된 자료 원천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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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는 무엇보다도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 광고와 같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TV 광고 매출은 여러 해 동안의 두 자릿수 하락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 비록 우리의 논의가 주로 큰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2020년 TV 광고 지출은 금액 기준으로

(비록 일반적으로 전체 광고 시장의 점유율을 상실하긴 하지만) 필리핀,29 인도,30 브라질,31 베트남,32 인도네시아,33 폴란드,34 벨기에,35

일본,36 영국,37 태국,38 캐나다,39 프랑스,40 이탈리아,41에서도 늘어난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비록 일부 시장(호주,42 독일,43 스페인,44 

네덜란드,45 중국,46 덴마크,47 대만,48 싱가포르49)에서 절대 금액의 축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연간 하락률은 심각하기보다는 소소한 

수준이고 신문(그림 7)과 같은 다른 종류의 전통적 미디어의 광고 수익 하락보다는 여전히 훨씬 작다. 흥미롭게도, 많은 고성장 TV 

시장은 또한 지상파 TV의 사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TV 광고의 미래가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2020년의 성장에 관해서는 상당히 자신할 수 

있긴 하지만-올림픽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성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 그 그림이 더 흐릿해진다. 우리는 

2021년의 TV 광고 지출이 2020년 수준과 비교해 약간 낮거나 변동이 없다고 해도, 2019년보다는 여전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2022년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수정공이 더 컴컴해진다. 비록 현재의 트렌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4년에 1번 증가가

일어나는 기본적으로 변동 없는 TV 광고 매출-적어도 한 연구결과는 2022년과 그 이후의 ‘TV의 티핑 포인트’를 예측했다.50 이 연구

는 TV의 줄어드는 도달 범위가 지속되는 TV 시청시간 감소-특히 광고주들이 원하는 더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와 짝을 이뤄 다른 형

식의 광고 대비 TV의 현재 ROI 우위를 축소시킨다고 예측한다. 그리고 ROI 우위가 손상됨에 따라, 그 연구는 만약 방송사와 배급사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TV 광고 수익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계속해서 예측한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많은 국가의 

방송사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일 수 있다: 비록 이 특정 보고서가 영국의 데이터에 기반하긴 하지만, 다른 시장의 데이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지상파 TV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경우, 지상파의 놀라울 정도로 강한 실적은 방송사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제기한다. 혹자는

시청자가 TV를 안테나를 통해서 보는지 혹은 케이블과 같은 유료 TV 배급 체계를 통해 보는지 여부에 방송사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이 TV를 보고, 방송사가 그러한 시청자들에 대해 광고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한, 어떻게 콘텐츠가 전달되건 

간에 누가 신경쓰겠는가? 실제로는, 광고 건너뛰기가 지상파 TV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방송

사가 지상파 TV 시청자들의 증가를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실은 더 미묘하다. 1992년 이전, 적어도 미국에서는 방송사가 

진정으로 지상파 TV의 회복탄력성을 경축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배급사들이 

방송사에 재전송 허용 수수료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이들 수수료의 총합은 2019년 미국에서 1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2018년에서 11%가 증가한 수치다.51 따라서, 재전송 허용 수수료가 중요한 국가에서는, 지상파 TV로의 전환이 유료 방송 구독 

중단으로 인해 시청자들을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이는 엇갈리는 축복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수료가 없는 나라에서는, 

지상파 TV는 절대적으로 방송사에게 좋은 일이다. 

지상파 TV의 회복탄력성은 전 세계 20억 명의 시청자들이 기꺼이 거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짜 방송의 대가로 약간의

광고(가끔은 많은 광고)를 볼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의향은 안테나와 지상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VOD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2020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같은 거래를 할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들은 무료, 혹은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고품질의 영상 오락을 

즐기는 대가로 어느 정도 비율의 광고 콘텐츠를 기꺼이 시청할 것이다.52

모든 시청자가 기꺼이 그러한 거래를 할까?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2018년에 기술했듯이, 약 10%의 ‘광고에 알러지가 있는’ 북미 거

주(미국인과 캐나다인) 성인들은 4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차단한다.53 터키에서의 후속 설문조사는 그곳의

약 10%의 성인들이 같은 패턴을 보여 준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또한 광고에 알러지가 있는 인구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나라 모두에서, 광고 알러지 행동을 보이는 개인의 비율은 젊고, 직업이 있으며, 고임금 혹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게서 더 높았다. 이를 영상 출처에 관해 살펴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SVOD 서비스에 가입한 미국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절반이 

광고가 없다는 점이 그들이 구독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10%에 갓 못 미치는 사람들은 이를 그들의 주요 가입 이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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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점에 근거할 때, TV의 미래는 여러 사업 모델이 혼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TV 시청자들-선진국의 약 10% 인구-

은 광고 시청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특권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내고자 할 것이다. 많은 광고를 기꺼이 보려 하고 어떤 비용도 

지불하길 원하지 않거나 지속적 기반으로 돈을 내지 않길 원하는 다른 이들은 오직 지상파 TV만을 시청할 것이다. 이 마지막 

집단은 북미 인구의 약 1/10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거의 모든 곳에서는 더 많거나 훨씬 많을 수 있다. 예상되는 

지상파 TV 시청자들의 숫자는 지역 그리고 지역 내에서 국가마다 상당히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유럽의 최고 그리고 최저 

지상파 TV 시청국가 간의 간극은 9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있다: 다양한 수준의 월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수준으로 광고를 시청하는 이 양극단 사이에 속한 80%의 TV 시청자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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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 번째 

디지털 배당금을 

따지기 시작하지 말라

기묘하게도, 지상파 TV의 지속적인 인기는 TV 방송이나 광고

산업이 아닌 이동통신사, 규제당국,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아마도 전 세계 지상파 TV 시청자 숫자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안테

나를 이용해 방송을 보긴 하지만, 그 숫자는 작고 (상대적

으로) 곧 0에 가까워진다고 널리 가정되어왔다. 그 시점이 

오면, 지상파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재할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스위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일부 기사는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다음 10에서 15년 안에 

이를 뒤따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54 그러나 나머지 세계도 

같은 행보를 취할 수 있을까? 

이는 사소한 질문이 아니다. 미국에서 UHF TV 방송국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는 470에서 890MHz 사이인데,55 

바람직한 특성을 많이 가진 대역이다: 거의 100km 가까이 

이동할 수 있고(출력과 방송탑의 높이에 따라), 나무와 대부

분의 건물 자재를 쉽게 통과하며, 중간에 산이 없는 한 좋은 

수신율을 보장한다. 이들 특성은 TV 방송 송출에 이상적

이다...또는 그런 점에서, 다른 종류의 전파 신호에 대해서도 

그렇다. 

디지털 방송은 모두가 이익을 보는 엄청난 전환이었다.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보다 나은데, 간섭과 잡음이 덜하고,

표준 이상의 고해상도 화상을 지원할 수 있고, 전부 아날로

그보다 더 좁은 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TV 산업의 아날로그 

송출에서 디지털로의 전환(그리고 이에 따른 아날로그 송출의

중단)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TV 방송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수백 MHz의 주파수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주파수를 주로 이동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재할당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커버리지를 개선하고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작지 않은 이런 

이득은, ‘디지털 배당금’이라고 지칭된다. 무엇보다, 디지털 

배당금은 중남미 경제권에서만 150억 달러를 공헌했다고 

추정된다.56 한편 주파수 경매는 미국에서 200억 달러, 

독일에서 4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서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였다.57

만약 디지털 TV 방송이 사라진다면 통신사와 정부를 위한

잠재적 이득이 그만큼 다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전체 인구의 오직 1.9%

(약 64,000명)만이 아직도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스위스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TV 시청자의 절반이 적어도 일부 TV 방송을 

안테나를 이용해 시청하는 상황에서, 방송사는 그러한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 그리고 그 결과 통신사

에게 곧바로 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디지털 배당

금이 바로 생길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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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가까이로 CDN이 온다 

시장이 2020년에 14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해, 2019년의 

추정 규모 110억 달러에서 25% 이상 성장한다고 예측한다. 

더 나아가 이 시장은 2020년까지 3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해, 16% 이상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1

텐츠 전송망(Content Delivery Network, CDN)

은 인터넷의 일꾼으로서, 사용자 가까이로 

콘텐츠를 물리적으로 가져와 미디어 품질, 속도,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 CDN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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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강화된 모바일 콘텐츠, 그리고 동영상과 같은 

풍부한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이들 더 정교

한 네트워크와 역량의 구축은 사용자 경험의 가속을 위해 

CDN에 대한 심지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 CDN의 산업

적 성장을 지원한다. 오늘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CDN 

공급자들은 웹의 성장 하에서 자사의 막대한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CDN은 2022년

까지 모든 인터넷 트래픽 전송량의 72%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 대비 56%의 성장이다.2 그리고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단지 기존의 CDN 공급자들

만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미디어 및 통신사들 또한 CDN

을 개발하고 있다. 

전형적인 CDN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주요 대도시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혹은 인터넷 교환 지점(Internet 

Exchange Point, IXP)에서 이의 네트워크 가장자리에 

미디어 저장소와 재생 ‘장치’를 둔다. 이들 장치는 대형 

저장장치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가진 물리적인 상자인데,

가끔은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자사의 글로벌 오픈커넥트(OpenConnect) 

CDN 전반에 걸쳐 수천 대의 이러한 기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각각의 기기가 넷플릭스 전체 미디어 목록의 최대 80%

를 담고 있다.3 이들 상자는 맞춤 설계되어, 공급자들에 의해

조립되고, 설치를 위해 지역 ISP와 IXP로 전달된다. 

넷플릭스의 핵심부는 새로운 콘텐츠의 트랜스코딩을 관리

하고 정기적으로 자사의 엣지 기기에 갱신된 콘텐츠를 전송

한다. 시스템의 부하와 오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장 난 기기를 빠르게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다른 

여분의 PoP로 부하를 넘겨준다.4

당신 가까이로 CDN이 온다 : 동영상, 게임, 그리고 훨씬,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러한 성장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스트리밍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끝없는 갈망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제 더 많은 방송사와 케이블 TV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OTT(Over-The-Top) 인터넷 전송망으로 이전함에 

따라 더 증폭되었다.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 성장에 더 박차를 가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술적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미디어, 클라우드, 통신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콘텐츠 전송망을 개발 혹은 확장함에 따라, 이 모든 성장에서 

정확히 누가 이득을 볼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많은 미디어

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공이 기존 CDN 공급자들

의 이익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CDN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CDN은 인터넷의 확장과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과거, 많은 대역폭이 가용하지 않았을 때, CDN은 웹사이트

에서 큰 파일 크기를 가진 이미지와 같이 보다 데이터 집중

적인 부분을 더 빠르게 불러오기 위한 방법으로서 등장했다.

아카마이(Akamai)와 같은 초기의 CDN은 웹사이트의 

모든 이미지의 복사본(캐시)을 저장하는 지역 허브를 

만들어, 전 세계의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까이로 

콘텐츠를 가져왔다. 그렇게 많은 PoPs(points of presence)

가 존재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사용자가 유럽에 위치

한 서버에서 동작하는 인기 있는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상황

에서도,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미디어의 복사본을 저장하고 

있는 근처의 CDN 허브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가용한 대역폭이 

늘어남에 따라, 웹 기반의 사이트와 서비스들이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더 많은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전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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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재 SVOD의 팽창이 주로 미국의 미디어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긴 하지만, 혹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해외 시장의 문을 여는 수단으로서 보고 있다.11 애널리스트

들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예측해 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24년까지 모든 동영상 스트리밍의 

51%를 차지해 2018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로 커진다고 

예상된다.12 일부 미국의 CDN 공급자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선도적인 중국 CDN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1,000곳 이상의 PoP 노드를 운영

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13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의 콘텐츠 전달은 부족한 커

버리지와 제한된 이동통신망으로 인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아시아로 확장을 노리는 방송사들은 이들 지역의 

미묘함을 이해하는 CDN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러한 

도전과제 중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동영상의 인터넷 전송이 대세가 되다

CDN 시장 성장의 가장 큰 동인은 인터넷 영상 전송에 대한 

수요 증가였고,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인터넷이 

영상을 시청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지상파 방송부터 

케이블, DSL(구리 전화선), IPTV까지 많은 다른 동영상 전송 

기술들이 오늘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5 

하지만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진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발맞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시청자들 

뒤를 따라가는 광고 수익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전송은 

사설 IPTV 네트워크에서부터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OTT 

네트워크로까지 확장되어왔다. 이런 OTT로의 확장은 더 

많은 인터넷 사용과 더 큰 광대역 침투를 가능케 했고 또한 

이에 따른 반응이기도 하다.  

