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1.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개요
1-1. 조사 배경 및 목적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플랫폼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 우위를 점하기

■

위한 플랫폼 전략의 대상이 디지털콘텐츠가 되면서 디지털콘텐츠로 시장의 이슈 전환
•콘텐츠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IP(Intellectual Property)의 중요성 부각.
- 때문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중심의 하나의 IP를 통해 콘텐츠가 다양하게
변주되거나 IP를 바탕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함
- 특히 혁신적인 발전이 없는 경우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확보를 위한 수준 높은 콘텐츠는 더욱 시장에서 중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중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별, 권역별, 주요 국가별 동향 분석, 9대 신시장 및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1-2. 조사 방법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는 해외조사의 특성상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기업 보고서, 언론 보도, 매거진 등을 활용하여
시장규모 산출 및 동향 분석
• 2016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는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14
개 분야와 세부 항목으로 구성
-시
 장규모 데이터는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전망치를 추정
-전
 망치는 시장 분류에 맞는 국외 시장 데이터 조사 및 수집, 통계 모델링 및
전문가위원회의 검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정
-그
 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한 통계자료는 해외 조사의 특성
상 직접 조사가 아닌 2차 문헌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함

2. 국외 디지털 콘텐츠 시장 동향

2-1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와 다양한 플랫폼의

■

등장으로 1조 3,080억 달러 규모 시장을 형성
•향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이러닝과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평균 1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조 2,01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유
 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가 디지털콘텐츠의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됨
-디
 지털콘텐츠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문화와 기술, 콘텐츠 등이 하나로 통합된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PwC 기준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순위(2015년 기준)

[단위: 억 달러,%]

순위

구분

2011

2012

2013

2014

1

미국

1,427

1,674

1,941

2,203

2

중국

447

533

649

3

일본

583

645

4

영국

258

5

한국

6

2015p

2015-20
CAGR

2016

2017

2018

2019

2020

2,498

2,772

3,025

3,268

3,486

3,687

8.1

770

905

1,038

1,176

1,315

1,457

1,596

12.0

705

776

829

871

908

944

980

1,016

4.1

291

328

365

403

438

475

510

543

570

7.2

216

250

280

311

336

361

387

414

440

467

6.8

독일

206

228

247

269

290

312

333

352

369

385

5.8

7

프랑스

182

202

229

253

276

299

323

347

370

390

7.2

8

캐나다

97

115

135

153

172

187

203

218

232

247

7.5

9

호주

97

105

120

137

157

174

194

216

237

257

10.3

10

이탈리아

108

115

121

129

139

150

161

173

185

196

7.2

11

브라질

62

83

103

125

138

154

172

190

208

226

10.3

12

스페인

86

92

97

105

113

120

127

133

139

144

5.0

13

멕시코

49

60

72

84

91

99

107

116

125

133

7.9

14

네덜란드

57

62

67

73

80

86

93

100

106

113

7.2

15

대만

44

52

60

68

76

83

91

98

105

113

8.2

16

러시아

37

46

54

65

74

85

95

106

115

123

10.7

17

사우디아라비아

28

38

45

52

58

62

66

70

75

80

6.6

18

스위스

38

42

47

51

57

61

66

71

76

80

7.3

19

인도

24

31

39

47

57

6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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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4.9

20

스웨덴

32

36

41

48

54

60

66

73

80

88

10.3

PwC 기준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체 콘텐츠시장 대비 비중
[단위: 억 달러,%]

구분
세계 콘텐츠 시장

2020

2015-20
CAGR

13,901 14,608 15,413 16,327 17,215 18,070 18,922 19,769 20,586 21,392

4.4

2011

전체 콘텐츠시장 대비
30.8%
디지털 비중

2012

33.8%

2013

36.8%

2014

39.3%

2015p

41.8%

2016

43.9%

2017

45.7%

2018

47.3%

2019

48.8%

50.0%

2-2 권역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권역별 디지털콘텐츠시장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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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e-Book 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글로벌 사업자들의 성장으로 2015년 세계
e-Book 시장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316억 5,500만 달러 기록
•출판 콘텐츠 및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로
세계 e-Book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이며 549
억 4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자가출판 증가, 가입형 서비스 지속으로
소비자 도서 전자책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
- 전문직 종사자들의 전자책 선호, 교육용
도서 역시 전자책이 이용층 확대

세계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11.5
25.5

11.5

19.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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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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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만화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7억 3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2020년까지 10.8%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억 7,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자책 출시 이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로 유통되는 만화 증가. 한국의
웹툰도 앱으로 유통되면서 디지털 만화
규모 확대에 기여
- 2011년 세계 만화 시장의 약 4.1%
를 차지한 디지털 만화시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 확대와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 힘입어 2015년 전체
만화 시장의 10.0%까지 확대. 2020
년에는 전체 만화시장의 약 1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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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이러닝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 vs. 2020

2015년 세계 이러닝 시장 규모는 하드웨어
부문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20.0% 증가한
1,377억 3,300만 달러를 기록
•이러닝 하드웨어 시장규모를 포함할
경우 전체 이러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502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2015년 기준 교육콘텐츠시장이 559
억 1,000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
- 그러나 2016년부터 이러닝 서비스
시장 규모가 교육콘텐츠 시장규모를
누르고 1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

세계 이러닝 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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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8.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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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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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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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게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게임 시장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712억 7,1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은 연평균
4.8%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900억 7,2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광고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
- 중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선
인프라가 정착하고 있어 디지털 게임
시장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디지털 게임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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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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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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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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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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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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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6% 증가한 1,203억
7,3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세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은
5년간 연평균 1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2,197억 3,5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은

디지털콘텐츠 생산을 위한 저작툴
사용의 증가와 건전한 유통을 위한
콘텐츠 보호 솔루션의 확대도 예상됨
- 2015년 디지털콘텐츠 저작툴 시장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293억 9,800
만 달러로 추정
- 2015년 콘텐츠보호(DRM) 시장은 59
억 7,200만 달러로 집계됨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콘텐츠보호(DRM)

저작툴

2015p

2020

20.6%

14.8%

모바일 솔루션

과금/결제

CMS

5.0%
6.4% 3.6%
3.6%
2.6%

3.9% 5.1%
6.9%
3.2% 2.2%

* LMS/LCMS는 이러닝 시장에 중복 포함되어 제외

CDN

58.2%

63.8%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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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화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27.1% 증가한 392억 4,500만 달러를
기록
•전 세계 영화 스크린의 대부분이 디지털
스크린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완료
-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의 영향으로 급성장
- 남미 지역의 경우 35.6%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디지털 시장 규모의
확대
- 2015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총 7만 4,562개의 3D 상영관이 설치
된 것으로 나타나 2014년의 6만
5,788개보다 13.3% 증가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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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은 전년대비
7.5% 성장한 3,123억 6,2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144억
6,5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통신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거 진출하면서 디
지털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
- 유료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타 방송과 차별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입자의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북미지역의 경우 넷플릭스, 훌루, 아마
존프라임 등의 플랫폼이 시장에 진출해
코드커팅 현상이 심화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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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50억 9,6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5
년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64억 600만 달러에 이르
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지역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소비
는 증가했으나 생산은 북미시장에
의존. 경제 불황으로 인해 브라질은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상황
- 유럽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헐리
우드 애니메이션의 시장 우위 속에서
자국 애니메이션 제작 지속
- 아시아는 중국의 빠른 성장이 전체
아시아 시장의 성장을 견인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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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디지털 광고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2.9% 성장한 2,905억 6,300
만 달러를 기록
•향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
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
하면서 4,494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유선인터넷 광고 영역은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부터는 디지
털TV방송광고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모바일 광고는 전체 디지털 광고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시장비중이 크게 증가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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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디지털 음악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전년대비
7.5% 성장한 94억 4,100만 달러를 기록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이며 141억
3,100만 달러에 이를 전망
-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소유(다운
로드)의 개념에서 소비(스트리밍)로
형태 변화
- 다운로드 음원서비스 수익이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
- 음원의 불법복제 및 유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공유·유통
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검색이
안 되게끔 제도를 개선 중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장르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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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디지털 정보 콘텐츠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글로벌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166억 4,5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125억 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북미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기업
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상승
- 중남미의 핵심국가들인 멕시코, 브라
질, 아르헨티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위의 무역 전시회 개최
- 유럽은 시장조사기업의 빅데이터 이용
과 해외 시장점유율 확대, 무역 전시회
진출이 활발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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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2,074억 1,000만
달러로 집계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2,600억 7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업과 고객이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중
요성이 커진 상황이며 고객관리(CRM)
차원에서 메신저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 증가
-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 통신사, 제조
사 등과 제휴해 문자, 그림, 영상 등을
포괄하는 복합 메시징 서비스를 확대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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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디지털콘텐츠 유통 플랫폼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671
억 900만 달러를 기록
•향후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5.7%의 성장률을
보이며 887억 2,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전
체 시장의 33.4%를 점유하면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
-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
은 향후 2020년 아시아 시장은 전체
시장의 37.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0 vs.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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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6 vs. 2020

2015년 기준 전 세계 가상현실(VR) 이용자
수는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을 견인
•향후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7.1%의

세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1,1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현재 증강현실 기술 보다 가상현실 기
술이 보다 주목받고 있으며, HMD를
비롯한 디바이스 역시 가상현실에 초점
-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IoT)과 AR 단말과의 통합이
가상현실 보다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세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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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 동향

3-1. 디지털 애니메이션
VoD와 OTT 같은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과 함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가

■ 

부각되면서 IP 중심의 콘텐츠 전환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중심으로 활발해짐
•방송 애니메이션의 경우 낮은 방영권료가 IP 중심의 콘텐츠 전환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됨
•미국과 일본이 2D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제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야기
•디즈니, 드림웍스, 타임워너 등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자사의 콘텐츠 유통을 위해 넷플릭스
등 플랫폼 인수를 검토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 이는 시장 지배력 강화와 직결
※ 디즈니의 넷플릭스 인수설(1,500억 달러), AT&T와 타임워너 합병(850억 4,000만 달러)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상황과 부가 판권을 노리는 중국 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국내 시장진출로 주요 애니메이션 기업들과 캐릭터 판권이 중국 기업에게 판매
•국내 IP에 대한 기업들의 통제력 강화와 하청구조 탈피를 위한 시장구조 재편이 요구됨. 게임, 웹툰 등
국내 IP를 이용한 직접적인 수익 증대 전략 필요

3-2. 디지털 영화
프리미엄 영화 시장은 3D 영화 스크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PLF(Premiun Large Format)

■ 

스크린의 비중이 점차 증가
•4D 상영관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화를 앞 둔 가상현실(VR) 기술 또한 3D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몰입도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음
•기술/플랫폼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이나 고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제휴나
파트너십을 통해 극장에 진출
※ 중국 완다그룹의 AMC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4위 극장 체인 카마이크 시네마 인수로 세계 1위 등극
※ IMAX는 완다와의 제휴를 통해 중국 전역에 150개의 전용 상영관 건립 계약

•극장과 영화 제작사들의 PLF와 블록버스터 중심의 전략은 넷플릭스 등 OTT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실감형 영화 플랫폼 브랜드의 기술과 선호도가 뒤처지는 것은 아님
•영화관이 가상현실을 포함한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만큼 콘텐츠 전략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필할 필요성 증가. 이를 위한 전용 콘텐츠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

3-3. 차세대 게임
VR 게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소비 시장에 접근하기

■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임
•콘솔 제작사들과 스마트폰 기반 HMD 제작사들의 경우 B2C 시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직접 접근
•반면 PC 기반의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경우 VR방 등 B2B 시장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비
시장으로 진출
•소니, MS 등 콘솔 기업의 VR 시장 대비 고사양 콘솔 기기 발표
유명 IP나 기존 게임의 IP를 활용하여 인지도를 바탕으로 멀티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VR 게임 시장으로

■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
•유명 IP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VR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 기존 게임 IP의
인지도를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 미국 EA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로그 원’, 프랑스 유비소프트의 ‘스타트렉’이 유명 IP 활용과
멀티플랫폼 전략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한 관심 증가.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속도, 지연율 등의 문제로 한계를 보임. 그러나

■ 

2020년 핵심게이머들이 클라우드 게이밍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
•주요 콘솔 기업, PC 게임 플랫폼, 스마트 TV 서비스 등이 클라우드 게이밍 제공
•단말이나 하드웨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향후 게임의 중요한 형태로 주목
하드웨어 확산이 2017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와 콘텐츠 중심의

■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성 대두

• HMD 제조사들의 각기 다른 전략으로 콘텐츠 기업들의 선택지가 보다 넒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초기 VR 게임 시장이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시장의 제작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아 중국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가능 할 것으로 평가됨
•이미 게임 출시 경험이 있는 제작사들의 경우 IP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3-4.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
테마파크 산업의 경우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전체 관람객의 55%를 점유하고 있으나 국내 테마파크인

■ 

에버랜드가 14위, 롯데월드가 16위에 위치
•특히 디즈니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디즈니가 소유한 IP와 이를 이용한 기획의 힘으로 평가됨
•때문에 국내 테마파크를 비롯한 해외 테마파크들이 VR 기술을 이용해 기존과 다른 어트랙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 중
무선통신, 컴퓨터의 경량화 등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 시장에서 VR 기술 적용

■ 

사례 증가
•에버랜드는 가상현실 롤러코스터 운영. 2017년까지 전체 놀이기구의 30%에 가상현실 적용예정
•보이드(The Void)는 영화 고스트 바스터즈 IP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어트렉션 서비스
•미국의 달리 박물관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360° 영상 콘텐츠를 디즈니와 제작
전시 콘텐츠를 가상현실을 이용해 서비스 하는 가입형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박물관

■ 

비즈니스 모델이 제안되기도 함
•스토리텔링, 물리적 경험, 가상현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형태의 콘텐츠 필요. 단순한 게임 형태를
넘어 개별 전시나 테마파크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필요
•이를 위해 인지도 있는 IP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IP 소유 기업은 자사 IP의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으며, 테마파크는 익숙한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의 재방문 유도 가능
•또한 유명 IP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시와 테마파크는 홍보나 테스트를 위한 장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임

3-5. UHD 콘테츠
UHD 방송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작. 북미의 경우 OTT를 중심으로 UHD 콘텐츠가 서비스.

■ 

기업의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가 다름
•일반 방송사나 제작사들의 경우 전용채널 또는 패키지 형태를 선호. OTT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무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음
•방송사의 서비스 시작과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에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UHD 콘텐츠의 높은
제작비용과 UHD TV의 대중적인 보급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UHD는 국가 기간산업인 방송을 통해 서비스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국가 주도로 방송 서비스 시작
•한국이 선택한 ATSC 3.0 표준의 경우 아직 장비 개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장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콘텐츠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는 UHD 콘텐츠가 불법복제나 영화관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
•따라서 빠른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빠른 해결이 열쇠가 될
전망

3-6.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예전보다 정교한 타깃 광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 중

■ 

•단순 광고 노출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마케팅이 더욱 중시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주목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은 이미 실행, 향후 데이터와 안면인식
등 이용자 인식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능동적으로 최적화하는 기술이 등장할 전망
※ GM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날씨와 온도에 따라 스티어링 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센터
위치 제공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능동적인

■ 

행동 유도. 키오스크 활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
•일반 대형 디스플레이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례 증가
- 스마트폰을 통한 광고 메시지 전달이 아닌 스마트폰을 개인화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활용하고자 함
- 게임,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 후 이용자에 대한 정보 파악
•패스트푸드점 등 소매 분야와 의료 영역에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빠르게 확산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태크(tag)를 통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
디지털 사이니지는 교육, 공공정책,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광고판이 아닌 또 다른 콘텐츠 소비

■ 

수단으로 발전 중
•병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대기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등 콘텐츠의 중요성 증가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디지털 광고판으로 인식해 재생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존재
•따라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콘텐츠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및 통합 관리 플랫폼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

3-7. 실감형 이북, 이러닝
이북 시장에서는 장르 소설 중심인 독립/자가 출판 형태의 시장 규모가 여전히 모든 출판 형태 중 가장

■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임
•실감형 이북의 경우 시야를 가리는 VR 기술보다 AR이나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
•2016년에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실감형 이북 관련된 특허를 제출. 인식 센서,
홀로그램 혹은 스피커 등 전자 출력 장치, 서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가 포함
•실감형 이북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높아 시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
이러닝의 경우 에듀테크로 개념이 확장되며 교육의 효율성 보다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

■ 

•이러닝은 에듀테크로 확장된 개념을 통해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기술 활용 증가
•VR을 활용한 이러닝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글은 프로젝트팀이 학교를 방문하는 캠페인을
통해 미래 VR 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
이러닝의 목적이 교육의 효과에 집중됨에 따라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 교육 도서의 인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3-8. 스마트·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

■ 

•다운로드 수는 감소하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시간은 증가. 익숙하고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집중
•스트리밍, 리테일, 교통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시장을 주도
•앞으로도 미디어, 교통, 생필품 구매 등 생활 밀착형 어플리케이션들을 중심으로 발전할 전망
•틈새시장을 노리거나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하지 않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모바일 중심의 환경이 구축되는 중국 시장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3-9.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시장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은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적인 요소.

■ 

따라서 콘텐츠 기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콘텐츠 개발의 핵심
•커넥티드카와 인포테인먼트,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 커머스, VR 다이닝 등이 최근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
기존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 

모델이 기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4.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시장 동향
4-1. 유망시장: VR
VR 시장의 경우 구체적 전망치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기관명

2016년

미래 전망치 (년도)

비고

Goldman Sachs(VR+AR)

22억

280억 (2020년)

800억(2025년)

Digi-Capital(VR)

38억

299억 (2020년)

Digi-Capital(AR)

6,000만

890억 (2020년)

Superdata(VR)

29억

400억 (2020년)

IDC(VR+AR)

52억

1,620억 (2020년)

VR/AR 합계

출처: Goldman Sachs (2016), Digi-capital(2016), IDC(2016), Superdata(2016)1)

시장 초기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발전하나 콘텐츠의 경우 게임, 영상, 헬스캐어,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 

발전할 것으로 전망1
•하드웨어 중심으로 논의될 당시 HTC Vive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PS VR이 2016년 한해
140만대 판매가 예상되면서 소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
•낮은 사양에도 불구하고 가격, 최적화, 이용자들의 충성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중국이 정책적으로 VR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본격적인 투자와 함께

■ 

소비시장이 빠르게 형성
•VR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2초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킬러 콘텐츠의 부족으로 콘텐츠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기술과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발생

■ 

•VR 게임은 중소 제작사들의 돌파구로 인식되며 콘텐츠 수준에 따라 대기업과의 경쟁도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
•공연, 스포츠 중심의 VR 영상 시장은 시청에서 체험으로 이용경험을 변화시키며 또 다른 부가 수익이
1)	KOTRA 해외시장뉴스(2016.6.17.), 미국, 가상현실(VR) 하드웨어 시장 현황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0294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
•테마파크는 VR 기술의 이용자 접점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
PC 기반 HMD 제조사들은 플랫폼 확장과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HMD 제조사들의

■ 

경우 독점 콘텐츠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개별 HMD의 특징과 시장 상황에 따라 B2C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거나 VR방, 테마파크 등을 통한
간접 진출 전략으로 양분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다수를 차지
•투자나 M&A의 경우 솔루션, 동영상 기업들이 주로 투자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어왔음
VR 시장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당분간은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디바이스와

■ 

플랫폼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통한 적극적인 진출 모색 필요

4-2. 전략시장: 홀로그램
완전한 의미의 3D 홀로그램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으며, 현재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대부분 유사

■ 

홀로그램
•공연시장을 중심으로 페퍼스 고스트, 프리포맷처럼 투명막을 이용해 홀로그램을 재현
•리테일 마켓을 중심으로 프로젝터를 활용하는 프로젝션 맵핑 기술 활용
•전시,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활용
•최근 경향은 3D 홀로그램 재현을 위해 홀로그램의 생성/획득, 압축, 전송, 디스플레이 등에 초점
현재 기술에서 홀로그램 콘텐츠의 범위 확장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재현 방식에 대한 확장이

■ 

필요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홀로그램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

4-3. 이슈시장: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1년까지 약 47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는 미국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가장 높고 빠르게 발전하는 곳은 일본
•인공지능 확산의 주요 원인은 데이터 처리 능력, 데이터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빅데이터 처리 방법
개선 등임
AI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는 빅데이터를

■ 

활용한 딥러닝, 머신러닝 분야
•인공지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 IoT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 인식 과 같은 HCI 기술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구글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이 소스나 api를 공개
•이는 향후 인공지능 시장에서 생태계를 먼저 구축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이 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뒤처지기는 하였으나 최근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향후 부족한 AI관련 인력 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미국 백악관의 AI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의 사례와
같이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

5. 주요국 디지털콘텐츠 정책 및 특징
5-1. 미국
미국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분리하고 있으며, 엔터네인먼트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

■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과련 주무 부처가 없으며, 정부의 개입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FTA를 통한 저작권 기한 연장, 세금 정책 통해 영화 촬영 유치

산학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유수 대학 연구진들에게 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에 투자. 이렇게 개발된

■ 

기술은 다시 민간기업으로 이전
•관련 기술은 ICT R&D이 컨트롤 타워인 NITRD를 중심으로 운영
•최근 고성능 컴퓨터, 빅데이터, HCI 등을 중심으로 정책 강화

5-2. EU
EU의 콘텐츠 정책은 산업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이 모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 

•다양한 국가가 모여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유럽적 정체성, 유럽 문화이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목표
최근 AVMS(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가 개정되면서 최근 등장한 OTT의 콘텐츠에도

■ 

쿼터제를 적용
•그러나 광고규제 완화와 같은 상업적 내용 역시 포함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발표하여 디지털 경제에서도 유럽이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접근성, 환경 조성, 성장 잠재력 극대화로 요약 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미국 기업 견제와 유럽 기업 육성을 목표

5-3. 일본
최근 일본은 쿨재펜 정책을 이용하여 일본 문화 확산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음
•콘텐츠 산업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산업성으로 기획 및 제작, 아케팅, 유통, 해적판 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사업을 진행
•쿨재팬은 일본의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며, 이를 타 분야와 결합

일본의 ICT 정책은 ‘의료, 오픈데이터, 보안, 인재, 해외 진출로 구분.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가능

■ 

인구의 감소를 위기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
•ICT 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바 있으며, 시민들의 인식제고 관련 사업역시 진행 중
•디지털 방송을 중심으로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 해외 진출
•시장 주도 위해 그 동안 투자했던 신흥국들과 표준 확보 활동

5-4. 중국
중국의 문화정책은 사회주의 정신을 강조하던 틀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 

있음
•20014년 문화의 해외진출, 문화무역 발전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문화 소프트 파워 상승을 목표
•중국 문화 산업의 목표는 문화 산업을 중국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
•성/시 별로 각기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산업 클러스터나 자유무역
지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
•IP 중요성 증가에 따라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IP 통합적 관리
•최근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폐쇄적인 규제들을 늘려나가고 있음
중국의 ICT 산업은 인터넷+(互联网+)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인터넷+ 정책의 핵심은 ‘융합’으로 첨단 ICT 기술과 사회 전 분야와의 융합을 뜻함
•또한 비효율적인 중국 산업을 구조조정 하고자 하는 전략 역시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모바일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O2O, 교육, 결제, 교통, 민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환경 구축

6.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을 개별 시장의 특성과 국내 산업이 가지는 강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 

요소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유형화

•최종적으로 9대 신시장을 기술, 콘텐츠, 플랫폼, 정책 중심 시장으로 분류
9대 신시장

기술

콘텐츠

플랫폼

정책

디지털 애니메이션

△

◎

△

○

프리미엄 영화

△

○

◎

△

차세대 게임

○

◎

△

○

디지털 공연 및 테마파크

○

◎

△

△

UHD 콘텐츠

○

○

△

◎

디지털 사이니지

△

◎

○

○

실감형 e-Book, 이러닝

◎

○

△

○

스마트, 모바일 앱

△

○

◎

○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

○

△

◎

* ◎ - 핵심 필요 요인, ○ - 필요 요인. △ -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인

기술 중심시장의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 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창의적 적용 역시 중요한 분야

■ 

•실감형 e-Book, 이러닝이 이에 해당
기술 중심시장

실감형 e-Book, 이러닝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방향
기술의 창의적 적용이 중요함
교육과 기술 두 분야의 상호이해를 위한 장 필요
현재 디지털 교과서 개선을 통한 기업 참여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아동 대상 교육 도서의 인기에 주목할 필요

콘텐츠 중심 시장의 경우 제작환경, 개발이나 유통 구조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와 진출 전략이

■ 

필요한 분야
•디지털 애니메이션, 차세대 게임, 디지털 공연 및 테마파크, 디지털 사이니지가 해당
콘텐츠 중심시장

디지털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방향
IP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통한 IP 가치 증대
다른 장르로의 변화를 가정하는 통합적인 IP 관리 필요
캐릭터의 테스트베드 필요
EU의 방송 프로그램 쿼터를 고려한 합작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
방송사에 직접 진출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콘텐츠 중심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방향

차세대 게임

게임 성격에 따른 주요 플랫폼 결정
경쟁력 있는 중소, 인디 제작사 지원
게임장에 대한 규정 정비 규제 완화
남미 시장의 여성게이머 증가, 동남아 시장의 낮은 신용카드 가입률, 베트남의 게임 유통 규제 강화에 대한 고려
필요
과거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IP를 활용해 차세대 게임 제작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

디지털 사이니지

스토리와 연결된 어트랙션 구축이 핵심
가상현실 콘텐츠 범위의 확장 필요
현지화와 한국적 요소의 적절한 결합
전시의 경우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적절한 결합이 요구됨
IP의 홍보나 테스트를 위한 장으로 활용 가능
B2B 영역의 이용자 확대를 위해 공공에서 디지털 사이지니 활용
중동과 일본을 비롯해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와 공유 필요
공모전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 독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제작 지원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

플랫폼 중심 시장의 경우 플랫폼의 구축이나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시장을 의미

■ 

•프리미엄영화, 스마트·모바일 앱이 이에 해당
플랫폼 중심 시장
프리미엄 영화

스마트, 모바일 앱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방향
기술 이전 또는 공동 개발 지원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
리마스터링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장의 지역적 경계의 의미가 희석되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
차후 등장할 IoT와 연동된 앱에 대한 개발 지원
공공성 확보 차원의 공공분야 앱 개발
플랫폼 차원의 협업 지원

정책 중심 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장을 의미

■ 

•UHD 콘텐츠,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시장
정책 중심시장
UHD 콘텐츠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방향
UHD TV 안테나 이슈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직접 수신율 증가를 위한 정책 필요
콘텐츠 제작과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스타트업 창업관련 법, 제도 과련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 정책 필요
공공부문과의 결합 시도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음

■ 

•첫째, 다른 콘텐츠 형식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짐에 따라 디지털 게임,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만화
등을 중심으로 융·복합 현상이 강화
•둘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디지털콘텐츠
기술들이 본격적인 소비시장을 형성하는데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
•셋째, 기술 적용 목적의 변화 흐름 발생
•넷째,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수준 보다 기술의 창의적 적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다섯째,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개별 국가 단위로
독과점화 되는 경향
•여섯째,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콘텐츠나 기술 확보, 시장 지배력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수합병과 파트너십이 적극적으로 활용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작년과 비교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이

■ 

성숙된 시장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경쟁구조의 핵심은 결국 이용자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
가상현실 적용이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IP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은 중요한 역할 수행

■ 

•인지도를 통한 빠른 소비시장 형성과 해외 진출에 유리
중국시장의 폐쇄성 강화로 인한 해외진출 다변화 필요

■ 

•강점을 지닌 방송 애니메이션, 온라인 · 모바일 게임 등의 IP를 활용한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진출 고려가 필요함
•특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일률적 지원보다 쿼터제, 인프라 수준, 자국 콘텐츠 보호,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 등 국가별,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필요
•또한 플랫폼과 콘텐츠의 단순 진출 보다는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한국 콘텐츠의
경우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인지도 있는 콘텐츠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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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플랫폼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발전은 플랫폼의 변화, 발전과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의 등장은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 영역이
생성되었다는 뜻이며, 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콘텐츠를 둘러싼 환경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콘텐츠는 다른 형태로의 변환이 간
편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 및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갖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레드
오션으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콘텐츠들 중 이용자들이 취사선택을
위해 접해야 하는 정보의 양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초기 큐레이션을 제공하던 서비스들이 다시금 플랫폼
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미디어 영역에서 C(Contents),
P(Platform), N(Network), D(Device)의 전통적인 영역을 동시에 영
위하는 기업이 생겨나면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플랫폼이 지배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앞다
투어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시장은 또 다른
경쟁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

여전히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플랫폼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의 주요
대상이 디지털콘텐츠가 되면서 기술과 플랫폼이 아닌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넷플릭스가 등장 초기 주목받았던 이유는 넷플릭스가 지닌 방대한
데이터와 이를 토대로 한 추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이 낳은 여러 효과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다 주목받는
부분은 플랫폼이나 기술 자체가 아닌 자체제작 중심의 콘텐츠
전략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상현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을
경과하면서 가상현실 시장의 최대 이슈는 HMD 제조사들이 발표
하는 디바이스의 사양과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이었다. 가상현실
디바이스 중심의 논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더욱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는 가상현실을 통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
해당 콘텐츠 영역을 선점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이슈 역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기존 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와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들의 콘텐츠 중심의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추세이다.
콘텐츠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으며 콘텐츠 출시 초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IP를 통해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
되는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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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IP를 바탕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변환의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영상이 포함되는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IP로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
역시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상징되는
일반 제조업의 산업 구조와 달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혁신적인 또 다른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며
플랫폼을 옮기는 일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기업 입장
에서도 단일 플랫폼을 통한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서비
스를 결합하고자 한다.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이용자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2015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발표 하였다. 이는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
홀로그램, 오감 인터랙션, 지능적 스마트 유통 기술이라는 최근 등장한
미래 지향적 미디어 기술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중장기 목표로 2020년 까지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디지
털콘텐츠 스타기업(정부지원에 따라 매출액 또는 고용인력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해외진출 1건 이상 달성한 기업, 해외 수주액
1억 불 이상을 달성한 기업)을 5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프리미엄 영화, 차세대 게임, 디지털 공연 및 전시, UHD 방송,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형 교육 및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등 유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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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의 복합 콘텐츠 시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 규모에 그치고 있거나
해외 글로벌 기업의 하청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의 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내 생태계
안정을 통한 소비 시장 구축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 역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산업 분야별, 국가별 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제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에 대한 분석과 국내 산업 진단을 통해 시사
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앞으로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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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방법
1.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류체계

1998년 OECD의 ‘신성장 산업으로서 콘텐츠(content as a new
growth industry)’에서 디지털 기술로 인한 네트워크 기반의 콘텐츠
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처음 소개된 이후 2006년 콘텐츠산업의
하위분야로서 디지털콘텐츠의 급성장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콘텐츠
상품의 생산, 발간 또는 전자적 유통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14.1.개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
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란 ‘부호․
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콘텐츠협회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백서’에서는 콘텐츠를 ‘동영상, 이미지(사진), 음성, 문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유통미디어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디지털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디지털콘텐츠’라고 정의했다.
정리해보면 디지털콘텐츠란 디지털과 콘텐츠가 결합된 개념으로
기존에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텍스트, 음성, 화상, 영상 등 각종
정보 형태를 0과 1이라는 비트(bit) 단위로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며 첨단IT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 처리하여 정보통신망, 디지털 방송망, 디지털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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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콘텐츠산업은 디지털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는
2015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장규모
산출 이외에 보다 자세한 시장 동향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동 정책
에서 ‘9대 신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화, 차세대 게임,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 UHD 콘텐츠,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형 이북 및 이러닝, 스마트․모바일 앱,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장규모 산출을 위한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2015년 국내 실태
조사의 분류체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14개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를 토대로 하여 국외 조사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외 조사의 경우 2차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조사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일부 국가의 경우 개별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범위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외 시장 조사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한
다음 전문가 위원회1)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① 기존 분류체계의 경우 콘텐츠 장르와
제작을 위한 기술, 플랫폼이 분류체계 안에 혼재되어 있는 점 ②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과 같이 산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정의가 ‘소셜 쇼핑’, ‘오픈 마켓’으로
정의되어 디지털 콘텐츠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와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14개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재조정이 본 과제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개별
[ ]

1) 부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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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 포함되는 중분류를 현재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의 개별 산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통해
14개 산업분야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아래 [표1-1]과 같이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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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조사를 위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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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산출 및 조사 방법

본 조사의 목적은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파악과 함께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의 이슈와 동향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분화와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야할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14개 디지털콘텐츠 해외 시장규모에 대한 산출과 개별
산업에 대한 동향, 9개 신시장에 대한 분석과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시장 동향, 육성 방향 등에 대한 분석이다.
디지털콘텐츠 해외 시장규모 산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PwC가
발간한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을
기반으로 하였다. PwC의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 이유는
콘텐츠 분야와 관련 데이터 중 가장 많은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콘텐츠 관련 타 공공기관에서도 해외 시장규모 파악 시
PwC 보고서를 기본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PwC 보고서에 별도로 시장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산업 분야의
경우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전문 매거진 등을
활용하고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개별 산업분야
에서 시장규모 산출을 위해 사용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2] 2016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 통계 산출을 위한 주요 자료원
산업 분류

e-Book

주요 자료

§

보조 자료
§

국제출판협회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

미국출판협회

Outlook 2016-2020

§

일본출판협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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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주요 자료
§

보조 자료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

icv2.com, Digital Comic Sales Declined in 2015,
2016.7.11.