샌드바인(Sandvine)에 따르면 OTT 스트리밍 영상은 전 

세계 인터넷 대역폭의 6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한다.6 

넷플릭스는 이미 전 세계 인터넷 다운로드 용량의 15%를 

사용한다고 추정된다.7 그리고 일부 지역망에서는 한 단일 스

트리밍 비디오 서비스가 전체 다운로드 용량의 최대 40%

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한다.8 주문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SVOD)의 지속적인 성장이 그런 모든 동영상 전송량의 증가

에 기름을 붓고 있다. 2018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전 

세계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따라잡아 

6억1,300만 명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27% 

이상 증가한 수치다.9 

몇몇 새로운 대형 SVOD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구독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OTT 동영상 전송량의 증가가 반드시 

특정 CDN 공급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

이다. 늘어난 동영상 전송량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자체 CDN

을 운영 중인 대형 SVOD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기타 초대형 디지털 미디어 기업으로부터 발생한다.10 

게다가, SVOD 시장에 진입 중인 최대 규모의 미디어 기업들

은 궁극적으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혹은 일부 경우 

그들이 이미 통제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자산을 인수한 일부 대형 통신사들은 또한 

자체 CDN도 가지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부터 소비자들까지 

더 많은 통제력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동영상 시청을 쉽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다

동영상 파일은 특히 크기가 큰데, 이를 압축한 후, 배포를 

위한 조각들로 분할하며, 수억 건의 요청에 맞춰 동적으로 

재조립해 이 모두를 고해상도와 최소한의 지연 속도로 

스트리밍 하려면 엄청난 마법 같은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OTT 영상 콘텐츠의 증가하는 크기와 정교함은 더 많은 

전송량, 더 많은 경로 설정, 그리고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을 책임지는 CDN 전반에 걸친 더 많은 관리, 최적화, 

예측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실시간 및 주문형 동영상 전송은 

고해상도 화면을 만들어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조각을 

보내는 작업이다. 데이터 흐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이동

하고, 콘텐츠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데이터의 

크기는 여전히 막대하다. 화면 지연과 누락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흐름의 버퍼링과 캐쉬 작업이 필요하다. 10년 전 

영상을 인코딩해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낼 목적

으로 개발된 RTMP(real-time messaging protocol)와 

같은 기존 프로토콜은 지연 속도를 더 단축하고 실시간 및

주문형 스트리밍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SRT

(secure reliable transport)와 같은 새로운 솔루션으로 

대체될 것이다. 예를 들어, CDN 거대 기업인 아카마이는 

SRT를 포함한 ‘차세대 인코딩 역량’의 개발을 위해 비트무빙

(Bitmovin)과의 협력을 발표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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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 스트리밍이 위험해질 경우 동적으로 통신망들 

간에 전송량을 조절할 수 있다. 통신망의 성능 평가 또한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CDN이 판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CDN 네트워크의 경계를 넘어서, 스트림은 무선 

및 유선 통신선로뿐만 아니라 가정용 Wi-Fi와 같은 무수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들을 포함한 최종 전달 

네트워크로 전송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비록 CDN이 이런 

길고 덩굴처럼 얽힌 네트워크 토폴로지(network topology)

를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의미 있게 

관리하지는 못한다.

궁극적으로, 점점 더 경쟁적이 되어가는 환경에 처한 

미디어 기업과 CDN 공급자들에게 있어, 최종 사용자들을 

위한 고품질 경험의 보증이 최우선순위다. 저품질 영상과 

버퍼링이 심한 스트리밍은 CDN 사업자의 평판을 빠르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모니터링 및 분석 역량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계층은 상태 현황정보

를 제공하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기반해 운영하며, 전체 네트워크의 부하 균형 조정을 자동

화하고, 오류를 감지하며, 수요를 예측한다. 더 정교한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솔루션은 디지털 콘텐츠와 

하드웨어 자산의 고장률을 이들을 최종 사용자에게 배치

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17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내에서

의 수요 급증을 예측하고, 그 지역의 PoP로 직접 자원을 

사전에 할당하며, 심지어는 특정 지역의 장비에 새로운 

개봉된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미리 복사해 놓을 수도 있다.18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다음번의 큰 도전과제

OTT 영상의 성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확장

됨에 따라, 더 풍부하고 더 동적인 콘텐츠가 곧 이들 인프라

를 놓고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 중 일부가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의 

스트리밍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의 실행에는 동영상의 

스트리밍과는 상당히 다른 난관이 있다.

특히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은 CDN에게 상당한 도전과제

를 제기할 수 있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은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와 같은 실시간 이벤트를 지원하지만, 또한 

여기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일반인

들의 영상 송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도 

포함된다. 소셜 스트리밍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출시한 

후,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는 2년 만에 거의 1억 건

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15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전 세계로 스트리밍해, 청중을 더욱 파편화

하고 시청자들을 무료 틈새 콘텐츠로 이끌고 있다. 일부 추정

에 의하면, 2018년 라이브 동영상 스트림은 CDN의 전체 

동영상 전송량 58엑사바이트(exabyte, EB, 역주: 2의 60승 

바이트) 중 11EB를 차지했다고 한다. 2024년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은 전체 453EB 중에 238EB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즉 전체 동영상 스트리밍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16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청중이 늘어남에 따라, CDN 

또한 늘어난다. 실시간 스트리밍 미디어를 전송하는 CDN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인코딩하고, 이를 PoP로 복사하며,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콘서트와

결승전과 같이 계획된 행사의 경우 사전에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할 수 있지만, 다른 이벤트들은 예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뉴스 속보의 경우처럼, 주요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연예인들이 갑자기 막대한 시청자들을 자신의 스트림으로 

모을 수 있다. CDN은 반드시 그러한 전송량 급등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 수요의 지원을 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국지적이건 전 세계적이건 간에 말이다. 

시점과 자원 할당 관련 문제 외에도, CDN은 또한 다양하고 

동적인 네트워크, 통신선로, 기기, 그리고 시청자들 전반에 

걸친 운영 도전과제를 다뤄야만 한다. 이의 효과적인 수행에

는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가시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통신사 간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콘텐츠를 이동시키는 CDN의 경우, 

고성능의 스트림을 보장하기 위해 지능적인 경로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들 시스템은 만약 한 통신망에서 처리량 저하

당신 가까이로 CDN이 온다 : 동영상, 게임, 그리고 훨씬, 훨씬 더 많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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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긴 했지만, 2018년 4분기에 80% 증가한 68억 달러에 

달했다.20 구글은 또한 수백 곳의 PoP와 수천 곳의 엣지 

프로세싱 노드를 가진 자사의 광섬유망을 확장해왔다. 회사

는 유튜브를 지원하기 위해 성숙한 CDN을 운영하는데,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에 대한 자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수요와 전송을 관리한다. 실제로, 스타디아는 유튜브의 

확장 개념으로 서비스의 성격을 설정했다. 따라서 구글은 

자체 CDN으로 게임 데이터 전송량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한다-이는 전반적인 CDN 수익이 더 고급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체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선도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음을 상기해주는 

사례다.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앞에 놓인 많은 기술적 및 시장 관련 

도전과제 중에, 몇몇 선도적인 게임 퍼블리셔들이 자사의 

인기 프랜차이즈에 대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 또한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CDN 공급자들을 살펴볼지 모른다. 

전 세계 비디오 게임 시장이 2020년까지 25억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1,500억 달러의 수익

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스트리밍 

미디어를 구축하기 위해 게임 퍼블리셔와 CDN이 연계할 수

도 있다. 

사용자의 기기에서 게임 화면을 보여주는 일은 영화를 보여

주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에서는 그 ‘영화’가 사용자의 명령-달리고, 돌고, 쏘고-

에 반응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모든 사용자는 게임 세계

에서의 현재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시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는 사용자 기기로의 하방 흐름과 게임 엔진

으로의 상방 흐름 모두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동작과 게임 엔진의 결과적인 반응 사이에 눈에 띄는 지연 

시간이 없어야 한다. 대충 50밀리 초 이상의 지연 시간은 많은

최고급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19 

대역폭에 의존하는 렌더링 속도 또한 도전과제다.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에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다시 

그려내는 것도 한 가지 문제지만, 많은 게이머가 대형 4K 

화면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고 일부 TV 제조사들은 8K 

화면을 약속하고 있다. 

게임과 플레이어 사이의 즉각적인 동작 동기화에는 상당한 

규모의 연산과 네트워크 메시지 전달이 들어가는데, 특히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동기화가 필요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동시에 1백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을 

게임에서 별개 인스턴스(instance) 내의 작은 집단으로 나눠 

분리함으로써 가능할 따름이다(예를 들어, 각각 100명의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10,000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가능해진다). 새로운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공급자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수천 명의 플레이어를 지원할 

수 있는 단일한 게임 인스턴스를 가능케 해 준다고 주장하는

데, 필요한 동기화를 관리하기 위한 더 큰 수요 부하를 CDN

에 부과한다.

구글은 이러한 난제에 자사의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스타디아(Stadia)를 가지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전문지식, 그리고 상당한 

자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의 자본 투자는 비록 

많은 부분이 데이터 센터와 서버라는 불분명한 범주에 포함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 중 일부가 

멀티플레이 비디오 게임의 

스트리밍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의 실행에는 

동영상의 스트리밍과는 

상당히 다른 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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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사용시간의 대부분을 비디오 스트리밍에 쓰고 있고, 인터넷 그 자체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와 

CDN 엣지 역량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의 성장과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의 전망이 경쟁과 혁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폭넓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점이 있다: 미디어 기업, 통신회사, 그리고 CDN 공급

자들 말이다.

미디어 기업은 현재의 환경을 더 많은 콘텐츠를 CDN으로 이전하기 위한 동기로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 비록 몇몇 주요 지역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방송사와 유료 TV는 여전히 강력하다.21 게다가, IPTV 망

과 셋탑 박스 체제의 해체는 쉬운 일이 아니며,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OTT 서비스로 시청자들을 이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다.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들은 자사의 지상파 방송 및 유료 TV 서비스와 병행해 OTT 노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서비스

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일지를 시장이 결정하게끔 할 것이다. 

자사의 전략적 추진계획에 OTT를 추가한 많은 미디어 기업에 있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CDN 공급자

와 협력해야 하는가? 스트리밍 시범사업을 위해 개발해온 네트워크와의 기존 관계를 확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체 CDN의 

구축에 전념해야 하는가? 최종 소비자에게 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소유와 콘텐츠 전달의 통제에서 미디어 기업이 발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 우위를 고려할 때 방정식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전체 배송 파이프라인을 통제하

고-시청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체망의 구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직 소수의 기업

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는 아마도 CDN 공급자들로부터 통신 용량을 대여할 테고, 그럼으로

써 CDN 업체는 통신망 위에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대가로 통신사들에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이제 CDN을 통한 데이터 

전송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대여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또한 낮은 대여료는 CDN 공급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기반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책정 모델을 적용해 마진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한다.22

많은 통신사의 경우, 그들은 이미 CDN을 운영 중이고 접근 권한을 임대하고 있다. 하지만 CDN 임대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CDN 접근권의 임대가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이 미디어 자산을 구매한 통신사가 자체 콘텐츠의 

전송 역량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신사는 또한 통신탑 위에 CDN 기기를 구축하고 엣지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그들이 CDN과 엣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여전히 자체 콘텐츠의 차별화된 전송 역량에도 동시에 투자

할 수 있을까? 또한, 고려할 만한 사안은 CDN과 엣지 서비스 모두 통신사가 자사의 고객들에게 성능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많은 감지 및 애널리틱스 역량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사설 CDN의 통제로부터 전달과 애널리틱스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우위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로가 존재하는가?

통신사는 또한 사용자들에 대한 콘텐츠 전달 최종 단계를 통제한다. 그들이 이 최종 단계 통제력을 가치로 변환할 수 있을까? 

시스코(Cisco)는 2022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전송량의 12%가 5G를 통해 이뤄지고, 평균적인 5G 접속이 한 달에 21GB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예측한다. 만약 5G가 널리 구현되고 도입된다면, 전달의 최종 단계를 통제하는 통신사에게 더 많은 힘이 

쏠리게 될까? 이로 인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더 풍부한 미디어를 위한 공간이 열리게 될까? 

CDN 공급자 자체의 경우, 그들은 더 많은 시청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용량, 서비스 품질, 부하 균형 조절, 

수요 예측과 관련된 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하게, 경쟁이 

CDN 대여료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다. 최상위 CDN 사업자들은 또한 침입과 탈취에 대항해 지적 자산의 안전한 전달을 보장

하라는 시장의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CDN은 증가하는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그리고 잠재적으로 콘텐츠 블록체인을 장비할 수 있다-이 모두가 기업의 운영비용 증가를 가져온

다. 연산 능력과 저장 장치 그리고 라우팅 장비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한편 부하 균형 조절, 스트림 

최적화, 수요 예측, 그리고 보안에는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당신 가까이로 CDN이 온다 : 동영상, 게임, 그리고 훨씬, 훨씬 더 많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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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DN이 경쟁 심화와 전송 수익 마진 하락에 직면할 수 있긴 하지만,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엣지로 이동함에 따라 

CDN 또한 확장을 이룰 수 있다. 통신사가 CDN에 손대고 있듯이, CDN은 엣지 컴퓨팅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는데,23 단지 

미디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IoT에 대해서도 그러하다.24 소식에 밝은 관찰자들은 엣지에서 더 큰 경쟁력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CDN 공급자의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이동이 클라우드 공급자, 통신사, CDN 모두의 사업을 

재형성하기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더 많은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수요 증가가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춰 

인터넷을 계속해서 재형성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하드웨어의 혁신 및 인간 행동의 진화와 함께 계속해서 공동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까운 시기에, CDN 시장은 강한 성장을 이룰 채비를 갖췄다. 이것이 시장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CDN 공급자, 미디어 기업, 통신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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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반 동영상
미국은 아시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유혹이 매우 컸어요. 저는 크리켓의 열성팬이어서, 가능한 한 

자주 앱을 켰지요.”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경기를 보는 건 멋진 일이었고, 많은 친구와 가족들도 스마트

폰을 통해 시청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적인 경험이었죠. 나라 전체가 마찬가지

인 듯 보였어요.”

미트 샤르마1(Amit Sharma, 가명)는 하이데라바드

에 있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때를 포함해, 

자신의 원래 계획보다 최근 크리켓 월드컵2을 

훨씬 더 많이 시청했다고 인정한다. “스마트폰에 모든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앱이 있었기 때문에 빈지 워치(binge watch,

역주: 짧은 시간 내에 연속해 여러 프로그램을 보는 행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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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년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 수익은 320억 달러에 이른다고 예상된다
전 세계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 수익 (10억 달러)

출처: 디지털 TV 리서치(Digital TV research), “글로벌 AVOD 전망(Global AVOD Forecasts),” 2019년 6월;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2018 실제값 ($B) 2020 추정치 ($B)

중국, 인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줄여서 ‘아시아’)6 전반

에 걸쳐 광고 기반 동영상은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동영상을 

전달하는 지배적 모델이다. 광고 기반 동영상은 때때로 구독 

서비스와 결합되곤 한다. 다른 경우, 수익은 광고에서만 나온

다. 이 동영상 서비스는 상당한 성장을 할 준비를 갖춘 큰 사업

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0년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7가 창출

하는 수익이 320억 달러에 이른다고 예측한다. 2020년에 

아시아(중국과 인도 포함)는 전 세계 총매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155억 달러의 수익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다(그림1 

참고).