디지털 만화

§

SNE(2016). Statistiques de l'édition  France et
International 2015

§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アニメ産業レポート
2015

디지털 음악

§

Comichron, Comic Book Sales by Year

§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
디지털 방송

디지털 영화

디지털 광고

§

IFPI(2016),

DIGITAL

MUSIC

REPORT 2015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

§

ITU(2015). Status of the transition to Digital

§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

IHS(2016). The global digital conversion of

§

cinemas is almost over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fcom(2015),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

영화진흥위원회

§

Kadokawa

Dwango

Corporation(2016),

Famitsu

Outlook 2016-2020
§

ITU(2015). Status of the transition to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디지털 게임

§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Game Hakusho
§

カドカワ株式会社(2016), JOGAオ
ンラインゲーム市場調査レポート
2016

§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디지털

§

The Numbers(www.the-numbers.com)

§

BoxOffice Mijo(www.boxofficemojo.com)

§

Digital Vector(2015). Global Animation Industry

애니메이션

Strategies, Trends & Opportunities
§

European

Commission(2015).

Focus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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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I(2015). Statistical Year Book 2015

§

社會科學⽂獻出版社(2015). 中國動漫產業發展報告

on

산업 분류

주요 자료
§

정보콘텐츠

보조 자료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

Marketsandmarkets(2015). Mobile Value Added

§

Services(MVAS) Market
Marketsandmarkets(2015). Smart Education and

e-Learning

Learning Market
§

Docebo(2016), e-Learning Trend 2017

§

Marketsandmarkets(2015). Mobile Value Added
Services(MVAS) Market

§

중소기업청(2016). 2015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

Statista-eService(mobility

디지털
콘텐츠

Tickets&Services),

Fintech(Online Payment, Mobile Wallet)
§

솔루션

IDC(2014), Worldwide and Regional Public
Cloud IT Services 2014-2018 Forecast

§

Marketsandmarkets(2015). Smart Education and
Learning Market

§

みずほ銀⾏(2014),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コンテン
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
커뮤니케이
션

PwC(2016).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

§

Marketsandmarkets(2015). Mobile Value Added
Services(MVAS) Market

§

중소기업청(2015),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

§

eMarketer, ecommerce sales, 2011, 2012,

콘텐츠 유통
플랫폼

§

Global B2C E-commerce Report
2014(Facts,

2013, 2014
§

Statista(2015)

Worldwide

social

and the 2016 Forecasts of the

revenue from 2011 to 2015

기타 디지털
콘텐츠

Goldman Sachs(2012), gldbal ecommerce sales

§

Digi-capital(2015), Augmeted Virtual Reality
Report Q3 2015

Figures,

Infographics & Trends of 2015

commerce

§

Ecommerce Foundation(2016),

Global

B2C

E-commerce

Market of Goods and Services)
§

Markets and Markets(2015),
VIRTUAL REALITY MARKET

본 보고서의 시장규모 산출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통계 산출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유효구간2)
효

연

2) ‘유 구간’이라 함은 통계산출을 위한 자료원에서 데이터가 있는 시작 도부터 2019
구간을 의미함

년까지의
11

내에 데이터가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통계적 추정을 통해 산출하고
유효구간보다 과거의 데이터 구간은 추정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장규모 추정방법으로는 통계산출을 위한 자료원에서 추정
구간 내 경계값이 있는 경우 CAGR을 이용하거나 보간법 등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CAGR이나 추정 구간 내 경계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의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2014년에서 2019년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며 공식은 ‘
기말값
 ×  ’ 이다.
 
기초값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장 규모 및 전망의 통계자료는 해외
조사의 특성 상 직접 조사가 아닌 2차 문헌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활용자료에 따라 시장규모를 산출하는 방법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외에 보고되고 있는 여러 자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는 가능한 세계시장과 권역별 시장,
주요 국가별 시장을 일목요연하고 개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연도별 데이터나 권역별 자료가 없는 경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고 이를 통계적방법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정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보고서 이용이 필요하다.
셋째, 2차 문헌자료의 한계로 이러닝 분야의 2010년～2012년
데이터,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분야의 2010년～2013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러닝,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의 경우
세계시장규모 산출 시에는 포함되었으나 자료의 한계로 주요국가별
시장규모 산출 시에는 제외되었으며, 디지털콘텐츠솔루션 역시 같은
이유로 권역별 시장규모와 주요국가별 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되었다.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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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분야 중 일부 분야는 유관 분야와 통계 값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 산출 시 각 산업별 중복 값을 제외한 순합계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분야별로 중복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
콘텐츠시장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의 LMS/LCMS는 이러닝시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디지털도서 및 잡지는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대 신시장에 대한 분석의 경우 시장 규모를 재구성 하여 개별
시장의 시장 규모 및 현황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 시장과 기업의 주요 동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디지털콘텐츠 기술시장 동향 분석의 경우 해외 보고서 및 문헌조사를
통해 주요 기술인 가상현실, 홀로그램,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기술에 적용되는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신시장에 대한 분석, 디지털콘텐츠 관련
주요 기술 동향과 아울러 주요국의 콘텐츠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각 시장을 특성별로 유형화 하여 유형별 특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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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제 1 절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제 2 절 산업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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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국가 중심의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최근 중국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디지털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TV와 스마트 기기를 포함하여
멀티스크린을 이용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중심의 경제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2015년 들어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금리인상을 단행해 7년만의 제로금리 시대를 종결하였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며
2선 도시의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유무선 인터넷
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률 확대와 중국 정부의 문화
산업 지원 정책 덕분에 2015년 한해동안 전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의
두 축을 담당하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무선인터넷’, ‘스마트기기’,
‘플랫폼 서비스’, ‘가상현실’ 등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5년간 e-Book, 디지털 만화, 이러닝,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실감형콘텐츠 등은 연평균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실감형 콘텐츠시장에
대해서 주요 글로벌 리서치사 대부분이 향후 급격하게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영국계 투자은행 디지-캐피털
(Digi-capital)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규모에 대해 2016년
45억 달러에서 2020년 1,19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상현실은 응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해 디지털 기기 개발과
17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생산 시장은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디지털 게임, 디지털 만화, 이러닝,
영화, 출판, 공연, 테마파크 등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어 가상
현실을 이용해 수익을 실현하려는 기업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분야별 시장규모와
2020년까지의 전망을 시계열 표와 함께 기술하였다. 세계 디지털
콘텐츠시장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별도로 산업별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이슈를 짚어
봄으로써 향후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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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1.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종합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 회복, 중국의 성장둔화, 유럽의 금융
불안, 남미의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유럽은 금융위기, 난민의 유입, 테러
발생,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설이 붉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경제 회복은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들은 저유가와 정부의 부패, 통화정책의 실패가 장
기간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는
정보와 기술이 융합된 ICT기술이 접목되면서 초고속 무선인터넷
5G 시대를 앞두고 있어 문화와 기술, 콘텐츠 등이 하나로 통합된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유·무선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와 다양한 유통플랫폼의 등장으로 1조 3,08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향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이러닝과 실감형 콘텐츠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1.0%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조 2,01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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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2011 2012 2013

구분
e-Book

12

7

1

23

디지털 만화

0

1

1

이러닝3)

-

-

96

7

디지털 게임

54

디지털콘텐츠
솔루션4)

5

-

-

디지털 영화

16

23

디지털 방송

224

디지털
애니메이션

4

7

24

5

62
-

8

2

269

7
228

디지털 음악

7
7

디지털
정보콘텐츠

136

160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102

145

8
188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5)

2

8

45

-

-

-

산술합계

763

903

1,140

합계6)

631

디지털 광고

실감형
콘텐츠

1 9

8

204

8

3

750

9
1 6

8

96

[단위 : 십억 달러, %]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27
32
36
41
46
50
55
11.6
1
1
1
1
1
1
1
10.8
115
138
170
211
262
328
410
24.4
67
71 75 79 82 86 90 4.8
105
125
149
178
209
230
232
13.2
31
39
41
44
47
49
52
5.8
290
312
334
354
374
393
415
5.8
5
5
5
5
6
6
6
4.7
258
291
324
356
389
419
450
9.1
9
9
10
11
12
13
14
8.4
201
217
234
253
272
292
313
7.6
198
207
217
227
237
248
260
4.6
54
67
73 82 83 87 89 5.7
5
14
31
73 120 127.1
1,361 1,514 1,674 1,855 2,051 2,276 2,506
10.6
1,171 1,308 1,449 1,611 1,786 1,990 2,201
11.0

처 : PwC(2016), ICv2(2011～2016), SNE(2011～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Markets
and Markets(2015), Statista(2015), IDC(2014), ITU(2015),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출

즉
됨
즉
즉

～ 년

3)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이러닝시장의 2010 2012 데이터와 주요 국
가별 시장규모는 제외
4)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의 2010 2013
데이터와 권역별, 주요국가별 시장규모는 제외
5)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주요 국가별 시장규모는 제외
6) 중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의
광고
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의
C 는 이러닝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의 디지털 도서 및 지는 e-Book시장에
중 포함

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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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년

됨

복

됨

각각

LMS/L MS

잡

j

～

mo o(2013 2015), cnc(2016),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中国动漫产业发展报告(2015),

Digi-capital(2016)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전체 콘텐츠산업에서 디지털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범위와 디지털콘텐츠 범주에 대한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문헌 자료인 PwC의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6-2020’에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세부 분야에서 매체의 형태에 따라
전자(electronic) 또는 디지털(digital)로 구분하여 기존 인쇄(print)
및 물리매체(physical) 시장과 구별하고 있다.
PwC의 디지털(digital)에 대한 구분은 유통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의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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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시장비중을 PwC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비중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비디지털(non-digital)을
제외한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러한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디지털콘텐츠’로
정의하였다.
실제 콘텐츠의 제작부터 유통, 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속에서 디지털화
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할 경우 디지털콘텐츠가 아닌 분야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디지털로 제작되었지만
인쇄물 및 DVD, 블루레이 등의 물리(Physical) 매체는 제외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을 디지털로 정의하였으며, 영화의
박스오피스 시장의 경우도 디지털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시장만을
디지털 박스오피스 시장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방송으로 송출된 시장만을 디지털 방송으로
한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디지털
콘텐츠시장 비중은 디지털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세분화하여
추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콘텐츠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쇄물을 포함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과반을 조금 넘었지만 2020년에는 디지털콘텐츠시장이 기존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콘텐츠시장의 2/3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디지털 방송 및 광고 시장이
여전히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정보콘텐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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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0년에는 디지털 방송, 디지털 광고, 정보콘텐츠, 이러닝,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교육과정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개발 등에 힘입어 이러닝
시장이 디지털 정보콘텐츠 시장을 누르고 3번째로 높은 시장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 실감형 콘텐츠는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의 4.8%의
시장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닝 시장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9.1%에서 2020년 16.4%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 세계 디지털콘텐츠 분야별 시장 점유율, 2015 vs. 2020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경기 회복, 중국 시장의
성장, 신흥국 중심의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평균 11.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향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제 현실 세계에 가상의 디지털콘텐츠를 덧씌우거나 완전히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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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과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영역에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을 지배하는 콘텐츠가 등장한 것은 아니나 게임,
영상, 테마파크,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적용되면서
최적화된 문법을 찾고자 하고 있다.
[그림 2-3] 2015～2020년 디지털콘텐츠시장 분야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재 태동기로 해당 시장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2016년부터 2019년
까지의 성장률을 산출한 것임

주)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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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PwC 기준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순위(2015년 기준)
순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1

미국

1,42

1,6 4

1,941

2

중국

44

533

649

3

일본

4

영국

5

한국

6

7
8
9
10
11
12
13
14

독일
랑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멕시코
네덜란드
프

15

대만

16

러시아

1

사우디아라비아

19

인도

7
18
20

출

스위스

스웨덴

처: PwC(2016)

7
7
583
258

7

2,498 2,772
770 905 1,038
645
705 776 829 871
291
328
365
403
438
216
250
280
311
336
361
206
228
247
269
290
312
182
202
229
253
276
299
97
115
135
153
172
187
97
105
120
137
157
174
108
115
121
129
139
150
62
83 103 125 138 154
86 92 97 105 113 120
49
60
72 84 91 99
57
62
67
73 80 86
44
52
60
68
76 83
37
46
54
65
74 85
28
38
45
52
58
62
38
42
47
51
57
61
24
31
39
47
57
67
32
36
41
48
54
60
2,203

8

3,025

3,26

1,1 6

1,315

7
908
475
387

944
510
414

333

352

323

34

203

7
218

194

216

161

1 3

1 2

190

7
127
107

7

[단위: 억 달러,%]
2019 2020 2015-20
CAGR
3,486 3,687
8.1
1,457 1,596
12.0
980 1,016
4.1
543
570
7.2
440
467
6.8
369
385
5.8
370
390
7.2
232
247
7.5
237
257
10.3
185
196
7.2
208
226
10.3

133

139

144

116

125

133

100

106

113

91

9

105

113

95

106

115

123

93

66
66

78
66

8

70
71
90

73

75
76

101

80

80
80

113

88

5.0

7.9
7.2
8.2
10.7

6.6

7.3

14.9
10.3

2차 자료의 한계로 PwC 데이터7)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디지털
시장 규모를 산출한 결과 한국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6.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시장
순위는 5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7) PwC의 경우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광고, 지식정보, 인터넷 접속 분
야로 구분되며 이들 중 디지털 유통 및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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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PwC 기준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체 콘텐츠시장 대비 비중
구분
세계 콘텐츠 시장
전체 콘텐츠시장
대비 디지털 비중

출

[단위: 억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3,901 14,608 15,413 16,327 17,215 18,070 18,922 19,769 20,586 21,392
4.4
30.8% 33.8% 36.8% 39.3% 41.8% 43.9% 45.7% 47.3% 48.8% 50.0%

처: PwC(2016)

PwC의 전체 콘텐츠 시장 대비 디지털 콘텐츠 비중의 경우 2015
년 4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콘텐츠시장이
연평균 4.4% 규모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0년까지 전체 콘텐츠
시장의 절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장규모와 성장률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PwC의 경우 이러닝,
디지털콘텐츠솔루션, 유통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등 본 조사에 포
함된 산업 분야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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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급격한 규모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량이 크게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출시와 기존 사업자의 경쟁 참여는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은 물론 권역별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높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권역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2020
구분
북미
중남미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7

7

7

22,454

8

33,4 5

56,235

8 7

66,069

유럽

194,309 229,640 2 4,4 4 310,015

아시아

161, 52 202,600 259,559 296,055

/

중동 아프리카
산술합계
합계8)

7
743,425
75,621 87,095 100,204 115,673
336,802 365,519 398,959 434,856
344,489 388,168 444,578 504,766
32,735 37,716 43,642 51,004

3 2,995 421,641 51 ,050 55 ,354 602,9 3 649,936 696,063

8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801,145 864,923 7.5
135,696 158,020
15.9
480,654 531,510
9.6
577,137 658,669
13.8
60,992 72,960
17.4

11,522 15,187 25,131 28,649
763,101 902,506 1,140,293 1,360,617 1,514,123 1,673,599 1,855,315 2,051,395 2,276,219 2,505,656
630,973 749,887 968,387 1,170,708 1,307,909 1,448,952 1,610,606 1,785,676 1,989,982 2,200,631

10.6
11.0

처 : PwC(2016), ICv2(2011～2015), SNE(2011～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Markets
and Markets(2015), Statista(2015), IDC(2015), ITU(2015),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cnc(2016),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中国动漫产业发展报告(2015),
Digi-capital(2016)
주1) 각 권역별 시장규모 중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분야는 2차 자료의 한계로 일부 년도 값이 세
출

계 시장규모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권역별 시장규모에서는 제외되었음. 따라서 권역별 합계
와 세계 시장규모 합계와의 차이가

발생함

8) 중복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각각의
광고수익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
의 디지털 도서 및 잡지는 e-Book시장에 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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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등에
영향을 받아 2015년 22.8%에서 2020년 26.3%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전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약 39.8%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은 미국의 경기회복에 맞춰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아시아와 중남미의 디지털콘텐츠 시장비중 증가로
2020년에는 34.5%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북미지역 디지털 콘텐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029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디지털콘텐츠는 실감형 콘텐츠로 향후 5년간 12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닝은 19.5%의 성장률을
보이며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증가는 오큘러스, MS, 구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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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감형 콘텐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 북미지역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5.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7,019억 5,600만 달러이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표 2-5] 북미지역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e-Book
디지털 만화
이러닝9)
디지털 게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10)
디지털 영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204 10,113 13,332 15,432 17,430 19,547 21,758 23,993 26,251 28,540 10.4
25
70 90 100 90 100 110 120 130 140 9.2
- 49,324 57,002 66,377 79,026 94,273 112,686 134,961 161,780
19.5
16,136 15,317 16,021 17,276 18,047 18,818 19,564 20,322 21,005 21,597
3.7
-

-

7,313 9,764
8 7

-

8

10, 02

-

7

10,15

-

-

-

-

-

-

7 11,573 11,791 12,045 12,346 12,697
8 8 167,341 171,298 174,173 177,755 182,210
1,788 1,731 1,764 1,801 1,846 1,899
128,754 141,156 150,577 159,422 168,114 177,025
4,238 4,479 4,786 5,107 5,403 5,641
104,384 111,417 118,680 126,130 133,836 141,773
68,816 70,954 73,160 75,436 77,785 80,280
11,95

1.2

7

디지털 방송 12 ,906 13 ,423 144,261 153,263 159, 1

2.

디지털
애니메이션

1.2

디지털 광고
디지털 음악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1,410

88,677 98,343
3,455 3,831
69,441 79,640
39,798 52,084

2,310

1,691

7
3,980
97,839
66,284

106,103 116,5 0
4,039
91,319
63,669

77 17,759

10,630

13,540

15, 9

-

-

-

7
272,385

산술합계

1,515

7

-

7

303,622

즉
즉

6.3
3.1

22, 94

7

25,202

25,4 9

26,612

2 ,040

4.9

-

1,000

3,100

6, 00

7

15,100

24,300

122.0

743,425 801,145 864,923
589,222 641,453 701,956

7.5

7

7
342,337 429,275 463,852

501,292 543,353

～ 년

7

5.9

21,2 3

3 2,995 421,641 51 ,050 55 ,354 602,9 3 649,936 696,063

합계11)

8

6.6

5.6

됨

9)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이러닝시장의 2010 2012 데이터는 제외
10)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권역별 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규모
는 제외
11) 중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복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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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세계 시장비중이 북미, 아시아, 유럽
다음으로 4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
남미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큰 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주목받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대되어 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장기화 되는 저유가와 정부의
부패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경기 침체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등 남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저가 스마트폰의 판매 확대, 스마트폰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 주도의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저렴한 앱
콘텐츠,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수 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전체 경제 성장률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0년 까지 연평균 15.9%의 성장률을
보이며 1,420억 4,900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중남미지역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2011 2012 2013

구분

7

e-Book

53

122

1 4

디지털 만화

0

1

1

이러닝12)

-

디지털 게임

961

디지털콘텐츠
솔루션13)

-

디지털 영화

432

디지털 방송

6,315

디지털

233

7
1,067 1,248
-

-

831
8,541

265

9,95

[단위 : 백만 달러, %]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245
306
372
448
534
624
713 18.4
2
3
4
5
6
7 8 21.7
12,348 15,152 19,260 24,592 31,546 40,656 52,570
28.2
1,431 1,563 1,692 1,823 1,966 2,116 2,276
7.8

1,445

7

11,26

421

-

8

1, 22
14,142
340

2,342

8

16,34

436

-

-

2,435

2,611

19,0 9

21,661

453

4 6

8

8

-

7

-

-

2,978
7 27,487

8

6.2

30,246

13.1

5 9

6.2

2, 93
24,42

519

554

3,16

8

-

각각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의
광고
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
의 디지털 도서 및 지는 e-Book시장에 중 포함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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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복

복

구분
애니메이션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8

78
278
3,851 5,553 7,403 8,102 8,862 9,777
5,768 10,802 16,082 16,970 17,910 18,840

디지털 광고

3, 32

디지털 음악

90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88
127

4, 1

22,454

합계14)

19,301

-

7

9,64

11, 4

8

8
77
10,777 11,860
19,818 20,849
13, 55

155

196

234

8

1,902

2,325

2, 19

3,010

3,202

-

-

-

-

100

600

33,4 5

56,235

66,069

51,040

59,432

919

실감형
콘텐츠
산술합계

7 8,145

6,1 9

1,35

8
29,518

8

326

16,12
3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18,481 20,481
16.2
428
475
15.2
13,027 14,293
10.0
21,934 23,080
5.2

8

3,204

3,222

2.

1,600

4,200

6,900

1 .2

3,06

75,621 87,095 100,204 115,673 135,696 158,020
67,908 77,815 89,412 103,137 121,302 142,049

7

88

15.9
15.9

2015년 기준 유럽의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이탈리아는 디지털 게임, 영화, 방송 분야에
비중있는 규모를 이루어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대외 수출여건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듯 했으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불거지면서 전년대비 8.9%
증가한 2,925억 2,5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향후 5년간 유럽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9.9%의 성장세를 보이며 4,690억 9,5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즉

～ 년

됨

12)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이러닝시장의 2010 2012 데이터는 제외
13)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권역별 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 규모는
제외
14) 중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의
광고
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의
디지털 도서 및 지는 e-Book시장에 중 포함

됨
복
수익

잡

복

각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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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유럽지역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2011 2012 2013 2014 2015p

구분

7

7 6,569 7,984
67
89 117 142 176
- 19,182 23,500 28,981
16,099 16,197 16,741 17,734 18,536

e-Book
디지털 만화
이러닝15)
디지털 게임

2, 29

3,990

5,1 6

-

-

-

디지털콘텐츠
솔루션16)

8

디지털 영화

4, 65

디지털 방송

5 ,216

디지털
애니메이션

1,296

8

7
8
37,047
18,971
8,081

디지털 광고

45,3 1

디지털 음악

1,56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

산술합계

194,309

합계1 )

163,031

7

-

-

[단위 :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9,456 10,931 12,327 13,590 14,764
13.1
210
244
274
298
319
12.7
36,980 47,129 60,142 76,850 99,420
28.0
19,285 19,963 20,654 21,321 21,918
3.4
-

-

-

-

-

7,856 8,607 10,137 9,759 9,945 10,132 10,357 10,608
63,103 67,336 72,356 76,095 80,422 84,496 88,588 92,606 96,643
1,395 2,053 1,565 1,116 1,074 1,095 1,115 1,140 1,168
49,751 54,837 61,520 67,576 74,453 81,364 88,370 95,105 101,532
1,901 2,163 2,279 2,522 2,860 3,264 3,670 4,052 4,386
43,195 49,959 53,590 57,375 61,627 65,996 70,331 74,513 78,559
32,097 45,267 46,284 47,245 48,113 48,996 49,898 50,818 51,720
11,353 13,787 15,871 19,059 20,078 21,836 21,553 22,503 22,773
- 1,200 3,700 7,800 17,500 27,700
229,640 284,474 310,015 336,802 365,519 398,959 434,856 480,654 531,510
194,979 246,125 268,408 292,525 317,453 347,149 379,313 421,632 469,095
6,569

0.9
4.9
0.9

8.5
7

11.

6.5

8

1.

3.6
119.2
9.6
9.9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2015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해 내수
즉
즉

～ 년

됨

15)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이러닝시장의 2010 2012 데이터는 제외
16)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권역별 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규모는
제외
1 ) 중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의
광고
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
의 디지털 도서 및 지는 e-Book시장에 중 포함

됨
7 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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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복

각각

복

소비를 확대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급락한 주가지수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서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무선
인터넷의 확대 보급, 2선 도시의 개발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콘텐츠에 대한 폐쇄적인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자국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들어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맞이하였으며 고용률 또한 증가해 장기간의 경제불황을 탈출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비록 분기별 실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정부의 양적완화와 소비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활성화 되는 형국이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디지털을 포함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이 뚜렷해졌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국가와 산업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 중국, 인도는 무려 25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 단일 경제 블록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 경제의 잠재성이 양질의 인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국의 성장에 힘입어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2,992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4.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까지 5,819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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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표 2-8]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구분
e-Book

2,209

3,092

221

300

디지털 만화

8

8

88

5, 29

303

363

433

-

-

-

7,413

9, 09

3, 26

-

-

디지털 게임

20,130

23,106

디지털콘텐츠
솔루션19)

-

-

디지털 영화

3,551

디지털 방송

2 ,463

디지털
애니메이션

1,056

디지털 광고

39,995

디지털 음악

2,225

디지털
정보콘텐츠

23,695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32,593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7,714

10, 49

12, 14

-

-

-

실감형
콘텐츠
산술합계
합계20)

8

7

6, 96

8
13,918 17,282 21,740 28,188
26,398 29,584 31,863 33,841

이러닝1 )

8

4, 6

-

-

-

-

-

8 20,824 22,864 24,729
35,676 43,502 48,059 57,092 63,317 72,935 82,642 90,790 100,260
1,224 1,960 1,679 1,717 1,822 2,060 2,291 2,506 2,706
48,741 58,673 68,395 81,191 92,019 105,691 119,426 131,488 143,638
2,122 2,042 2,188 2,369 2,583 2,808 3,045 3,262 3,461
28,691 33,668 37,568 41,690 46,531 51,822 57,542 63,739 70,355
43,443 55,042 59,392 63,989 68,766 73,901 79,422 85,357 91,700
5,455

7

8
137,671 172,4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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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772 8,728 9,673 10,634 12.8
559
614
663
708 10.3
36,624 47,685 62,215 81,330
30.2
35,824 37,964 40,223 42,578
6.0

14,163

88

22,414

-

-

16, 6

16,239

78

25, 6

8

1, 00

1 ,601

8

11.9
9.5
12.1

7.9

11.0

7.5

88

31,1 4

32,55

8

33,4 1

8.4

6,100

13,400

31, 00

53,100

133.1

8

7

11.

29, 1

8 88 8 444,578
222,908 256,700 299,218 338,682 388,006

161, 52 202,600 259,559 296,055 344,4 9 3 ,16

8

-

7 77 7 658,669
440,906 507,242 581,937
504, 66 5 ,13

13.

8

14.2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규모는 전년
8

즉
즉

～ 년

됨

1 )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이러닝시장의 2010 2012 데이터는 제외
19)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권역별 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규모는
제외
20) 중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의
광고
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
의 디지털 도서 및 지는 e-Book시장에 중 포함

됨
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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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4.5% 증가한 304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저유가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나 최근 감산정책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국가들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 전시회,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다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세계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중동․아프리카 시장은 종교적 규제,
불법복제, 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전체 GDP와 인구수 대비 매우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스트리밍 콘텐츠, 앱 등의
유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잠재적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동․아프리카 시장은 연평균 1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약 691억 6,20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중동․아프리카지역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e-Book
디지털 만화
이러닝21)
디지털 게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22)
디지털 영화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8
35
54
82 106 132 160 191 222 250 18.8
1
1
1
1
2
2
2
2
21.7
0
0 6,070 7,350 8,870 11,082 13,858 17,343 21,722 27,240
25.2
823 967 1,056 1,175 1,262 1,350 1,440 1,537 1,625 1,703 6.2
-

-

-

122

243

421

디지털 방송

1,5 3

1,955

2,336

디지털
애니메이션

69

76

121

디지털 광고

1,325

1, 29

2,366

디지털 음악

43

7

8

8

4

56

-

77
7
98
2,820
68

-

-

-

4

64

7

665

2,62

3,010

3,451

3, 66

39

39

3,395

78

-

-

-

731
8

767
7

804

4.4

4, 16

5,105

11.1

40

41

43

44

2.4

4,0 1

4, 40

5,439

6,100

6, 13

14.9

91

106

16

16.6

7

7

-

69

8
7

4,34

7

12

14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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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8 7 3,463 3,908
4,822 6,470 8,190 8,800
467
717 996 1,244
2,260

2, 4

-

4,334

7

5,433

6,06

7

10, 30

8

11,594

1,543

1, 62

1,9 0

7

2,0 4

100

500

1,500

9,450

-

-

-

-

10,11

7

7 37,716
8 35,131

8

산술합계

11,522

15,1

87

25,131

2 ,649

32, 35

43,642

51,004

합계23)

10,446

13, 43

23,319

26,614

30,4 2

40, 45

4 , 63

7

8

8

4, 56

즉
즉

7

77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6,761 7,524
11.7
12,412 13,290
7.1
2,176 2,215
7.5
4,300 7,800
197.2
60,992 72,960
17.4
57,477 69,162
17.8

～ 년

됨

21)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이러닝시장의 2010 2012 데이터는 제외
22) 해외 시장조사 , 2차 문헌자료 조사의 한계로 권역별 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규모는
제외
23) 중 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임
- e-Book, 디지털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정보콘텐츠, 디지털신문 부문
의
광고
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 포함
- 디지털 만화는 e-Book시장에,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디지털 정보콘텐츠
의 디지털 도서 및 지는 e-Book시장에 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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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별 디지털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1. e-Book

1) 세계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e-Book시장은 유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와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e-Book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316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표 2-10] 세계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13,777 16,185 18,342 20,592 22,926 25,258 27,668 30,124
전문서적 2,434
3,086
3,778
4,618
5,116
5,671
6,307
7,043 7,898 8,896
소비자
3,981
5,759
7,704 8,754 9,850 10,931 12,005 13,022 14,013 14,957
도서
교육용
1,274
1,793
2,294
2,813
3,377
3,989
4,614
5,194
5,756
6,271
도서
디지털잡지 4,523
6,715
8,785 11,012 13,313 15,712 18,144 20,516 22,692 24,776
소비자
잡지 3,118 4,726 6,343 8,024 9,672 11,378 13,107 14,798 16,343 17,803
광고
2,895
3,999
5,029
6,038
7,081 8,221 9,445 10,746 12,086 13,434
구독
224
727 1,314 1,986 2,592 3,157 3,662 4,053 4,256 4,368
업계지
1,405
1,988
2,442
2,988
3,641
4,334
5,037
5,718
6,349
6,974
광고
1,373
1,854
2,174
2,515
2,880
3,251
3,633
4,032
4,430
4,827
구독
32
134
268
473
760 1,083 1,404 1,686 1,919 2,147
합계
12,213 17,353 22,561 27,197 31,655 36,303 41,070 45,774 50,359 54,900
전자책

7,690

* 출처 : PwC(2016)

10,63

10.4

7
8.7

11.