그냥 그렇게 보인 것만이 아니었다. 1억이 넘는 인도인들이 

광고 기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우리는 이를 ‘광고 기반 

동영상’이라 칭한다)인 핫스타(Hotstar)3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간 크리켓 월드컵 경기를 시청했다. 핫스타는 광고 

기반 동영상의 사용자 기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측정 지표인 MAU4,5(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성 사용자, 

역주: 해당 콘텐츠를 한 달 동안 실제로 이용한 사용자들의 

총합을 의미)를 3억명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인도 스마트폰의 

거의 50%에 핫스타의 모바일 앱이 설치돼 있다. 광고 덕분에 

핫스타는 자사의 콘텐츠 대부분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는 

시청자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크리켓 월드컵을 포함한 스포츠 생중계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의 접속에는, 핫스타가 구독료를 받는다.

광고 기반 동영상 : 미국은 아시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북미

전 세계 유럽그 외 지역 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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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반 동영상: 

아시아 모델 

아시아에서는,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몇몇 주요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은 

거의 5억 명에 달한다(그림2 참고). 이들 서비스 중 대부분이 

2010년 이후 개시되었다. 그들은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관심을 현금화하기 쉽게 만듦으로써—본질적으로 

광고 시청에 쓰인 시간을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돈을 내야만 했던 콘텐츠와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매우 

크고,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초대형 광고 기반 서비스들이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수익 원천을 확장하기 위해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광고 기반 동영상의 ‘아시아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진다:

●    광고 기반 핵심 제안(core offering): 광고 시청의 대가로, 

    사용자들은 수천 편의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들 콘텐츠의 대부분이 다수의 스튜디오와 방송사

    들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 광고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을 가능하게 해준다.

●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 사용자들은 스포츠 해외 제작물, 

    국내 제작 오리지널 쇼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한다. 구독 수익은 대단히 인기 있는 

    스포츠와 최상위 국제적 프로그램의 방송권을 획득하기 

    위한 자금을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게 가져다준다. 

●    모바일 지향 전략(mobile-forward strategy): 아시아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스마트폰 사용자에 집중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일부 국가

    에선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통적인 유료방송에 접속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도달한다. 중국처럼 다른 국가에서는 

    유료방송이 널리 가용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들

    이 손에서 놓을 수 없어 보이는 기기로 TV쇼와 영화를 전달

    한다.11 두 경우 모두, 소비자들의 앱 다운로드와 시청이 

    쉽다. 

이 예측은 아시아에서 광고 기반 동영상의 급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가격 적절한 4G 연결성(connectivity)과 저렴한 

스마트폰, 그리고 소비자들이 무료(또는 저렴하게)로 그들의 

관심을 TV 프로그램, 영화, 스포츠 중계와 맞바꾸게 해주는 

사업 모델의 등장 덕분에, 아시아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이 광고 기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일부 아시아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 기반 동영상을 더 넓은 

야망을 위한 토대로서 사용하고 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으로 

거대한 사용자 기반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후, 그들은 

오리지널 콘텐츠(original contents), 스포츠, 음악, 게임을 

특징으로 하는 거대한 구독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목표는 

자신들의 시간 말고는 ‘쓸’ 의향이 없는 사람들과 돈을 쓸 의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선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D2C(Direct-to-

consumer) 동영상 서비스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광고 없는 구독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광고가 없는 걸 좋아한다: 44%

의 미국 소비자들이 무광고 경험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

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8 그러나 ‘구독 피로(subscription 

fatigue)’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들은 원하는 콘텐츠

를 시청하기 위해 너무 많은 구독 건을 관리하고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점점 더 불만을 느끼고 있다.9 더 많은 TV 네트워크

와 영화 스튜디오, 기술 기업들이 자체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10를 평균 3개 정도 구독

하고—그리고 벌써부터 불만스러워한다는—사실은 오직 소수

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목과 지갑 점유율(wallet 

share)을 위해 경쟁하는 300가지 이상의 구독 기반 서비스 

중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고 기반 동영상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저렴한 (혹은 비용이 없는) 가격으로 한 곳에서 전달해주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서비스가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소셜 네트워크와 검색엔진의 대안을 찾는 광고주들

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게이머, 음악 애호가, 

스포츠 팬, 그리고 이 사이의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연예오락 플랫폼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고 기반 동영상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최신 

아시아 수입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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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과 인도의 광고 기반 서비스의 MAU는 

글로벌 구독 전용 선도 기업들의 MAU보다 크다
광고 기반 서비스 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의 사용자 기반, 2019 (백만 명)

출처: 퀘스트모바일(Questmobile), 2019, 차이나 인터넷 워치(China Internet Watch), 2019.

광고 기반 동영상 : 미국은 아시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    다중 서비스 묶음 상품(Multi-service bundles): 스트리밍 

    음악 및 게임과 광고 기반 동영상을 결합함으로써, 몇몇 

    서비스들은 자사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원스톱 

    샵(one-stop shop)으로 만들려 목표한다. 통신 회사와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 기반 스트리밍 동영상을 소비자 

    유치와 수익 원천 다양화에 사용하고 있다. 

●    광고 혁신: 서비스들은 광고가 실제로 ‘재미’있지는 않아도 

    최소한 소비자 입맛에 더 맞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형식과 

    게임화 기법을 실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기반 동영상 시장 두 곳인 중국과 인도

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작동 중인 아시아 모델의 요

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광고는 아이치이(iQiyi)의 야심적인 확장을 
뒷받침한다

2018년에 중국의 광고 기반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는 78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해, 전 세계 총액의 약 35%를 차지했다.12 

약 8억1,600만 명의 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접속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데, 중국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8%

를 구성한다-모바일 지향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13 2019년 

스마트폰은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기로서 TV를 능가했는데, 

부분적으로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인기에 기인한 결과

다.14 중국은 세계 5대 광고 기반 서비스 중 3개를 자랑하는데, 

각각은 중국 기술 대기업 세 곳의 지원을 받는다: 집합적으로 

BAT라 알려진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그림2 참고)가 이들 기술 대기업이다. 

아이치이(바이두)와 유쿠(Youku, 알리바바), 텐센트 비디오

(Tencent Video)는 각기 대략 5억 MAU를 보유한다. 

광고 기반 서비스 (MAU) 구독 전용 서비스 (한 달 구독자 수)

아이치이 (중국)

핫스타 (인도)

텐센트 비디오 (중국)

MX 플레이어 (인도)

유쿠 (중국)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98

아이치이는 아시아 모델의 몇 가지 측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다. 2010년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 의해 시작된 

아이치이는 광고 기반 동영상 종합 서비스로서 시작됐다. 

무료 콘텐츠를 대가로, 사람들은 광고를 시청했다15. 2014년

까지 2억1,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치이에서 광고 그리고-

무료 동영상 콘텐츠를-시청했다.

같은 해 아이치이는 자사 전략의 2단계로 나아가면서, 콘텐츠

를 제작하고 외국 제작자들과 협업하기 위해 자체 영화부서를 

발족했다: 2단계는 광고 기반 서비스 위에 구독 사업을 구축

하는 과정이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수십 편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했고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포함해 

고품질의 외국 TV 프로그램과 영화들을 라이선스했다.

2018년, 아이치이는 엔터테인먼트 제공의 야심 찬 확장을 

추구하면서 기업공개를 시작했다. 이런 확장에는 중국 최상

위 비디오 게임 제작사 중 하나인 청두 스카이문스(Chengdu 

Skymoons) 인수가 포함됐다.16 아이치이는 스페인의 최고 

축구리그 라리가(La Liga)와 같은 독점 스포츠 생중계17와 

그리고 오리지널 드리마와 영화에 많은 돈을 지출하며 

구독 서비스를 계속 확대했다.18 

아이치이는 현재 세계 최대의 비디오 서비스로서 2017년 말

의 5억1천만 명에서 증가한 5억6천만 MAU를 보유하는데,19  

그 중 1억은 구독 서비스 가입자다. 회원들의 증가는 2017년

에서 2018년 사이 65%가 늘어난 39억 달러의 콘텐츠 관련 

비용으로 나타났다. 아이치이의 회원 기반이 커짐에 따라 구독

수익 비중은 2017년 38%에서 2018년 42%로 커졌다.20  

한편 같은 기간 총 수익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서 37%로 줄었지만21, 광고는 아이치이의 빠른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시기에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회사를 중국의 경쟁적인 

연예오락 시장에서 패권을 다툴 수 있는 위치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회사가 엔터테인먼트에 굶주린 소비자들을 자사의 

플랫폼에 묶어둘 수 있는 원스톱 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치이는 손실을 보고 있다.22  매출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44%나 증가했지만, 아이치이는 

108% 증가한 1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아이치이의 

손실은 콘텐츠 투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2019년에도 

계속되고 있다.23  

대담한 투자 규모지만, 아이치이에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회사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놓고 4억

8천만 MAU를 보유한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도우인(Douyin, 

중국 외부에서는 ‘틱톡[Tik Tok]’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짐)24과 

강건한 유료방송 시장25 같은 다른 최고 스트리밍 서비스들과

의 극심한 경쟁에 직면했다. 게다가 아이치이의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아이치이와 

MAU 및 구독자 측면에서 막상막하인 텐센트 비디오는 최근 

중국 영화 스튜디오인 뉴 클래식 비디오(New Classics Video)

의 지분을 위해 5억2,400만 달러를 투자했고 경기의 스트리밍

을 위해 미국프로농구(NBA) 협회와 제휴했다.26 유쿠는 국제

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독점 온라인 스트리밍 권리를 확보

하고 유료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범죄 드라마인 데이 앤 

나이트(Day and Night)와 같이 흥행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개발하기 위해 큰돈을 지출했다.27 또한, 이들 세 회사 모두 

해외로 확장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고는 아이치이와 다른 중국 동영상 서비스들이 수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주된 엔터테인먼트 기기로서 TV를 

앞지르도록 넌지시 지원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

했다. 무료 앱은 또한 소비자들이 시간과 관심 말고는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각 ‘빅 3’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

를 시청하면서 서비스들을 ‘겹치기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스포츠와 독점 콘텐츠에 접근하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구독 

옵션이 가용하다. 비록 연예오락을 위한 ‘원스톱 샵’을 창출

하고 구독자 기반을 늘리고자 하는 그들의 야심이 ‘흑자’ 도달

을 지연시키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들은 광고 

수익이 없었다면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대담한 투자 규모지만, 

아이치이에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회사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놓고 다른 최고 

스트리밍 서비스들과의 

극심한 경쟁에 직면했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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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스포츠 팬을 포함해 인도 소비자 1/3에 대한 접근 능력을 

확보한 핫스타는 광고주들에게 TV 광고 예산의 일부를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전환하라고 설득하고 있다.36 광고주들

은 특히 핫스타가 실험하고 있는 게임화 같은 혁신적인 광고 

모델에 끌리고 있다. 이 광고 모델은 경기 중 시청자들의 

크리켓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소셜미디어의 풍미가 가미된 

퀴즈 게임인 워치앤플레이(Watch’NPlay)를 포함한다. 광고

주들은 퀴즈 게임의 요소인 배너광고 및 동영상과 같은 수단

을 사용해 자신들이 특정한 인구집단을 목표 광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핫스타는 워치앤플레이의 사용자들이 평균적인 

시청자보다 3배 더 많이 핫스타에 돈을 쓰며 광고에 더 몰입한

다고 주장한다.37 아시아의 다른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들 또

한 혁신적인 광고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OONA TV(1억8,500만 명의 MAU)의 시청자들이 광고를 

시청하고 플랫폼에서 시간을 쓰면, 그들은 비용 할인과 맞바꿀

수 있는 ‘티코인(tcoin)’이라 불리는 포인트 보상을 얻는다.38

2억 명 이상의 인도 소비자들

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동영상을 스트리밍 하는데, 

이는 2021년까지 3억7,500

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핫스타가 인도에서 선두 주자지만, TV 방송사, 통신사,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와 싱가포르 기반의 HOOQ를 

포함)의 경쟁자들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MX 플레이어(MX Player)는 광고에 100% 기반한 

사업 모델을 가진 핫스타의 최고 경쟁자이다. 사용자들은 

뉴스 생방송, 오리지널 쇼, 음악을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를 

10개 언어로 시청할 수 있다. 인도의 대형 방송사들은 ‘재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핫스타의 무료 광고 기반 동영상의 공식을 

따르면서, 스포츠 생중계와 프리미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독을 요구한다. 한편, 에어텔(Airtel)과 보다폰(Vodafone) 

같은 통신사업자들은 여러 플랫폼의 콘텐츠를 한 곳에 종합해

주고 결제 인터페이스도 제공한다. 2억 명 이상의 인도 

소비자들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동영상을 스트리밍 하는데, 

이는 2021년까지 3억7,5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39

광고 기반 동영상 : 미국은 아시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인도: 광고 기반 동영상은 수백만의 수중에-
많은 경우 최초로 TV 방송을 안겨준다

인도에서 유료방송은 비싸지 않고, 일부 주에선 거의 90%

의 가정이 TV를 보유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급률은 여전히 

70% 미만에 머물러 있다.28 모바일 사용자에 집중한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는 수억 명의 수중에 ‘TV 방송’을 안겨

주었고, 일부 소비자들에겐 동영상 오락물에 대한 최초의 

접근을 제공했다.

인도 소비자들은 비용에 민감하며, 많은 이들이 무료거나 

저렴한 동영상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기꺼이 광고를 시청할 

의향이 있다.29 이는 인도의 광고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규모

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적절한 가격대의 스마트폰과 데

이터 요금이 저렴한 4G 무선 통신의 출현도 도움이 되었다. 