13.2
13.2
13.0
13.

7

11.0
13.9
10.9
23.1
11.6

세계 e-Book시장은 전자책 플랫폼의 확대와 이용자 증가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는데 2015년에도 독립 출판물의 증가와
가입형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도서 전자책 시장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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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쇄도서를 선호하던 전문 직종 종사자들도
전자책 형태의 전문서적을 선호했으며 교육용도서 역시 휴대 간편성과
가격의 저렴함을 무기로 이용층이 크게 넓어졌다.(PwC, 2016).
특히, 독립 출판을 중심으로 장르소설을 통해 다수 여성 독자들을
시장으로 흡수하면서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e-Book은 여전히 초기단계(신성헌,
2015.3.9.)이지만 스마트 환경의 도래와 e-Book의 보편화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결국 출판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판 콘텐츠 및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를 보이는 세계
e-Book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이며
549억 4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5] 세계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세계 도서 및 잡지출판의 e-Book시장 비중은 2011년 6.3% 였으나
38

유무선 네트워크 확충,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 디지털 매체와 콘텐츠
전달 플랫폼의 확대로 2015년 16.1%로 증가했다.
2015년, 세계 e-Book시장에서 31.1%의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 소비자 도서시장은 향후 소비자잡지, 업계지, 교육용도서 시장의
확대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가장 큰 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5년 전체 e-Book시장에서 약
10.7%의 시장비중을 보였던 교육용도서 시장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
아동용 교육 도서 증가의 영향으로 2020년에 11.4%의 시장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6] 세계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 권역별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e-Book 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이 5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아프리카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높은
39

비중을 보였던 북미 e-Book시장은 2015년 대비 3.9%p 하락한
55.1%를 보였으며 향후 2020년에는 3.1%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 세계 e-Book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독립 출판과 온라인 잡지의 성장

2015년 북미 지역의 e-Book시장은 인쇄출판 전문 기업의 전자책
발행 물량의 증가와 개인의 독립 출판 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17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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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북미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표 2-11] 북미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8,269
8 2,035

8 9,993 10,842 11,719 12,587 13,495 14,450
7 2,681 2,969 3,304 3,693 4,145 4,673
2,384
3,451
4,662
4,907
5,140
5,354
5,549
5,727
5,886
6,025
890 1,228 1,572 1,852 2,172 2,518 2,865 3,167 3,464 3,752
2,639
3,806
5,062
6,246
7,437 8,705 10,040 11,407 12,756 14,090
1,895
2,788
3,821
4,771
5,688
6,660
7,684 8,735 9,775 10,801
1,808
2,497
3,274
3,999
4,763
5,606
6,512
7,473 8,460 9,450
87 291 547 771 925 1,055 1,171 1,262 1,315 1,351
744 1,018 1,241 1,476 1,748 2,045 2,356 2,672 2,981 3,289
732 974 1,155 1,326 1,512 1,705 1,906 2,117 2,328 2,540
12
44
86 150 237 340 450 555 652 750
7,204 10,113 13,332 15,432 17,430 19,547 21,758 23,993 26,251 28,540

전자책

4,566

6,30

9,1 6

전문서적

1,291

1,62

2,42

소비자도서

육

교 용도서

잡
잡

디지털 지
소비자 지
광고

독

구

업계지
광고

독

구

합계

* 출처 : PwC(2016)

7.7
8

11.

3.2
11.6
13.6
13.
14.

7
7

7.9

13.5
10.9
25.9
10.4

2015년 북미지역 전자책 시장은 개인 출판과 독립출판사의 전자책
출판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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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립출판사와 개인출판이 전자책으로 출판되었음에도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통해 월간 구독시 묶음
형태의 전자책을 제공하기도해 수익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출판사들이 전자책 출판을 꺼리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개인출판 전자책 가격이 상승해 작가들은
전통적인 출판사 대신 개인 출판을 통해 도서를 출간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움직은 기존 출판사의 전자책 출간 부수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를 한풀 꺾어 놓게 되었다.
전자책 성장세가 둔화된 북미지역의 전자책 시장은 2020년까지 연
평균 10.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85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Book 분야별로 보면 2015년 현재 북미의 e-Book시장은 소비자
잡지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도서,
전문서적, 교육용도서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소비자도서 시장은 2015년 3.6%p 하락한 29.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자잡지 시장의 시장비중 상승에 따라 2위를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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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북미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 출처 : PwC(2016)
나. 중남미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기업의 남미 진출

2015년 중남미 e-Book시장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3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남미 e-Book시장은 유무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전자책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전자책 유통사인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코보(Kobo)등의 브라질 진출에 이어 반스&노블스(Barnes&Nobles)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전자책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중남미
e-Book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중남미 e-Book시장은
2015년의 약 2.5배에 달하는 7억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지만 유가하락, 정치권의 부패 등으로 인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남미 경제 핵심 국가들의 내수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e-Book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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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중남미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표 2-12] 중남미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24

49

75

113

140

1 3

7

213

전문서적

16

25

35

49

54

59

66

74

22

3

60

103

132

166

12

15

소비자도서

7

교 용도서

0

디지털 지

29

12.0

204

240

25.2

19

21

23

23.6

2 5

315

355

16.4

199

221

14.9

84

35

7

73

3

5

99

132

166

199

235

20

51

69

90

131

153

19

49

60

74

111

7
176

103

139

159

1 1

15.4

1

2

9

15

22

2

33

3

39

40

12.

업계지

9

22

30

42

56

8
68

120

116

134

19.2

광고

9

22

30

39

50

60

99

113

1 .4

구

0

0

0

3

5

14

1

21

32.4

53

122

1 4

245

306

534

624

잡
소비자잡지
광고

독

구

독

합계

* 출처 : PwC(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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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9

78
8

육

2

8

8

95

259

7

88

7

8

3 2

82
72

11

8

44

7

99

85

8

8

713

7

7
8

1 .4

2015년 중남미의 e-Book시장은 소비자잡지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도서, 전문서적, 업계지가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2011년 중남미 e-Book시장에서 14.1%에 불과했던
소비자도서는 2015년 25.6%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향후 2020년에는
33.7%의 점유율을 보이며 전체 e-Book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11] 중남미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유럽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정책적 요인과 비소설 시장의 성장

2015년 유럽 지역의 e-Book시장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79억
8,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유럽의 전자책 시장을 견인하는 곳은
영국, 프랑스이며 독일 역시 자체 전자책 플랫폼을 출시해 자국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2015년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은 아마존, 애플, 구글에 대항하여
힘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도서에 대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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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전자책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출판 시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출판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도서 가격의
하락이 전자책 구매의 동인을 만들어 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유럽
e-Book시장은 연평균 13.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147억
6,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 유럽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8

1,4 2

2,129

2, 03

8
980

3,5 4

4,341

5,15

6,002

6, 04

1,232

1,3 3

1,544

1, 23

1,431

1, 16

2,305

2, 19

3,340

전문서적

615

785

소비자도서

6 9

1,053

육

교 용도서

7
188

잡 1,246
소비자잡지
860
광고
770
구독
91
업계지
386
광고
373
구독
13
합계
2,729

디지털 지

* 출처 : PwC(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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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7

8

13.9

1,913

7,590 8,330
2,126
2,367

3, 06

4,240

4,623

14.9

11.4

8

391

526

654

8
794

939

8
1,084

1,224

1,341

15.5

2,3 3

2,994

3,643

4,299

4,930

5,524

6,000

6,434

12.0

2,135

2,5 4

3,015

3,434

3, 25

4,116

4,369

11.2

1,005

1,166

1,342

1,512

1,6

1, 3

2,069

2,2 2

2,4 4

10.4

1,562

1, 56

1, 44

292
1, 61
1,310

7
1,683

8

7

7

305

51

550

691

4 9

5 3

87
793 1,062 1,328
860 1,069 1,284
667
768 871

61

11

193

8

3,990

7
7

7
8

5,1 6

6,569

301

7,984

413
9,456

87

8
7

7

8
1,496
1,699 1,884
972
1,080 1,188
523
619
697
10,931 12,327 13,590

7
1,895

12.3

2,065

14.1

1,294

11.0

771
14,764

20.

7

13.1

[그림 2-12] 유럽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유럽 e-Book시장은 소비자잡지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도서, 업계지, 전문도서, 교육용 도서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32.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소비자
잡지는 소비자도서의 시장비중 확대로 인해 2020년에는 현재보다
낮은 29.6%를 기록해 2위의 e-Book시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책 이용자와 인쇄도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유럽의 도서 시장은 비소설 분야와 일부 전문 서적
그리고 온라인 잡지 시장이 e-Book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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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유럽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일본과 중국 중심의 성장

2015년 아시아 지역의 e-Book시장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한
58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e-Book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글로벌 최대
사업자인 아마존의 진출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국의 경우 자국의 바이두, 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자책 시장에 다수 진출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웹소설 분야도
IP 중심의 콘텐츠 활용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라쿠텐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의 증가와 현지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높은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향후 2020년 까지 아시아 e-Book시장은 연평균
12.8%의 성장률을 보이며 106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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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아시아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표 2-14] 아시아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2,132

전문서적

509

644

소비자도서

903

8

1,553

1,943

교 용도서

196

269

326

426

디지털 지

601

960

1,226

336

564

750

1,601

소비자 지
광고

292

43

515

604

전자책

육

잡
잡

독

1,60

1,21

8

2,600

721

8
899

3,26

1,000

8

4,34

4,904

5,503

6,150

6, 45

12.4

9 6

1,0 5

1,199

1,346

1,525

1, 41

12.0

2,605

2,919

3,243

3,590

3,963

11.6

913

1,035

1,142

16.3

3,226

3,523

3,

13.4

2,000

2,1 9

2,329

13.0

906

1,023

1,145

1,2 1

12.

9

1,034

1,05

13.2

1,0 4

1,226

1,344

1,460

491

544

863
597

9,6 3

10,634

3, 11

8
2,287
537
2,018

8
8

8
2,448
1,263
1,527
695
797
568
730
755 921
65

786
2,868
1,783

44

126

235

396

업계지

265

396

4

601

광고

25

36

412

4 5

541

604

877
8
670

65

126

214

31

414

구

독

구

합계

8
7

2,209

* 출처 : PwC(2016)

7

29
3,092

77

8

3, 26

7

88

4, 6

8

5, 29

7

8

6, 96

77

736

7,772 8,728

7

800
7

8
7

788
7

7

8

14.1

8
8
12.8
9.

22.

2015년 아시아 e-Book시장은 소비자도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잡지, 전문서적, 업계지, 교육용도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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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소비자도서는
교육용도서 시장의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2020년에도 여전히 아시아 e-Book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아시아 e-Book시장의 9.2%의 점유율을
보였던 교육용도서시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에는 전체
시장의 1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5] 아시아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소비자 도서 중심의 성장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e-Book시장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한 1억 600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현재 5개 권역에서
가장 작은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2020년까지 연평균 1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억 5,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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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중동․아프리카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표 2-15] 중동․아프리카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10

20

전문서적

2

4

7

14

21

소비자도서

7

교 용도서

0

육

잡
소비자잡지

8
7

30

43

56

71

88

106

141

20.3

12

13

15

1

19

21

11.

29

39

51

64

7
79

124

11

93

106

22.1

9

10

12

13

21.1

9

110

1 .1

1

2

7

24

3

8

5

16

50

61

72

4

13

21

29

3

45

53

63

광고

6

10

15

19

23

2

34

41

50

59

7
17.5
20.7

구

1

3

6

10

14

8
17

8
74

19

22

24

25

12.3

업계지

1

2

3

9

13

16

19

22

24

26

14.9

광고

1

2

3

9

11

13

15

16

1

13.6

222

250

디지털 지

독
독

구

합계

0
1

8

* 출처 : PwC(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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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아프리카 e-Book시장은 소비자도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잡지, 전문서적, 업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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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도서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큰 비중을 보였던
소비자도서시장은 교육용도서, 업계지의 시장 비중 확대로 4.2%p
감소한 36.7%p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도서 시장은 업계지,
전문서적의 비중 하락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장비중이 확대되어 현재보다
5.8%p 증가한 42.5%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7] 중동․아프리카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3) 주요국의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16] 주요 국가의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8
245
422
608
851
1,190 1,569
1,776
2,217
447
607
752 864
8,805 12,308 15,955 18,748
6,923

* 출처 : PwC(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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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10

8

12, 19

14, 16

16, 09

7

1 , 23

87

20, 32

1,051

1,26

2,609

2,961

8

8

8

25,126

2 ,322

7

10.3

1,490

1, 24

1,966

2,225

16.2

3,2 1

3,5 6

3, 26

4,041

9.1

1,394

1,509

1,622

10.4

35,210

10.5

8
989
1,124
1,270
21,358 24,076 26,873

22,96

7

7

29,662

8

7

32,42

가. 미국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독립출판과 전자 교과서의 성장

2015년 미국 e-Book시장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167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시장규모를 보이는
미국의 e-Book시장은 세계적인 전자책 사업자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이 속해있으며 해외 진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출판 플랫폼의 저변 확대로
개인의 자가 출판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 출판사의 전자책
시장 진출도 증가하면서 미국 e-Book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 e-Book 시장의 성장은 독립출판이 대부분 장르소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르소설의 독립
출판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장르소설의 주요 독자인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전차잭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림 2-18] 미국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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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5년부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2억
5,000만 달러 규모 예산을 집행해 무료로 전자책을 공급하기로 발표해
정부주도의 전자책 시장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VOA, 2015.
5. 1). 독립출판과 전자 교과서 성장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e-Book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10.3%의 성장률을 보이며 273억 2,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7] 미국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전문서적
소비자도서

육

교 용도서

잡
소비자잡지

디지털 지
광고

독

구

업계지
광고

독

구

합계

8 7,970 8,818 9,557 10,341 11,157 11,966 12,818 13,721
1,245 1,574
1,972
2,354 2,601
2,881
3,206 3,585
4,025
4,540
2,312 3,348
4,521
4,734 4,938
5,131
5,313 5,480
5,632
5,766
848 1,162 1,478 1,730 2,018 2,329 2,638 2,901 3,161 3,414
2,518 3,626
4,849
5,998 7,152
8,382 9,675 11,001 12,308 13,602
1,812 2,661
3,671
4,596 5,489
6,434
7,429 8,452 9,461 10,457
1,729 2,387
3,147
3,853 4,596
5,417
6,298 7,233
8,191 9,154
83 275 524 743 892 1,018 1,131 1,218 1,270 1,303
706 965 1,178 1,402 1,663 1,948 2,246 2,550 2,847 3,145
695
923
1,096
1,259 1,437
1,621
1,813 2,014
2,216
2,418
11
42
82 143 227 327 433 536 631 726
6,923 9,710 12,819 14,816 16,709 18,723 20,832 22,968 25,126 27,322
4,405

6,0 4

7.5
11.8
3.1
11.1

7
13.8
14.8
7.9
13.

13.6
11.0
26.2
10.3

* 출처 : PwC(2016)

2015년 미국 e-Book시장은 소비자잡지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도서, 전문서적, 교육용도서, 업계지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소비자도서는
2015년 3.8%p 하락한 29.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소비자잡지
32.8%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2011년 전체 미국 e-Book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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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의 비중을 보였던 소비자잡지 시장은 2015년 32.8%까지 확대되
었으며, 2020년에는 5.5%p 상승한 38.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용도서시장은 2015년 기준, 미국 전체 e-Book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낮은 편이나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고려했을 때
교육용도서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9] 미국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낮은 유료구매율과 전문서적 중심의 성장

중국은 1선도시를 중심으로 유무선 인터넷이 고도화되고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로 e-Book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경쟁과 전자책 유통 플랫폼, 스마트폰 앱의
증가로 중국 e-Book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어 2015년 중국 e-Book
시장은 전년대비 23.5% 증가한 10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중국 e-Book시장은 2선도시의 네트워크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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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증가로 전자책 소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16.2%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22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8] 중국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전문서적
소비자도서

육

교 용도서

잡
잡

7
185
20

323

45

61

8

724

844

25

354

462

504

553

9

145

200

263

6

11

19

151

233

7

2

32

424

51

8

606

6

16

229

2 6

339

390

42

451

14.5

12

151

195

1 .5

211

240

78
7
174

736

10

253

255

12.6

1 9

216

251

2 5

23.

9

110

122

16.5

96

119

141

163

31.6

1,490

1, 24

1,966

2,225

16.2

8

20

62

1

3

8
8

디지털 지

3

소비자 지

2

72

광고

16

46

구

12

26

업계지

10

광고
구

독
독

합계

99

7
7

51

7
70
97

2

43

66

9

24

34

45

1

3

9

21

245

422

* 출처 : PwC(2016)

8

8
57

8

60

851

87

141

8
57
9

41
1,051

8

8
107
180
138

69

8
1,268
6

7
608
328
9 2

36

8

7
83

7
677

1,11

396
44

7

7

88
760
47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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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중국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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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6

7

8

또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유료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IP를 활용한 부가 상품이나 콘텐츠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장르소설 중심의 웹소설 시장에 대한 주목 역시 중요한 성장의
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e-Book 시장은 소비자 도서에 대한 전자책 유료 구매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유료 구매 비중이 높은 전문 서적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중국 e-Book시장은 전문서적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잡지, 소비자도서, 업계지, 교육용도서가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2-21] 중국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1년 75.6%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전문서적은 소비자도서와
소비자잡지 시장의 확대로 2015년에는 48.0%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0년에는 전체 중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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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38.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도서와 소비자 잡지 보다 큰 시장 규모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일본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대형 출판사들의 디지털 시장 진출

2015년 일본 e-Book시장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26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 독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인쇄 도서를
선호하지만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출판사들도 디지털 출판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
출판사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향후 일본 e-Book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보여 40억 4,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9] 일본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865

1,0 0

1,204

전문서적

221

252

196

소비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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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용도서

7
87

디지털 지

325

육

잡
소비자잡지
광고

독

구

7

1, 45

1,930

2,261

7.8

402

4 1

13.6

1,649

1,663

4.9
1 .1

115

4

5 2

7

323

402

499

595

7
8
684

23

264

292

325

360

396

833
437

13

206

2 0

325

36

395

889
482
407

1

162

223

15

4

8
85

7

22

249

2 4

304

1,13

1,312

1,432

1,525

8

8
864
1 4

223
1,031

7

26

1,1 5

8

2,539

2,412

116

894

7

2,096

7
8
148
704

712
88
270

77

1,513

34

1,600

7

313

361

406

1,315

1,414

1,501

764
8

7

12.2
10.5
14.6

14

8

219

250

302

366

436

501

552

5 2

612

광고

142

200

209

229

249

2 1

293

313

335

35

6

19

11

165

23

24

255

7.4
17.0

1,190

1,569

4,041

9.1

독

합계

* 출처 : PwC(2016)

73
1,776 2,217
41

7

2,609

7

2,961

8
3,281
20

8
3,576

8

7

11.

업계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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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7

3, 26

7

8

10.

일본 출판 시장은 주요 잡지와 도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들이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인테리어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츠타야
(Tsutaya) 서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책 배열,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 배치로 호텔
컨시어지 시스템 도입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들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디지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22] 일본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일본 e-Book시장은 소비자도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잡지, 업계지, 전문서적, 교육용도서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46.8%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소비자
도서는 2015년 3.5%p 상승한 50.3%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소비자잡지,
업계지, 교육용도서 시장의 확대로 2020년에는 41.1%로 시장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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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e-Book시장은 슈에이샤, 코단샤 등의 인기 출판사들이
스마트폰 전자책용 앱을 개발하는 등 시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講談社, 2016.8.25.).
또한 2015년 11월 9일 일본 디지털교과서교재협의회(DiTT)24)가
“스마트 교육 실현을 위한 DiTT 비전 발표”를 개최하고 디지털교과서의
현 주소와 향후 검토 과제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는(권용수,
2015.11.19.) 등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검정, 저작권, 인프라정비 등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림 2-23] 일본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한국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교육 도서와 잡지의 시장 견인

2015년 한국 e-Book시장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무선 인터넷의 인프라가
재협 회 D TT 든 학생
년 발족된 협 회
학
몽
행

학습

환

24) 디지털교과서교
의 ( i )는 모 초·중
이 디지털 교과서로
하는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
의 로서 문부과 성이나 총무성과도 계하여 정책제 이나 실 ·
실 , 보급·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험

60

연

언

증

광범위하게 설치되어있고 스마트기기의 이용률도 높아 앱을 활용한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나 전자책 시장
진출을 꺼리는 출판사들이 존재하고 있어 신간의 전자책 비중이
낮아 성장률은 높으나 아직까지 시장규모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작은 상황이다. 향후 한국 e-Book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0.4%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6억 2,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0] 한국 e-Book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369

전문서적

55

7
67

소비자도서

249

316

369

7
383

교 용도서

66

90

11

육

잡
소비자잡지

디지털 지

78

4 3

134

광고

33

81
47

구

10

업계지
광고

독
독

구

합계

43

8
82

56

7
184
117

87
107

756

829

90

119

132

149

88
168

409

436

466

496

143

1 1

200

231

242

303

369

160

205

254

622
9

7

1,0 2

7

9.3

190

12.2

529

564

6.6

262

291

31

13.2

441

4

521

550

12.

30

335

353

365

12.2

100

112

124

135

11.9

166

20

223

229

230

12.4

115

134

152

16

1 5

13.

93

99

104

110

87

9

8

7

6

34

61

93

35

53

6

81

35

49

60

69

77
128
97
77

0

3

12

20

30

41

53

64

75

30.3

9 9

1,124

1,2 0

1,394

1,509

1,622

10.4

7

44

* 출처 : PwC(2016)

7

60

7

752

864

8

88

8

7

56

7

7

6

85

8

7

8

8

8

7.4

2015년 한국 e-Book시장은 소비자도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잡지, 교육용도서, 전문서적, 업계지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55.7%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소비
자도서는 2015년 14.4%p 하락한 41.3%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소비
자잡지, 교육용도서, 업계지 시장의 확대로 2020년에는 34.7%로 시
61

장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24] 한국 e-Book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25] 한국 e-Book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소비자 도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배경에는 아동 대상 교육용
도서 시장의 증가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교과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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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잡지들의 디지털 출판 증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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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만화

1)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7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책 출시 이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로 유통
되는 만화가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의 웹툰도 스마트폰을 통해 앱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 유럽을 아우르는 디지털 만화시장의
규모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년 까지 10.8%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억 7,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1]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313

460

512

8

60

703

814

920

1,016

1,100

77

1,1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0.

8

2011년 세계 만화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던 디지털 만화시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의 확대와 디지털 만화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2015년 전체 만화시장의 10.0%까지 확대되었다.
기존 인쇄만화시장에서 디지털 만화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국, 한국 등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의 급성장으로 2020년에는
전체 만화시장의 약 1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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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 권역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70.7%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은 북미, 유럽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확대되면서 2015년
61.6%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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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DC 코믹스와 마블(Marvel)의
디지털 시장 진출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0.0% 감소한
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만화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던 북미시장은 2012년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3년 들어 하락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미국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가입자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전자책
구입률이 전년대비 11.0% 가량 감소한 시장 현황25)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이만화책이 가격 프로모션과 번들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디지털만화가 가진 가격 경쟁력을 인쇄
만화책이 상쇄시킨 것도 크게 작용했다.
v D
:// v /

S D
/v /

7

25) ic 2.com, igital Comic ales eclined in 2015, 2016. .11.,
http ic 2.com articles markets iew 34923 digital-comic-sales-decline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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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북미 만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DC 코믹스와 마블
(Marvel)을 중심으로 코믹솔로지(Comxiology) 등 디지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디지털 만화 시장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까지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2]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25

70

90

100

90

100

110

120

130

140

9.2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28]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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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일본
만화 중심의 성장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는 2014년 전년대비 39.6% 증가한
300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 디지털 만화시장은 주로 전자책 출판사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만화를 스캔하여 불법 유통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불법 유통 만화의 근절을 위해 웹 또는 앱 형태의 디지털
만화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미흡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라인, 네이버, 레진코믹스
등의 앱만화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에
따라 향후 디지털만화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2015년들어 브라질의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확대에 힘입어 무료형태의 앱만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3]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0

1

1

2

3

4

5

6

7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8

19.5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남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만화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해 출판사들이 디지털 진출을 망설이고
있어, 향후 일본 만화의 디지털 시장 진출이 남미 디지털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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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9]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다.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등장

2015년 유럽 디지털만화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4.0% 증가한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은 프랑스, 영국, 독일이 디지털만화의
성장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쇄본이 디지털화로 변화
하면서 불법 번역된 해적판 일본만화의 PDF본 역시 다수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미의 다크호스(Dark Horse), 코믹솔로지
(Comixlogy)뿐만 아니라 에이브코믹스(AveComics)와 한국의 웹툰
모델을 도입한 델리툰(Delitoon) 등 다양한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무선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로 앱 만화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2.7%의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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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2020년에는 3억 1,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4]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7

6

89

11

7

142

7

1 6

210

244

7

2 4

29

8

319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2.

7

[그림 2-30]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한국 웹툰의 경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문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해 서비스 중이며, 아직까지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인 작가 발굴 등 유럽 만화 시장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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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 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콘텐츠시장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의 영향으로
2015년 아시아지역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4억
3,3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2015년 기준 전체 만화시장의 약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은 한국의 웹툰은 물론 일
본, 중국의 다양한 디지털 만화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향후
2020년까지 10.3%의 성장률을 보이며 7억 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5]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221

300

303

363

433

49

8

559

614

663

708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0.3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만화 IP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라이선스 사업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아시아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의 웹툰의 경우 디지털에 최적화된 문법으로 평가되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라인(Line)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번역에 참여하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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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한․일 디지털 만화 확산

2015년 기준 중동 및 아프리카 전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가 약
100만 달러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21.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

-

1

1

1

1

2

2

2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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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7

[그림 2-3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남아공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이를 활용한 스마트기기용 앱만화의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지의 시장규모가 미미하지만 이집트에서 한국의
레진코믹스가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였고 네이버만화, 라인
만화, 코미코(Cimico) 등이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
디지털 만화 콘텐츠 진출에 한계가 있어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1.7%의 성장률을
기록함에도 시장규모는 200만 달러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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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27] 주요 국가의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미국

6

7

87

96

87

20

30

46

62

203

191

24

중국

7

일본

152

한국

59

72

합계

242

362

74
382

7
78
447
22

7
88

26

504

96

80

106

116

125

135

9.2

9

115

132

149

19.2

7

8

7

299

326

34

366

3 6

99

111

119

12

134

5 4

640

69

7

8

7

750

794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7.1
8.8

9.5

가.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만화
서비스로 인한 긍정적인 시장 평가

2015년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은 가입자 정체, 출판 만화의 할인과
번들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 디지털만화시장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체 디지털 만화 시장의 규모가 하락했음에도
코믹솔로지 등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서 방드 데시네(Bandes
Dessinees)26), 일본 망가(Manga), 한국의 웹툰(Webtoon)기타 작가
타이틀(셀프퍼블리싱) 등 다양한 국적의 디지털 만화들이 서비스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DC 코믹스와 마블 역시
자사 만화의 디지털 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프로모션과 번들제공에 의해 디지털만화의 판매량 감소가
랑스-벨기에 만화

26) 예술성을 중심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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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미국 디지털만화 시장은 국내외 작품의 출시 증가와
다양한 디지털만화 앱 및 서비스의 대중화로 향후 2020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9.2%를 기록하며 1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8]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24

6

7

87

96

87

96

106

116

125

135

9.2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33]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나.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디지털 만화의 IP 가치 상승과 게임,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로 디지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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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만화의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 중국 디지털만화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7.2% 증가한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빠른 속도로 한국의 웹툰과 비슷한 원창만화가
소개되어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거대 IT기업 텐센트(Tencent), 시나마이크로블로깅(Sina
microblogging), 넷이지클라우드리딩(Netease cloud reading), 밀레
씨모어리딩(millet see more reading), 당당리딩(Dangdang reading)
등이 디지털 만화를 서비스해 해당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7)
특히 중국시장은 디지털 만화를 활용한 라이선스 산업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IP 창작물로서의
디지털 만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표 2-29]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7

20

30

46

62

80

9

7

115

132

149

19.0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중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중국시장 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
(Square Enix)는 중국의 넷이지(NetEase)와 협력하여 ‘강철의 연금술사’,
‘흑집사’ 등의 한자 버전을 2015년 10월부터 개시하였고 7월에는
만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dentsu,
2015.11.5.). 이러한 국내 수요 증가와 일본 만화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에 힘입어 향후 2020년까지 중국 디지털만화 시장규모는 연평균
7 中国出版网, 2015年中国动漫游戏产业发展报告, 2016.6.27.,
http://www.chuban.cc/cbsd/201606/t20160627_174573.htm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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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9.0%를 기록하며 1억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4]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다.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시장
본격적 진출

2015년 만화와 코믹스를 포함한 일본 디지털만화 시장규모는
전자책 시장의 81.0%에 수준에 도달했으며28) 전년대비 17.5% 증가한
2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무료 앱 만화 서비스는 일본 디지털만화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떠올랐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료 디지털만화 구독
비율도 전년대비 3.2%p 증가한 28.6%, PC 구독 비율은 전년대비
0.8%p 증가한 14.1%로 나타나 일본인의 디지털만화 소비가 꾸준히
8

2 ) Impress.co.jp,
2015年度の国内電子書籍市場は1584億円規模、前年度から25.1％増加、8割がコミック,
2016.7.27,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1012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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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일본 Top10의 만화출판사인 코단샤(講談社)가 2015년 1월부터
디지털만화 시장에 진출해 전자 코믹잡지를 발매하기 시작했으며
자사의 만화를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연재할 것이라 발표해30)
인쇄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만화시장 진출도 가시화됐다.
[표 2-30]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152

203

191

7

22

7

26

299

326

8

34

366

7

3 6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7.1

아울러 2013년의 진격의거인(進撃の巨人), 2014년의 7가지대죄
(七つの大罪)등과 같은 흥행 대작이 출시되지 않아 인쇄 만화시장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저렴하고 이용이 간편한
디지털만화의 수요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인쇄 만화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본의 인터넷 인프라와 콘텐츠 유료 구매가 문화적으로 자리잡혀
있어 디지털 만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료로 구독 가능한 작품이 많아지고 있어, 일본의 대작
만화들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격적인 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시장 진출로 일본 인쇄 만화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년 까지
29) Pjl.co.jp, 2015年度 電子書籍市場規模は1,584億円, 2016.8.25,
http://www.pjl.co.jp/view/2016/08/9223.html
30) Bmshop.jp, 紙と電子のコミック市場、0・4％減の4437億円／出版科研調べ , 2016.4.1,
http://www.bmshop.jp/cgi_bin/bbs/shinbunka/read.cgi?no=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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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성장률 7.1%를 기록하며 3억 7,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5]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라.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포털 웹툰 중심의 시장 구조