화면크기가 6인치 이상인 좋은 휴대전화를 대략 7,000 인도 

루피 또는 미화 100달러 밑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적절성

이 더 많은 소비자들 수중에 스마트폰을 안겨주었는데, 이제

는 4억 명의 인도인— 인구의 38%-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

고 있다. 물론, 신뢰성 높고, 가격 적절한 무선 연결이 없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다. 2016년 인도 

시장에서 신규 통신 사업자들의 진입은 데이터 요금제의 가격

을 낮췄고 스트리밍의 가격도 적절해졌다.30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당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데, 

한 달 사용량이 거의 9.8 기가바이트에 가깝다.31

이 모두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의 비옥한 토양을 증명한

다. 2012년엔 단지 9개의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존재

했다. 2019년엔 방송사, 통신사업자, 국제적 및 지역적 사업

자뿐만 아니라 독립 콘텐츠 회사들도 서비스를 제공해, 35곳 

이상의 서비스가 존재한다.32 스트리밍 동영상 소비는 스마트폰

소유자들 사이에서 거의 편재화 되었다: 그들 중 80%가 

스트리밍 동영상 앱을 적어도 한 가지는 사용한다.33 

핫스타는 MAU 측면에서 3억 명을 보유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선두인데, 인도 전체 스마트폰 중 절반에 핫스타 앱이 

설치되어 있다.34 핫스타는 8개 국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60

가지 TV 채널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 스타(Star)에 의해 2015

년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정의 90%가 

스타를 시청한다.35 또한, 스타는 디즈니(Disney)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 미국에 기반을 둔 미디어 거대 기업에게 경쟁

과 혁신으로 급성장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 관한 근접 

시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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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로르와 베이징에선 통할지 모르지만, 

보스턴에서도 가능할까?

아시아 모델과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들은 구독 전용 방식을 취하는데, 사용자들은 광고 

없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대가로 매달 요금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두 선두주자가 구독 기반

이며, 후자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포함되어 있다. 디즈니

와 애플 모두 구독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서비스 가입이 소비자들에게 ‘쉬운 결정’이 되도록 저렴한 

월 구독료를 책정하긴 했다.

콘텐츠에 2019년에 150억 달러, 2020년에는 18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출할 계획이지만, 과거 몇 년 동안 당초 계획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했었다. 애플은 애플 TV+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6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알려졌다.43 핫스타와 중국의 ‘빅3’가 소비자들에게 안겨준 

스포츠 중계권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이자 젊은 남성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열쇠인 

내셔널 풋볼 리그 경기의 중계권은 방송사에 연간 약 6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현재 계약이 2021년 종료된 후 

더 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44 구독료만으론 이러한 비용을 

흡수하고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구독 피로(subscription fatigue)의 현실

의문은 남아있다: 얼마나 많은 구독형 TV 서비스를 소비자들

이 유지하고자 할까? 딜로이트의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13차 

설문조사(Digital Media Trends Survey, 13th Edition)는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3개의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고, 그 수가 2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단상’에 자리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확실히,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선택권을 좋아하고, 광고 회피는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동영상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부 시청자들

은 특히나 광고를 싫어하지만, 반면 다른 이들은 광고 회피

보다는 시청 대안의 극대화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40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있어, 다수의 동영상 서비스 

구독에 따른 비용이 번거로움과 금전 측면 모두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41 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예고 없이 

‘사라질’ 때, 그리고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를 구독해야만 하는 현실에 소비자들은 좌절한다. 

이들 요인은 소비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치 하락을 

유발한다: 같은 (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덜 얻게 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기업들이 경쟁사

들로부터 권리를 회수하고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있다. 유료 TV 비용을 아끼기 위해 케이블 

방송을 해지한 소비자들의 경우 서비스 3개가 최대한도일 수 

있다.42 

구독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시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처럼 가장 큰 비용은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과 스포츠 생중계권 획득에 든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미국 소비자들, 특히나 스트리머들은 콘텐츠와 
관심을 맞바꿀 의사가 있다

광고 시청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딜로이트는 미국 

소비자들이 아시아 소비자들처럼 자신의 관심을 콘텐츠와 

교환할 의사가 있음을 발견했다.45 이는 구독 옵션의 존재 

유무와는 관계없이, 광고 기반 서비스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든다. 특히 다른 수익원 없이 프리미엄 콘텐츠에 자금을 

댈 수 없는 미디어 기업에는 더욱더 그렇다.

딜로이트의 최근 보고서인 “광고는 구독 피로에 대한 처방

인가?(Are ads the prescription for subscription fatigue?)”

에서 2,000명이 넘는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해 그들의 

광고에 대한 내성을 이해했다. 소비자들은 평균 8분의 광고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간당 16분의 광고는 더 이상 

시청하기에 ‘너무 많다’고 여겼다. 짧게 말해, 16분이 지나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꺼버린다. 흥미롭게도, 젊은 

소비자(Z세대, 밀레니얼,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나 고령 

세대(72세 이상 소비자들)보다 광고에 대한 내성이 더 크다.46 

젊은 소비자들은 평균 약 8.5분을 ‘공정하다’고 느끼고 16.6분

은 ‘과하다’고 느껴, 각각 6.6분과 15분이라고 답한 나이 많은 

소비자들과 대조를 이뤘다. 

슬링 TV(Sling TV)처럼 광고가 특징인 생중계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미국 소비자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광고에 

대한 내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실시간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Z세대 소비자들은 시간당 10.6분이 공정하고 18.7

분이 시청을 중단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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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뤘다. 월별 활성사용자가 1,500만 명이 넘는 플루토 TV

(Pluto TV)는 비아콤(Viacom)에 의해 2019년 1월 인수

되었는데, 이 서비스가 통합을 이룬 CBS-비아콤의 스트리밍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플루토 TV는 전적으로 광고를

원동력으로 하는 콘텐츠 종합자다. 아마존 또한 광고 기반 

IMDb TV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서비스가 중국과 인도의 서비스 업체들의 가입자와 

매출액과 같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로쿠, 

투비(Tubi), 플루토 TV와 함께 훌루의 광고 기반 서비스 

등급제의 성공은 큰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들 인기의 큰 요인인 콘텐츠

와 관심의 공정한 교환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TV에선, 일반적

으로 한 시간짜리 드라마 에피소드가 본 내용 42분과 광고 

18분으로 구성된다: 즉 광고부하율이 30%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TV 드라마 한 편에 평균 5분의 광고가 있어, 

광고 부하율이 10% 미만이다. 

지상파 TV 방송과 같은 전통 TV는 시간당 최대 20분의 광고

를 내보낸다. 이는 최대 33%의 ‘광고 부하(ad-load)’(즉, 전체 

시청 시간[분] 대비 광고 시간[분]의 비율)인데, 공정한 교환은 

고사하고 소비자들이 참을만하다고 간주하는 수준을 분명히 

넘어선다. 그러나 만약 광고 부하율이 더 합리적이고 광고가 

소비자와 더 관련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콘텐츠와 교환

하는 대가로 기꺼이 광고를 시청하려 한다—특히 할인을 

받는다면 말이다. 3개 이상을 구독하는 소비자 중 70%가 

25% 할인된 가격으로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다면 

광고를 보겠다고 말했다.47

이의 증거를 최근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들의 숫자 증가에

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훌루(Hulu)의 광고 기반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이 서비스는 월간 요금을 11.99달러에서 5.99달

러로 할인해 주는 옵션을 제공해 훌루 고객의 70%인 5,700

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들였다(그림 3 참고). 2018년 광고는 

훌루에게 전년 대비 45% 증가한 1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줬다.48 다음 사례인 로쿠(Roku)는 2019년 6월 현재 3,0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해 2018년 대비 39% 증가를

그림 3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는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구축했다
미국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사용자 규모 (MAU, 백만)

출처: 훌루: 토드 스팽글러(Todd Spangler), “훌루는 자사의 8,200만 시청자 중 70%가 광고 기반 요금제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버라이어티

(Variety), 2019
49

; 로쿠: 벤 문선(Ben Munson), “로쿠는 3,000만 명의 이상의 활성사용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어스 비디오(FierceVideo), 

2019.08.05
50

; 투비: 앤드류 브루슈타인(Andrew Blustein), “투비는 자사 최대 규모의 뉴스&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경쟁을 목표로 한다”,  더 드럼

(The Drum), 2019.08.07,.
51

, 플루토 TV: 벤 문선, “플루토 TV는 이제 1,500만 이상의 활성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피어스비디오, 2019.04.09.

훌루 (광고 기반)

플루토 TV

로쿠 채널

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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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지 대안일 뿐만 아니라, 같은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

들에게 그들의 특성과 데이터에 기반해 광고주들이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동적 광고 덕분에 더 우월한 

대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IP 주소 기반

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더 잘 맞는 광고를 전달

하고 실행하기가 훨씬 쉽다. 또한, 스트리밍 비디오와 데이터 

기반 광고를 결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콘텐츠

와 개인 정보를 교환하는 시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광고주들은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가 대세가 되도록 응원

하고 있다. 구독 전용 모델의 우세로 인해 광고주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고, 2019년 2분기에만 150만 명의 상실52을 

기록한 유료방송의 급속한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광고시장은 놀랄 정도로 회복탄력성이 높아졌다.53 

디지털 광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의 60%가 페이스북

과 구글(유튜브 포함)로 향한다54; TV 광고비 중 단지 3%만이 

전문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에 사용된다.55 그러나 수백만의 월간 사용자를 가진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광고주들은 더 많은 

대안을 갖게 될 것이다.

결론
아시아에서 광고 기반 서비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의 한 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광고는 게임과 음악 같은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빅3’ 같은 서비스에 매우 필요한 수익을 제공한다. 구독은 스포츠와 오리지널 프로그램 같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위한 혼합 전략의 일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적은 소비자들, 그리고 이미 개최된 스포츠 경기를 

포함해 ‘따라잡기 TV’로 충분한 소비자들을 위해 오로지 광고에만 의존하는 서비스가 여전히 필수적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 오늘날 300개가 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그저 그들 모두를 위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된다. 소비자들은 소수의

‘필수’ 구독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그것이 3개 이상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많은 콘텐츠를 가졌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거대 미디어 회사들이 자체적인 광고 기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구독 옵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서비스

들의 경우, 제공자는 서비스를 구독 전용 방식으로 만들지 혹은 광고에 기반을 둔 콘텐츠 종합자의 대열에 합류할지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구독자들을 끌어들일 스포츠 생중계와 오리지널 프로그램 투자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광고 수익은 아시아에서처럼 콘텐츠 개발 및 획득 자금 조달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구독 전용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반의 일부 거대 스트리밍 기업들이 가치 의식적(value-conscious)인 시장에서 광고 주도적

인 모델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아시아와 미국 모두에서 광고주들이 더 많은 광고비를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로 돌릴 가능성이 큰데, 이는 수백만 명의 ‘관심’, 

개별 소비자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광고주의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과 영화에 연관 짓게 될 

확실성—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비교해 알려진 양적인 장점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103

광고 기반 동영상 : 미국은 아시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Endnotes
1. His identity was changed to avoid reprisals from his employer, since much of his binge-watching occurred at his
 desk during business hours.

2. For Indians, the popularity of cricket is like that of American football in the United States—huge, with a passionate
 fan base. There are approximately 1 billion cricket fans worldwide, and 90 percent of them are in India.
 For more information, see: PTI, “India constitutes 90 percent of one billion cricket fans: ICC research,” Economic
 Times, June 27, 2018.

3. Tasneem Akolawala, “Cricket World Cup 2019: Hotstar breaks record with 100 million daily active users on India
 vs. Pakistan match day,” Gadget 360, June 25, 2019.

4. Manish Singh, “Hotstar, Disney’s Indian streaming service, sets new global record for live viewership,”
 TechCrunch, May 12, 2019.

5. Monthly active users (MAUs) is the key metric employed by any digital content platform/site or internet business.

6. In this chapter, we’ll refer to these countries as “Asia-Pacific” and “Asia” interchangeably. We will focus on two
 countries in particular: China and India.

7. By revenue from ad-supported video, we mean online advertising in or around any professionally made TV
 shows or movies. This figure does not include online advertising revenue from consumer-generated content
 (e.g., YouTube). This could come from services that rely solely on ads for revenue, or from services that combine
 ad and subscription revenue. This forecast includes data from Digital TV Research, “Global AVOD forecasts,” June
 2019. This data was analyzed by Deloitte Global to develop global and regional forecasts for 2020.

8. Kevin Westcott et al., Digital media trends survey, 13th edition, Deloitte Insights, March 2019.

9. Ibid.

10. Ibid.

11. William Chou, Roger Chung, and Taylor Lam, 2018 Deloitte China Mobile Consumer Survey, Deloitte,
 November 2018.

12. Digital TV Research, “Global AVOD forecasts,” June 2019.

13. Deloitte, Semiconductors—The next wave, April 29, 2019.

14. Chinese adults spend two hours and 39 minutes viewing their smartphones, eclipsing the time they spend
 watching TV by seven minutes. See Ryan Browne, “Chinese consumers forecast to spend more time on their
 phones than watching TV this year,” CNBC, April 19, 2018.

15. Yin Xiaosheng, Xie Hao, and Shao Meiqi, “Chinese loosen purse strings for content,” Xinhua News Agency,
 August 25, 2019.

16. Keith Noonan, “iQiyi just made a major move into video games,” Motley Fool, August 5, 2018.

17. PR Newswire, “iQiyi Sports strengthens sports offerings through exclusive broadcasting rights to La Liga 2019/20,”
 August 15, 2019.

18. Evelyn Cheng, “Chinese streaming giant iQiyi is planning out an original movie business,” CNBC, May 13, 2019.

19. China Internet Watch, “Top mobile apps, app stores in China in H1 2019,” August 20, 2019.

20. Iqiyiinc.gcs, “IQiyi announces fourth quarter and fiscal year 2018 financial results,” February 21, 2019.
 Figures are given for fiscal years.

21. Ibid.

22. Yue Wang, “iQiyi is no longer content with being the Netflix of China,” Forbes, May 29, 2019.



104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23. Iqiyiinc.gcs, “IQiyi announces fourth quarter and fiscal year 2018 financial results.” Losses have continued in
 2019. See: Iqiyiinc.gcs, “iQiyi announces second quarter 2019 financial results,” August 19, 2019.

24. China Internet Watch, “Top mobile apps, app stores in China in H1 2019,” August 20, 2019.

25.  Asia Video Industry Association, “Online video industry: China 2018,” 2018.

26. Verdict, “Chinese streaming platforms may unseat Netflix,” September 2, 2019.

27. Natalie Walters, “Alibaba building Youku to be the Netflix of China,” Motley Fool, April 11, 2019.

28. Gaurav Laghate, “Television remains the choice of the masses even in digital times,” Economic Times, July 23, 2018.

29. Malvika Gurung, “MX Player beats Hotstar, Amazon Prime in loyalty; 25% Indians want free Netflix access,
 ads no problem!,” Trak.in, June 19, 2019.

30. Ravie Lakshmanan, “China and India account for most internet users; 2019 Internet Trends Report,” TNW,
 June 2019.

31. PTI, “Data usage per smartphone in India set to double by 2024: Ericsson report,” Economic Times, June 21, 2019.

32. Gaurav Laghate, “Partnership is name of the game in burgeoning video streaming segment,” Economic Times,
 August 6, 2019.

33. Indian Express, “Hotstar, MX Player lead in OTT Entertainment apps for smartphones users in India: Study,”
 July 19, 2019.

34. Gurung, “MX Player beats Hotstar, Amazon Prime in loyalty; 25% Indians want free Netflix Access, ads no
 problem!.”

35. Rishi Iyengar, “Disney’s next 700 million viewers might be in India,” CNN Business, July 9, 2018.

36. Dolly Mahayan, “How Hotstar is upping its ad-revenue game this Cricket World Cup,” Exchange4Media,
 July 11, 2019.

37. WARC, “Hotstar offers targeted ads for this year’s IPL,” March 11, 2019.

38. Advanced Television, “OONA announces free home & mobile OTT TV for life,” January 9, 2019.

39. Laghate, “Partnership is name of the game in burgeoning video streaming segment.”

40. Kevin Westcott et al., Digital media segments: Looking beyond generations, Deloitte Insights, 2018.

41. Westcott et al., Digital media trends survey, 13th edition.

42. Peter Csathy, “Room for three video subscriptions only in a cord-cutting world—Here’s the math,” Forbes,
 August 19, 2019.

43. Chance Miller, “Apple’s original content spending hits $6 billion, Apple TV+ Launching ‘within next 2 months’,”
 9to5Mac, August 19, 2019. TMT Predictions 2020 is an independent publication and has not been authorized,
 sponsored, or otherwise approved by Apple Inc. Apple TV+ is a trademark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44. Brian Steinberg, “NFL, Networks mull Sunday-afternoon shake-up for TV football (EXCLUSIVE),” Variety,
 March 5, 2019.

45. This section features original research from Deloitte’s report: Kevin Westcott et al., Digital media trends: Are ads
 the prescription for subscription fatigue?, Deloitte Insights, September 2019.

46. For a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se generations, please see Westcott et al., Digital media trends survey,
 13th edition.

47. Ibid.

48. Todd Spangler, “Will Netflix cave in to the advertising opportunity? Wall Street sees potential for $1 billion yearly
 windfall,” Variety, June 28, 2019.



105

광고 기반 동영상 : 미국은 아시아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49. Hulu: Todd Spangler, “Hulu says 70% of its 82 million viewers are on ad-supported plan,” Variety, May 29, 2019.

50. Roku: Ben Munson, “Roku claims more than 30M active accounts,” Fierce Video, August 5, 2019; Pluto TV:
 Ben Munson, “Pluto TV now has more than 15M active users,” Fierce Video, April 9, 2019.

51. Tubi: Andrew Blustein, “Tubi takes aim at competition in its largest out-of-home campaign,”
 Drum, August 7, 2019.

52. Jon Lafayette, “National TV ad revenues post gain in May, says SMI,” Broadcasting & Cable, June 27, 2019.

53. Michael Balderston, “Pay-TV lost 1.5M subscribers in Q2 2019, says Leichtman,” TV Technology, August 12, 2019.

54. Kurt Wagner, “Digital advertising in the US is finally bigger than print and television,” Vox, February 20, 2019.

55. Sahil Patel, “The next front of the streaming wars is the battle for ad-supported programming,”
 Digiday, April 9, 2019.



106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의 부상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

오디오북 시장이 25% 성장해 35억 달러 규모에 도달한다

고 예측한다. 그리고 오디오북만이 인기를 끌고 있는 

유일한 음성 매체가 아니다. 딜로이트는 또한 전 세계 

팟캐스트 시장이 2020년 30% 성장한 11억 달러 규모에 

도달해, 최초로 1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선다고 예측한다.1

음번에 당신이 좋은 책 한 권을 읽고자 맘을 

먹을 때, 전자책 단말기를 고르는 대신 헤드폰

을 집어 들 게 될까? 오디오북 출판업자들은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다-그리고 예상되는 시장의 성장은 

그들의 바람에 무게를 둔다. 2020년, 딜로이트는 전 세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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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신호는 명확하다: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는 ‘틈새’ 

상태를 넘어 그 자체로서 상당한 시장으로 떠올랐다.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 :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의 부상

이러한 숫자는 라디오의 420억 달러 그리고 음악(음반 

판매와 공연을 합친)의 51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과 비교할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그

림 1). 그러나 전반적인 미디어 및 연예오락 시장의 성장률

이 단지 4%에 불과한 세상에서,2 25에서 30%의 연간 

그림 1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지만 성장할 채비를 갖췄다
미디어 범주별 2020년 전 세계 매출액 (10억 달러)

출처: 컴스코어(comScor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및 NPD, 디지털 TV 리서치(Digital TV 

Research), 북맵(Bookmap), PwC, 월드 프레스 트렌드(World Press Trends)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원천의 성장률과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딜로이트의 분석 결과

팟캐스트

음반

e스포츠

오디오북

광고 기반 주문형 비디오 

영화

음악 공연

라디오

잡지

도서

TV(유료 TV 및 광고) 

구독 방식 주문형 비디오

신문

비디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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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 불여일청이다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의 예상되는 성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오디오 분야 전반의 더 큰 성장 트렌드의 일부

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음반 매출은 2018년 12% 증가

했다.3 8% 증가한 LP 레코드 매출은 물리적인 음악 매체가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록 전 세계 라디오 매출이나 전 세계 공연 매출이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두 분야 모두 

전 세계 TV와 전 세계 (인쇄) 도서 매출보다는 몇 퍼센트 더 

빠르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잡지 및 신문 매출

(후자는 매출이 줄고 있다)보다는 10에서 20%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4 한편, 2018년 헤드폰 판매 규모는 미국에서

만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200억 달러에 도달했다. 물론 

사람들이 헤드폰을 오로지 팟캐스트와 오디오북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보여준다.5

이 모든 사실이 결코 오디오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딜로이트가 작년에 라디오에 대해 했던 말을 오디오로 바꿔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오디오는 우리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다. 저녁 식사 장소의, 사무실의, 혹은 운전하는 차 안의 

배경음으로서 말이다. 이는 강제적이거나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그러나 거기 존재한다.”6 침묵이 금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근할 때, 잡일을 할 때, 혹은 운동을 할 때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흥미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디오북과 이의 청취자: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이 무르익었다

미국의 오디오북 시장-2020년 15억 달러에 도달한 후 다음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해 보이는 20-25% 사이의 연간 성장이 

예측되는-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두 번째가 중국의 오디오북 

시장인데, 2017년 4.5억 달러에서 성장해 2020년 10억 달러

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7 이 두 곳의 잘 연구된 

시장 외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장 자체가 아직 초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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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양한 출처에서 긁어모은 자료는 북유럽 4개국의 

오디오북 연간 매출 규모가 약 1억 달러라고 시사한다.8 

영국의 오디오북 시장은 2018년 약 8,500만 달러였고,9 

유럽 전체(영국 포함)의 오디오북 매출 총액은 약 5억 달러로 

추정된다.10 이들 숫자에 기반할 때,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

규모 35억 달러는 타당해 보이는 숫자인데, 미국과 중국이 

전체 시장의 약 75%를 차지한다. 

오디오북 시장은 단지 매출액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또한 청취자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8%가 지난 12개월 내에 오디오북 

한 권을 청취했다고 말해 2016년 이후 4%가 증가했다.11 

이런 성장률이 꾸준히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이 수치는 

오늘날 미국에서 7,300만 명 이상이 적어도 1년에 1권의 

오디오북을 청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중국의 

데이터는 인구의 22.8%가 2017년 적어도 1권의 오디오북을 

청취했음을 시사한다.12 비슷한 성장률을 가정할 때, 중국 

인구의 1/4 이상, 혹은 3억5000만 명이 오늘날 오디오북을 

듣는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오디오북 소비자의 숫자는 거의 

확실히 5억 명이 넘는다.

장기적으로, 딜로이트는 오디오북의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된다고 예상하는데 2020년의 25%라는 급격한 성장이 

다소 둔화된다고 해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디오북 

매출은 2013년 이후 거의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했고, 

심지어 2018년에는 거의 40%의 급성장을 이뤘다.13 

스마트스피커의 확산이 한 가지 가능한 동인일 수 있고, 

월간 구독 방식을 제공하는 주문형 스트리밍 모델(SBOD, 

streaming-books-on-demand) 또한 원인일 수 있다. 

다른 국가와 지역들도 미국, 중국, 북유럽의 수준을 따라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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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팟캐스트의 상업화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한다. 특히 

오디오북과 비교해서 말이다. 오디오북 가격 모델은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취한다: 소비자들은 오디오북을 바로 구매

하거나, 혹은 오더블(Audible), 스크리브드(Scribd), 

코보(Kobo)와 같은 월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한다. 

고품질의 오디오북 구매에는 보통 20-30달러가 든다-항상 

종이책 혹은 전자책보다 비싼데, 실제로 50에서 100% 사이

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18 월간 구독 서비스는 가격과 제공

되는 기능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월 9-15달러(혹은 1년에 

100달러를 훨씬 넘는 가격)가 대략 평균적이다. 

반면에 팟캐스트는 여러 가지 수익 흐름을 가진다: 광고와 

협찬, 구독, 이벤트, 상품 판매, 콘텐츠 마케팅, 브랜드 

팟캐스트 계약, 그리고 개별 청취자들의 후원.19 비록 수익 

흐름의 정확한 비중은 공개적으로 가용한 정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들 중 광고와 협찬이 가장 크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혹자는 

팟캐스트가 청취자들의 상업화에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비록 2018년 미국에서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오디오북 청취자들보다 60% 더 많긴 

하지만(21%의 미국인들이 팟캐스트 청취 vs 13%의 미국인

들이 오디오북 청취), 2018년 팟캐스트 매출은 오디오북 

매출보다 약 33%가량 더 적었다(5억 달러 vs 7.5억 달러). 

이는 오디오북 청취자가 팟캐스트 청취자보다 2.4배 이상 

더 많은 연 매출을 창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업화에 있어 

팟캐스트는 오디오북에만 뒤처진 게 아니다. 2017년 영국에

서, 상업용 라디오는 청취시간 1시간 당 2.8펜스를 창출한 

반면, 팟캐스트는 단지 0.5펜스에 그쳤다.20

오디오북의 소비는 지역과 인구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의 오디오북 청취자의 74%가 자신의 

차에서 이를 들었다.14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긴 국가에서 오

디오북에 대한 더 많은 매출, 성장률, 기회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되는 전체 오디오북 숫자에서 이미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용 오디오북 또한 성장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 2017년, 이 부문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오디오북

의 40%, 미국에서는 10%, 프랑스에서는 25%를 담당했다.15

흥미롭게도, 오디오북이 도서 시장과 전체 미디어 시장 모두

에서 빠르게 지분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그 지분은 인쇄 도서

에서 뺏어온 게 아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용 인쇄 도서

(거래 도서)의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은 2019년 처음 6개월 

동안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심지어 다운로드된 오디오

북 매출 또한 34%가 증가했음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전자책

의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4% 줄어들었다(비록 전자책이 

여전히 오디오북보다 77%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16 

인쇄된 책을 사랑하는 충성 독자층이 물리적인 종이책-이는 

여전히 도서 소비의 지배적인 형식으로, 전반적인 미국 거래 

도서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한다-에 집착하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전장에서의 전쟁은 눈을 사용하길 원하는 이들과 귀를 

선호하는 이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듯 보인다. 그 결과는? 

아직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그러나 현재 성장률에서는, 

오디오북 매출이 2023년경에 전자책을 추월하는 경로에 있다.

팟캐스트와 

상업화에 대한 의문

2020년 매출이 10억 달러를 갓 넘는다고 예상되는 팟캐스

트는 오늘날 미디어 형식 목록에서 간신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밖에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미래 성장률

이 지난 몇 년 동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팟캐스트는 

2025년까지 33억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17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려면 팟캐스트 업계가 더욱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하고, 새로운 청취자들을 추가하며, 

그리고-가장 중요하게는-이의 대규모 청취자 기반의 상업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 :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의 부상

이렇게 서로 다른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혹자는 팟캐스트가 

청취자들의 상업화에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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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의 그저 막대한 숫자다. 팟캐스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만들 수 있다(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 2019년 기준으로, 2,900만 건 이상의 에피소드를 

망라하는 70만 가지 이상의 팟캐스트 시리즈가 활동 중이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다.25

한술 더 떠서, 이들 무료 팟캐스트 중 많은 수가 놀라울 정도로

고품질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은 고품질 팟캐스트의 

훌륭한 원천이다. 방송국은 라디오 방송을 생방송 후에 쉽게 

‘팟캐스트화’해(적은 비용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그리고 방송국이 공공방송(BBC, NPR, CBC와 같은)일 

경우 팟캐스트는 구독료나 광고가 없는 공짜인 경우가 많다. 