2015년 한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유통 웹툰
만화가 대단히 발달했으며 이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유선인터넷의
발달과 함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LTE 통신망의 저변화와 삼성, 엘지
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 스마트폰
보급률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무선인터넷의
확산은 앱을 이용한 만화의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이를 틈타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레진코믹스, 탑툰, 코미코, 케이툰과 같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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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출현과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일간지, 웹툰등에 연재하던 작가들(예, 김성모 웹툰)도 전용
앱을 출시해 자신의 만화를 소개하고 연재해 구독자를 늘리며 인
앱결제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웹툰 중심의 시장 구조는 포털이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집중되는
플랫폼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포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인지도 있는 작가들이 유료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표 2-31]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59
72 74 78 88 99 111 119 127 134 8.6
만화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36]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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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활성화로 문학, 소설분야의 개인출판이 성장세를 보이는
트렌드를 넘어 개인이 앱으로 만화를 출판하는 플랫폼도 등장함에
따라 향후 한국 디지털 만화는 2020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 8.6%를
기록하며 1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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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
1) 세계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의 세계 이러닝 시장 규모는 하드웨어 부문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20.0% 증가한 1,377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화형 전자칠판 및 디스플레이, 시뮬레이션 기반 하드웨어 등을
커버하는 이러닝 하드웨어 시장규모를 포함할 경우 전체 이러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502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기준 교육콘텐츠 시장이 559억 1,000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뒤를 포털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 이러닝 서비스시장이 543억 4,0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이며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러닝 서비스 시장규모가 교육콘텐츠 시장
규모를 누르고 1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전체 이러닝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2] 세계 이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2013-2020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구분
8,930 10,530 12,510 15,345 18,969 23,544 29,337 36,820
하드웨어
19,320
22,960
27,480
33,975
42,149
52,468
65,536
82,150
소프트웨어
34,960
43,500
54,340
69,622
89,386 115,003 148,278 191,510
서비스
42,070
48,350
55,910
66,554
79,392 94,909 113,703 136,380
교육콘텐츠
105,280 125,340 150,240 185,496 229,896 285,923 356,854 446,860
합 계
하드웨어 제외
96,350 114,810 137,730 170,151 210,927 262,379 327,517 410,040
합계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DOCEBO(2016)
**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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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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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5
24.4
24.4

앞으로 글로벌 이러닝 시장규모는 하드웨어 부문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24.4%의 성장률을 보이며 4,100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7] 세계 이러닝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3-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그림 2-38] 세계 이러닝 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83

2) 권역별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이러닝 시장은 북미 지역이 전체 이러닝 시장의
48.2%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아프리카 시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향후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아프리카의 시장비중 확대로 2020년 북미의 이러닝 시장비중은
현재보다 8.7%p 하락한 39.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9] 세계 이러닝 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가. 북미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공교육 시장의 이러닝 도입

2015년 북미 이러닝 시장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663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미 이러닝 시장은 미국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
연구소가 ‘97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되어
이러닝 표준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닝 분야에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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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기관(AICC, ARIADNE, IEEE, LTSC, IMS)의 이러닝
기술을 통합하여 SCORM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듀테크 분야의 투자가 크게 이루어졌는데 2015년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18억 5000만 불이며 총 198
개의 투자 건이 있었다. 이는 2014년 13억 6000만 불에서 크게
증가한 숫자이다.
미국은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만들어 K-12 학생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각 교육청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 교육 현장을
바꾸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통해 모든 연령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 교육은 무크를 통해 바뀌고 있고,
전문 인력 교육 역시 무크의 마이크로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학교 현장에 자사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 교육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미래 고객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이나, 교육
방식의 변화 없이 장비만 제공,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기기 등을
철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은 클래스룸 서비스를,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에드모도 같은 소셜 네트워크 방식의 서비스가
각각 5,000만 명 수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구글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교에 구글 드라이브와 교육 앱을
무상 공급하는 데, 이는 모든 학생이 앞으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향후 미래 고객이 되기를 바라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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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러닝 솔루션 기업은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고, 새로운 에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거 이러닝의 강자였던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와 공교육의 변화와 맞물려 향후
북미 이러닝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보이며
1,617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한상기. 2016.5.16.).
[표 2-33] 북미 이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2013-2020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콘텐츠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8,451
11,122
12,794
17,553
18,034
21,854
32,777
20,168
22,354
25,044
28,695
55,128
63,506
73,687 87,476
합 계
하드웨어 제외
49,324
57,002
66,377
79,026
합계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DOCEBO(2016)
5, 04

6,504

7,310
14,795
26,538

7
20,847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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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

15,200

15.

24, 4

29,491

35,130

1 .9

78
40,501
50,068
32,925
37,834
104,343 124,721
94,273 112,686

**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됨

8

12,035

61,923
43,54

8

7

149,3 6
134,961

76,530

8

23.6

50,120

14.9

1 6,9 0

19.2

7 8
161,780

19.5

[그림 2-40] 북미 이러닝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3-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그림 2-41] 북미 이러닝 시장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2015년 기준 북미지역 이러닝 시장비중은 교육콘텐츠 부분과
서비스 시장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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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교육콘텐츠와 서비스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작았으나
향후 서비스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0년에는 서비스시장이 전체 이러닝 시장의 43.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남미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서비스 중심의 빠른 성장

2015년 중남미 이러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2.7% 증가한 151억
5,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향후 중남미 이러닝 시장은 2020년까지
28.2%의 성장률을 보이며 525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4] 중남미 이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2013-2020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콘텐츠
합 계
하드웨어 제외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8

2 4

392

530

1,3 5

1, 0

2,260

3,314

4,294

5,25
10,241

6,2 4
12, 40

8

77

8
7
9,957
12,348

756

1,031

8
7,324
15,682

7,475
8,779

10,062

20,016

10,526
25,623

15,152

19,260

24,592

31,546

5,56

4,003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DOCEBO(2016)
**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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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8
13,581
12,627
32,958

3,006

5,33

1,946

7

3,0 0

42.1

9,530

33.4

24,900

34.9

1 ,140
55,640

19.9
2 .

7,125
18,378

15,153
42,603
40,656

52,5 0

8

7

88
28.2

[그림 2-42] 중남미 이러닝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3-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그림 2-43] 중남미 이러닝 시장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2015년 중남미 이러닝 시장은 교육콘텐츠 부분이 46.7%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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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5 중남미 이러닝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인 교육콘텐츠시장은 향후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0년에는 14.1%p 하락한 32.6%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유럽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유럽연합의 적극적 이러닝 정책

2015년 유럽 이러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2.9% 증가한 255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드웨어 시장규모를 포함한 이러닝 시장
규모는 289억 8,1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유럽에서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이러닝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는
영국이며 최근 테크시티 UK 전략의 성공에 힘입어 핀테크 다음의
성장 전략으로 에듀테크를 선정했고 2015년 10월 교육 기술 영역에서
영국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전략 기관을 설립했다.
설립된 전략기관은 ‘에듀테크 U’로 명명되었으며 영국의 교육
씽크탱크인 ‘교육 재단(The Education Foundation)’이 인큐베이팅해
지난해 2015년 10월 21일 시청에서 150 명의 교육, 기술정책 분야
최고 리더들을 초대해 출발을 알리며 추후 중요한 산업계 주요인사,
교육 기관, 기술, 인재, 금융, 국제 시장 등에 대한 싱글 포인트
창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 분야 정책의 가장 핵심은 유럽 2020 이니셔티브이며
이는 2020년 유럽의 디지털 어젠다를 설정한 것으로 이미 유럽의
디지털 싱글 마켓 로드맵 제시 등으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연구 혁신 펀드를 통해 ‘ITEC: 미래 교실을 디자인’, ‘오픈
디스커버리 스페이스’와 같은 과제를 진행했지만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ICT와의 통합이 충분하게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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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오픈 교육 자원(OER)에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인 ‘오픈
에듀케이션 유로파’가 2013년 9월 시작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이페일(Epale)은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표 2-35] 유럽 이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2013-2020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콘텐츠
합 계

웨

하드 어 제외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

2,102

2,6 2

3,390

3, 6

4,594

5,615

77
6,570
6,734
19,182
17,080

8

4,3 4

23,500

2 ,9 1

88

88

7,121
13,754
11,722
36,980

25,591

32,596

8,272
7,962
20, 2

7

10,4 4
9,502

7,022 8,888 12,310
9,036
11,474
14,579
18,540
18,068
23,747
31,223
41,080
14,476
17,899
22,159
27,490
47,129
60,142
76,850 99,420
41,580
53,120
67,962
87,110
5,549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DOCEBO(2016)
**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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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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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유럽 이러닝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3-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91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은 젊은 세대에 대해 보다 나은 일자리와
삶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ICT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직업과 사회에서 필요한 재교육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유럽 이러닝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7.8%의
성장률을 보이며 871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셜컴퓨팅연구소, 2016.5.16.)
2015년 기준 유럽 이러닝 시장 비중은 서비스와 교육콘텐츠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에는 서비스시장과 교육콘텐츠 시장이 각각
36.1%, 32.8%의 점유율을 보이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서비스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0년에는
서비스 시장이 41.3%의 점유율을 보이며 교육콘텐츠시장과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5] 유럽 이러닝 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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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많은 학생 수와 높은 교육열로 인
한 이러닝 시장의 활성화

2015년 아시아 이러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5.8% 증가한 21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드웨어 시장규모를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이러닝 시장규모는 227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K-1231) 학생은 6억 명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10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가정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40% 이상을
교육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에 소비하는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까닭에 기술과 혼합된 이러닝의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대규모
기술 회사는 젊은 세대에 접근하기 위해 제품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의 출판사들인 피어슨, 베네세, 맥그로우 힐 같은
교육 출판 회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확보하거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아시아 교과서 시장의 디지털화와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한국
인터넷진흥원, 2016.5.16.).
한국은 미국의 스콤(SCORM)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러닝 분야의
표준을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이러닝 분야
국제표준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 표준화 지원이 가능해졌다(산업
자원부, 2016).
이러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이러닝솔루션 개발 업체인 엄지소프트(Umjisoft)는
쿠웨이트 정부의 스마트 에듀시스템 도입 결정에 따라 1,500만 달러
상당의 샘플 계약을 체결했다.(KOTRA, 2015.9).
학

31) 유치원에서 고등 교를

졸압할 때까지의 교육기간
93

이러닝 기자재(전자교탁)를 제조 및 생산하는 아하정보통신(Aha
INC.) 역시 쿠웨이트 정부의 스마트교육 정책으로 스마트러닝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2015년 11월 이러닝 솔루션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KOTRA, 2015.11).
[표 2-36] 아시아 이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2013-2020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구분
560
742 990 1,370 1,816 2,412 3,209 5,040
하드웨어
1,966
2,532
3,300
4,442
5,985
8,070 10,888 14,680
소프트웨어
4,782
6,330
8,390 11,325 15,288 20,639 27,865 37,580
서비스
7,170 8,420 10,050 12,420 15,351 18,976 23,462 29,070
교육콘텐츠
14,478
18,024
22,730
29,558
38,440
50,097
65,424
86,370
합 계
하드웨어 제외
13,918
17,282
21,740
28,188
36,624
47,685
62,215
81,330
합계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DOCEBO(2016)
**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됨

[그림 2-46] 아시아 이러닝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3-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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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교육열과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 이러닝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9.2%의 성장률을 보이며 813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이러닝 시장은 2015년 기준 교육콘텐츠시장이 전체의
44.2%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시장이 36.9%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교육콘텐츠 시장은 경우 오디오/비디오 기반 학습
강좌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과는 달리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까닭에 모바일 학습
강좌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콘텐츠 시장은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에는 서비스시장이 교육콘텐츠
시장규모를 넘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7] 아시아 이러닝 시장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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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동·아프리카 이러닝시장 규모 및 전망: GCC 국가32) 중심의 성장

2015년 중동/아프리카 이러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8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드웨어 시장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를 포함할 경우 91억 6,000만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대
도시를 중심으로 인터넷인프라의 발달에 힘입어 이러닝 시장규모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국가의 경우 대부분 유/무선 인프라망의
발전도가 대단히 낮아 충분한 이러닝 시장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GCC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플랫폼을 이용한 이러닝 교육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2-37] 중동·아프리카 이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2013-2020
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콘텐츠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7

1 0

290

3 4

661

870

1,190

32.6

1,510

1, 53

2,2

2, 02

3,452

4,2 0

23.1

4,291

5,466

6,96

11,410

2 .6

11,560

23.

2 ,430

25.4

2,260
2, 40

3,330

7

합 계

6,250

하드 어 제외
합계

6,0 0

웨

220

1,2 0

7
2,750

1,0 0

7

7,570
7,350

7

3,3 0
3,990
9,160

8
8

503

77

8

8
4,938
6,114
7,573
11,466
14,361
18,004
11,082
13,858
17,343

8,870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DOCEBO(2016)

8,888
9,382

22,592

7

21, 22

7

8
27,240

7

7

25.2

**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 시 제외됨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이러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바레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6개국의 경제
걸 협 회

32)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인,
력 기구인 ‘ 프 력 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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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정부는 ‘Vision 2030’을 통해 걸프만 북부 지역을 물류와
산업 및 금융 중심지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국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쿠웨이트 무역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16-2019.20)에
따른 쿠웨이트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쿠웨이트 교육부가 대학교, 실업학교, 사립학교 중심의
스마트러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닝 기자재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KOTRA, 2015.3)
[그림 2-48] 중동․아프리카 이러닝 시장규모 및 성장률, 2013-2020

* 하드웨어 제외 시장규모임

대체적으로 중동·아프리카 이러닝 시장은 인터넷의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부족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이러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중동·아프리카 이러닝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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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연평균 25.2%의 성장률을 보이며 272억 2,4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중동·아프리카 시장은 교육콘텐츠시장이 전체 시장의
4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콘텐츠시장 점유율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시장과의 격차가 현재보다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9] 중동․아프리카 이러닝 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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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게임

1)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712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디지털 게임시장은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무료앱게임을 통해 전달되는 게임광고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중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선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내 게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PC,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은
연평균 4.8%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900억 7,2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8]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5
모바일게임 7,533 8,889 10,212 11,581 12,832 14,012 15,191 16,470 17,561 18,405
PC게임

87
19,829

게임광고

1,931

2,152

2,363

2,612

합계

54,149

56,653

61,464

6 ,200

콘솔게임 24, 5

23,023

23, 66

8

25,4 5

26,343

2 ,161

2 ,

22,5 9

25,022

2 ,523

29,160

30,533

31,900

2,93

8

7
7

8

7

7 877 28,578

29,19

7

33,362 35,155

7 3,281 3,645 4,034 4,377
71,271 74,986 78,614 82,444 86,291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29, 0

77

2.4

3 ,305

5.0

4,654

9.6

90,0 2

4.

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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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글로벌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글로벌 게임시장의 경우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게임은 2020년 20.4%, PC 게임은 2020년
41.4%까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아시아, 남미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PC 게임의 경우
글로벌 제작사들의 대작 게임의 지속적인 출시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유통 증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제작한 인디게임의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콘솔게임의 경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콘솔의 가격, 게임 제작사들의 멀티플랫폼 전략으로 콘솔
독점 게임 타이틀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아 성장률은 모바일게임과
PC 게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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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 권역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은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아시아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아시아 지역의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로 점유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미, 유럽의 디지털 게임시장비중은 아시아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비중이 급속 팽창함에 따라 그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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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세계 디지털 게임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콘솔과 VR 시장의 성장

2014년 북미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180억
1,8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은
한동안 경제위기로 성장률이 침체되었으나 2015년 미국 경기의
회복과 가상현실 기기의 출현으로 콘솔기기의 판매량이 증가해
전년대비 2.5% 성장한 109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큘러스리프트(Oculus Rift), 소니(Sony), 밸브(Valve)등은 게임
개발사와 협력해 가상현실 기기에서 작동가능한 게임콘텐츠를
개발하고 E3 게임쇼 등에서 선보이고 있어 북미 지역의 콘솔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게임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콘솔과 PC게임의 선호도로
인하여 규모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유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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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미 지역 디지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며 215억 9,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9] 북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5.8
모바일게임 1,192 1,310 1,440 1,562 1,674 1,783 1,896 2,017 2,127 2,221
7
7

콘솔게임 10,932

9,644

9,924

10,6 5

10,945

11,203

11,420

PC게임
게임광고
16,136
합계

3,44

3,661

3,94

4,19

4,44

4,69

8
822

3,1 9

7

915
15,31

7

8

8

1,231
1,384
7 7 18,047 18,818

995

1,092

16,021

1 ,2 6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8

1,550
19,564

87

11,954

1.

5,205

5,465

5.4

1,95

9.

21,59

3.

11,639 11, 1
4,949

7 8 1,857

1, 1

20,322 21,005

7
7

8
7
7

[그림 2-53] 북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북미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콘솔게임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이는 가운데 PC게임, 모바일게임이 뒤를 잇고 있다.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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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가족중심의 게임 소비 패턴이 강해
전통적으로 콘솔게임기 시장이 발달해왔다.
2011년 67.8%의 시장 비중을 보이던 콘솔게임 시장은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스마트폰 게임 유저가 증가하고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같은 PC 온라인
게임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2015년 7.2%p 하락한 60.6%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소니(Sony)가 콘솔을 지원하는 가상현실 기기
(HMD)를 2016년 출시하고 UHD를 지원하는 PS Pro를 발표하였고,
MS 역시 차세대 콘솔 게임기 출시를 발표하면서 전체 시장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54] 북미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PC와 모바일 게임의 성장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15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시장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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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기기 및 해외 콘솔 게임 타이틀에 대한 세금이나 수입 관세를
높게 물리고 있어 불법복제로 인해 일본의 게임개발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엿다. 때문에 PC게임이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 게임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와 같은 부분유료 게임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로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 전체
게이머 수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 게임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여성 게이머를 중심으로 퍼즐과 캐주얼 게임의 인기가 높은편이다.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2억
7,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0] 중남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264
308
350
390
431
474
521
561
590
8.6
모바일게임 225
7

콘솔게임

36

PC게임
게임광고
합계

345
23
961

8
386
28
1,067
3 9

8

509

459

532

33

40

44

1,24

8

1,431

7
580
54

5 6

8

624

623

666

46

52

60

1,563

1,692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8

1, 23

8

8
719 791
68
78
65

1,966

6 6

2,116

704
891
90

7

2,2 6

5.2
9.0
14.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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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중남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남미 지역 디지털 게임시장은 PC를 이용한 멀티 대전
온라인게임의 높은 인기로 PC게임 시장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콘솔게임, 모바일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콘솔게임은 35.0%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콘솔게임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콘솔 기기가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니와 MS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콘솔 기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 및 PC게임이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콘솔게임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경우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게임 내 캐릭터 외형 등의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Freemiun
(Free+Premium)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을 견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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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56] 중남미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유럽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모바일 게임의 시장 견인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185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콘솔 게임의 우세 속에서 유럽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게임 소비 패턴을 보여 왔는데 서유럽, 북유럽
지역은 콘솔게임 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어 전체 디지털 게임의
시장을 주도 하고 있고 팜빌2(Farmvile), 퍼즐&드래곤(Puzzle and
Dragon)등의 모바일게임은 유럽 전역에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향후 유럽 디지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보이며 219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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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유럽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2
모바일게임 1,733 2,010 2,244 2,512 2,739 2,975 3,222 3,486 3,708 3,877
8,987 8,536 8,703

9,215

9,5 2

PC게임

4,694

5,166

5,303

게임광고

6 4

콘솔게임

합계

8

16,099

4,904

747
16,197

5,012

7

782 840 921
16,741 17,734 18,536

8

788
7
998
1,078
1,167 1,248
1,317
19,285 19,963 20,654 21,321 21,918
9, 93

5,419

10,15

7

5,505

7

10,612

5,604

5, 53

10,39

7

10,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5,93

2.4
2.3

7.4

3.4

[그림 2-57] 유럽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콘솔게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PC게임, 모바일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콘솔게임은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시장점유율이 4.2%p 하락한 51.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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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콘솔게임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콘솔게임의 시장 비중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8] 유럽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 동남아 시장의 빠른 성장

2015년 아시아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318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는 일본이 강력한 콘솔
게임 시장을 형성해 왔으며 한국은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높은 점유율을 보여 왔다. 중국의 경우 콘솔 게임 수입 금지가 해제
되면서 콘솔 게임이 성장할 것이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PC와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 시장의 경우 PC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증가하고 글로벌
콘솔 사업자들이 중국시장에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은 콘솔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게임 플랫폼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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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시장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해 게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모바일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모바일 게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구가 많고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중국 시장의 본격적인 디지털
게임시장 활성화와 동남아 국가의 모바일 게임 성장에 영향을 받아
아시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25억 7,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2] 아시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7
모바일게임 4,219 5,098 5,971 6,863 7,688 8,436 9,161 9,950 10,626 11,146
콘솔게임

4,20

PC게임

11,313

8
13,528

게임광고

392

450

20,130

23,106

합계

7

4,02

77
15,542 17,499 18,677
541
625
722
26,398 29,584 31,863
4,344

7

4,59

4, 6

4,953

5,129

19,624

20,595

828
33,841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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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8

35, 24

5,319

5,502

5,664

3.5

21,635 22,925

24,503

5.6

1,264

11.9

1,060

7

7

1,1 1

3 ,964 40,223

78

42,5

6.0

[그림 2-59] 아시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아시아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PC게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콘솔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20년에도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로 인해 콘솔 게임의 시장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PC 게임의 경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바일 게임 역시 동남아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콘솔 게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뚜렷한 성장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나 가상현실(VR) 게임33)의 확산에 따라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가상현실

HMD와 주변기기를 활용해 플레이하는 게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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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아시아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빠른 성장을 보이는 모바일 게임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12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유럽, 아시아에 비해 인터넷 인프라가 초기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디지털 유통 PC 게임의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고 콘솔게임의
경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산유국은
소비자 구매력이 높아 콘솔 기기 및 해외 타이틀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이지만 현지의 종교와 관련된 심의가 강하고 문화적 정서를
읽지 못한 게임 타이틀 등은 수요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로 다른 권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7억 300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12

[표 2-4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206
249
294
340
387
438
495
539
571
10.9
모바일게임 163
콘솔게임
PC게임
게임광고
합계

363

425

44

2

325

34

88
9

823

11
96

7

7
8

4

503

526

54

7

565

5 1

59

3.5

3 9

88
7

403

420

436

456

4 1

509

4.

26

10.2

1, 03

6.2

13

14

16

1,056

1,1 5

1,262

7

1

7

1,350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19
1,440

21

7

1,53

8
8

24
1,625

8

7

8

[그림 2-61]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동․아프리카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콘솔게임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PC게임, 모바일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콘솔게임은 2015년 39.9%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나 모바일 게임
시장 비중의증가로 인해 2020년에는 4.8%p 하락한 3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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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44]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미국

14,969

중국

5,4 2

일본
한국
합계

14,30

8

15,049

16,250

16,966

7 8 18,378

1 ,6 4

8

7

19,0 0 19, 19

7 6,345 7,326 8,276 8,980 9,666 10,354 11,101 11,933
7,056 7,813 8,706 9,564 10,179 10,731 11,259 11,826 12,399
3,516
4,719
5,615
6,547
7,148 7,555 7,987 8,445 8,957
31,013 33,185 36,696 40,637 43,273 45,636 47,978 50,452 53,008

78
12,851
12,972
20,2

3.6

7.4

5.0

9,530

5.9

55,631

5.2

가.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디지털 유통에 힘입은 시장 성장

2015년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69
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가정용게임기인 콘솔게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왔으나
유선인터넷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로 콘솔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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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게임 타이틀을
구매하는 것보다 디지털방식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콘솔 게임기 개발사와 VR제조업체들은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기기와 게임을 상당수 출시해 콘솔시장 소비자들을 대거
유인하고 있으며, VR 지원을 위해 콘솔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표 2-45]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5.7
모바일게임 1,097 1,204 1,321 1,430 1,531 1,629 1,731 1,840 1,939 2,024
콘솔게임 10,143
PC게임
게임광고
합계

7
757

2,9 2
14,969

921

8
3,723
1,008

15,049

16,250

9,031

9,366

3,232

3,442

842
14,308

10,0 9

10,335
3,965
1,135
16,966

7

8
4,208
4,451
4,694 4,937
5,176
1,276
1,429
1,583 1,709
1,797
17,684 18,378 19,080 19,719 20,278
10,5 1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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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10,963 11,135

11,2 1

1.

8

5.5
9.6
3.6

모바일 게임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퍼즐 게임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게임의 인앱 구매율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 PC 게임 시장의 경우 패키지 게임의
디지털 유통과 인디 게임의 활성화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0년에는 202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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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미국 디지털 게임은 콘솔게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PC게임, 모바일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콘솔
게임의 높은 점유율은 PC 게임 활성화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콘솔 기기를 제작하면서 빠르게 보급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11년 67.8%로 가장 높은 시장비중을 보였던 콘솔게임은 PC게임과
모바일게임 시장의 비중 확대로 2015년 60.9%까지 감소했다. 모바일
게임과 PC게임의 시장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규모
자체가 콘솔 게임이 압도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콘솔게임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은
2020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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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미국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모바일과 PC 게임 중심의 성장

2015년 중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8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고 초고속
무선망이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텐센트(Tencent) 넷이지
(NetEase), 소후(Sohu)등의 기업들은 자사의 온라인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적극 홍보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4G 무선통신 서비스망의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는
모바일 게임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C게임은 불법 복제 문제 등의 영향으로 한자리 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현지 게임 개발 기업의 역량 강화와 해외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꾸준한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한시적 개방되었던 콘솔게임은
2015년부터 본격적인 콘솔게임 시장 개방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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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나 전체 시장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디지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28억
5,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6] 중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9.3
모바일게임 1,336 1,550 1,767 1,998 2,244 2,502 2,778 3,086 3,334 3,503
콘솔게임

0

0

PC게임

4,002

4,636

게임광고

134

159

5,4 2

6,345

합계

7

0

7
183

5,3 6

7,326

2

5

8 6,492
208
239
8,276 8,980
6,06

7

9

11

13

88 7,253 7,647 8,194 8,919
274
313
357
392
413
9,666 10,354 11,101 11,933 12,851
6, 2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그림 2-65] 중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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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5.4
6.6
11.5

7.4

2015년 중국 디지털 게임시장은 PC 게임시장이 전체 게임시장의
약 72.3%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비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게임의 비중확대가 예상되며 콘솔게임 개방화에 따른 콘솔
게임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방이 2015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디지털게임 시장에서의 콘솔게임 시장비중은 2020년
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66] 중국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일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콘솔을 추월한 모바일 게임

2015년 일본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10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콘솔게임시장이 크게
발달해왔는데 현지 개발사 소니(Sony), 세가(SEGA), 닌텐도
(Nintendo) 등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일본 콘솔게임
소비시장을 사로잡기 위한 게임타이틀의 출시와 신규 기기의 개발에
경쟁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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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게임 수요가 빠르게 증가헀으며
시장규모 역시 콘솔게임시장을 추월했다.
모바일 게임의 빠른 성장에 힙입어 향후 일본 디지털 게임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이며 129억 7,2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7] 일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6.0
모바일게임 1,787 2,246 2,705 3,161 3,531 3,817 4,052 4,295 4,518 4,715
PC게임

7
2,908

게임광고

133

콘솔게임

합계

2,22

8

8

2,242

2,3 4

2,4 9

2,565

3,1 2

3,436

3,699

3, 35

143

1 1

215

8

7,056 7,813

8
8,706

9,564

8

8
10,179
24

2,645

2, 35

7

2, 35

3,9

4,159

4,351

313

345

87
8
10,731

2 1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11,259

8
8

7
4,567
377
2,93

11, 26 12,399

8

3.4

4, 10

4.6

409

10.5

12,9 2

5.0

[그림 2-67] 일본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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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3

7

2015년 일본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PC게임 시장이 가장 큰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모바일, 콘솔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는
콘솔게임의 경우 일본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이 활발하고 중고
게임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나 디지털 유통 중심인 PC게임 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2011년 전체 디지털 게임시장의 41.2%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던 PC게임시장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대로 2015년 3.5%p
하락한 37.7%를 기록했다. 반면 2011년 25.3%에 불과했던 모바일
게임시장은 2015년 34.7%의 시장을 점유하며 빠르게 시장 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36.3%의 시장비중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68] 일본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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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PC 온라인 게임 중심의 시장구조

2015년 한국 디지털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71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PC게임시장이 크게 발달해왔는데 NHN, 넷마블, 엔씨소프트
(NCSoft)등의 디지털 게임 유통 및 개발사들의 활약에 힘입어 PC게임
콘텐츠가 발달해왔다. 게다가 해외의 블리자드(Blizzard),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등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PC 게임 중심의
이스포츠(e-Sports)가 크게 발달한 지점 역시 PC 게임 활성화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콘솔게임의 경우 일본이 근접해있음에도 PC
온라인 게임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규모가 크게 발달하지 못
하였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고도화된 무선인터넷 환경과 삼성, 엘지와
같은 제조사들의 경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대단히 높은 편이며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다수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 디지털 게임시장은 온라인 중심의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5.9%의 성장률을
보이며 95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8] 한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419
459
502
546
589
636
686
729 764 6.9
모바일게임 353
8
8

콘솔게임

2 2

PC게임

2, 36

게임광고
합계

44
3,516

223

4,02

8

216

887

4,

7

246

262

2 1

5, 42

6,2 5

6,621

7

7

283
290
298
7,384 7,838 8,362

8 65 73 81 91 99
7 7,148 7,555 7,987 8,445 8,957

2.6
5.9

49

53

5

106

10.3

4, 19

5,615

6,54

9,530

5.9

7

* 출처 : PwC(2016)
** 게임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적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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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

6,992

[그림 2-69] 한국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70] 한국 디지털 게임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게임시장은 PC게임 시장이 가장 큰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모바일, 콘솔게임이 뒤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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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체 게임시장의 80.7%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던
PC게임시장은 모바일 게임의 경쟁 심화와 유사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의 난립으로 인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축소로 2015년 7.1%p
상승한 87.8%를 기록했다. 반면 2011년 8.0%의 시장비중을 기록했던
콘솔 게임시장은 2015년 3.7%의 시장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3.1% 수준의 시장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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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의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등에 필요한 각종 도구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있어 화질 개선, 데이터량 증가 등으로 인해 단순
소프트웨어 저작툴을 넘어 유통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 클라우드를
이용한 스토리지 기술 등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혼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탑재가 모두 필요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 최근 OTT 등 동영상 관련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디지털콘텐츠 저장과 유통을 위해 구축되는 하드웨어의 범주에
해당되나 최근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탑재를 통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 데이터에서 이와 같은 솔루션들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엄밀하게 구분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을 제외하는 것 역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에 필요한 도구’로 정의하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 활용시 이점을
명확히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6%
증가한 1,203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은
디지털콘텐츠 생산을 위한 저작툴 사용의 증가와 콘텐츠 플랫폼
증가로 인한 결제 수단, 불법복제 방지, 보안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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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호 솔루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화질의 증가로 인해 용량 문제와 멀티 스크린을 통한 콘텐츠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CDN(Content Distribution Network)34)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은 5년간 연평균
12.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2,197억 3,5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9] 세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5-2020
구분
GC

[단위 : 백만 달러, %]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

2 ,033

8

29,39

8

32,3 4

35,943

40,201

45,314

7

44, 96

툴 LMS/LCMS 3,700 4,600 5,903 7,591 9,782 12,632 12,245
27,033
29,398
32,384
35,943
40,201
45,314
44,796
소계
5,279
5,972
6,757
7,645 8,038 8,482 8,630
콘텐츠보호
3,723
4,363
5,113
5,992
6,367
6,807
6,953
모바일 솔루션
6,685
7,754 8,995 9,984 10,605 11,099 11,264
과금/결제
2,747
3,132
3,789
4,210
4,539
4,749
4,819
CMS
3,164
4,273
5,932
8,264 11,514 15,953 15,250
CDN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56,581 70,081 86,368 105,476 127,529 137,083 140,268
105,212 124,973 149,338 177,514 208,791 229,486 231,980
합계
101,512 120,373 143,435 169,923 199,009 216,854 219,735
중복 제외 합계**
* 출처 : Markets and Markets(2015), 중소기업청(2016), Statista(2015), IDC(2014)
** 저작툴은 CG와 LMS/LCMS로 구분되며 LMS/LCMS는 이러닝 시장에 중복 포함됨
저작

DN

8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
스템을 말한다.