신문 업계 또한 이런 현상에 공헌한다. 비록 일부 신문사들이 

팟캐스트에 비용을 청구하긴 하지만, 다른 많은 신문사들은 

이를 디지털 구독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 혹은 구독

자들이 더 높은 등급의 구독을 신청하도록 고무하려는 수단

으로서 신문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비록 광고가 붙긴 

하지만).26

기업의 팟캐스트 또한 무료 팟캐스트 콘텐츠의 또 다른 원천

이다. 기업들은 자사의 팟캐스트에 광고를 포함하거나 

구독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팟캐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그러나 그것이 기업 팟캐스트에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론: 사람들이 수천 시간의 고품질 팟캐스트를 사실상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 수익화 동기를 가진 팟캐스터들은 

청취자들이 콘텐츠에 대해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팟캐스트: 이들의 가치가 정말로 10억 달러에 달하는가?

기업의 팟캐스트를 이 장에서 언급하는 게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직접적인)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이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을 다 합쳐봐야 1년에 1천만 달러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말이다. 그러나 이를 

마케팅, 브랜드 구축, 훈련, 직원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본다면, 모든 종류의 기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객들 그리고 현재 및 앞으로의 직원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목격하게 된다. 비록 그 가치를 정확히 측정

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측은 해볼 수 있다. 만약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업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들 팟캐스트가 기업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는 10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혹은 소비자 팟캐스트 시장의 규모와 거의 같을 수 있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이런 상황이 변할까? 그럴지도 모른다. 비록 팟캐스트가 

2004년 이래 계속해서 존재해 오긴 했지만,21 팟캐스터들은 

대략 2015년에서부터야 진정으로 팟캐스트를 통한 수익 창

출을 추구해왔다-주로 2014년 시리얼(Serial)의 성공에 

의해 촉발된 결과인데, 시리얼은 광고자들을 끌어들이기 

충분한 규모의 청취자들을 확보한 최초의 단일 팟캐스트였다. 

팟캐스터들이 앞으로 수익 창출에 더 진지해짐에 따라, 

그들은 아마도 다양한 수익 흐름의 최적화에 있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전 세계 팟캐스트 매출 총액은 단지 

4,500만 달러에 불과해, 팟캐스트에 성장을 위한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22 (그렇긴 하지만, 미국 팟캐스트 광고수익 

추정 결과는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예측하는데, 

2018년 50% 이상의 성장률에서 2021년까지 약 20%로 

둔화된다고 예상한다.)23

팟캐스트는 또한 오디오북보다 제작비가 적게 든다. 일종의 

규칙으로서 말이다. 심지어 더 높은 제작 기준과 더 잘 알려진 

호스트를 갖춘 경우에도 대부분의 오디오북 제작비용과 비교

하기 힘들다. 10시간짜리 오디오북(약 75,000단어를 포함, 

대략 300페이지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판업자가 보통 

3,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여기

에는 내레이션, 편집, 녹음, 마스터링 비용이 포함된다.24 

유명인(클레어 데인스, 메릴 스트립, 사무엘 L.잭슨, 

이언 맥캘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낭독한 오디오북은 

훨씬 더 비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팟캐스트가 청취자들을 상업화하는 오디오북

의 능력을 따라잡으려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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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기업 팟캐스트는 이미 주류화되었다. 포천 500 기업 최상위 25곳 중에, 17곳(68%)이 기업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인 팟캐스트를 운영한다.27 다시 말하지만, 이들 팟캐스트는 기업 스스로가 제작하고 돈을 대고 

있으며, 기업 CEO가 제3자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기업이 독립적인 팟캐스트 시리즈의 제작을 후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트렌드는 모든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듯 보인다: B2B 기업과 B2C 기업 모두가 팟캐스트를 제작하는데, 유통, 헬스

케어, 에너지, 통신, 금융서비스, 제조, 자동차, 기술기업들이 다 참여한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산업 내에서 기업들의 

팟캐스트 노력은 차이가 크다. 한 주요 자동차 기업이 몇 가지 팟캐스트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반면, 대략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은 전혀 없을 수 있다.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접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산업은 전문가 서비스 

업계다. 전 세계 최대의 법률, 세무, 회계, 컨설팅 기업들은 모두 기업 팟캐스트 시리즈를 운영한다. 그리고 그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기업은 거의 모두가 수십 가지 혹은 심지어 수백 가지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은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특정 서비스 부문과 연결된다. 

이들 기업 팟캐스트는 크게 3가지 용도가 있다. 첫째, 기업은 마케팅 목적으로 팟캐스트를 제작한다: 그들의 지식을 과시

하고, 전문성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한다. 둘째, 팟캐스트는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내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이 팟캐스트를 신규 채용 도구로 사용한다. 

기업은 위의 3가지 활동에 상당한 규모의 돈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들이 많은 팟캐스트를 제작하기 위한 자금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들은 매년 마케팅에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를 쓰고,28 한편 전 세계 직원훈련/이러닝 

시장과 전 세계 신규 채용 시장은 매년 각각 2,000억 달러의 기업 자금을 끌어들인다.29 팟캐스트는 전체 시장 중 그저 

작은 비율만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것만 해도 놀랄 만큼 큰 규모임이 입증될지도 모른다.

기업 팟캐스트의 투자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팟캐스트의 제작비가 일반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오디오 녹음장비와 기술은 보통 저렴하고, 편집은 영상이나 오디오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

하다. 그리고 한 명의 팟캐스트 호스트(다른 과업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큰)가 전사적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에피소드를 

녹음할 수 있다. 그러나 팟캐스트를 특히 경제적으로 만드는 점은 기업이 매력적인 팟캐스트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콘텐츠의 창조와 전문지식의 구축에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는 점이다. 기업은 단일 연구조사에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를 쓸 수 있고, 그 연구에 기반해 수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보고서를 출간할 수 있으며, 그 연구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에 추가로 수만 달러를 쓸 수 있다. 팟캐스트에 추가로 500달러를 쓰는 일은 3 자릿수의 투자수익률이 

거의 확실히 보장되는 매우 적은 추가 지출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투자수익률의 측정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팟캐스트가 창출하는 가치가 대부분 

무형이라는 사실 외에도, 조직의 브랜드 구축,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조직의 평판 향상, 직원들의 기량 및 지식 증가, 

그리고 미래의 고객과 직원들을 확보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팟캐스트의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해 내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전반적인 팟캐스트 청취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때문에 기업 팟캐스트의 성장이 비기업 팟캐스트의 

성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예상한다.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 사람들-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 고용된-은 또한 기업이 미래의 

고객과 직원들로서 적합하다고 발견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많은 광고업체에게 매력적인 대중일 수 있

는데, 이점이 바로 팟캐스트 광고 수익이 다른 많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더 빨리 성장한다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

유다. 장기 근속할 직원들-단지 제품 구매자가 아닌-을 찾는 기업에 있어 팟캐스트 청취 인구는 더욱더 매력적인 

구애 대상임이 증명될지 모른다.

귀를 사로잡는 콘텐츠 :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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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청취자들은 젊고, 직장이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쏠려 있다
미국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청취 인구통계, 2018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설문조사, 미국 데이터, 2018년 8월(N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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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는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젊고, 직장이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쏠려 있음을 보여주는데(그림 2)-

이 모두가 그들을 매력적인 고객 기반으로 만든다.

젊고, 직장이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고객 기반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는 누구로부터 돈을 버는가? 딜로이트 

글로벌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8년 미국에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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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취해, 이들 연령 집단은 팟캐스트를 청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들을 가능성도 가장 낮았다. 

이런 전반적인 패턴은 캐나다에서도 나타났다. 1,000명 

이상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청취 

습관에 대해 동일한 설문조사(이 또한 2018년)를 수행했을 

때, 연령 집단 전반에 걸쳐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청취자의 

비율이 약 2-3% 낮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포의 형태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물론 앞에서의 일반화는 미묘한 특성을 감춰 버린다. 

예를 들어, 설문 대상 중 가장 젊은 집단인 18-24세 사이에서

의 오디오북 청취율은 다음으로 젊은 집단인 25-30세 사이에

서의 청취율보다 낮다. 미국의 18-24세 중 단지 8%만이 

오디오북을 청취해 44-75세 사이 집단과 거의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18-24세 사이의 많은 사람

이 여전히 재학 중이어서 대부분의 독서 시간을 재미를 

위해 오디오북을 청취하기보다 인쇄 도서의 학습에 사용한다

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비록 일부가 오디오북이 

고령층(일부분 나이와 관련된 시력 감퇴로 인해)30과 문해력 

수준이 낮은 이들31에게 유용할 거라고 시사하긴 했지만, 

설문 데이터는 55-75세 사이 연령층이나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문맹 혹은 문해력이 낮은 독자라고 

과장될 가능성이 큰 집단) 모두가 오디오북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음-적어도 아직까지는-을 보여줬다.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성인 미국인의 21%가 대부분 정기적

으로 그렇게 한다. 설문한 팟캐스트 청취자의 38%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듣는다고 답했고, 66%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었으며, 87%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청취했다. 

이러한 빈도는 일반적으로 성별, 교육,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는데...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55-75세 사이 

팟캐스트 청취자 중 단지 약 40%만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성인 

미국인의 21%가 대부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한다. 

설문한 팟캐스트 청취자의 

38%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듣는다고 답했고, 66%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었으며, 87%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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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디오북 출판업자에게, 2020년과 그 이후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 전망은 분명히 기분 좋은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청취자들 

및 수익을 놓고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면, 그들은 어떤 타이틀을 오디오북으로 발매할지 뿐만 아니라, 또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래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연 46,000권의 신작이 미국에 적절한 수준이라면,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650

권의 자국어 타이틀 혹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연간 95권이 그들 국가에 적절한 숫자일까?32 그 수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밝혀지건 간에, 신작은 아마도 매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오디오북 제작 비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책의 선인세, 홍보비, 인쇄비와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는 책자의 비율이 장기적

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팟캐스트와 이의 상업화 전망에 있어, 다양한 구조적인 역풍으로 인해 오디오북과의 수익 격차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예상된다. 높은 생산성 가치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 너무나 많은 팟캐스트가 음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오디오북에 사용되는 녹음 기법의 채용이 더 높은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해줄지 모른다.33 또 다른 가능한 전략은 품질을 높이면

서 양을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뉴스 UK(News UK)는 제작하는 팟캐스트의 숫자를 반으로 줄인 결과 다운로드 횟수는 2배

로 증가하고 광고 수익은 3배로 증가했음을 목격했다.34 실제로, 유명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팟캐스트를 더욱 신중하게 

큐레이션하기 시작한 듯 보이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팟캐스트의 수는 줄었지만 품질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용자들이 

제작한 팟캐스트가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짐 또한 있다. 많은 새로운 팟캐스트들이 인터뷰 형식의 팟캐스트(일명 ‘밴터

캐스트[bantercast])라 불리는 이런 형식은 이미 과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고 

청중이나 광고주들을 유치하는 데도 실패해왔기 때문에 그냥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팟페이드(podfade)’라고 

알려진 현상이다.35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둘 다 스마트스피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스마트스피커는 2020년까지 중국 

도시지역과 미국에서 25% 이상의 시장 침투율을 달성한다고 전망되고,36 세계의 나머지 지역도 이를 뒤따름에 따라 더 많은 

성장이 예상된다. 이들 기기는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미국의 스마트스피커 사용자의 66%가 매주 

스마트스피커에서 적어도 한 편의 오디오북 혹은 팟캐스트를 청취한다고 말한다.37

마지막으로, 오디오 업계의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걱정해야만 하는가? 이는 오디오와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어디서 오고 있느냐

에 달려있다-그러나 특히 라디오 업계가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비록 현재 전 세계 매출이 400억 달러이고 이의 

90% 이상의 전 세계적인 주간 청취율에 힘입어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라디오가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들과 비교해 

놀라울 정도로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점이 증명되긴 했지만, 최근 데이터는 몇 가지 걱정되는 징조를 보여준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이 모 아니면 도라는 선택이 아니긴 하지만-예를 들어, 90%의 미국 팟캐스트 청취자들은 또한 

지난주에 라디오도 청취했다38-라디오의 총 청취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분기, 미국의 평균 라디오 청취 시간은 하루 당 

4분 적은 1시간 42분으로 줄어들어, 전년 대비 3.8% 하락했다. 게다가 이러한 감소는 전 연령 집단에서 일어났는데, 18-34세 

사이와 35-49세 사이에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각각 5.9%와 4.5%).39 미국의 가정 외 모든 라디오 청취의 2/3가 차 

안에서 일어나고,40 팟캐스트와 오디오북이 통근 시간 동안 라디오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라디오의 청취 

시간 감소가 오디오북 혹은 팟캐스트로의 청취자 유출을 반영한다는 가정은 적어도 그럴듯 해 보인다. 오디오북과 팟캐스트가 

우상향하는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라디오 방송사는 이러한 수치를 면밀하게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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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을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만든다

자전거의 기술적 변환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인 자전거 이용자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오로지

노동인구의 약 1%만이 자전거로 통근한다).1 우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총 1% 더 늘어난다고 예측한다.

전자들은 백미러를 체크하라. 점점 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은 곧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딜로이트는 

2019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에는 1년 동안 수백억 회의

자전거 이동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예측한다. 자전거 주행

의 증가는 아직도 자전거 통근이 흔하지 않은 전 세계 많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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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자전거 이용의 증가는 교통과 공해의 감소, 

덜 붐비는 대중교통 시스템, 공중 보건의 개선 등 심오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는 특히 도시에서 더 절실하다. 전 세계에서 매주

약 3백만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한다.2 

2050년까지,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25억 

명 늘어난다고 예상된다.3 이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려면 기

존 교통수단의 수용력에 부담이 갈 수 있다.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 중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 2017년 미국 내 

차량 이동 5건 중 3건의 이동 거리는 10km 미만이었고, 

절반이 채 안 되는 이동이 5km 미만이었다.4

1%에서 2%로의 증가는 언뜻 보기에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점이 작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두드러질 것이다. 1년간 자전거 주행이 수백억 회 증가

하면 자동차 사용이 줄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며, 

교통 혼잡과 도시 대기질에도 파급 효과가 미친다. 

자전거 주행 증가의 기저에는 예측적 애널리틱스,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무선 연결, 디지털 도시 계획 도구,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부품, 전기화를 포함한 일련의 

다양한 기술적 혁신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다른 

다양한 회사들이 각자 개발하고 있는 이들 혁신은 자전거 

주행을 더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하고, 추적과 측정도 

쉽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이는 자전거를 최초 단계, 

최종 단계 그리고 전반적인 이동을 위한 더 매력적인 대안

으로 만들어 자전거의 인기 증가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전거 이동은 매년 수십억 회에 달한다

미래에 자전거 이용이 더 널리 퍼진다고 예상되지만, 이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절대 드물지 않다. 모든 이동의 10% 

이상이 자전거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현재 전 세계에 여섯 곳이 있다. 최상위 3개 도시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3개 도시는 다 합쳐 4,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다. 베이징, 방갈로르, 선전, 부에노스아이레스, 

델리를 추가하면, 자전거 사용이 이들 각 도시에서 전체 이동량의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자전거 이동의 

규모는 수십억 회에 달한다.

그림 1

자전거 주행은 현재 매우 적다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전거로 이동하는 비율, 상위 22개 도시, 2019

출처: 사이먼 딕슨(Simon Dixon), 해리스 어샤드(Haris Irshad), 데릭 M. 팬크래츠(Derek M. Pankrartz), 저스틴 본슈타인(Justine Bornstein), 

2019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지수: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전 세계 준비도 측정,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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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의 발전은 강력한 판매 동인이다. 2016년

까지만 해도 매년 판매된 전기 자전거의 80% 이상이 무거운 

납축전지를 사용했지만, 훨씬 더 가벼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시장이 바뀌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4년의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모든 

전기자전거의 2/5가량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특징으로 하리라 

예상되며,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의 비율은 

2020년에 약 25%로 시작해 2023년에는 60%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예상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통근용(낮은 

페달링 속도로 빠른 가속), 배달용(무거운 짐), 산악자전거

(고속 전력 질주 및 가파른 언덕에 이상적)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모델이 있는, 다양한 용도를 위한 변종 자전거에서 

사용 가능해지고 있다.13

자전거 제조사와 판매업체는 이미 전기자전거 판매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한 글로벌 자전거 제조사의 

2019년 전기자전거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했다.14 독일에서는 2018년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36% 증가

한 약 1백만 대에 달했고,15 2019년 상반기에만 거의 100만 

대가 더 팔렸다.16 2018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성인용 

자전거의 절반 이상이 전기자전거였으며,17 미국 내 전문점에

서는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73% 증가해 40만 대 이상으로 

급증했다.18 스페인에서는 2018년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대비 55% 증가를 기록했는데, 111,297대의 

전기자전거를 개당 평균 2,165유로에 판매했다.19

이 모든 판매량은 길거리에 많은 전기자전거가 등장할 것임

을 의미한다.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전기자전거

의 총수-조직과 소비자들이 소유한-는 2019년의 2억 대에서 

50% 증가한 약 3억 대에 도달할 전망이다.20 이 3억 대의 

전기자전거에는 공유가 가능한 전기자전거와 개인이 소유한 

전기자전거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전기화(電化): 

나의 다른 자가용은 전기자전거다

앞서 언급한 많은 자전거 관련 기술 중 페달링을 돕기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발전과 확산은 자전거 

주행의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자전거의 전기화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첫 번째 특허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5 

하지만 이 개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금세기 

초만 해도 전기자전거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드물었다. 예를 들어 2006년과 2012년 사이, 미국 내에서 

전기자전거는 연간 전체 자전거 판매량(일반 자전거 및 전

기자전거) 중 1% 미만만을 차지했다.6 중국은 예외적인데, 

2013년에 3,700만 대의 전기자전거가 제조되고 3,200만 

대가 팔렸다.7 대조적으로 유럽 전역에서는 같은 해 180만 

대밖에 팔리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단지 44만 대, 미국에서는 

겨우 18만5천 대에 그쳤다.8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가격 책정, 전력 등의 발전 덕분에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특히 최고급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모든 배터리 

기술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가 1억3천만 대 이상 판매된다

고 예상되며,9 2023년에는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4,000만 대를 넘어10 약 200억 달러의 수익을 낸다고 

예상된다.11 이들 숫자의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첨언하자면, 

2025년에 불과 1,200만 대의 전기 자동차(자동차 및 트럭)가 

판매된다고 예상되고, 2018년 말 기준 단지 510만 대의 전기 

자동차만이 운행되었다.12 

자전거의 전기화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첫 번째 특허는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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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전거의 전기화는 주행을 쉽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잠금을 풀 수 있으며, 같은 기술로 분실 또는 도난 시에 

전기자전거의 위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기화는 또한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급 전기자전거는 매우 

크고, 밝으며, 배터리로 작동하는 LED 전조등과 미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낮 동안 여가 목적으로 타는 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북반구에서는 황혼이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종종 이뤄지는 겨울철의 러시아워 출퇴근에서는 대단히 중요

하다. 

그렇다. 이 중 대부분 혹은 전부는 기계식 자전거로도 가능

하다. 그러나…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들 기능이 통합

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 승차자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일반 자전거에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조등과 미등을 달아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몸체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조명등은 도둑맞기 쉬우므로, 승차자는 아침에 출근한 후 

이를 떼서 사무실이나 교실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곳을 찾고, 다시 가져와 귀갓길에 재장착해야 한다. 

집에 만약 안전한 주차 공간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해

야 한다. 반면에 전기자전거에 장착된 등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늘 전력을 공급받으며, 훔쳐 가기 어렵고 자전거의 

배터리가 닳지 않는 한 배터리가 바닥날 일이 없다.

전기화는 또한 자전거 형태에 관해서도 더 많은 실험을 

가능케 한다. 올림픽 선수 수준의 체력 없이도 유아를 안전

하게 태우고, 일주일 치 식료품을 나르며, 지역 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 

아마도 전기자전거의 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충전 네트워크가 도처에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와는 달리 전기자전거는 새로운 급속 충전기 네트워크나 

주차장에 특수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전기자전거를 

재충전하려면 배터리를 표준 콘센트에 몇 시간 동안 연결

하기만 하면 된다. 현대적인 집에는 60개 이상의 전기 콘센트

가 있을 공산이 크다.27 1,000명의 직원을 수용하는 현대적인 

사무실 빌딩에는 5,000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의 매력은 무엇인가? 한 가지 큰 장점은 배터리 

보조 장치가 자전거 주행의 육체적 노력을 덜어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속도가 더 빠르고, 신호등 같은 곳에서 정지한 후에 

더 쉽게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언덕을 올라갈 때, 역풍을 맞을 

때,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혹은 이 중 여러 상황을 복합해서 

직면한 경우에 추진력을 강화해준다.21 일단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보조 장치는 멈춘다. 유럽과 중국에서 배터리 보조

장치는 시속 25km에서 멈춘다.22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려면,

탑승자는 스스로 자전거에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를 타면 일반 자전거의 평균 속력인 15km보다 

50%가량 더 빠른 약 22km의 평균 속력을 낼 수 있다.23 

이 증가한 속도로 인해 이동시간이 2/3까지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속도라면, 전기자전거는 심지어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을 앞설 수 있다. 게다가, 전기자전거 탑승은 일반 자전거보다 

힘이 적게 든다. 전기자전거 주행은 전력질주보다는 산책에 

더 가까운데, 이는 스판덱스가 아닌 정장을 입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실험은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일반 

자전거 이용자보다 땀을 2/3 적게 흘린다는 점을 발견했다.24 

이는 통근자에게 중요하다. 자전거를 탄 후 갈아입을 옷을 

챙기거나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니 자전거 이용의 상당한 

단점이 없어진다. 

전기자전거는 이 기계가 아니라면 주저했을 많은 이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할 기회를 열어준다. 에너지 수준이 약해지면 

전기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건강이 좋지 않다

고 느끼는 사람들도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준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런던 시민 중 20%

가 자신이 자전거를 타기에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말한다.25 그리고 그 영향은 건강하지는 않지만, 몸은 

멀쩡한 사람들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전기화는 장애인들에게 

거대한 전환이 될 수 있다: 전기자전거의 전동화된 구성 

부품이 자전거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탑승 가능한 휠체어에도 

통합될 수 있다.26 장애인의 경우, 이로 인해 도시에서 버스(심

지어 경사로가 장착된 버스) 혹은 철도(역 승강장이 개조되고 

승강기가 추가되었다는 가정하에)로 이동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자전거의 기술적 변환 : 자전거 주행을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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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삼륜 전기자전거를 시험하고 있다.38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베이징에서만 매일 180만 건의 음식 배달이 일어난다.39 

일반 자전거로는 12판의 피자 운반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형 오토바이로도 힘들 수 있다-그러나 배달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완벽히 적합할 수 있다.40 도미노 피자는 테스트에서 

전기자전거 배달이 자동차 배달보다 더 빨랐을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평가 점수도 더 높게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41

대조적으로 2018년 말, 전 세계의 차량용 공공 급속충전기는 

15만 대에 불과했고, 이 중 78%가 중국에 있었다.28 

백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추가적인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무게는 보통 2.5kg에 불과하다.29 

곧 전기자전거가 편의성, 유용성,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덕분에 현재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틈새시장을 침범하기 

시작할 수 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는 일반 전기자전거보다 

더 비싸지만(약 8,000달러), 대부분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부분의 심부름에도 그만큼 유용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구매자의 28%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자동차의 대용으로 구입했다.30 

전기자전거공유 서비스 진출을 시도한 우버(Uber)의 사례는

한층 더 시사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 2018년 1월 우버가 

전기자전거공유 회사인 점프(Jump)를 인수한 지 여섯 달 만에 

우버 플랫폼에서 전기자전거공유 서비스 신규 사용자들의 

이동 횟수는 15% 늘어난 반면, 자동차와 SUV를 이용한 

횟수는 10% 감소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나타났다.31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가담하고 

있다. GM은 접이식 전기자전거를 출시했다.32 마세라티는 

2019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10,000유로짜리 

경주용 전기자전거를 디자인했다.33 그리고 폭스바겐은 최대 

부하 210kg(운전자 포함)의 배달용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다.34 

배달용 전기자전거가 실제로 도시 내 최종 단계 배송을 위해 

선호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35 이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사용 중이거나 주차했을 때 자동차보다 도로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한다. 물류 기업들은 언제 차량이나 밴 대신 

배달용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면 배달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달용 전기자전거가 배송의 20%를 

담당할 수 있다.36 이는 배달용 전기자전거가 어쩌면 전 세계

적으로 연간 수백억 건을 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

서만 배송량이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850억 건 상당의 수송물이 예상된다.37 가까운 시일 안에, 

표준 크기의 배달 트럭들이 배달용 전기자전거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 예를 들어, UPS는 2.7m3 용량에 181kg까지 감당할 

자전거공유: 타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전거를 가져오다

세계에는 수십억 대의 자전거가 있으며, 그중 몇 억대는 

개인 소유이다. 그러나 그중 오직 적은 숫자만이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한 가지 이유는 자전거가 가장 필요할 때 주변에 좀

처럼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공유가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곧 바뀔지도 모른다. 

자전거공유는 수요 지점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전 세계에 독(dock) 기반의 자전거공유 프로그램이 1,000개 

이상 존재하는데,42 이는 수천만 대의 공유자전거에 상당한다.43 

심지어 자전거공유 시장은 다변화를 추구하는 자전거 제조

업체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 접이식 자전거 

제조업체인 브롬튼(Brompton)은 영국에 45개의 대여소를 

가지고 있다.44 

비록 자전거공유 사용률이 여전히 비교적 낮긴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18년 공유자전거로 단지 4,500만 

회의 이동이 이뤄진 반면,45 매일 거리에서 1억 1,500만대의 

자동차와 트럭이 운행되어 대조를 이뤘다46-그러나 전기화가 

미래에 자전거공유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텐데, 이는 현재의

주요 단점 중 하나가 상쇄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무게

말이다. 공유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3배나 더 무겁게 설계

되는데,47 이는 자전거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 험하게 사용해도 

끄떡없게 만들기 위함이고, 잠재적인 도둑들에게 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거운 자전거는 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사용 시도가 가로막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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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시속 6.25마일(약 10.01km)보다 19% 느려진 

수치다.54 그나마 런던은 중간지대의 평균 시속이 4.7마일

(7.56km)인 맨해튼보다 여전히 빠르다.55 모스크바의 경우,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운전자가 평균 210

시간을 교통 체증 속에서 보냈다고 한다.56 한편 62%의 

주민이 자전거로 직장, 학교, 또는 대학교57로 이동하는 

코펜하겐에서는 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49%가 자전거를 

타는 주요한 이유가 자전거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답해,58 

건강상의 이점, 비용 절감, 환경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더 

큰 비율을 기록했다. 