34) C 은 콘텐츠를
여 제공하는 시

126

88
88
7
8
78

.
21.6
.
.6
9.
.
9.0
29.0
14.9
13.2
12.

[그림 2-71] 세계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5-2020

* 저작툴의 LMS/LCMS는 이러닝 시장에 중복 포함됨

2015년 디지털콘텐츠 저작툴 시장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293억
9,8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향후 디지털콘텐츠 저작툴 시장은
디지털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수요가 자연스럽게 저작툴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2020년까지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보이며
447억 9,6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콘텐츠보호(DRM) 시장은 59억 7,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향후 콘텐츠보호(DRM)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보이며 86억 3,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보호(DRM)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률 증가로
다운로드 방식의 콘텐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DRM-Free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무선 인터넷의 발전도가 높은 대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보호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솔루션은 컴퓨터, PC,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디바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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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2015년 43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모바일솔루션
시장은 무선인터넷 인프라의 빠른 확충으로 인하여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기업과 소비자 중심의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도
증가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클라우드 이용은 음악, 게임, 영화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9.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69억 5,3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콘텐츠 솔루션시장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는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시장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콘텐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한 3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자인 오라클(Oracle), IBM, SAP 등은 세계 시장의
CMS 점유율 과반이상을 점유중이며 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공급해
왔으나 오픈소스인 워드프레스(Wordpress) 등의 개방성 때문에
CMS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향후 CMS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9.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48억 1,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CDN은 전년대비 35.1%
증가한 42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 부문의 CDN 시장이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소비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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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OTT 서비스제공업체인 구글(Google), 유튜브
(YouTube), 넷플릭스(Netflix), 데일리모션(Daily Motion) 등은 자체
CDN 인프라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전송과 통로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
향후 세계 CDN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9.0%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5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전년대비 23.9% 증가한
1,249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기업단위의 서비스와 소비자 단위의 서비스로 크게 구분 가능하며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 문서 주소록 등 사용자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를 통해 다운로드 후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크게 제공방식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구분 가능하다.
콘텐츠 용량의 증가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업 비용 절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4.9%의 성장률을 보이며
1402억 6,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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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영화

1)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 세계 스크린의 디지털 전환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영화시장의 약 100%의 비중을 보이며
전년대비 27.1% 증가한 392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텐트폴(Tentpole)35) 영화가 큰 흥행을 기록하고 중소
규모의 영화들의 흥행이 추가 흥행 성적을 보완하는 현상이 나타
났으며 특히 프리미엄관, 3D 영화의 흥행이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전세계 동시 개봉한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포스(StarWars: The
Force Awakens)는 3D, IMAX로도 개봉되어 도합 20억 달러의
흥행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의
영향력 확대로 전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표 2-50]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15,178 21,299 26,028 28,841 36,903 38,251 41,160 43,976 46,696 49,322 6.0
디지털
극장광고 1,105 1,563 1,910 2,030 2,342 2,420 2,485 2,549 2,616 2,684 2.8
총계
16,282 22,861 27,938 30,871 39,245 40,671 43,645 46,525 49,313 52,006
5.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영화산업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1선도시의 디지털 극장 전환에
끈 블록버스터 영화를 지칭함

35) 한 해 영화 시장의 성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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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선도시의 신규 디지털 극장 개관으로 디지털 극장 수가
급증했고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남미 지역의 경우 35.6%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디지털 시장
규모의 확대를 보였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는 44.4%의 성장률을 보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중동·아프리카, 남미, 유럽, 북미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극장이 초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유럽과 북미 지역의 경우 각각
17.8%, 17.7%의 성장률을 기록해 디지털 상영관 시장이 상당부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D 영화관은
2015년에는 총 7만 4,562개의 상영관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2014년의
6만 5,788개보다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16)
[그림 2-72]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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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이 다양화되었고 콘텐츠 유통 경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블록버스터 영화의 흥행, 중국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플랫폼 증가로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
하면서 2020년까지 520억 6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역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은 중극의 디지털 영화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 디지털 영화 시장은 2017년 이후 미국 시장을
추월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아시아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2015년 14.4%p 하락한 30.5%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국, 인도 시장으로 인한 아시아 영화 시장의 빠른 성장이
북미 영화 시장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2020년에도 권역별
디지털 영화시장의 점유율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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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세계 디지털 영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블록버스터 흥행이 시장 견인

2015년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119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디지털 영화시장의 약 30.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확연한 트렌드는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텐트폴(Tentepole)영화의 성공이었으며 이를 대화면
IMAX, 3D 영화를 개봉해 많은 흥행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영화의 창작보다는 기존의 IP를 활용해 팬덤에 힘입어 흥행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략을 통해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는 2020년 까지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억
9,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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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6,847 9,123 10,065 9,404 11,100 10,696 10,904 11,147 11,431 11,765 1.2
디지털
극장광고 466 641 737 753 857 877 888 898 915 932 1.7
총계
7,313 9,764 10,802 10,157 11,957 11,573 11,791 12,045 12,346 12,697 1.2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74]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박스오피스 영화의 시장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전체 영화시장의 92.6%의 점유율을 보인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현재와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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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북미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플랫폼을 통한 시장 성장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디지털 영화시장의 약
6.0% 비중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28.5% 증가한 23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프리미엄 영화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세대 기술을 이용해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다
멕시코는 문화와 예술을 위한 국가위원회(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Conaculta)가 디지털 플랫폼 시네마 멕시코
(Cinema México)를 런칭하며(KOBIZ, 2014.11.0) 중남미 전역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보여 전자홈비디오 수익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wC, 2016). 프리미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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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홈비디오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31억 6,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2]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403 774 1,345 1,689 2,182 2,270 2,440 2,615 2,794 2,977 6.4
디지털
극장광고 30 57 100 132 159 165 171 177 184 190 3.6
총계
432
831 1,445 1,822 2,342 2,435 2,611 2,793 2,978 3,168 6.2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76]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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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20년에는 극장광고 시장비중 감소로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7] 중남미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할리우드 영화의 성장 견인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디지털 영화 시장의
약 25.8% 점유율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17.8% 증가한 101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의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이 상당부문 이루어져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보여주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흥행이 시장을 견인하였으며, OTT/스트리밍 분야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넷플릭스(Netflix)를 포함한 인터넷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PwC, 2016).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스트리밍
137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럽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0.9%의 성장률을 보이며 106억 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3]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9,346 8,950 9,121 9,297 9,516 9,760
0.9
791 809 824 834 841 848 1.4
10,137 9,759 9,945 10,132 10,357 10,608
0.9

구분 2011 2012 2013 2014
디지털
극장영화 4,460 6,018 7,198 7,883
디지털
극장광고 405 551 657 724
총계
4,865 6,569 7,856 8,607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78]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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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5년 92.2%의 점유율을 보인 디지털 극장영화시장은 극장광고
시장비중의 확대로 2020년에는 0.2%p 감소한 9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9] 유럽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 인도 시장의 성장 견인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36.1%의 점
유율을 보이며 전년대비 44.3% 증가한 141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영화시장은 일본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중국의 영화
소비 증가로 1선도시의 디지털 영화관 전환과 2선도시의 디지털영화관
건립으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2위의 영화시장으로 도약했다.
프리미엄 영화는 한국의 CGV가 4DX, ScreenX, 스타리움 극장관
등의 최첨단 시설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프리미엄 영화관을 통한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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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인도 역시 발리우드 영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47억
2,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4]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3,360 5,168 7,047 9,444 13,702 15,750 18,081 20,273 22,280 24,113 12.0
디지털
극장광고 191 287 366 365 460 489 519 551 584 616 6.0
총계
3,551 5,455 7,413 9,809 14,163 16,239 18,601 20,824 22,864 24,729
11.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80]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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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9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는 전체 시장의 96.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리미엄 영화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극장
광고의 시장비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 규모는 2020년 0.8% 증가한 97.5%의 시장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1] 아시아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국가 정책과 홈비디오
시장 성장이 시장을 견인

2015년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매우 작은 1% 미만을 점유했으며 전년대비 35.6% 증가한 6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화 산업 부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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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아공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인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았다(KOBIZ, 2015.7.). 하지만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종교적 이유로 영화관의 설립이나 개봉이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 전체 중동·아프리카의 성장은 제한적이기도 하다. 또한 더운
날씨로 인해 교외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바레인 등지의 인근
국가에 영화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무선인터넷의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스트리밍 영화 시장
또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국가의 자국 영화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홈비디오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8억 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5]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108 216 372 421 572 586 614 643 674 706 4.3
디지털
극장광고 14 28 49 56 75 79 83 88 93 98 5.5
총계
122
243
421
477
647
665
697
731 767 804 4.4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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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8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
영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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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8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 비중은 극장광고의 규모 확대에 따라 0.1%p
하락한 88.5%를 기록했으며 2020년 까지 현재와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56] 주요 국가의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미국
6,823 8,930 10,066 9,403 11,170 10,797
중국
1,577 2,354 3,072 4,313 6,398 8,486
일본
894 1,354 1,524 1,683 1,797 1,779
한국
1,009 1,127 1,212 1,257 1,578 1,466
합계
10,303 13,765 15,874 16,656 20,943 22,52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1,006 11,249 11,537 11,871
1.2
10,413 12,222 13,827 15,239 19.0
1,815 1,857 1,907 1,964
1.8
1,558 1,605 1,647 1,681
1.3
24,792 26,933 28,918 30,755
8.0

가.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영화의 강세

2015년 미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11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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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6,368 8,311 9,347 8,673 10,332 9,940 10,140 10,373 10,645 10,963 1.2
디지털
극장광고 455 619 719 730 838 857 867 877 893 908 1.6
총계
6,823 8,930 10,066 9,403 11,170 10,797 11,006 11,249 11,537 11,871
1.2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84]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미국의 박스 오피스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프렌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글로벌 스튜디오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다. 특히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Avengers: Age of
Ultron), 분노의 질주7, 헝거게임, 제임스본드 스펙터, 쥬라기 월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등이 프리미엄 영화와 3D 영화로 개봉되었으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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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 영화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흥행 성적과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자체 제작 영화를 극장과 인터넷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TV 스크린의 대형화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1.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118억 7,1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의 점유율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 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전체 디지털 영화시장의 92.5%를 점유한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수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극장광고 참여확대로 2020년에는
0.2%p 하락한 92.3%를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5] 미국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프리미엄 영화관 건설이 시장 견인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48.3% 증가한 63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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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영화를 레저문화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영화관의 개관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체 티켓 판매의 6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장 스크린은 3D 스크린이 가장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어
디지털 영화관 중 86%가 3D 상영이 가능한 스크린으로 구성되었다.
[표 2-58]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1,537 2,300 3,003 4,231 6,305 8,381 10,296 12,091 13,681 15,079 19.1
디지털
극장광고 40 54 70 82 93 105 117 131 146 161 11.6
총계
1,577 2,354 3,072 4,313 6,398 8,486 10,413 12,222 13,827 15,239
19.0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86]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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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뿐만 아니라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중국 미디어 기업 완다는 2012년
미국 2위 극장 체인 AMC를 인수한데 이어 2016년에는 배트맨
비긴즈와 쥬라기 월드를 제작한 레전더리 엔터터엔먼트(Legendary
Entertainment)틀 인수하였고, AMC가 미국 4위의 극장체인인 카
마이크(Carmike)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으로 성장
하였다. 2015년 중국의 보나필름 그룹은 2억 3,500만 달러의 자금을
20세기 폭스 영화사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자국을 영화 제작소로 키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완다 그룹은 494 에이커 면적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화 방송 스튜디오를 건설 중이며 2017년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PwC 2016) 디지털 영화관의 건설뿐만 아니라 글로벌영
화 제작소로의 꿈을 키우는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1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52억 3,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7]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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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영화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 시장의 비중은
크지 않다.
2015년 전체 디지털 영화시장의 98.5%를 점유한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은 극장광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2선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스크린의 수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2020년 까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극장영화는 현재보다
0.4% 증가한 98.9%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헐리우드 콘텐츠의 프리미엄
상영이 시장 성장을 견인

2015년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7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디지털 영화스크린 도입률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전체
영화 시장과 비교해 거의 100% 수준의 디지털 스크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의 주요 극장 체인 토호(Toho)는 오랜기간 유니버셜과
장기계약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를 일본에 수입해왔는데 2015년 후반
파라마운트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파라마운트의 영화를
일본에 직접 유통하는 권리를 획득하기도 했다.
토호는 영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2015년 후반부터는 IMAX 스크린을
추가 도입하고 4D 시설을 연계한 극장시스템을 구축해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PwC 2016).
헐리우드 영화의 프리미엄 상영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억
6,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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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9]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894 1,354 1,524 1,683 1,797 1,779 1,815 1,857 1,907 1,964 1.8
극디지털
장영화
극장광고 0 0 0 0 0 0 0 0 0 0 0.0
총계
894 1,354 1,524 1,683 1,797 1,779 1,815 1,857 1,907 1,964 1.8
* 출처 : PwC(2016), IHS(2016)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2015년 일본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 영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극장광고가 허락되지 않는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디지털 영화가 2020년 까지 100%의 시장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88]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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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일본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자국영화 흥행이 시장 견인

2015년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은 전년대비 25.6% 증가한 15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영화 시장은 자국 영화의 비중이 할리우드
영화보다 높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때문에 한국 영화시장의
경우 자국 영화의 흥행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스크린의 도입률이 매우 높아 완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젊은 신인 감독의 영화뿐만 아니라 유명 감독의
영화도 OTT나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목표로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2015년 한해동안 20개관 이하에서 개봉한 영화가
약 68편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과 45편과 비교해 51.5%가
증가한 것이다.(KOBIZ, 2016.2.3).
또한 고화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 수의 영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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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UHD로 제작되거나 변환되었는데 2015년 8월 기준으로 CJ
파워캐스트는 70여 편의 영화를 UHD로 서비스한바 있다.(한국
영상자료원, 2015. 9. 25.).
고화질 콘텐츠의 출시와 디지털 스크린의 도입률이 높아지면서
기술을 앞세운 프리미엄 영화관도 확대되었는데 롯데시네마는
롯데월드타워에 34평형의 4배에 이르는 세계최대이자 아시아 최초의
4K 쿼드영사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Full HD보다 4배 선명한 상영관을
설치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공식 인증을 받은 롯데시네마의 4K 쿼드
영사 시스템은 4K 영사기 4대를 동시에 출력하는 4K 쿼드 프로젝터와
전 좌석 360도 입체 음향 돌비 ‘애트모스&165 어레이 스피커’ 가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한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자국 영화의 꾸준한 제작과 프리미엄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6억 8,1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0]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극장영화 964 1,076 1,156 1,199 1,518 1,403 1,493 1,537 1,577 1,609 1.2
디지털
극장광고 45 51 56 58 61 63 65 68 70 72 3.4
총계
1,009 1,127 1,212 1,257 1,578 1,466 1,558 1,605 1,647 1,681
1.3
* 출처 : PwC(2016), IHS(2015)
** 디지털극장광고시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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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91] 한국 디지털 영화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디지털 극장 영화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153

있다. 향후 극장광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2020년 디지털 극장영화
시장점유율은 0.4%p 하락한 95.7%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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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지털 방송

1)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은 전년대비 7.5% 성장한 3,123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방송 부문은 국가별 통신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거 진출하면서 디지털
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IPTV, 유료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타방송과 차별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입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한 OTT 시장의 성장
역시 가입비와 온라인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표 2-61]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TV
수신료 119,654 130,669 140,982 151,514 161,847 170,594 178,392 185,096 192,054 199,473 4.3
공영방송 22,864 25,551 27,351 27,895 28,687 29,021 29,793 30,472 30,832 31,082
1.6
유료방송 96,790 105,118 113,631 123,619 133,161 141,573 148,599 154,624 161,222 168,391
4.8
디지털
TV광고 95,632 106,145 113,904 121,720 129,262 138,167 147,850 158,028 167,301 178,330 6.6
TV방송 93,542 103,517 110,618 117,576 124,227 132,210 140,981 150,131 158,285 168,144 6.2
광고
온라인 2,091 2,628 3,285 4,144 5,035 5,957 6,869 7,897 9,016 10,187 15.1
광고
디지털홈
8,186 9,885 13,817 17,213 21,253 24,859 28,015 31,054 34,000 36,662 11.5
비디오
OTT/스트 4,781 6,242 9,846 12,787 16,304 19,551 22,386 25,142 27,834 30,261 13.2
리밍
TV가입형 3,405 3,643 3,972 4,425 4,949 5,308 5,629 5,913 6,166 6,401 5.3
서비스
합계 223,472 246,699 268,703 290,447 312,362 333,620 354,257 374,179 393,355 414,465
5.8
* 출처 : PwC(2016), ITU(2015)
155

OTT 시장과 온라인 방송광고의 성장을 중심으로 향후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144억 6,5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92] 글로벌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 권역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글로벌 디지털 방송시장은 북미지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북미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2015년 아시아지역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6.5%p 하락한 51.2%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아시아의 디지털 방송시장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북미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44.0%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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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세계 디지털 방송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장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 비중이 증가하는
아시아 디지털 방송 시장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방송 및
광고시장의 급성장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
방송 시장의 성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 북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OTT 서비스의 시장 견인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3% 성장한
1,598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지역의 경우 AT&T가
DirecTV의 지분을 인수해 컴캐스트를 바짝 뒤쫓고 있으며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프라임 등의 OTT 플랫폼이 시장에 진출한 까닭에
코드커팅, 코드세이빙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젊은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OTT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산
되었으며, 기존 방송사들 역시 자체 OTT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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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넷플릭스(Netflix) 등의 독립형
OTT와 기존 방송사들 간 콘텐츠 경쟁이 발생하여 보다 수준높은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콘텐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넘어 자체 제작 콘텐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방송 플랫폼의 확산과 기존 방송사들의 투자에 힘입어
향후 북미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2.7%의 성장률을 기록
하면서 1,822억 1,0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2] 북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TV
수신료 69,999 73,077 76,043 79,735 82,932 85,283 86,082 86,006 86,429 86,771 0.9
공영방송

0

0

0

0

0

0

0

0

0

0

73,077 76,043 79,735 82,932 85,283 86,082 86,006 86,429 86,771
디지털
TV광고 53,898 58,316 59,528 63,033 64,679 68,099 69,821 71,500 73,508 76,634
TV방송 52,159 56,165 56,913 59,879 61,031 64,017 65,394 66,702 68,324 71,047
광고
온라인 1,739 2,151 2,614 3,153 3,647 4,082 4,427 4,798 5,184 5,587
광고
디지털홈
5,009 6,031 8,690 10,496 12,207 13,959 15,395 16,667 17,818 18,805
비디오
OTT/스트 3,736 4,698 7,274 8,917 10,475 12,074 13,385 14,557 15,634 16,559
리밍
TV가입형 1,273 1,333 1,417 1,579 1,731 1,885 2,010 2,110 2,183 2,246
서비스
합계 128,906 137,423 144,261 153,263 159,818 167,341 171,298 174,173 177,755 182,210
* 출처 : PwC(2016), ITU(2015)
유료방송 6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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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 북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95] 북미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TV수신료 시장이 51.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TV광고, 디지털 홈비디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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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잇고 있다. 향후 OTT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 광고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광고를 시청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확산이 디지털 방송 광고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남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OTT, 유료 방송의 동반 성장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163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남미 지역 역시 미국 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넷플릭스가 남미 시장 전용 콘텐츠를
무기로 진출해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미의
기존 방송사들이 자사 콘텐츠를 무기로 독립적인 OTT 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남미 시장의 경우 유료
방송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 중인 상황으로 미국과 같이 코드커팅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표 2-63] 중남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TV
수신료 3,495 5,053 6,644 8,037 9,318 10,549 11,701 12,855 14,191 15,505 10.7
공영방송

0

유료방송
디지털
광고
방송
광고
라인
광고
디지털
비디
트
리
가 형
서비
합계

3,495

TV
TV
온

홈
오
OTT/스
TV 밍입
스

2,596
2,594

0

0

8,037
3,182 4,067 5,385
3,177 4,056 5,363
5,053

2

5

225

306

30

51

19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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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31

8

0

0

0

0

7 8
6,176 7,551 8,839 10,341 11,951
6,135 7,485 8,741 10,198 11,755
11
23
41
65
98
143
196
556
720 855 989 1,121 1,231 1,345
257
387
494
599
700 780 864
299
332
361
391
421
452
481
11,267 14,142 16,348 19,089 21,661 24,427 27,487
6,644

8,541
* 출처 : PwC(2016), ITU(2015)
6,315

0

0

10,549 11, 01 12, 55 14,191 15,505

8

-

10.

7

13,2 3

16.6

13,030

16.3

252
1,45

8

950
50

8

30,246

43.

8

11.3
14.0

7.1

13.1

OTT 서비스와 유료방송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향후 중남미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 TV광고 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2020년까지 연평균 1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02억
4,6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96] 중남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TV 수신료 시장이
57.0%, 디지털 TV광고 시장이 37.8%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향후
온라인 방송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TV광고 시장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0년에는 디지털 TV수신료 시장이
현재보다 5.7% 하락한 51.3%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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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중남미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유럽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쿼터제를 통한 산업 보호

2015년 유럽 디지털 방송시장은 전년대비 5.2% 성장한 760억
9,5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향후 유럽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966억 4,3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의 경우 EU라는 경제 공동체의 존재로 인해 권역 내
콘텐츠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EU의 지침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럽 콘텐츠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콘텐츠의 20%이상이어야 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EU의 지침보다 강화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온라인 방송 플랫폼
콘텐츠의 60%를 EU 콘텐츠로 할당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 독일, 브렉시트 이전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
방송 콘텐츠 제작의 동인이 되었으며, 미국 드라마가 여전히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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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자국 콘텐츠의 비중 역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64] 유럽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디지털TV
수신료 35,426 38,885 41,495 44,169 46,063 48,061 50,009 51,988
공영방송 19,161 21,369 22,696 23,507 23,730 24,117 24,521 24,871
유료방송 16,265 17,516 18,799 20,662 22,333 23,944 25,488 27,117
디지털
TV광고 20,631 21,720 22,734 24,293 25,116 26,621 28,014 29,473
TV방송 20,319 21,319 22,207 23,573 24,175 25,438 26,569 27,753
광고
온라인 312 401 527 719 941 1,183 1,445 1,720
광고
디지털홈
2,159 2,498 3,107 3,894 4,916 5,741 6,472 7,127
비디오
OTT/스트 785 1,130 1,720 2,510 3,436 4,182 4,845 5,432
리밍
TV가입형 1,374 1,368 1,387 1,384 1,480 1,558 1,627 1,695
서비스
합계
58,216 63,103 67,336 72,356 76,095 80,422 84,496 88,588
* 출처 : PwC(2016), ITU(2015)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53,895 55,902
3.9
25,206 25,475
1.4
28,689 30,427
6.4
30,874 32,352
5.2
28,872 30,078
4.5
2,001 2,274
19.3
7,837 8,389 11.3
6,079 6,565
13.8
1,758 1,824
4.3
92,606 96,64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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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8] 유럽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 TV수신료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지털TV광고, 디지털홈비디오
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향후 유럽 디지털 TV수신료 시장비중은
디지털TV광고, 디지털 홈비디오의 비중 증가로 인해 2020년
5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비율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 권역과 달리 TV 수신료 시장이 큰 비중은 유료방송의 영향도
있으나 유럽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 수신료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세금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 TV 수상기 등록 이후 지상파 시청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직접세 형태로 전환하여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공영방송 시청료를 납부하기도 한다.
디지털 홈비디오 시장 역시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등
독립형 OTT와 기존 방송사의 서비스들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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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9] 유럽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유료방송, OTT의 동반 성장

2015년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8%
성장한 633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 국가마다
인프라 구축 수준, 경쟁상황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IPTV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OTT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장을 견인하기 시작하면서 케이블 이용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저개발국의 경우 유료방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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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5] 아시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디지털TV
수신료 10,133 12,977 16,017 18,688
공영방송 3,660 4,133 4,594 4,327
유료방송 6,473 8,844 11,424 14,361
디지털
TV광고 17,598 21,721 26,125 27,396
TV방송 17,560 21,649 25,993 27,149
광고
온라인 39 71 133 247
광고
디지털홈
731 979 1,360 1,975
비디오
OTT/스트 227 356 563 922
리밍
TV가입형 504 623 797 1,053
서비스
합계
28,463 35,676 43,502 48,059
* 출처 : PwC(2016), ITU(2015)

2015p 2016
22,475 25,483
4,892 4,836
17,583 20,647
31,495 33,851
31,091 33,227
404

624

3,122

3,9 3

1, 29

2,599

8

1,293

7

5 ,092

8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29,227 32,691 35,851 39,469
11.9
5,201 5,528 5,550 5,529
2.5
24,027 27,163 30,302 33,940
14.1
38,904 44,186 48,250 53,136
11.0
38,011 42,957 46,624 51,072
10.4
893 1,229 1,626 2,064 38.6
4,804 5,765 6,689 7,655
19.6
3,329

4,209

5,050

5,941

8 1,475 1,556 1,639 1,714
63,317 72,935 82,642 90,790 100,260
1,3 4

26.6
5.

8

11.9

또한 몇몇 아시아 국가의 경우 OTT 서비스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디지털 방송시장
확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PwC, 2016).
유료 방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OTT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향후
아시아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002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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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아시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01] 아시아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 TV광고 시장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홈 비디오와 디지털
TV수신료의 시장비중 확대로 디지털TV광고 시장이 소폭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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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까지 53.0%를 기록할 전망이다.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오프라인 디지털 방송
시장 중심의 성장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전년대비
14.6% 성장한 30억 1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향후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1억 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시장의 경우 기후로 인한 실내 활동 선호, 종교적 기준에
따른 검열, 콘텐츠 불법복제 등의 문제로 온라인 플랫폼 보다 여전히
오프라인 방송과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표 2-6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디지털TV
수신료 600 678 783 886 1,060 1,218 1,372 1,557
공영방송
42
50
61
62
65
68
71 74
유료방송
558
628
722 824 995 1,150 1,301 1,483
디지털
TV광고 910 1,206 1,449 1,613 1,796 2,045 2,271 2,527
TV방송 910 1,206 1,449 1,612 1,794 2,042 2,266 2,521
광고
온라인
광고
디지털홈
비디오
OTT/스트
리밍
TV가입형
서비스
합계

0

0

1

4

71
7

59

64

72

1,5 3

1,955

2,336

63

7

104
32

* 출처 : PwC(2016), IT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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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12

51

77
2,627

2
154

70
84

3,010

3

1

87
98
90

3,451

5

6

223

26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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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5

8

3, 66

100
4,34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1,687 1,825
11.5
76 78 3.7
1,612 1,748
11.9
2,718 2,926
10.3
2,709 2,916
10.2
8 10 38.0
311
355
18.2
207
245
28.5
105

8 4,716

109

5.5

5,105

11.1

그러나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OTT 시장과 온라인 방송
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등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제정되어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0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온라인 방송 플랫폼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디지털
TV광고 시장이 59.7%의 비중을 보이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TV수신료 시장과 디지털 홈비디오 시장의 비중
확대로 2020년까지 디지털 TV광고 시장점유율은 2.4%p까지 축소된
57.3%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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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67] 주요 국가의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미국
112,916 120,557 126,227 134,968 141,290 147,832 151,552 154,191 158,412 161,945 2.8
중국
6,770 9,343 12,120 15,487 18,361 21,096 24,746 29,020 31,503 34,087 13.2
일본
12,138 12,311 12,700 13,611 14,388 15,245 15,957 16,809 17,492 18,509
5.2
한국
4,275 5,103 5,625 6,255 6,748 7,192 7,485 7,697 7,895 8,157
3.9
합계
136,099 147,314 156,672 170,321 180,787 191,365 199,740 207,717 215,302 222,698 4.3
* 출처 : PwC(2016), ITU(2015)
가. 미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유료방송 중심의 시장구조와
온라인 플랫폼의 빠른 성장

2015년 미국의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7%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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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디지털 TV광고 시장은 높은 유료 TV 보급률로 인하여
다채널 방송의 광고 수입이 전체 TV광고시장에서 2015년 기준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영향으로 유료방송사의 광고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전자 홈비디오 시장의 수익은 2015년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
매체를 추월해 2020년에는 전체 시장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
났으며 VOD 플랫폼들은 무료 콘텐츠와 다시보기 서비스에 집중
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프리미엄 TV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료방송업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앱 형태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방송사
업자들이 방송프로그램과 셋톱박스를 번들로 판매하면서 셋톱박
스 렌탈 비용을 비싸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2016년 9월 8일(현지시간) FCC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FCC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앱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방송을 구매하고, 로쿠(Roku), 애플TV, X박스원, 스마트TV, iOS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등 원하는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FCC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 목록을 시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앱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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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미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TV
수신료 65,005 67,751 69,911 73,502 76,395 78,086 78,836 78,874 79,797 79,809 0.9
공영방송

-

-

-

-

-

-

-

-

-

-

77
73,502 76,395 78,086 78,836 78,874 79,797 79,809
7 7 8 8 8 7 56,912 58,552 59,999 62,277 64,949
TV
TV
8 7 8 77 8 52,969 54,280 55,371 57,275 59,552
온
8 8
3,943 4,272 4,628 5,003 5,397
홈
8
8 12,834 14,164 15,317 16,337 17,187
오 7
OTT/스
8 87 7 8
11,047 12,256 13,311 14,261 15,049
밍
TV 입
87
1,788 1,909 2,006 2,077 2,138
스
합계 112,916 120,557 126,227 134,968 141,290 147,832 151,552 154,191 158,412 161,945
* 출처 : PwC(2016), ITU(2015)

-

유료방송 65,005 6 , 51 69,911

0.9

디지털
43,241 4 ,1 3 4 ,2 6 51, 24 53, 06
광고
방송
41,554 45,0 9 45, 55 4 , 5 50,1 0
광고
라인
1,6 6 2,0 4 2,530 3,050 3,526
광고
디지털
4,6 1 5,633
,030 9,641 11,1 9
비디
트
3,4 0 4,3
6, 04
,155 9,552
리
가 형
1,190 1,246 1,326 1,4
1,636
서비

3.9
3.5

8.9

9.0
9.5
5.5
2.