통근을 분 단위로 계획하려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다양한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자전거 이동시간을 기록

하고, 둘째, 다른 이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며, 셋째, 훨씬 더 

빠른 경로의 계획에 도움을 준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도구는 

스마트폰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앱을 이용하여 이동시간

을 쉽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계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간을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티매퍼(Citymapper)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경로에 따른 자전거 이동시간을 추정한다: 조용한 경로, 

보통 경로, 빠른 경로별로 말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에 특화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최근 쾰른(독일), 포르토(포르투갈), 트리칼라(그리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들 플랫폼의 자전거 사용자들은 

도로 상황, 공사 현장,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고 플랫폼은 이를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과 공유한다.59 

전기화 이상의 기술들: 

자전거 사용 경험 개선

전기화를 넘어, 기술은 전기자전거인지 혹은 일반 자전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전거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일련의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수 있다. 반면에 전기자전거는 튼튼하면서도 일반 공유자전거

보다 페달 밟기가 더 쉬울 수 있다. 

전기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은 독리스(dockless)뿐만 아니라 

독 방식(docked)도 2020년부터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자전거공유 계획을 가진 미국의 192개 도시 중 40곳 이상이 

이미 전기자전거를 공유자산에 포함시켰다.48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시는 2019년 6월에 자전거공유 

프로그램의 모든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교체했다.49 

시범사업 동안 매디슨의 전기자전거를 통해 일반 자전거

보다 5배 더 많은 이동이 이루어졌다. 전부 전기자전거로 

바뀐 후, 이 프로그램의 사용자 지수는 1.5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다.50 반대로 전기자전거가 금지된 도시에서는 공유

자전거 사용률이 감소했다.51 

공유 전기자전거는 사용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더 

좋을 수 있다. 2017년부터 공유 전기자전거를 제공하기 

시작한 중국 공유 모빌리티 회사인 헬로바이크(Hello Bike)는 

전기자전거가 가장 수익성 있는 부문이라고 밝혔다.52 

헬로바이크의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사용 총횟수는 

하루에 7억 번으로, 일반 자전거의 두 배를 넘어선다.53 

기술은 언제 자전거를 사용해야 
현명한 선택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평균 차량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고 

자동차 이동시간은 이에 상응하여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자전거, 특히 전기자전거를 일부 지역에서 

가장 빠른 이동방법으로 만들지 모른다. 2017년의 한 분석

은 런던의 중심에서 1마일(약 1.61km) 이내의 평균 차량

속도를 시속 5.13마일(약 8.26km)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기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은 

독리스(dockless)뿐만 아니라 

독 방식(docked)도 2020년

부터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자전거의 기술적 변환 : 자전거 주행을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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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 앱은 모든 교통수단에 관한 데이터를 합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근자들은 언제든지 여러 교통수단의 

이동시간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앱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자전거 사용 경험을 정량화할 수 

있다. 스트라바(Strava)나 라임바이크(LimeBike) 앱처럼 소모

된 칼로리 수치를 계산하거나, 혹은 일부 건강 관련 앱처럼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성되지 않은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가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타도록 

동기 부여하지 못할 수 있긴 하지만, 약간의 게임 요소가 

가미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전거공유를 위한 앱도 존재한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구글맵은 24개 도시에서 공유자전거 배치 지점의 위치뿐만 

아니라 각 지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전거 수 또한 보여준다.60 

자전거공유 회사의 자체 전용 앱은 사용 가능한 자전거의 

위치와 거리 기준으로 측정된 비용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 

우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앱을 통해 자전거를 대여

한다.61 그리고 미국에서 리프트(Lyft)는 앱으로 시티 바이크

(Citi Bike)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 7월에는 또한 

미국 최대의 자전거공유 업체인 모티베이트(Motivate)를 

인수했다.62 

향후 몇 년간 웨이즈(Waze)가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하는 것

과 같은 방식으로, 교통 앱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실시간 정보를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앱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자전거 사용 경험을 정량화할 

수 있다. 스트라바(Strava)나 

라임바이크(LimeBike) 앱처럼 

소모된 칼로리 수치를 계산

하거나, 혹은 일부 건강 관련 

앱처럼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

써 생성되지 않은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기술은 자전거 이용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건 간에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요한 이유

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여기서도 기술은 다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태블릿, 액션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충돌을 감지할 수 있다. 

일부 자전거 헬멧 모델은 이 기능을 사용해 충돌 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미리 정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다.63 

웨어러블 에어백 또한 사용 가능하다. 회브딩(Hövding)의 

웨어러블 에어백은 목에 둘러 착용하며 USB로 충전하고,64 

이상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움직임을 초당 

200번 측정한다. 사고가 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신호로 

에어백이 팽창하여 공기쿠션으로 목과 머리를 덮어, 뇌진탕

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두개 골절의 위험도 거의 

제거한다. 

무선 기술은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일부 자전거 탑승자들은 이를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다른 도로 시용자에게 턴을 한다고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자전거 헬멧에 통합된 블루투스로 작동하는 

표시등은 자전거 핸들에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불편함을 

없애 준다. 이런 헬멧 중 일부에는 심지어 브레이크등도 

내장되어 있다.65 다른 헬멧 모델은 인터컴 시스템(intercom 

system)을 통한 단거리 통신(최대 900m)이 특징이며, 

마이크와 스피커까지 갖추고 있다. 같은 네트워크에 최대 

4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연결할 수 있다.66 

적층가공(3D 프린팅) 기법은 헬멧의 충돌 저항성을 개선할 뿐

만 아니라 고도로 방어력 높은 맞춤형 헬멧을 만들 수 있다.

HEXR라는 업체는 고객 머리 모양의 3D 스캔을 사용하여 

6각형 벌집 구조의 내부 골격으로 구성된 헬멧을 3D 프린터

로 만들어 낸다. HEXR은 프린트된 각 벌집 구조가 충격을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예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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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도시를 더 자전거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세기 동안 도시는 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자전거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 및 보관에 대한 필요성은 실제

로 고려된다 하더라도 대개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였다. 

일반적으로 10층짜리 차고 건설은 지역 신문에도 실릴 가치

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의 기차역에 

가까운 3층짜리 자전거 주차시설의 개설은 전 세계에 뉴스가 

되었다.72 

그러나 비록 자동차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주된 

교통수단일 가능성이 크지만, 점점 더 많은 도시가 자전거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수용하기 위해 가용한 

공간을 재할당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전거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함은 도시를 자전거 사용에 더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단계임이 거의 확실하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자전거 

이용을 받아들였을 많은 사람들이, 보호용 헬멧밖에 없는 

상황에서 붐비는 도로를 큰 금속 차량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을 먹는다. 좋은 소식은 재할당할 공간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10억 개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73 전국의 모든 도심 공간 중 절반 이상이 도로나 주차장

에 할당되었다.74 

일부 도시에서는 효과적인 도로 재설계가 눈에 띄는 관습 

변화를 촉발했다. 런던은 독립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 결과의 일환으로 런던 내 자전거 

이동은 2018년 5%가 증가해, 매일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400만km 이상에 달했다.75 이전에 자동차를 위해 사용

되었던 차선 하나를 없애면서 런던에서 매우 번잡한 다리들 

중 하나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했는데, 그 결과 최대 

사용시간 동안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수가 5% 증가했다.76

반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데 실패한 도시 

계획은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케임브리지에서는 자전거를 일주일에 5회 이용하는 

성인의 비율이 2016년 32%에서 2017년 29%로 감소했는

데, 이런 하락은 부분적으로 개발자들이 새로운 거리와 

그러나 비록 자동차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주된 

교통수단일 가능성이 크지만, 

점점 더 많은 도시가 

자전거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수용하기 위해 

가용한 공간을 재할당하기 

시작하고 있다.

받으면 찌그러지고 구부러지면서 이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헬멧이 일반 폴리스티렌 발포 헬멧보다 68% 더 보호 

성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 자전거 이용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위험에 처해있으며,67 종종 운전자나 남성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옷, 속도, 신체 사이즈, 혹은 심지어 

임신 중 자전거 타기의 장점에 대해서도 언어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68 이러한 문제에 맞선 싸움을 돕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점차 고품질의 카메라를 헬멧, 등, 자전거에 

달기 시작하고 있다. 반사회적인 행위의 촬영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하지만, 이를 저지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여성 이용자들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전거 이용률은 여성이 자전거 타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장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경우 자전거 타기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이용률은 그 차이가 아주 작고,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69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

주의 트렌드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자전거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를 2대 1 정도로 앞선다고 한다.70 뉴욕과 

런던에서는 자전거 통근자의 약 4분의 3이 남성이다.71 

자전거의 기술적 변환 : 자전거 주행을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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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80

교통량 흐름을 분석하는 새로운 도구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비바시티 랩스(Vivacity Labs)사는 

영상 자료에서 도로 이용자를 교통수단별로 분류할 수 있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무게에 의존하여 반응을 유발하던 

구식의 자동화 방식과는 달리 이 기술은 자전거와 보행자뿐

만 아니라 더 무거운 자동차, 버스 및 트럭을 세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81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자전거와 자전거 부속품 

자체에 위치 및 동작 센서를 장착할 수도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 시의회는 경로, 이동시간, 구덩이 같은 문제 지점, 

주요 교통혼잡 구간 혹은 정지 구간 등의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시센스 조명등(See.Sense lights)

을 달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했다.82 시의회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이용하고, 인프라 부족, 

좋지 않은 도로 상황 혹은 교통량 과다 노출 같은 요인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어디서 가장 심각한지 알아내기 위해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를 사용했다. 

교차로, 자전거 주차를 위한 계획에 자전거 이용자들을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77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기술이 자전거 친화적인 해결책을 

고안하려는 도시 설계가들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설계자들에게 가용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애널리틱스의 발전은 이 데이터를 그 어느 때보다 유용하게

만들고 있다. 런던의 교통 당국은 시네몬(Cynemon)이라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도시의 자전거도로 투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78 이 도구는 여러 출처에서 종합된 데이터

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대런던(Greater 

London)의 도로망과 도시의 길을 따라 어떤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지 파악한다. 스트라바의 소비자 앱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자전거 이용자와 러닝을 하는 이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스트라바는 이 데이터를 자사의 메트로

(Metro)라는 상품을 통해 종합하고 익명화하여 이를 교통 

당국과 도시 계획 그룹들이 자전거 및 보행자 인프라를 개선

하는 데 사용하도록 제공한다.79 이동 통신사가 제공한 

몰개성화된 집계 데이터 또한 통근자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전기스쿠터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 사용하는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자전거만이 아니다.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mobility)’ 분야에는 

많은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스쿠터 또한 포함된다.83 

전기스쿠터는 배터리, GPS 및 데이터 기능, 앱 기반의 접근성, 공유 플랫폼을 통한 가용성 등 자전거 이용을 더 좋고 쉽게 

만드는 많은 기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백만 대의 전기스쿠터가 개인과 공유 업체에 판매되고 매년 수천만 회의 전기

스쿠터 이동이 발생할 만큼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분석에서는 전기스쿠터를 제외했다. 그 이유는 전기스쿠터가 

30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수 킬로미터의 전체 통근 길이 아닌, 최초 단계와 최종 단계의 이동에만 압도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의 높은 부상률 또한 이용자들이 전기자전거나 다른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병원에 

보고된 스쿠터 부상에 대한 2019년 캐나다 캘거리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이 보고한 부상에 기반한 연구에 비해, 

스쿠터의 1회 이동 당 부상의 위험은 자동차 운전자보다 120배, 버스보다 60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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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술 산업은 더 많은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자전거 사용의 증가는 사회가 전 세계의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한 많은 도전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목표다. 도시 계획을 돕는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개선, 배터리 충전시간의 단축, 혹은 

사람들이 출퇴근 수단에 자전거를 포함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앱 등, 기술 그 자체의 개선은 큰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자전거 이용을 증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원이다. 

그러나 기술 산업 혼자서는 이를 해낼 수 없다. 고착된 특정 난제들을 약간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에 수직적으로 

연관된 많은 분야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중 보건과 관련 헬스케어 비용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2020년에 8조 

9천억 달러 규모를 가진다고 추정되는 헬스케어 산업은 선진국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 중 하나다.85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의 도입은 일부 시장에서 이러한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는 대신 운동을 장려

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12주 간의 자전거 강좌를 추천하는데, 이는 환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 대해 자신감을 더 가지게 

만들고, 자전거 타기가 습관이 되길 바라는 목적에서다.86 

자전거와 다른 운동의 건강상 이점은 여러 번 입증되어왔다. 일례로, 236,450명의 참여자들을 5년간 추적한 한 주요 연구는 

자전거로 출근한 경우 자동차나 대중교통 출근과 비교해 사망 위험이 41% 낮아졌다는 점을 발견했다.87 자전거 이용자들은 

또한 비이용자들보다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52% 낮았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40% 낮았다.88 심지어 전기자전거를 

타도 사람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89 전기자전거가 힘이 덜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운동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한 달 동안 매주 40분씩 전기자전거를 탔던 사람들이 심혈관 건강, 유산소능력,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된 

동시에 체지방 또한 감소했음을 발견했다.90 

국가 및 지방 정부와 공동으로, 의료보건 체제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건강 개선의 장기적인 

재정상 이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후 이들 분석 결과를 더 많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와 군의 비용 모델 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고용주들 역시 건강한 출퇴근 습관의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이미 다양한 노동자 복지 추진계획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의 주차 공간을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전거 출근을 장려할 수 

있다(일반 자동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에는 10대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다).91 새로운 건물은 처음부터 자전거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000대의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과 함께 디자인된 취리히의 AXA 

윈터허(Winterhur) 사무실이 그런 사례다.92 사무실 입구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전용 경사로가 포함될 수 있다.93 

캘린더 앱이 직원들이 다음 회의 장소로 가기 위해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기보다 자전거를 타도록 권장함으로써 장려책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앱은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이동 수단들의 예상 이동시간을 보여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면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높으며, 

전기자전거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사용량 측면에서, 자전거는 여전히 도시 교통수단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은 영향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잠재적인 사회적 혜택도 더욱 커진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자전거는 계속해서 더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안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전 세계 도시들에게 좋은 소식인데, 왜냐하면 

도시들이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위한 더 경제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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