8

[그림 2-104] 미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미국 디지털 방송 시장은 OTT/스트리밍의 가입자 증가로 몰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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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이 증가하고 케이블 방송에 대한 코드커팅
(Cord-cutting) 현상이 증가했으며 전통사업자인 디쉬 네트워크
(Dish Network), 컴캐스트, AT&T, 디렉트TV(DirectTV) 외에도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의 시장구조와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경쟁하고 있는 향후 미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이며 1,619억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05] 미국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해외 서비스 진출에 대비한 국
내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2015년 중국 디지털 방송시장은 전년대비 18.6% 성장한 183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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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영채널 중앙방송인 CCTV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TV 광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Hunan TV,
Zhejiang TV, Beijing TV 와 같은 지방 위성 채널을 중심으로 광고
수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홈비디오 시장 역시 경쟁이 가열되는 추세로, 넷플릭스
(Netflix)의 상륙에 대비해 알리바바(Alibaba)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OTT 사업자 LeTV와 PPTV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중계 등을 통해 많은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다
(PwC 2016).
유료방송의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본격화되는 향후
중국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40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9] 중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TV
2,
7
43
3,
87
2
5,204
6,9
7
9
8
,
7
4
7
10,0
8
6
11,621
12,
8
59
13,945
15,094
11.5
수신료
공영방송

유료방송
디지털
광고
방송
광고
라인
광고
디지털
비디
트
리
가 형
서비
합계

TV
TV
온

홈
오
OTT/스
밍
TV 입
스

-

2, 43

87

-

3, 2

5,204

3,935

5,331

6,694

3,935

5,331

6,694

-

-

-

92

140

222

36

3

5

116

240

7

-

7

55

77

6, 0

8

82

9,343 12,120

* 출처 : PwC(2016), ITU(2015)
174

106

-

-

-

7 8,747 10,086
8,140 8,817 9,880
8,129 8,797 9,861
6,9 9

11

20

8 797

650

7 147
15,487 18,361
12

20
1,130
961
169
21,096

-

-

-

11,621 12, 59 13,945 15,094

11.5

11,599 14,123 15,001 15, 0

12.5

11,552 14,05

12.4

4

8

7

-

7

66

8

1,526

2,03

1,334

1, 32

8

-

14,916

85

2,556

88
15,779

3 .2

3,113

31.3

8 2,885
192
207
218
228
24,746 29,020 31,503 34,087
2,33

8

101

34.

7

9.2
13.2

[그림 2-106] 중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 TV광고 시장이
48.0%의 비중을 보이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홈비디오 시장의 비중 확대로 인해 2020년까지 디지털 TV광고
시장점유율은 1.6%p 감소한 46.6%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2-107] 중국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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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수신료와 광고 중심의 방송 시장

2015년 일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5.7% 성장한 143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시장은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수신료와 광고가 방송시장 대
부분을 점유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소니 등 자국
기업이 UHD 관련 기기 및 콘텐츠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2014년 세계 최초로 4K UHD 방송을 출시하였으며 2016년
부터는 초고화질 8K의 시험방송을 실시한바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획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신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와 공영방송인 NHK 주도로 8K 방송 시연과
송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IP(Internet Protocol) 연결, 화면 분할 등이
가능해지는 UHD 방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멀티채널과 온라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청자들이 더 많은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광고주들에게
기회였지만 스팟 광고36)가 감소한 덕에 방송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광고주들의 웹사이트 방문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광고주들은 협찬과 간접광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도 나타났다(PwC 2016).
공영방송 수신료 감소를 유료방송의 성장이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이용료와 광고 수익으로 인해 향후
일본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이며
185억 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36) 정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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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짜투리 공간이나 시간대를 활용한 광고를 통칭

[표 2-70] 일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디지털TV
수신료 5,864 5,672 5,705 5,888 6,017 6,165
공영방송 5,428 5,195 5,156 5,217 5,171 5,122
유료방송
435
477
549
671
846 1,043
디지털
TV광고 6,044 6,323 6,541 6,966 7,228 7,667
TV방송 6,044 6,312 6,515 6,910 7,118 7,468
광고
온라인
1
12
26
56
110
198
광고
디지털홈
230
316
455
757 1,143 1,413
비디오
OTT/스트 114 185 263 409 646 914
리밍
TV가입형 116 131 192 349 497 499
서비스
합계
12,138 12,311 12,700 13,611 14,388 15,245
* 출처 : PwC(2016), ITU(2015)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6,330 6,515 6,636 6,753
2.3
5,070 5,016 4,960 4,901
-1.1
1,260 1,498 1,676 1,852
17.0
8,074 8,562 8,978 9,685 6.0
7,781 8,143 8,403 8,934 4.6
292
419
575
751 46.8
1,553 1,732 1,878 2,070
12.6
1,052 1,232 1,378 1,576
19.5
501

15,95

501

500

495

7 16,809 17,492 18,509

-0.1
5.2

[그림 2-108] 일본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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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 TV광고 시장이
50.2%, 디지털 TV수신료 시장이 4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유료방송 수신료 시장과 온라인 TV광고 시장이 확대
되면서 디지털 TV수신료 시장점유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09] 일본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한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기존 방송 중심의 시장과 온라
인 방송 서비스의 작은 시장규모

2015년 한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7.9% 성장한 67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디지털 방송 시장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의 수신료 및 광고 수익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상파를 중심으로 평창 올림픽을 목표로 UHD 방송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세계최초로 상업 방송에
성공한 한국은 UHD TV규격 ATSC 2.0과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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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 방송 ATSC 3.0을 기술표준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UHD ATSC 3.0 방송 실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시연을 2016년 BAB의 전시장에서 진행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ATSC 3.0 OTA(Over The Air)를 개시할 예정이다.
[표 2-71] 한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디지털TV
수신료 2,216 2,754 3,150 3,541
공영방송

405

520

536

유료방송

8

510

1, 11

2,243

2,630

3,005

디지털
광고
방송
광고
라인
광고
디지털
비디
트
리
가 형
서비

1,962

2,225

2,322

2,536

1,961

2,21

2,296

2,4 3

26

54

합계

TV
TV
온

홈
오
OTT/스
밍
TV 입
스

0

8
8

96

124

2

4

8

94

120

144

4,2 5

5,103

5,625

7

153

* 출처 : PwC(2016), ITU(2015)

8

1

77
11

7

16

6,255

[단위 : 백만 달러, %]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3,778 3,999 4,100 4,119 4,135 4,151
1.9
545
554
559
563
567
571
0.9
3,233 3,445 3,541 3,556 3,568 3,580
2.1
2,774 2,987 3,159 3,331 3,494 3,721
6.1
2,681 2,840 2,959 3,069 3,166 3,330
4.4
92
147
199
262
329
390
33.5
196
207
226
247
266
285
7.8
15
18
31
43
56
69
35.7
181
188
196
204
210
216
3.6
6,748 7,192 7,485 7,697 7,895 8,157
3.9

ATSC 3.0이 다른 기술 표준에 비해 부가서비스에 유리하고
실내에서 직접 수신율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UHD 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지상파의 부가서비스와 직접수신율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의 수익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TSC 3.0의
경우 한국이 최초로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어 아직 관련 장비 시장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온라인 방송 플랫폼의 경우 넷플릭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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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통신사와 방송사들의
OTT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부가서비스’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자체
콘텐츠 제작보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번들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OTT와 IPTV를 중심으로 VOD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UHD 방송 도입과 빠른 OTT 시장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향후 한국 디지털 방송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이며 81억 5,7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0] 한국 디지털 방송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디지털TV광고 시장이 41.1%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디지털TV수신료 시장은 56.0%의 시장비중을
보였다. 디지털TV수신료 시장은 디지털 TV광고 시장의 비중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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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2020년 까지 5.1%p 감소한 50.9%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1] 한국 디지털 방송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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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애니메이션

1)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50억
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 겨울왕국의 전 세계적인 흥행에
힘입어 정점을 찍은 이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은 2015년 인사이드
아웃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겨울왕국에 필적하는 흥행작이 나오지 않고
드림웍스(DreamWorks) 애니메이션의 저조한 흥행 성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주토피아’, ‘도리를 찾아서’ 등의
흥행작으로 인해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권역별 상영
애니메이션과 흥행 성적의 차이에 따라 시장규모의 성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2-72]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

7

3, 90

4,1 3

6,400

5,013

2 4

302

464

361

4,064

4,4 5

6, 64

5,3 4

7

7

8

7

7

8

4, 99

4, 12

29

30

5,096

5,119

7

7

5,130

5,446

315

322

5,444

78

5, 6

78

5, 5

7

6,06

331

339

6,0 9

6,406

8

8
2.7
4.7
4.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CNC(2015),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은 북미, 남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소규모의 하락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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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특히 중남미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을 견인하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소비는 증가했으나
생산은 북미시장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브라질은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유럽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가
견인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자국과 할리우드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많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유로존의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유럽 연합의 양적완화
정책과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으로 인하여 유럽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아시아는 중국의 급속한 디지털 스크린 성장 덕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법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베트남, 태국 등은 자국의 애니메이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었고 한국기업의 디지털
스크린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가족을 동반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동지역은 저유가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성장률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등은
실업률이 15%를 상회했으며 IS의 테러와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IMF, 2016)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
감소하여 애니메이션 시장 역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미와 아시아 권역의 성장으로 인해 향후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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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6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2]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 권역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글로벌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북미 지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미와 유럽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 비중은 각각 29.6%,
18.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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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세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스튜디오들의 대
작과 디지털 유통에 힘입은 시장 성장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17억 8,8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월트디즈니(Walt
Disney), 파라마운트(Paramount), 유니버셜 스튜디오(Universal
Studio) 등 메이저 유통사들이 다수의 애니메이션을 유통했으며
작품 별로는 인사이드아웃(Inside Out)이 3억 5,646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 성적을 기록 했으며, 미니언즈(Minions)가 3억 3,604만 달러를
기록했다.37) 아동픽션(Kid Fiction)으로 분류된 애니메이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4.5%를 기록했으며 티켓 판매량은
전년도 보다 7,901만장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객의 증가는 애니메이션의 개봉 편수가 전년보다 2편
7 x ff
://

j
x ff

D

3 ) bo o icemo o.com, 2015 omestic Grosses, 2016,
http www.bo o icemo o.com earl chart r 2015 p .ht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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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고 1억 달러이상 매출을 올린 애니메이션이 ‘14년보다 4편
늘어난 7편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극장 애니메이션 시장은 규모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많은 인기를 보였던 니모를찾아서
(Finding Nemo)의 속편 도리를 찾아서(Finding Dory)와 마이펫의
이중생활(The Secret Life of Pets), 주토피아(Zootopia) 등이 기존의
전형성을 탈피한 내용을 기반으로 흥행을 기록하며38)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객 증가에 기여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또한 기존 극장으로 유통되던 애니메이션이 OTT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Netflix)는 저스트포키즈
(Just for Kids), 훌루(Hulu)는 훌루키즈(Hulu Kids)로 아마존프라임
(Amazon Prime) 역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39)
특히 넷플릭스는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IP 파워를 지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북미에서 독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향후 북미 지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글로벌 스튜디오들의
작품 제작과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8억 9,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8T

x Off H y f K
/ / v y
z
OTT V I K
z /
/

F
/K F
y
v

3 ) he-numbers.com, Bo
ice istor or ids ic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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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3] 북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325

85

1,410

1,421

2,164

77

1,660

1.2

94

146

114

12

1.

1,515

2,310

1,691

1,5

1,600 1,631 1,667 1,710 1,759
8 131 133 134 137 139
1,788 1,731 1,764 1,801 1,846 1,899

7

1.2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CNC(2015),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그림 2-114] 북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가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잇고 있다.
2020년에는 극장광고의 시장비중이 0.1%p 상승한 7.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스오피스 시장비중은 92.7%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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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북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미국 스튜디오 작품에
의존적인 중남미 애니메이션 시장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4억 3,6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중남미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을 견인하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소비는 증가했으나 생산은
북미시장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멕시코의 애니메이션시장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하청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머물렀으나40) 멕시코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멕시코 극장
애니메이션이 미국에 수출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41).
Ax

L v

L v
y y

7

40) le kong, a ida en esta industria. a ida en esta industria., 2016. .19.
41) eluni ersal.com.m , en e ico no ha apo o para el cine de animacion,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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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이 많은 인기를 보였으며 극장
애니메이션 관람객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 티켓 판매 수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위기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수익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체 시장규모의 성장은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헐리우드 스튜디오 작품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향후 중남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0년 5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4] 중남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214

244

3 9

8

315

402

8

449

34

35

36

8
38

19

21

32

26

233

265

421

340

436

453

4 6

519

41

8

4 2

8

6.4

39

41

3.

554

5 9

6.2

515

54

8

8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CNC(2015),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이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향후 2020년에는 극장광고의 시장비중 감소로
박스오피스 시장비중이 소폭 증가한 9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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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중남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17] 중남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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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헐리우드의 우위 속에
지속되는 자국 애니메이션 제작

2015년 유럽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11억 1,6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유럽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우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권역과 동일한 현상이나 EU의 쿼터제, 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의
시청각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역시
꾸준히 제작되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영화시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가 견인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할리우드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많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유로존의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유럽 연합의 양적완화 정책과 러시아의
루블화 폭락으로 인하여 유럽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달러
환산 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표 2-75] 유럽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191

1,2 2

8

105

113

87
174

1,296

1,395

2,053

1, 9

1,433
132
1,565

8
87 89
1,116 1,074
1,029

9 5

8

1,0 5

7

0.9

92

93

93

1.3

1,115

1,140

1,004

1,023

91
1,095

1,04

8

1,16

0.9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CNC(2015),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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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자국 제작 애니메이션의
흥행성적도 우수해 아스테릭스:더 맨션오브더갓&뮨(Asterix - The
Mansion of the Gods, and Mune)은 해외에서 약 1,500만 장의
티켓 판매 기록을 달성했으며42) 애니메이션을 위해 극장을 찾는
관람객도 전년대비 4.0%p 증가한 16.4%를 기록했다.43)
영국은 2013년부터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애니메이션
세금완화제도(Animation Tax Relief)를 실시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는 세제혜택을 위한 최소제작
비용을 25%에서 10%대로 낮추고 자국에서의 자본지출 비율도
5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44) 정책을 발표해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산업이 빠른 성장을 기록 중이며 루푸스
필름(Lupus Film), 클로스 캣 애니메이션 스튜디오(Cloth Cat
animation studio) 등이 양질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생산과 규모의
성장을 이룩했다.45)
독일 극장 애니메이션은 전년도와 비교해 개봉작이 소폭 증
가했고 전체 영화시장 대비 애니메이션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매출도
증가했다.46)
특히 할리우드 극장 애니메이션이 높은 인기를 보였으며 작품별로는
미니언즈(Minions), 인사이드아웃(Vice Versa), 빅히어로6(Bi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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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eadline.com, Petit Prince’ ed Banner ear or rench nimation ports China urged n
2015, 2016.1.15.,
http deadline.com 2016 01 animated-petite-prince-led-banner- ear- or- rench- ilm-e ports-12016
3 1
43) C C, es chi res cl s de l animation en 2015, 2016.6.10.,
http www.cnc. r web r etudes - ressources 955 059
44) G . , Creati e ndustries tatistics, ec 2015,
https www.go .uk go ernment statistics creati e-industries-statistics-december-2015
45) G . , ecord ear or
ilm industr ta relie , 2015.12.23.,
https www.go .uk go ernment news record- ear- or-uk- ilm-industr -ta -re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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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 6) 등이 도합 1억 954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47)
유럽권영화로는 프랑스의 어린왕자(Le Petit Prince), 아스테릭스:
더 맨션오브더갓&뮨(Asterix - The Mansion of the Gods, and
Mune)이 개봉되었으나 550만 달러의 미미한 수익을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면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유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식허가 받지 못한
디지털유통 애니메이션 웹사이트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48) 방송
애니메이션과 홈비디오 애니메이션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관람객의
증가, 영화 관람료의 상승, 방송애니메이션 제작편수 증가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루블화의 폭락으로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시장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림 2-118] 유럽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7 x f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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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bo o ice mo o, German earl Bo
ice 2015, 2016.1.1.,
http www.bo o icemo o.com intl german earl r 2015 p .htm
4 ) umm nime, 2016, http umm anime.com catalog categor rossi a- -an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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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EU 콘텐츠 쿼터제와
주요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브렉시트 등 불
안정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시장규모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유럽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0.9%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억 6,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애니
메이션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광고가 뒤를
잇고 있다. 2015년 92.2%의 점유율을 보였던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
시장비중은 극장광고의 비중 확대로 2020년에는 92.0%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9] 유럽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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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규모 및 전망: 일본, 중국의 자국
애니메이션 시장 성장과 동남아 시장의 육성 노력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17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규모 증가율은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의 침체가 아닌 2015년
애니메이션 개봉 편수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자국 애니메이션이 높은 흥행 기록을
달성했으며 Top10 박스오피스 순위 중 6편이 미·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 극장 애니메이션에 대한 높은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49)
중국은 과거 유통 비용의 감소와 불법 판매 수익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애니메이션 유통 서비스 제공사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 수준이 할리우드의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비교해 낮아 외면 받거나 경쟁에서 밀린바 있다. 때문에 주로 아동
애니메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공략해 중국 애니메이션 관람 연령층의 확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높은 수준의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흥행을 거두면서 2015년에는 중국 애니메이션이 미국 애니메이션의
점유율을 뛰어넘어 중국 애니메이션의 소비층이 전연령대로 확산
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콘텐츠 자체로 인한 수익 이외에 부가판권 시장이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 게임,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IP를 통해
순환하면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2선도시의 급격한 디지털 스크린 건설로 매우 빠른
규모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성장 잠재성이
x ff
://

j J Y y x Off
x ff j / /j /y y/?y = & =

49) bo o ice mo o, apan earl Bo
ice 2015, 2016.1.1.,
http www.bo o icemo o.com intl apan earl r 2015 p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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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한국 극장 기업이 스크린 확대 계획을 연거푸 발표함에
따라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디지털 유통 애니메이션의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 애니메이션
기업을 민영화하고 전용 극장을 세우는 등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시장을 갖추고50)
있지만 국외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하청작업에 집중되어 있어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방콕 국제
디지털 콘텐츠 페스티벌(Bankok International Digital Content
Festival)을 개최해 자국의 애니메이션 진흥에 노력하고 있고 태국
컴퓨터그래픽협회(Thai Animation and Computer Graphics
Association (TACGA)는 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애니메이션 그래픽기술과 콘텐츠 제작 분야의 인적 확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및 컴퓨터 그래픽 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일본의 후쿠오카 창조협회(Fukuoka Creative Association, FCCA)와
체결하는 등 태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51)
헐리우드와 자국 애니메이션의 경쟁,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향후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7억 600만 달러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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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nationmultimedia.com, hailand the top market in outheast sia or animated content rom
apan, 2016. .20., http www.nationmultimedia.com news business macroeconomics 302933 1
51) Bangkok Post, o spells bright prospects or hai animation industr , 2015.11.2 .,
http www.bangkokpost.com tech loc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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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6]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999

1,160

8

1, 63

56

64

96

1,056

1,224

1,960

77

1,603

1,6

1,6 9

1, 1

77
7

39

77

78

1, 0

2,015

42

45

1, 22

2,060

8

2,243
4

8

2,291

2,455

51
2,506

2,652
54

7

2, 06

9.6
6.

7

9.5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CNC(2015),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그림 2-120]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시장은
97.74%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극장광고 시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향후 2020년 까지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가 0.3%p 증가한
98.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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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아시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애니메이션 시장의 감소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60.1% 감소한 3,9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중동지역은 저유가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악화와 낮은 경제 성장
률로 인해 침체되어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높은 실
업률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테러 등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GCC 지역에서는 2015년 12월 최초의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을 애니메이트두바이(Animate Dubai)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KOCCA, 2015.10.24).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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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며 4,4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7]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60

66

105

86

30

29

30

31

32

33

1.9

9

10

16

13

9

9

10

11

11

12

5.9

121

9

39

39

40

41

43

44

2.4

69

76

8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CNC(2015), European Commission(2015), BFI(2016),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그림 2-12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시장이 점유율 87.0%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뒤이어 극장
광고가 22.6%의 시장 비중을 보였다. 향후 2020년 까지 극장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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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비중이 26.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스오피스 시장
비중은 73.7%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12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78] 주요 국가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7

미국

1,2 6

1,3 6

중국

264

232

일본

35

513

한국

8
88

합계

1,996

90
2,211

8

2,09

1,52

7

8
88
93
97
3,083
2,798
265

4 6

62

6

7

7
627
477

1,6 0

1,615

832
472

1,021

8
1,198

1,355

1,494

4 2

493

506

521

1.

124

12

130

1.3

3,920

6.2

1,646

8

122

113

120

2, 96

3,032

3,269

8

1,6 2

7

3,49

1, 25

7

1, 5

77

1.2
19.0

7

7

3, 13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 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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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규모 및 전망: 내용적 변화를 통한 관람
층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시장 진출

2015년 미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1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디지털애니메이션 시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주요 사업자들이 애니메이션 확보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펼치면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넷플릭스가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즈니 콘텐츠를
북미 시장에서 독점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저스트포키즈(Just for Kids)를, 훌루(Hulu)는 훌루키즈
(Hulu Kids)는 아마존프라임(Amazon Prime)과 공동으로 어린이
전용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차별화에 집중했다.52)
스마트기기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시청이 증가하자 HBO 역시 2016년 3월부터 자사의
콘텐츠를 애플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53)
또한 2016년 북미 애니메이션 시장 성장에 기여한 주토피아,
도리를 찾아서 등은 기존 애니메이션이 지녔던 캐릭터의 전형성을
탈피하면서 극장 애니메이션 관람층을 성인까지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진출 확대 뿐만 아니라 관람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17억 7,500만 달러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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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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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omemediamaga ine.com,
ideo s ids Pla , 2015.2.23.,
http www.homemediamaga ine.com streaming ott- ideo-kids-pla -352 5
53) uturemarketinsights.com, ideo on emand ( o ) er ice arket - mpelled b hi t in
Consumer s iewing Pre erences and ncreasing Penetration o igh peed nternet
n rastructure in merging conomies Global ndustr nal sis and pportunit 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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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9] 미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1,203

1,2 5

1,2 6

1,3 6

83
8

91

7

1,956
142
2,09

8

1,415
111

7

1,52

1,545
125

7

1,6 0

8

1,4 6
12

8

1,615

1,516

1,551

1,592

1,639

130

131

133

136

1,646

1,6 2

1, 25

1, 5

8

7

77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 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1.2
1.

7

1.2

[그림 2-124] 미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미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시장이
전체 시장의 92.5% 시장비중을 보여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였다. 향후
극장광고의 시장비중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5년
92.5%에서 2020년에는 92.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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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미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의
폭발적인 발전과 IP 중심의 육성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29.0% 증가한
6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스마트기기와 PC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소비 역시 증가했는데 중국 최대 독립 애니메이션
플랫폼인 야오치(Yaoqi)의 활성 유저는 전년 대비 6,684만 명 증가
했으며 텐센트 애니메이션(Tencent animation)의 활성 유저는 전년
대비 4,049만 명 증가했다.54)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유통은 거대 IT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자들로는 텐센트비디오(Tencent video), 소후비디오
(Sohu video), 러브판타스틱아트(love Fantastic Art), 포테이토
54)

中国出版
://

年中国动漫游 产业发展报告
/ / /
7_ 7 7

7

网, 2015
戏
, 2016.6.2 .,
http www.chuban.cc cbsd 201606 t2016062 1 45 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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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toes), 유쿠(Youku), 쿨6(cool 6), 56, 파퓰러네트워크(popular
network), 이모셔널네트워크(emotional network)등이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 유통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대어해당>이 50억 원을 제작비로
9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중국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이
시장 내에서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IP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라이선스 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2012년 애니메이션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고, 성(省)급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을 특화시키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중국 디지털애니메이션 시장은 서비스 기업의 애니메이션
유통량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9.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4억 9,4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0]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
7

7

25

22

259

5

6

264

232

265

77

4

9

8

4 6

8 822

61

9

10

7 832

62

1,009
12
1,021

8

1,1 5

13

8

1,19

78

19.1

14

16

11.6

1,355

1,494

19.0

1,341

1,4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f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보고(2015)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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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27]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이
98.5%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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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중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시장이 전체
시장의 98.9%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시장에서 극장 애니메이션 광고 시장의 감소는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양적 공급 증가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산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서서히 제작 편수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 일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
의 고른 흥행으로 인한 시장 성장

2015년 일본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4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애니메이션의 유통은 훌루
(Hulu)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명탐정코난, 호빵맨,
은혼, 요괴워치, 오소마츠씨 등의 작품이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유통 플랫폼 훌루는 인기 만화 루팡3세, 3월의
라이온(３月のライオン)등 다수 유명 작품들이 독점 공개되고 있고
구작부터 최신 작품까지 모두 시청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후발 사업자로는 넷플릭스(Netflix)가 빠르게 애니메이션 타이틀 수를
늘리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보다는 영화, 드라마에 집중되어있어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다.55)
일본과 할리우드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고른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을 달성했는데 <괴물아이(バケモノの子)>가 4천686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4위를, 극장판 <요괴워치: 염라대왕과 5개의
이야기다냥!(映画 妖怪ウォッチ エンマ大王と5つの物語だニャ
f x f j 何がどう違う？N f x H U NEXTの特徴を徹底比較！, 2016.10.9.,
:// f x f j / f x
x
/

55) net li - an. p,
et li , ulu, http net li - an. p net li -hulu-une t-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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ン！)>이 5위,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名探偵コナン 業火
の向日葵)>가 9위를 기록했다. Top10 박스오피스 순위 중 6종이
미·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나 극장 애니메이션에 대한 높은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56).
2015년부터는 방송 애니메이션이 종영 직후 극장에서 재개봉
(극장판 포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상위 10위권의 애니메이션
박스 오피스 수익도 증가했다.57). 하지만 2012년부터 14년까지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했던 것에 반해 2015년에는 개별
작품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했는데, 이것은 디지털 극장
애니메이션의 성장이 한계에 달했고 특정 작품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영화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일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5억 2,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1] 일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35

-

8

35

513

513

62

7

62

7

88

6

4

77

4

77

-

88

6

-

7

4 2

-

7

4 2

8

4 2

493

506

521

-

-

-

-

4 2

493

506

521

8

1.

8

1.

8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 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x ff

j J Y y x Office 2015, 2016.1.1.
j j アニメ業界 なぜTVアニメタイトルの増加と放送終了後の劇場化が増えるのか？,

56) bo o ice mo o, apan earl Bo
5 ) raku- ob. p,
、
2015.12.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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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8] 일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29] 일본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일본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시장이
100.0%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극장광고는 법으로 금지하는
208

국내 법률에 의해 극장광고의 시장규모는 형성되지 않았다. 2020년에도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의 비중은 현재와 동일한 10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한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해외 수출 중심의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1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기술수준이 낮았으나 최근 10년 사이
발전을 거듭해 제작 퀄리티가 높아졌으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해졌다. 한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은 아동 애니메이션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방송사의 낮은 방영권료로 이해 해외 수출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에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수출실적이 3,3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2014년 대비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항주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3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으며 권역별로는 중화권이 54.7%, 동남아
26.4%, 북미 9.8%, 유럽 6.0% 순이었다.(Newsis, 2016.6.14.). 또한
세계 최대 영상 콘텐츠 마켓인 밉티비(MIPTV)를 통해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로 짧은 아동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되었다.
해외 수출이 증가하는 한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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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2] 한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박스오피스
극장광고
합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4
4

88

86

89

4

4

90

93

92
5

7

9

7

11

10

8

115

119

5

5

5

5

122

113

120

124

122
5
12

7

124
6
130

1.2
3.

7

1.3

* 출처 : PwC(2016), The Numbers(2010～2015), Boxof ice mojo(2013～2015), Digital Vactor(2015), 미즈호 은행(2014)
**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디지털 영화시장에 중복 포함됨
*** 홈비디오(OTT/스트리밍, TV가입형서비스)는 디지털 방송에 포함됨

[그림 2-130] 한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은 박스오피스 시장이
100.0%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극장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20년까지 극장광고의 시장비중이 0.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시장비중은 95.7%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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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한국 디지털 애니메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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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 광고

1)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2.9% 성장한
2,905억 6,3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특히 2015년은 디지털사이니지,
모바일 인터넷광고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전체 시장 대비
22.9%를 기록했다.
[표 2-83]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모바일
인터넷
4,911 7,988 13,784 22,321 34,651 46,083 56,457 66,538 76,202 84,758
19.6
광고
유선
인터넷 73,732 83,656 94,026 106,465 119,000 131,060 143,090 154,721 165,672 175,599
8.1
광고
디지털
12.1
사이니지 5,910 6,759 7,819 9,058 10,342 11,712 13,214 14,847 16,512 18,305
디지털TV
6.2
방송광고 93,542 103,517 110,618 117,576 124,227 132,210 140,981 150,131 158,285 168,144
디지털
극장광고 1,105 1,563 1,910 2,030 2,342 2,420 2,485 2,549 2,616 2,684 2.8
합계 179,199 203,482 228,158 257,450 290,563 323,484 356,227 388,786 419,288 449,489
9.1
* 출처 : PwC(2016), ITU(2015)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유선인터넷 광고 영역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17년부터는 디지털TV방송광고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금액은 2020년 1,755억 5,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의하는 모바일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비디오 광고, 구인 및 생활광고, 검색광고 등이 제외되어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는 배너광고나 팝업 광고 등 전통적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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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광고 형태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32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추이 2011-2020

출

처 : PwC(2016)

모바일 광고는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시장비중이 크게 증가해
유선 인터넷 광고와 디지털TV방송광고에 이은 3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무선인터넷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광고의 성장성은 눈여겨봐야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 등에서는
일반적인 광고 형태가 되었으며 옥외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ICT와 융합된 차세대 광고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경우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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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광고 서비스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향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494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3]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은 디지털 TV방송광고 시장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여 왔으나 유·무선 인프라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에 따라 2015년 모바일 인터넷광고 시장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41.0%의 시장비중을 보이던 유선인터넷 광고는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1.9%p 감소한 39.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비중은 18.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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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 권역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글로벌 디지털 광고시장은 북미시장이 44.3%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향후 2020년에도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의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모바일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북미 시장점유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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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유료방송 광고 중심의 시장과
모바일 광고의 빠른 성장

2015년 북미지역의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5% 성
장한 1,287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지역은 미국 시장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북미
전체 시장의 디지털 광고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북미 지역은 유료
방송 가입률이 높은 까닭에 다채널 방송 광고 수입이 전체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방송광고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슈퍼볼(Super Bowl)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이며 시청자 수만 해도 1억 1,440만 명에 달한다.
인터넷광고 시장은 세계 2위인 중국과 비교해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 기술회사들과 미국광고업계의
강자들이 디지털 광고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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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사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광고의
노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며, 모바일 광고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770억 2,5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4] 북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모바일
인터넷
1,653 3,458 7,193 12,642 20,943 28,047 33,686 38,750 43,319 46,987
17.5
광고
유선
인터넷 32,220 35,626 38,512 40,197 42,485 44,434 46,452 48,520 50,593 52,670
4.4
광고
디지털
9.4
사이니지 2,179 2,454 2,748 3,099 3,437 3,781 4,158 4,552 4,964 5,390
디지털TV
3.1
방송광고 52,159 56,165 56,913 59,879 61,031 64,017 65,394 66,702 68,324 71,047
디지털
극장광고 466 641 737 753 857 877 888 898 915 932 1.7
합계
88,677 98,343 106,103 116,570 128,754 141,156 150,577 159,422 168,114 177,025 6.6
* 출처 : PwC(2016), IT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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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 북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북미 디지털 광고시장은 디지털TV 방송광고 시장이
47.4%, 모바일 광고시장이 16.3%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모바일
광고시장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0년에는 전체
디지털 광고시장의 26.5%를 모바일 광고시장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SNS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광고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증가 역시 주요한 시장 변화의 원인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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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 북미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모바일 중심의 인프라 구축
과 관련 산업 성장에 힘입은 모바일 광고시장 성장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4%
성장한 96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5년에는 모바일
인터넷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선 인터넷 광고의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남이 디지털
광고시장은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발전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여전히 TV광고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남미 모바일 광고시장의 경우 시장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자금이나 지형적 문제로 인해 유선인터넷 보다 무선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저가 스마트폰 보급과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세 감면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커머스 등 관련 산업들의 빠른 성장 역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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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중남미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6.2%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4억 8,1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5] 중남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모바일
인터넷
175
256
351
513
684
897 1,131
광고
유선
인터넷
951 1,226 1,541 1,969 2,458 2,977 3,495
광고
디지털
84 103 131 168 210 260 318
사이니지
디지털TV
방송광고 2,594 3,177 4,056 5,363 6,135 7,485 8,741
디지털
극장광고 30 57 100 132 159 165 171
합계
3,832 4,818 6,179 8,145 9,647 11,784 13,855
* 출처 : PwC(2016), ITU(2015)

[단위 :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2015-20
CAGR
1,380 1,628 1,853
22.1
3,990 4,459 4,875
14.7
383
455
532
20.4
10,198 11,755 13,030
16.3
177
184
190
3.6
16,128 18,481 20,481
16.2

[그림 2-138] 중남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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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디지털 광고시장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디지털TV 방송광고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선인터넷광고, 모바일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20년까지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무선인터넷의 인프라 확대로 모바일 광고
시장비중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39] 중남미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유선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광
고시장과 모바일 광고의 빠른 성장

2015년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9.8% 성장한 675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의 디지털 광고 시장은 높은 수준의
유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기존 디지털TV 광고보다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를 중심으로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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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성장률은 높으나
시장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표 2-86]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모바일
인터넷
897 1,459 2,521 4,239 6,518
광고
유선
인터넷 23,152 25,662 28,461 31,746 34,572
광고
디지털
598
760 989 1,238 1,520
사이니지
디지털TV
방송광고 20,319 21,319 22,207 23,573 24,175
디지털
극장광고 405 551 657 724 791
합계
45,371 49,751 54,837 61,520 67,576
* 출처 : PwC(2016), ITU(2015)

2016 2017 2018
8,886 11,321 13,689
37,510 40,531 43,613
1,810 2,119 2,481
25,438 26,569 27,753
809 824 834
74,453 81,364 88,370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15,870 17,662
22.1
46,727 49,774
7.6
2,795 3,171
15.8
28,872 30,078
4.5
841 848 1.4
95,105 101,532
8.5

[그림 2-140]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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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광고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PwC, 2016)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015억 3,2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41]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1년 유럽은 유선인터넷 광고 시장이 51.0%의 점유율을 보여 가장
높은 시장비중을 보였다. 이는 주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디지털TV방송광고가 44.8%로 두 번째로 높은 시장비중을
기록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2015년에는 모바일 인터넷 광고의 시장비중이 9.6%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현재보다 7.8% 증가한 1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TV 방송광고 시장의 비중은 29.6%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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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 유럽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시장을 견인하는 중국 디지털
광고 시장

2015년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7% 성장한
811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이 아닌 중국 국내 SNS를 통해 대부분의 모바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 역시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디지털 광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Pw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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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에 따라 향후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436억 3,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7]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모바일
인터넷
2,126 2,740
광고
유선
인터넷 17,097 20,664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3,020

TV 7

3,400

디지털
방송광고 1 ,560 21,649
디지털

극장광고

191

2

87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3,602 4,749 6,220 7,826 9,731 11,935 14,367 16,969
22.2
24,865 31,705 38,396 44,796 51,025 56,807 61,916 66,119
11.5
3,847 4,426 5,023 5,680 6,404 7,175 7,997 8,862
12.0
25,993 27,149 31,091 33,227 38,011 42,957 46,624 51,072
10.4
366
365
460
489
519
551
584
616
6.0
58,673 68,395 81,191 92,019 105,691 119,426 131,488 143,638
12.1

87
* 출처 : PwC(2016), ITU(2015)
합계

39,995 4 , 41

[그림 2-143]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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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은 유선 인터넷 광고의 시장비중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TV방송광고, 모바일 인터넷광고가
뒤를 잇고 있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2015년
7.7%의 시장비중을 보이던 모바일 인터넷 광고는 2020년까지 지속
확대되어 11.8%의 시장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44] 아시아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디지털TV 광고 중심의
시장과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광고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0.4% 성장한 3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광고는 디지털TV방송광고 시장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유선 인터넷 광고의 경우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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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광고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4.9%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68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8]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모바일
59
75 117 178 286 426 588 784
인터넷 광고
유선 인터넷
312
479
648
848 1,088 1,343 1,588 1,790
광고
디지털
29
42
103
127
152
181
216
256
사이니지
디지털TV
910 1,206 1,449 1,612 1,794 2,042 2,266 2,521
방송광고
디지털
극장광고 14 28 49 56 75 79 83 88
합계
1,325 1,829 2,366 2,820 3,395 4,071 4,740 5,439
* 출처 : PwC(2016), ITU(2015)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1,019 1,288
35.1
1,978 2,162
14.7
301
350
18.2
2,709 2,916
10.2
93
98
5.6
6,100 6,813
14.9

[그림 2-145]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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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디지털TV방송
광고 시장이 52.9%, 유선인터넷 광고 시장이 32.1%의 점유율을
보였다. 향후 모바일 인터넷광고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에는 디지털TV방송광고 시장의 비중이 42.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4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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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별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89] 주요 국가의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75,796 84,588
12,800 16,755
13,552 14,428
4,231

7

5,129

106,3 9 120,900

8 8
8 28,022

7

8

91, 39 101, 66 113, 95 125,469 134,302 142,426 150,940 15 ,990

7
15,321 16,503 17,437 18,540
20,711 21,706
5,893
6,831 7,859
8,888 9,913 10,930 11,895
134,239 153,222 173,092 193,085 210,740 228,264 244,116
21,1 6

34,001

88

40,1

* 출처 : PwC(2016), ITU(2015)

7
19,598
46,92

7

54,19

59,5 5

64,520

6.9
13.

7

22,940

5.6

12, 46

10.3

8

259,296

8.4

가.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규모 및 전망: 빠르게 증가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과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의 정체

2015년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1.7% 성장한
1,137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은
모바일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의 존재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모바일 인터넷 광고의 빠른 성장은 시장 성숙으로
인해 정체 상태를 보이는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광고와 모바일 인터넷 광고가 성장을 주도하는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6.9%의 성장률을 기록
하면서 1,589억 9,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29

[표 2-90]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모바일
인터넷
1,596 3,370
광고

유선
인터
30,139 33,201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2,051 2,310

넷

TV

8

디지털
방송광고 41,554 45,0 9
디지털

극장광고

455

619

[단위 :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084 12,453 20,677 27,684 33,222 38,178 42,641 46,215 17.5
35,697 36,998 38,875 40,415 42,039 43,738 45,485 47,267
4.0
2,584 2,910 3,224 3,544 3,895 4,263 4,647 5,047
9.4
45,755 48,775 50,180 52,969 54,280 55,371 57,275 59,552
3.5
719 730 838 857 867 877 893 908 1.6
91,839 101,866 113,795 125,469 134,302 142,426 150,940 158,990
6.9

75,796 84,588
* 출처 : PwC(2016), ITU(2015)
합계

[그림 2-147]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미국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디지털TV방송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선 인터넷 광고, 모바일 인터넷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뒤를 잇고 있다. 2011년 전체 시장의 54.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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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했던 디지털TV방송광고 시장비중은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
비중의 확대로 2020년에는 37.5%로 감소할 전망이며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비중은 29.1%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48]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인프라 구축과 자국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성장 가속화

2015년 중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1.3% 증가한
340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터넷광고 시장은
최대 가구 수 대비 인터넷의 보급률이 낮은 편이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인프라의 확대가 용이한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 70%로 중국 유료검색광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바이두(Baidu)는 브라질, 이집트, 태국 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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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시도하면서 규모를 더욱 확장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Ali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출시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용량뿐만 아니라 연계된 모바일 광고 역시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어
국내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 직접 경쟁 없이 자국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 창업 역시 활발해 모바일 광고 시장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645억 2,0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1] 중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모바일
인터넷
762 1,052 1,404 1,810 2,332 2,974
광고
유선
인터넷
6,963 9,100 11,638 16,376 20,868 25,005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1,100 1,219 1,380 1,625 1,911 2,243
디지털TV
방송광고 3,935 5,331 6,694 8,129 8,797 9,861
디지털
극장광고 40 54 70 82 93 105
합계
12,800 16,755 21,186 28,022 34,001 40,188
* 출처 : PwC(2016), IT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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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3,756 4,695 5,810 7,115
25.0
28,877 32,271 35,210 37,494
12.4
2,625 3,042 3,492 3,970
15.7
11,552 14,057 14,916 15,779
12.4
117
131
146
161
11.6
46,927 54,197 59,575 64,520
13.7

[그림 2-149] 중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50] 중국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중국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유선 인터넷광고의 시장비중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TV방송광고, 모바일 인터넷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극장광고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확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 중국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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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롤모델로 하는 활발한 모바일 서비스 창업 열기 등의 영향으로
2015년 6.9%에 불과 했던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은 2020년
11.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 비중은 58.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모바일 광고 보다 큰 시장규모
를 보이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2015년 일본의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5.7% 상승한
174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여전히 디지털TV 광고 시장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TV가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화 등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 따라 유선
인터넷 광고 역시 디지털 TV 광고와 유사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광고의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보다 작은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일본은 2020년까지 전국에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020 디지털 사이니지’ 계획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윤희석,
2015.6.15.). 기업들은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시장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형수, 2015.3.13.).
따라서 향후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며 229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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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2]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모바일
인터넷
870 1,000 1,131 1,273 1,434 1,615 1,814 2,033 2,273 2,535 12.1
광고
유선
인터넷
5,128 5,451 5,858 6,330 6,749 7,180 7,582 7,974 8,324 8,618
5.0
광고
디지털
6.0
사이니지 1,510 1,666 1,817 1,991 2,135 2,277 2,420 2,561 2,705 2,853
디지털TV
4.6
방송광고 6,044 6,312 6,515 6,910 7,118 7,468 7,781 8,143 8,403 8,934
디지털

극장광고

-

-

-

8 15,321
* 출처 : PwC(2016), ITU(2015)
합계

13,552 14,42

-

-

-

7 7 18,540

16,503 1 ,43

19,59

-

-

-

-

8 20,711 21,706

22,940

5.6

[그림 2-151]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일본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디지털TV방송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선 인터넷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인터넷 광고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44.6%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던 디지털TV방송광고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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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이니지, 모바일 인터넷 광고 시장의 확대로 2015년 40.8%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38.9%로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52]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 광고
시장의 동반 성장

2015년 한국의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0% 상승한
78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유선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은
디지털 TV 광고 시장의 2배를 상회하는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 또한 모바일 광고와 큰 차이가 없어 향후 디지털 광고
시장은 유선 인터넷 광고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유선
인터넷 광고 중심의 시장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유선
인터넷 인프라 환경과 유선 인터넷 속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Criteo의 마케팅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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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들이 주시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 마케팅 분야는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은 리타게팅
(retargeting) 광고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모바일
광고 영역에서 투자 증가를 의미하며 향후 한국 모바일 광고 시장의
잠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타게팅 광고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는 일부지만 2014년 대비
7% 상승한 32%의 시장비중을 보여 국내 키워드 검색 광고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리타게팅 광고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브랜드의 인지도향상과 신규/휴면고객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모바일과 웹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criteo,
2016)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 광고 시장의 동반 발전이 기대되는
한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보이며 128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3]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모바일
인터넷
416
543
678
840 1,029 1,227 1,428 1,619 1,788 1,923 13.3
광고
유선
인터넷
1,684 2,170 2,695 3,252 3,859 4,499 5,170 5,852 6,517 7,137
13.1
광고
디지털
124
147
169
198
229
260
291
322
353
384
10.9
사이니지
디지털TV
4.4
방송광고 1,961 2,218 2,296 2,483 2,681 2,840 2,959 3,069 3,166 3,330
디지털
극장광고 45 51 56 58 61 63 65 68 70 72 3.6
합계
4,231 5,129 5,893 6,831 7,859 8,888 9,913 10,930 11,895 12,846
10.3
* 출처 : PwC(2016), IT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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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54] 한국 디지털 광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비중이
49.1%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TV방송광고, 모바일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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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가 뒤를 잇고 있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보급률 증가로 2020년에는 유선 인터넷
광고의 시장비중이 55.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TV방송광고 시장비중은 25.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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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지털 음악
1)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전년대비 7.5% 성장한 94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표 2-94]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4,986 5,341 5,238 4,776 4,325 3,848 3,371 2,892 2,433 2,020
-14.1
스트리밍 908 1,431 2,090 2,866 4,065 5,407 6,885 8,392 9,816 11,063 22.2
기타
1,487 1,257 1,128 1,069 1,051 1,037 1,034 1,042 1,042 1,048
-0.1
합계
7,381 8,029 8,456 8,710 9,441 10,292 11,290 12,325 13,291 14,131 8.4
* 출처 : PwC(2016)
** 기타 :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소유(다운로드)의 개념에서 소비(스트리밍)
형태로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는 애플 뮤직(Apple Music), 시리어스XM(SiriusXM),
타이달(Tidal), 스포티파이(Spotify)등이 있다. 때문에 다운로드 음원
서비스 수익이 감소한 반면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원의 불법복제 및 유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유·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안 되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어
스트리밍 음원을 통한 수익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IFP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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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악 시장의 하락세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까지 8.4%의
성장률을 보이며 141억 3,1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2-155] 글로벌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 권역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은 북미 지역이 전체 시장의 44.9%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유럽시장의 시장비중
확대로 2020년에는 5.0% 감소한 3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시장은 2015년 25.1%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나 유럽시장의
스트리밍음악 이용자 확대로 2020년에는 24.5%로 감소할 전망이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0.4%p 상승한 1.2%의
시장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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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6]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장르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광고기반 스트리밍 시장 중심
의 성장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42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는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의
이용률을 감소시킨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를 확대시켰다.
그동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던 디지털 다운로드 음원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스트리밍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다. 구글의 경우 구글 플레이 뮤직(Google Play
Music)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를 출시해 광고와 연계된 무료 음원 청취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여타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가입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북미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향후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 수익이 감소하는 대신
스트리밍 음원을 통해 음악을 청취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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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9%의 성장률을 보이며 56억 4,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5]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2,799 3,093 3,052 2,784 2,532 2,264 1,999 1,722 1,447 1,199
-13.9
스트리밍 372 588 886 1,128 1,650 2,174 2,755 3,359 3,937 4,428 21.8
기타
284
150
101
68
56
41
32
25
19
14
-24.2
합계
3,455 3,831 4,039 3,980 4,238 4,479 4,786 5,107 5,403 5,641
5.9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57]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1년 까지만 해도 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던
음원 서비스는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였으며 시장비중은 무려
81.0%에 달했다. 하지만 광고와 연계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들의 월정액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5년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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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시장비중은 28.1%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2020년 까지 현재와 같은 스트리밍음원 서비스의 확대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트리밍 음악의 시자입중은 78.5%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모바일 벨소리를 포함한 기타 디지털 음원의 시장 비중은 2020년
까지 0.3%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158] 북미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불법복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스트리밍 서비스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9.3% 상승한 2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운로드 시장규모의 하락세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중남미 시장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다운로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음원 유통도 증가
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아르헨티나 음반협회(CAPIF)는 불법파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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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차단한바 있고, 브라질은 2015년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3
개년 국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유저들이 우회 접속을 통해 불법
음원사이트를 접속하고 있어 다운로드 음원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불법 복제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또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적인 음원
이용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음원 스트리밍 기업은 스포티파이
(Spotify), 알디오(Rdio), 디저(Deezer), 비보 뮤직카(Vivo Musica),
애플뮤직(Apple Music) 등이며 남미 지역의 스트리밍 음악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PwC, 2016).
향후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5.2%의 성장률을 보이며 4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6]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35
67
83 75 65 56 47 40 33 26 -16.7
스트리밍 35 41 54 103 151 204 262 321 378 432 23.4
기타
20
19
18
18
17
17
17
17
17
17
-0.1
합계
90
127
155
196
234
278
326
377
428
475
15.2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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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원 시장이 전체
시장의 64.6%, 다운로드 음악 시장이 28.0%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다운로드 음원시장의 하락과 스트리밍 음원 시장의 확대로 2020년에는
스트리밍 음악시장이 전체 디지털 음악시장의 약 90.8%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60] 중남미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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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제

2015년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6% 증가한 25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유럽과 북유럽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기업이 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서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인기도 높아 광고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파일공유형태를
통한 불법 음원다운로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음원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제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비중을 확대 했다(PwC,
2015).
이에 따라 향후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43억 8,6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7]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1,110 1,276 1,326 1,167 1,027
901
784 678 584 498 -13.5
스트리밍 338 541 778 1,066 1,458 1,929 2,455 2,969 3,448 3,868 21.5
기타
120
85 60 45 37 31 26 23 21 19 -12.5
합계
1,568 1,901 2,163 2,279 2,522 2,860 3,264 3,670 4,052 4,386
11.7
* 출처 : PwC(2016)
** 기타 :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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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1]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62] 유럽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5 vs. 2020

2011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악시장이
70.8%, 스트리밍 음악시장이 2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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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 확대로 인해 스트리밍
음악 시장 비중이 57.8%로 증가했으며 다운로드 음악시장은 40.7%로
감소했다. 2020년 까지 스트리밍 음악 시장은 88.2%로 확대될 전망이다.
라.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동아시아 중심의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

2015년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23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지역에서 스트리밍 음악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단연 중국이며 일본, 한국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중국의 스트리밍
음악시장은 다국적 스트리밍 음악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텐센트,
바이두 등이 합세하면서 규모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중국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은 저작권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지하는 소드넷(Sword Net)을 2015년 출범시켰으며, 10월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국가차원의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스트리밍 음악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자 2015년
부터 일본 경제무역부 주도로 자국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세계로부터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라이선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우 스트리밍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복제의 비중도 높아 유의미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의 음악시장의 경우 디지털 음원을
통한 수익 보다는 공연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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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가의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의 시장 전환으로
향후 아시아 지역 디지털 음악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9%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34억 6,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8]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528
442
360
289
-15.9
1,397 1,720 2,024 2,301
23.5
882 883 878 871 -0.2
2,808 3,045 3,262 3,461
7.9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다운로드 1,040
903
772 738 687 613
스트리밍 161 260 370 565 801 1,089
기타
1,023
959
900
884 881 881
합계
2,225 2,122 2,042 2,188 2,369 2,583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63]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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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시장이
46.8%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나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로 인하여 2015년에는 스트리밍 음악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까지는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을 포함한 기타 디지털 음악
시장이 전체 시장의 46.0%를 점유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스트리밍
음악시장의 대폭성장으로 20.8%p 감소한 25.2%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2-164] 아시아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불법복제로 인한
벨소리, 통화연결음의 시장 주도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4.7% 상승한 7,8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공은 무선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대단히 높아 디지털 음악시장의 확대가 매우
용이했으며 스트리밍 음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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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경우 애플 뮤직(Apple Music), 디저(Deezer) 외에도 중동
기업인 앙가미(Anghami), 알람 엘 판(Alam el Phan) 등이 다운로드
음원 서비스 부문에 참여하고 있지만 음원의 불법복제 유통 비율이
높아 디지털 음악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집트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윤리적 행동강령을 배포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충분한 성과가 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wC
2016).
대체적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당분간
벨소리 및 통화 연결음 시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16.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억 6,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9]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2
2
5
12
13
14
13
11
9
8 -9.3
스트리밍 1 1 1 3 6 10 16 23 29 34 41.5
기타
40
45
49
53
59
67
77 93 108 126 16.4
합계
43
48
56
68
78 91 106 127 146 168 16.6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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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5]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6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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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100] 주요 국가의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8

7

8

미국

3,261

3,591

3, 36

3,9 6

444

4 4

504

564

634

713

일본

959

7
747

3, 0

중국

590

620

639

656

1 5

139

164

225

2 3

342

798
676
398

5,145

5,542

5,935

6,401

한국
합계

7
4,839

4,951

8

5,03

8

4,224

4,529

87
889

694

7
8
709

454

506

4, 4

5,13

9 0

5,366
1,05

8

719

552

88 7,332 7,695

6, 4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1
10.

8

2.4
14.3
6.

8

가.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스트리밍 시장으로 디지털 음
악 산업 중심 이동

2015년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7% 성장한 39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디지털 음악은 스트리밍 중심의 산업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인 애플 뮤직(Apple
Music), 시리어스XM(SiriusXM), 타이달(Tidal)등 이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위하여 자사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음원 청취 방식을 넷플릭스(Netflix) 등의 플랫폼으로 확대
하고 있어 스트리밍 음원시장의 경쟁도 치열해 졌다.
이처럼 스트리밍 음원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리밍 기업의 수익은 증가한 반면,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에 대한
로열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발생해 최근에는 이를 방지
하고자 일부 가수들을 중심으로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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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원을 독점 공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불법복제가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국 음반 협회(RIAA)와 AT&T를 포함한
주요 ISP등이 불법 파일 공유를 차단하고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지속 펼치고 있어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1% 보이며
53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1]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2,626 2,875 2,823 2,575 2,328 2,074 1,825 1,566 1,308 1,078
-14.3
스트리밍 359 571 859 1,095 1,604 2,110 2,673 3,256 3,810 4,273 21.6
기타
276
145
98
66
55
40
31
25
19
14
-23.9
합계
3,261 3,591 3,780 3,736 3,986 4,224 4,529 4,847 5,137 5,366
6.1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67]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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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다운로드 음원서비스 시장이
58.4%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며 스트리밍 음악시장 비중은 40.2%를
기록했다.
불과 5년 전 전제 시장의 80.5%를 기록했던 다운로드 음악 시장은
미국 소비자의 디지털음악 청취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하였고 2020년에는 79.6%의 시장비중을 보이며 최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68] 미국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높은 성장 잠재력과 스트리밍
기업들의 경쟁 심화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12.4% 상승한 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음악시장은 정부차원의 문화산업
정책과 소득수준 향상에 힘입어 빠른 성장과 수요가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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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무선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디지털 음악시장
성장의 견인하고 있다.
[표 2-102]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8 6 7 8 10 11 10 9 7 6 -9.1
스트리밍 27 45 59 84 119 169 231 305 385 460 31.1
기타
409
423
438
473
505
534
557
575
587
592
3.2
합계
444
474
504
564
634
713 798 889 980 1,058 10.8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경우 중국 인구와 소비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큰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불법복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스트리밍 음원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애플 뮤직(Apple Music)과 현지 기업인 텐
센트(Tencent)의 자회사 그린 다이아몬드(Green Diamond), 바이두
(Baidu), 넷이지(Netease)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바바(Alibaba)가 자사의 음원 서비스 제공사 티엔티엔
(Tiantian)과 시아미(Xiami)58)를 통합하기로 발표하면서 중국 현지
기업의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었다(PwC
2016).
8

5 ) 중국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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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of China)은
저작권 불법 복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하에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드넷(Sword Net)을 출범시키는 등 국가차원의 불법
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자국 기업의 디지털 음원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이 고조되고
정부의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 등으로 향후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이며 10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69]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기타 음원서비스 시장이
79.7%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며 스트리밍 음악시장 비중은 18.8%를
기록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보급률 증가로 2020년
스트리밍 음악은 43,5%까지 시장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며 기타 음악
시장 비중은 56.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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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0]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다.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오프라인 중심의 음악시장 구
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트리밍 시장

2015년 일본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5.7% 상승한 6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2위의 음악시장 규모를 가진 일본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패키지 음반 구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오프라인 음반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소유에 가치를 두는 소비 문화와 더불어 일본
아이돌 그룹 시장의 독특한 문화59)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의 스트리밍 시장 역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일본시장에 출시된 라인뮤직(Line
Music)이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애플뮤직(Apple Music), 구글(Google), 아마존(Amazon)이 일본에
표

돌 룹 AK 8
특 멤

앙 멤버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데 투
팬들 D 몇 백장씩 구매하기도 한다.

59) 일본 대 아이 그 인
B4 의 경우 무대 중 에 설
용지가 C 에 포함되어 있어 정 버의
이 C 를

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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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였고 현지기업 AWA가 스트리밍 음원 시장에 뛰어들면서
스트리밍 음원 시장 경쟁이 촉진 되었다.
[표 2-103]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745 586 447 439 416 371 314 256 200 151 -18.3
스트리밍 8 14 42 108 168 244 329 412 489 553 26.9
기타
205
147
102
74 55 42 33 26 19 14 -23.9
합계
959
747 590 620 639 656 676 694 709 719 2.4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2-171]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또한 2012년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2015년에는 일본 경제무역부 주도로 자국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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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라이선싱 계획을 세우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규모의 성장과 국가차원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디지털음원 시장은 향후 일본 디지털 음악
시장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며 7억 1,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72] 일본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한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스트리밍과 연계 서비스 중심
의 한국 디지털 음악시장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25.7% 상승한 2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빠른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에는 스트리밍
시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까지 한국 음악시장 역시 불법복제로
인해 다운로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되고 1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책정되거나 통신사의 번들링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디지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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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국내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정액 6000원에서 1만원의 가격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음원 스트리밍 앱 ‘멜론’과 ‘벅스’가 Top10 순위권을 기록중이다
(Appannie 2015).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와 유통
플랫폼들이 저작권자들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독립적인 유통 플랫폼을 만들거나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 뮤직으로 이동하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국 디지털 음악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순 음원제공 뿐 아니라 공연, 동영상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이 예상되는 향후 한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14.3%의 성장률을 보이며 5억 5,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4] 한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다운로드
72 21 10 11 11 10 9 8 7 6 -11.4
스트리밍 62 89 136 201 261 324 383 442 497 546 15.9
기타
41
29
18
13
11
9
7 4 2 1 -38.1
합계
175
139
164
225
283
342
398
454
506
552
14.3
* 출처 : PwC(2016)
** 기타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 세부 시장 데이터는 반올림으로 인하여 각각의 데이터 값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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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3] 한국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74] 한국 디지털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시장이
92.2%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며 디지털 다운로드3.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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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운로드 음악이 높은 41.1%의 시장 비중을 보였으나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스트리밍 음악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디지털 음악시장 트렌드는 소유에서 소비로 완벽히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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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지털 정보콘텐츠
1)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글로벌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2,166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의 포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빅데이터 기업의 인수가
활발했으며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대규모 무역 전시회가 개최되어
관련 비즈니스 정보의 교류도 매우 활발했다.
중남미의 핵심국가들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위의 무역 전시회를 개최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브라질은
이를 계기로 규제기관 아나텔(Anatel)이 인터넷 인프라망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다.
유럽은 시장조사기업의 빅데이터 이용과 해외 시장점유율 확대,
무역 전시회의 진출이 활발했으며 특히 프랑스는 디지털 전문정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 기업 입소스(Ipsos)가 제조, 유통, 리테일 분야로 사업을 확
장하고 경쟁사인 RDA 그룹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동·아프리카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고속
인터넷 연결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빅데이터와 전문정보 시장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향후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125억 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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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5]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즈 스 80,773 83,359 88,384 92,052
금융 29,262 30,189 32,100 33,507
마케팅 25,840 26,585 27,982 28,964

비 니
정보

7

95, 00

77

8

99,411 103,200 10 ,0 2 111,030 115,06

7 7 878
8 8 78 7
산업
7 8 8
8 8
8
7 77 7
디지털
6,421 7,343 8,481 9,444 10,356 11,208 11,979 12,672 13,270 13,748
디렉토리 광고
e-book
12,213 17,353 22,561 27,197 31,655 36,303 41,070 45,774 50,359 54,900
디지털 신문 6,643 8,229 9,715 10,973 12,313 13,806 15,374 16,890 18,333 19,658
광고
6,182 7,276 8,107 8,673 9,302 9,962 10,647 11,318 11,976 12,619
구독
460
953 1,609 2,300 3,011 3,844 4,727 5,571 6,357 7,039
34,916 36,3 5 3 ,
39,429 41,011 42,615
29,951 30,930 31, 92 32, 43 33, 1 34, 06
25,6 1 26,5 5 2 ,301 29,5 1 30, 33 32,106 33,429 34, 00 36,23 3 , 4

바
테

모 일
30,246
인포 인먼트
합계

43,643

136,295 159,92

7

56,6 0

7 185,812

61,340

66,620

201,006 216,645

73,480 81,085 89,521 98,883
234,208 252,707 271,929 291,875

8

3.

4.1
3.0
4.1

8

5.

11.6

8

9.

6.3

8

1 .5

109,130

10.4

312,504

7.6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k 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175]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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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보고서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로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및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획득이 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비활동 시 가격대 성능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똑똑한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을 불러왔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유·무선 인터넷 보급률 증가는 디지털
B2B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인쇄물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고객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디지털 상호작용의 증가는 디지털 정보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2-176]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v

v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s. 2015 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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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북미 지역이 48.2%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17.4%의 점유율을 보인 아시아 시장은 디지털 유무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디지털 정보콘텐츠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22.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77] 세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
니스 정보가 시장을 견인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043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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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의 포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빅데이터 기업의 인수가
활발했으며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대규모 무역 전시회가 개최되어
관련 비즈니스 정보의 교류도 매우 활발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은 비즈니스정보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캐나다의
로저스(Rogers), 텔러스(Telus), 벨 모빌리티(Bell Mobility) 등 3대
모바일 사업자는 LTE 망의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며
유선사업자 쇼(Shaw)는 무선통신사 윈드(Wind)의 인수를 단행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했다.
[표 2-106] 북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64,380 67,067
4.3
25,606 26,790
4.7
16,781 17,186
2.9
21,994 23,091
4.8
5,658 5,782
4.2
26,251 28,540
10.4
6,806 7,043
4.4
5,827 5,990
3.5
979 1,053
10.4
30,741 33,340
8.6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비즈니스
44,442 46,146 49,838 52,124 54,462 56,845 59,285 61,788
정보
금융 17,068 17,766 19,322 20,275 21,265 22,292 23,358 24,462
마케팅 12,589 13,013 13,926 14,432 14,933 15,414 15,885 16,346
산업
14,786 15,367 16,590 17,417 18,264 19,139 20,043 20,980
디지털
2,668 3,232 3,850 4,317 4,702 5,016 5,273 5,486
디렉토리 광고
e-book
7,204 10,113 13,332 15,432 17,430 19,547 21,758 23,993
디지털 신문 3,598 4,410 5,059 5,366 5,689 6,008 6,298 6,557
광고
3,407 4,101 4,628 4,832 5,048 5,263 5,464 5,651
구독
191
309
431
533
641
745 834 906
모바일
11,529 15,739 19,240 20,600 22,100 24,001 26,065 28,306
인포테인먼트
합계
69,441 79,640 91,319 97,839 104,384 111,417 118,680 126,130 133,836 141,773
6.3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콘텐츠의 확산과 이용율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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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통신을 통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북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한 1,417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78] 북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비즈니스정보가
52.2%의 시장비중을 보였으며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e-Book, 디지털
신문이 뒤따르고 있다.
2010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64.0%를 점유했던 비즈니스 정보
시장은 현재와 같은 추세의 성장률을 보이는 e-Book시장과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으로 인하여 2020년에 47.3%의 시장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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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9] 북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나. 중남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무역 전시회와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 성장

2015년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88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남미 국가 중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비즈니스 정보
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무역잡지와 전문 서적
시장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B2B 무역정보 잡지의
판매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ICOMEX 전시회가 주도하는 멕시코의
무역 전시회의 경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올림픽 개최하고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규제기관 아나텔
(Anatel)이 인터넷 인프라망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으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54%를 넘어서게 되었고
데이터 중심의 사용자가 급증하였으며 비즈니스 정보의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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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전역에 LTE 망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통신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모비스타(Movistar)는 자회사 텔레포니카를
통해서, 아메리카 모빌(America Movil)은 클라로(Claro)를 통해
아르헨티나 전역의 무선통신망 시장점유율 확대해 왔고 비즈니스
정보의 교류와 전자책의 이용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정보콘텐츠의 이동이 빨라진 중남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0.0%의 성장률을
보이며 1,42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7] 중남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2,692 2,806
4.3
765 788 3.2
1,205 1,253
4.0
721 765 6.0
487
517
10.1
624
713 18.4
617
697
20.6
251
288
17.7
367
409
22.9
8,607 9,560 10.9
13,027 14,293
10.0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비즈니스
1,890 1,953 2,080 2,175 2,273 2,373 2,476 2,582
정보
금융
577
592
624
648
673
696
719 743
마케팅 868 895 947 987 1,028 1,070 1,114 1,159
산업
445
466
509
540
572
606
643
680
디지털
145
179
225
274
320
365
409
451
디렉토리 광고
e-book
53
122
174
245
306
372
448
534
디지털 신문
46
82 133 197 273 357 446 533
광고
46
63
82 104 128 154 183 216
구독
0
19
51
94
146
203
262
317
모바일
1,718 3,217 4,790 5,210 5,690 6,310 6,998 7,761
인포테인먼트
합계
3,851 5,553 7,403 8,102 8,862 9,777 10,777 11,860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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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0] 중남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81] 중남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전체 시장의 64.2%를 점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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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2010년 시장점유율 49.1%로 가장 높은 시장비중을 보였던
비즈니스 정보시장은 25.6%로 대폭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현재보다
6.0%p 감소한 19.6%를 기록한 전망이다.
다. 유럽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
한 빅데이터 활용과 비즈니스 정보 시장 성장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573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을 선도하는 영국은 인터넷 인프라의
고도화로 인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마케팅 기회를 찾고자 노력 중이며 무역전시회를 통한 B2B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 최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전시회는 UBM, i2i, 클라이온 이벤트(Clarion Events), 리드 전시회
(Reed Exhibitions) 등이 있으며 B2B, B2C간의 무역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진행했다.
독일은 스마트폰, 태블릿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월간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도 평균 100MB에
이르고 있어 비즈니스 정보의 확산과 전자책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현지 통신 사업자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과 보다폰(Vodafone)등의 통신사들은 통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에 돌입해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현 유선 인터넷의
대다수인(68.7%) 50Mbps 인터넷 망을 2020년까지 7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맞춰 통신사 보다폰(Vodafone)은
1Gbps 속도의 인터넷 망을 2016년부터 설치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인프라 정책 덕분에 독일은 서유럽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정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조사 부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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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어 시장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 역시 매우 활발하다.
비즈니스 정보의 획득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무역 전시회는 총면적
282만 제곱미터의 규모에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쇄 및 디지털 부문의 무역 잡지의
발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08] 유럽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비즈니스
24,175
정보
금융 7,785
마케팅 8,831
산업
7,559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30,138 30,897
2.8
9,586 9,822
2.9
10,593 10,820
2.2
9,959 10,255
3.3
4,829 4,977
5.4
13,590 14,764
13.1
5,773 6,231
11.4
2,743 2,903
7.0
3,031 3,328
16.3
20,182 21,690
7.7
74,513 78,559 6.5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4,565 25,434 26,169 26,937 27,725 28,526 29,344
7,849 8,067 8,265 8,520 8,784 9,053 9,326
8,942 9,223 9,446 9,683 9,919 10,145 10,369
7,775 8,145 8,457 8,735 9,022 9,328 9,649
디지털
2,902 3,053 3,313 3,551 3,821 4,105 4,374 4,624
디렉토리 광고
e-book
2,729 3,990 5,176 6,569 7,984 9,456 10,931 12,327
디지털 신문 1,622 2,079 2,626 3,141 3,633 4,186 4,766 5,296
광고
1,423 1,620 1,778 1,915 2,072 2,233 2,404 2,578
구독
199
458
848 1,226 1,561 1,953 2,361 2,718
모바일
5,620 9,508 13,410 14,160 15,000 16,155 17,399 18,739
인포테인먼트
합계
37,047 43,195 49,959 53,590 57,375 61,627 65,996 70,331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프랑스는 디지털 전문정보 시장 확대와 함께, 무역 전시회의
경우 코멕스포시움 (Comexposuim), 리드 엑스포지션 (Reed
Expositions), GL이벤트(Gl Events) 등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
프랑스의 무역 전시회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관련 매거진 및 디지털
정보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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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유럽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5% 성장률을 보이며 785억 5,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2] 유럽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011년 전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65.3%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던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시장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와
e-Book시장비중의 확대로 2015년 46.9%까지 감소했다.
향후 유럽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e-Book시장과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비중의 확대로 2020년에는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시장점유율이
39.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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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3] 유럽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라.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인터넷 망 고도화와
중국 시장의 성장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41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비즈니스 정보의 확산을 위해 유무선 인터넷의 접근성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며 특히 모바일 인터넷은 3G에서 4G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고속 LTE 서비스도 출시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확산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일본의 B2B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 비즈니스 정보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으며 인접국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에 맞춘 무역 전시회가
다수 개최되어 디지털 비즈니스 정보의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277

중국의 인터넷접근 환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차이나
유니컴(China Unicom),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등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터넷망의 설치와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환경의 도래는 중국 비즈니스 정보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디지털화된 전문서적과 무역잡지의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1.0% 성장한 703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9]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12,724 13,169
3.5
4,634 4,787
3.2
4,853 5,086
4.9
3,237 3,296
1.9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비즈니스
9,539 9,931 10,229 10,679 11,083 11,484 11,889 12,298
정보
금융 3,565 3,704 3,799 3,954 4,082 4,213 4,348 4,488
마케팅 3,304 3,476 3,612 3,813 4,008 4,215 4,423 4,632
산업
2,669 2,751 2,817 2,912 2,993 3,056 3,119 3,179
디지털
676
829 1,022 1,207 1,394 1,578 1,756 1,926 2,095 2,260 10.2
디렉토리 광고
e-book
2,209 3,092 3,826 4,868 5,829 6,796 7,772 8,728 9,673 10,634
12.8
디지털 신문 1,359 1,627 1,852 2,203 2,625 3,131 3,709 4,316 4,918 5,442
15.7
광고
1,288 1,465 1,583 1,773 1,985 2,222 2,487 2,746 3,009 3,273
10.5
구독
70 162 269 431 639 909 1,222 1,570 1,908 2,170 27.7
모바일
9,913 13,212 16,740 18,610 20,760 23,542 26,696 30,274 34,330 38,850
13.4
인포테인먼트
합계
23,695 28,691 33,668 37,568 41,690 46,531 51,822 57,542 63,739 70,355
11.0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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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4]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85]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1년 아시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40.3%를 점유했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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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장은 무선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인포
테인먼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2015년 26.6%까지 감소했다.
향후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e-Book, 디지털신문의 시장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0년에는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시장비중은
18.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네트워크 투자
를 통한 모바일 인포테인먼트와 비즈니스 중심의 성장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43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집트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까닭에 비즈니스 정보의 확산이
더딘 편이며 인쇄 디렉토리 광고를 포함한 전문서적, 무역잡지 등의
시장은 디지털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전문정보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현지의 유선 인터넷 사업자인
에티사랏(Etisalat) 등이 고속 인터넷 연결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즈니스 정보 시장은 약 62.8%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의 도입으로
디지털 광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비즈니스 정보의
교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11.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75억 2,4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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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0]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비즈니스
727 764 803 906 945
정보
금융
268
278
289
365
377
마케팅 248 259 273 287 300
산업
212
227
241
255
268
디지털
30
49
71 94 119
디렉토리 광고
e-book
18
35
54
82 106
디지털 신문

19

32

46

66

93

광고

19

26

3

50

69

0

6

16

24

2,490

2, 60

3,0 0

3,463

3,90

8

4,334

독
바
테
구

모 일
인포 인먼트

1,466

합계

2,260

7
2,847
1,96

7
9

7

7

[단위 :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985 1,023 1,060 1,096 1,129
3.6
389
400
411
420
429
2.6
313
326
338
349
360
3.7
283
297
312
326
340
4.9
144
167
186
202
212
12.2
132
160
191
222
250
18.8
123
156
188
219
244
21.3
89 109 128 147 165 19.0
34
47
60
72 79 26.9
3,472 3,927 4,441 5,023 5,690
13.1
4,856 5,433 6,067 6,761 7,524
11.7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18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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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비중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비즈니스
정보 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기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집트, 이란, 남아공 등은 더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비중의 확대로 2020년에는 75.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비즈니스 정보 시장비중은 15.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87]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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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s. 2015 s. 2020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111]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8 74,317 85,379 91,475 97,537 104,046 110,768 117,660
78 11,371 13,664 14,884 15,920 17,129 18,413 19,753
5,038 6,054
6,562
7,432 8,195 8,954 9,650 10,323
2,397 2,724
3,078
3,229 3,436
3,672
3,924 4,162
81,664 94,466 108,683 117,020 125,088 133,801 142,755 151,898

미국

64, 51

중국

9,3

일본
한국
합계

7

124, 92 132,14

8

21,216

23,550

10,95

11,6 3

7

8
4,405
4,729
161,370 172,110

6.3

8.1
7.3

6.6
6.6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가. 미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빅데이터 활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미국 정보콘텐츠 시장

2015년 미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975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경제 활성화로 인해 고용이 증가하면서 7년만의 제로 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실질 고용률과 소비, 투자의 증가가 예상
보다 활발하지 못해 예정되었던 금리인상을 몇 차례 연기하는 발표가
이루어졌다.
때문에 기업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더 많은 비즈니스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 지속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메타너틱스(Metanautix)를
인수하였고 가트너(Gartner)는 미국에서 향후 2년간 빅데이터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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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미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59,834 62,266
4.2
23,794 24,863
4.6
15,533 15,872
2.7
20,508 21,531
4.8
4,892 4,950
3.3
25,126 27,322
10.3
6,453 6,673
4.3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비즈니스
41,432 42,983 46,517 48,631 50,785 52,971 55,202 57,481
정보
금융 15,911 16,549 18,038 18,920 19,832 20,776 21,750 22,756
마케팅 11,736 12,121 12,995 13,455 13,909 14,339 14,756 15,160
산업
13,784 14,313 15,484 16,255 17,044 17,857 18,696 19,565
디지털
2,423 2,937 3,493 3,898 4,218 4,463 4,650 4,790
디렉토리 광고
e-book
6,923 9,710 12,819 14,816 16,709 18,723 20,832 22,968
디지털 신문 3,437 4,199 4,826 5,111 5,413 5,712 5,982 6,223
광고
3,249 3,895 4,402 4,588 4,787 4,985 5,170 5,342 5,504 5,654
3.4
구독
188
304
424
523
627
727 812 881 949 1,018 10.2
모바일
10,637 14,488 17,724 19,019 20,412 22,177 24,101 26,199 28,487 30,937
8.7
인포테인먼트
합계
64,851 74,317 85,379 91,475 97,537 104,046 110,768 117,660 124,792 132,148
6.3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예년보다는 높은 경제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기업 간 무역과
거래가 활발해지고 경기회복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레저, 건축을
중심으로 약 250여건의 무역 전시회가 큰 규모로 개최되었다. 또한
관련된 B2B분야의 잡지 판매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비즈니스
정보 교류가 대폭 증가했고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는 정보의 전파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
평균 6.3% 성장률을 기록하며 1,321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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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8] 미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89] 미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v

v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s. 2015 s. 2020

2011년 미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63.9%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시장은 e-Book과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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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테인먼트 시장 확대로 2015년 시장점유율이 52.1%까지 줄어
들었다. 향후 미국 비즈니스 정보 시장은 e-Book과 모바일 위치기반
정보 시장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보여 2020년 시장점유율이
47.1%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콘텐츠시장 전반의 성장 견인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5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B2B 시장은 중국의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접근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주요 통신사들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터넷망
설치와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정보와 전문정보의 유통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선인터넷의 비율은 28.5%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모바일
인터넷 LTE 이용자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181조MB
의 데이터 트래픽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PwC 2016).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으로 중국 비즈니스 정보 시장이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약 1만 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총자산이 약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위한 인큐베이터와 엔젤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1%를 기록하며 235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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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중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3,939 4,110 4,275 4,445 4,622
4.2
1,458 1,532 1,613 1,702 1,801
5.3
1,451 1,529 1,598 1,666 1,734
4.9
1,029 1,049 1,064 1,077 1,087
1.5
368
407
444
478
508
9.1
1,268 1,490 1,724 1,966 2,225
16.2
955 1,132 1,293 1,448 1,590
14.9
795 922 1,033 1,138 1,231 12.5
160
210
260
310
359
26.7
10,599 11,273 12,018 12,879 14,604
7.9
17,129 18,413 19,753 21,216 23,550
8.1

2011 2012 2013 2014 2015p
비즈니스
2,888 3,090 3,345 3,572 3,762
정보
금융 1,076 1,152 1,238 1,324 1,389
마케팅 1,007 1,081 1,190 1,281 1,365
산업
805 856 916 968 1,008
디지털
164
200
245
288
328
디렉토리 광고
e-book
245
422
608
851 1,051
디지털 신문
418
470
549
659
795
광고
418
443
505
588
684
구독
0
27
44
71 110
모바일
5,664 7,189 8,918 9,514 9,984
인포테인먼트
합계
9,378 11,371 13,664 14,884 15,920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190] 중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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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모바
일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전체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60.4%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비즈니스 정보 시장이
30.8%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비즈니스 정보 시장점유율은 23.6%
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인포테인먼트와 e-Book, 디지털신문의 시
장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향후 2020년 까지 e-Book, 및 디지털신문의 시장비중은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즈니스 정보 시장과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의 시장비중은 소폭 감소해 각각 19.6%, 6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2-191] 중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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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비중 비교, 2011 s. 2015 s. 2020

다. 일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인터넷 인프라 고도화로
기존 강점인 비즈니스 정보 시장 경쟁력 강화

2015년 일본의 정보콘텐츠 시장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8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의 비즈니스 정보의 확산은 우월한 인터넷접근 환경에 기반하며
일본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해 NTT
도코모(NTT Docomo), KDDI 등의 사업자들이 보다 빠른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 확대에 노력해왔다.
모바일 인터넷은 3G에서 4G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150Mbps의 속도가 보장되는 LTE 서비스에 이어 2015년 3월
NTT도코모는 최대 225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LTE
서비스를 내놓기까지 했다.
이처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온 일본 B2B 시장 활성화와 비즈니스 정보의 유통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비록 오랜 기간의 불경기로 2015년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B2B 시장을 형성하는데 머물렀지만 인접국 중국에서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자국 수출 진작을 위한 무역 전시회가 다수 개최
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예고한
일본은 내수 활성화와 비즈니스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또한 활발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3%를 기록하며 116억 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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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 일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3,057 3,102 3,147 3,192
1.5
1,113 1,118 1,121 1,123
0.4
1,118 1,153 1,189 1,226
3.1
826 831 837 843 0.6
326
357
385
409
10.0
3,281 3,576 3,826 4,041
9.1
656
722 788 853 10.3
396
424
453
480
7.2
260
298
335
373
15.1
2,331 2,566 2,811 3,188
11.6
9,650 10,323 10,957 11,683
7.3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비즈니스
2,932 3,002 2,862 2,922 2,967 3,012
정보
금융 1,102 1,120 1,076 1,091 1,100 1,107
마케팅 1,005 1,051 980 1,017 1,050 1,083
산업
825 832 805 813 817 821
디지털
102
135
175
215
254
291
디렉토리 광고
e-book
1,190 1,569 1,776 2,217 2,609 2,961
디지털 신문
272
388
392
458
523
589
광고
223
312
284
311
339
367
구독
49
76 108 147 185 222
모바일
542
960 1,357 1,621 1,842 2,101
인포테인먼트
합계
5,038 6,054 6,562 7,432 8,195 8,954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192] 일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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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66.4%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비즈니스 정보 시장은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과 e-Book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따라 2015년 36.2%까지
감소했다. 2020년까지 e-Book,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되며 e-Book 시장은 비즈니스 정보
시장을 추월해 최대 시장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93] 일본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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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비즈니스 정보와 전자책
시장이 성장을 견인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정보콘텐츠 시장은 전년대비 10.3% 증가
한 8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정보와 전자책 시장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인 한국은 전 세계 194개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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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전통적 의미의 교역을 상징하는 상품과 서비스 유출입은
상위권이지만,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입
부문에서는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의하면 디지털 세계화와 관련, 전 세계
194개국의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데이터 유출입을 기반으로
산출한 연결지수를 보면, 한국은 전체 16위에 올랐다(연합뉴스,
2016.3.4.)
따라서 디지털 정보콘텐츠의 유출입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확대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 정보콘텐츠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6% 성장률을
보이며 47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표 2-115] 한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1,180 1,199 1,216 1,233
1.6
441
449
457
464
1.8
422
429
435
441
1.6
317
321
325
328
1.1
141
150
161
173
6.9
1,270 1,394 1,509 1,622
10.4
434
478
525
573
10.3
339
370
403
439
9.3
95
108
121
134
14.2
899 941 994 1,127 6.3
3,924 4,162 4,405 4,729
6.6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비즈니스
1,036 1,053 1,097 1,121 1,142 1,161
정보
금융
386
393
407
416
424
433
마케팅 361 368 389 400 408 415
산업
289
292
301
306
310
313
디지털
98
103
111
118
124
132
디렉토리 광고
e-book
447
607
752 864 989 1,124
디지털 신문
211
236
277
313
351
391
광고
198
209
234
257
282
309
구독
12
27
43
56
69
82
모바일
605
725 840 813 829 863
인포테인먼트
합계
2,397 2,724 3,078 3,229 3,436 3,672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 디지털 디렉토리 광고와 디지털신문의 광고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e-Book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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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4] 한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95] 한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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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비중 비교, 2011 s. 2015 s. 2020

2011년 한국 디지털 정보콘텐츠시장의 43.2%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한 비즈니스 정보 시장은 e-Book시장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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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됨에 따라 2015년 33.2%까지 감소했다. 2020년까지 e-Book,
디지털신문 시장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을 예상되며 e-Book 시장은
비즈니스 정보 시장을 추월해 최대 시장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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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1)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2,07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해당 시장규모는 국외
데이터 수집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로 한정하여 집계된 자료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및 범주를 확대 하였을 경우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단문, 그림 등의 메시지 전송이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개인유저 간 커뮤니케이션 툴을 넘어, 기업과 고객이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며 고객관리(CRM)를 목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고객응대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텍스트 기반의 ‘컨시어지’ 서비스 등장으로 대화형 UI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SMS) 기반의 컨시어지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메신저 기반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온디맨드 서비스 시대를 맞아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고객의 부담을 줄어주는 비대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분명한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수의 서비스 업체들이 필요한 주문도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생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 이통사 스프린트(Sprint)는 자사 가입자들이 더욱
강력한 문자메시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 메신저 앱의 제공을 발표했으며 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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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 앱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로 긴 내용의 문자와 고품질
사진은 물론 그룹 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스북 메신저나 애플의 iMessage, 그리고 왓츠앱 등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왔으나 스프린트는 메시징 앱이 기존 SMS 서비스에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전 세계 56개 이통사와 RCS를 안드로이드
표준의 메시징 앱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제휴를 맺었고 LG전자나
넥서스 단말 보유자들은 앱 업데이트를 통해 RCS의 이용이 가능하다
(애틀러스, 2016. 1.18).
글로벌 IT 기업들이 해외 통신사, 제조사 등과 제휴해 문자, 그림,
영상 등을 포괄하는 복합 메시징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2,600억 7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16]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64,144 92,676 120,450 126,600 132,710 138,263 144,118 150,294 156,810 163,670 4.3
MMS 12,431 17,142 22,240 23,480 24,780 26,094 27,494 28,987 30,581 32,240 5.4
모바일
이메일 및
25,378 35,076 45,560 47,650 49,920 52,431 55,094 57,919 60,916 64,160
5.1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8 88

77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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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53 144, 94 1 ,250 19 , 30 20 ,41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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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6]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그림 2-197]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2015년 기준 SMS 시장은 전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62.9%를 점유했으며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MMS가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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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있다. 현재의 트렌드는 2011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MMS 시장 비중의 확대로 SMS 시장비중이 현재보다 1.1%p 하락한
6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역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글로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북미지역 점유율이
3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3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유럽과 중남미 시장이 확대되면서 33.2%까지 감사하였다.
향후 아시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에는 세계 시장의
35.3%를 점유해 북미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98]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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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기회 모색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688억 1,6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미지역은 미국 중심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형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자인 페이스북, 구글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표 2-117]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24,056 32,840 40,145 41,840 43,430 44,646 45,896 47,181 48,502 49,920 2.8
MMS 5,233 6,397 7,820 8,144 8,456 8,735 9,023 9,321 9,629 9,940 3.3
모바일
이메일 및
10,509 12,847 15,704 16,300 16,930 17,573 18,241 18,934 19,654 20,420
3.8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39,798 52,084 63,669 66,284 68,816 70,954 73,160 75,436 77,785 80,280
3.1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페이스북은 자사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SMS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애플은 iOS 10 부터 아이메시지에 각종
이모티콘과 효과를 더하고, 아이메시지 개발 도구를 외부 개발자들에게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독점하다시피 한 구글은 최근 인공지능
(AI) 비서 기능을 적용한 메시지 서비스 ‘알로’를 선보이며 다시 한 번
메시지 서비스 도전에 나섰다.(국민일보, 2016.6.16.).
단순 메시지 시장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이며 802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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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9]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나.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상대적으로 낮은 모
바일 이용률과 높은 잠재성

2015년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179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남미에는 무려 6억 3,4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밀집해 있으나
무선 모바일 통신 이용자가 2억 700만 명에 불과해 향후 잠재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통신망이 개설되어있음에도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인구는 3억 6,300만 명으로 남미
인구의 소비 트렌드가 디지털로 전환될 시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는
스마트폰 보급률 기준으로 보았을 때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있으며 피처폰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는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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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다.(GSMA Intelligence
2016).
이러한 시장 잠재성을 바탕으로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 230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18]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3,738 6,999 10,420 10,990 11,570 12,114 12,683 13,279 13,903 14,550 4.7
MMS 638 1,196 1,780 1,900 2,040 2,181 2,331 2,492 2,664 2,850 6.9
모바일
이메일 및
1,392 2,607 3,882 4,080 4,300 4,545 4,804 5,078 5,367 5,680
5.7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5,768 10,802 16,082 16,970 17,910 18,840 19,818 20,849 21,934 23,080
5.2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그림 2-200]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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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메신저 앱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를 유지하는 SMS시장

2015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472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한 유럽의 통신 이용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인 중 30%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적어도 1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SMS를 통한 문자 전송은 응답자의 1/4만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베리아반도 국가는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를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MS 서비스의 이용률은 단 6%에 머물렀다.
SMS를 가장 많이 사용 유럽 국가로는 덴마크 75%, 영국 68%,
프랑스 62%순으로 나타났으며 앱을 사용한 인스턴트 메신저의 이용률은
스페인 57%, 네덜란드 50%, 영국 44% 순으로 나타났다(EC, 205.10.26).
[표 2-119]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12,143 20,545 28,975 29,640 30,240 30,694 31,154 31,621 32,096 32,540 1.5
MMS 2,234 3,779 5,330 5,484 5,635 5,787 5,943 6,104 6,269 6,430 2.7
모바일
이메일 및
4,594 7,773 10,962 11,160 11,370 11,632 11,899 12,173 12,453 12,750
2.3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8,971 32,097 45,267 46,284 47,245 48,113 48,996 49,898 50,818 51,720
1.8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무선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 증가로 단문메시지(SMS)를
전송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나 단문메시지(SMS) 또는 MM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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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일구 국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향후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51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01]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라.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B2C 시장을 중심으
로 활용되는 SMS

2015년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63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중국의 인구가 10억에 이르고
있고 모바일폰 이용자도 9억을 넘어선 까닭에 SMS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1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스턴트 메시징 앱의 이용도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통신사들의
노년층을 겨냥한 3G 피처폰의 출시도 증가(애틀러스, 2016.9)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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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문자 서비스 이용률도 54%로 앱을 이용한 인스턴스 메시지
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Statista, 2015.10) SMS, MMS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SMS 이고 기존의 우편, 택배, 금융,
통신 서비스의 공공 알림 서비스 역시 SMS 기반의 서비스로 구축
되어있기 때문에 SMS, MMS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쉽사리 사그러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 앱의 환경은 다르지만 이후
무선 인터넷과 피처폰의 활용도가 지속되고 운송 통신 메시지
시스템의 변경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
케이션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917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0]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21,098 28,122 35,630 38,460 41,400 44,339 47,487 50,859 54,470 58,300 7.1
MMS 3,790 5,051 6,400 6,962 7,569 8,220 8,927 9,695 10,528 11,410 8.6
모바일
이메일 및
7,705 10,270 13,012 13,970 15,020 16,207 17,487 18,868 20,359 21,990 7.9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32,593 43,443 55,042 59,392 63,989 68,766 73,901 79,422 85,357 91,700
7.5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304

[그림 2-202]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인프라 구축
수준이 낮은 국가 중심의 SMS, MMS 활용

2015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9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중점도시를 중심으로 고도화된 유·무선
인프라망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의 이용율도 매우 높다.
하지만 이집트, 남아공, 이스라엘, 이란 등의 국가는 저속 무선
인터넷 또는 일반 피처폰의 보급률이 높아 SMS, MMS 등의 서비스
시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32억 9,0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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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6,898 7,353 7,838 8,360
6.6
1,269 1,376 1,491 1,620
8.4
2,663 2,865 3,083 3,310
7.6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SMS 3,109 4,171 5,280 5,670 6,070 6,471
MMS 536 719 910 990 1,080 1,171
모바일
이메일 및
1,177 1,580 2,000 2,140 2,300 2,475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4,822 6,470 8,190 8,800 9,450 10,117 10,830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11,594 12,412 13,290

7.1

[그림 2-20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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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122] 주요 국가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7 8 47,945 58,654

36, 1

중국

1 ,624

23,636

29,321

일본

1, 2

3,15

4,463

77
5,174 5,679

2, 62

2,594

95,200

99,324

8

한국

78
1,989

합계

59,113

7
2,383
77,121

7

61,194

8 72,087 74,477
8 32,021 32,684
6,137
6,452 6,732
6,989
7,233
2,556
2,520
2,488 2,467
2,473
2,198
102,574 105,182 107,799 110,552 113,570 116,592

미국

30,362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7

63,564

65,566

6 ,652

69, 25

3.2

30, 5

30,959

31,20

31,52

1.2

7

5.0
-3.0
2.6

가.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IT 기업들의
SMS 활용과 AI 결합

2015년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635억 6,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시장을 공략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6월 14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SMS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에서는 바로
적용되며 다른 나라는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 사람끼리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SMS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월간 활성이용자가 9억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메신저는
SMS를 포함하게 될 경우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메신저를 플랫폼화 하려는 페이스북의 전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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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애플은 iOS10부터 아이메시지(iMessage)에 각종 이모티콘과 효과를
더하고, 아이메시지 개발 도구를 외부 개발자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여 메신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구글은 최근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을 적용한 메시지 서비스
‘알로’를 선보이며 다시 한 번 메시지 서비스 도전에 나섰다. 구글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전 세계 이통사들에 차세대
SMS 서비스로 불리는 통합커뮤니케이션서비스(RCS) 도입을 제안
했다.(국민일보, 2016.6.16.)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2020년까지 연
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이며 744억 4,7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3]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22,197 30,234 36,987 38,630 40,113 41,253 42,438 43,669 44,947 46,308 2.9
MMS 4,828 5,889 7,204 7,515 7,814 8,075 8,347 8,631 8,927 9,225 3.4
모바일
이메일 및
9,693 11,822 14,463 15,049 15,637 16,238 16,867 17,525 18,213 18,943
3.9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36,718 47,945 58,654 61,194 63,564 65,566 67,652 69,825 72,087 74,477
3.2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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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4]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나.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자국 메시징앱 중심의
성장과 보안 이슈 대두

2015년 중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307억 7,5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표 2-124]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SMS 12,056 15,301 18,981 19,662 19,910 19,962 20,053 20,189 20,434 20,646 0.7
MMS 2,166 2,748 3,409 3,558 3,641 3,701 3,770 3,849 3,950 4,041 2.1
모바일
이메일 및
4,402 5,587 6,931 7,142 7,224 7,296 7,384 7,490 7,637 7,996
2.1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8,624 23,636 29,321 30,362 30,775 30,959 31,207 31,528 32,021 32,684
1.2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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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바일폰 유저가 약 9억 명에 이르고 있어 SMS, MMS의
이용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보급률 증가로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
(Alibaba)등이 자체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높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중국 정부의 인스턴트메시지 앱 규제로 인해
라인(Line),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대신 위챗
(WeChat)의 이용 비율이 높으며 중국 성인 10명중 6명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Globalwebindex, 2016.1.25.)
최근 중국은 해킹으로 인한 인스턴스 메시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최초로 해킹이 불가능한 퀀텀 기술을 도입한 메시지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 공공기관과 기업 베이스의 수요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gital Trends, 2016.5.26.).
[그림 2-205]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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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낮은 성장을 보이며 326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공공기관 서비스 중심으로
활용되는 SMS

2015년 일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56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처폰 사용율이 높아 SMS 전송
비율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보다 높은 편이며 공공기관, 서비스
분야의 SMS 이용 비율도 여전히 높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로 이미지, 영상 등을 함께 전송
가능한 인스턴트 메시지의 이용 비율이 증가했으며 라인(Line)은
인스턴트메시지 앱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용자 비중은 일본 인구의
53%이상으로 나타났다.(R25 2016.3)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MM종합연구소는 일본내 휴대전화 판매량이
2016년 상반기 동안 감소하여 피처폰의 교체 수요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해(Jpnews.kr, 2016.11.11.) 한동안 일본의 SMS 시장은 현재와
유사한 시장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72억 3,3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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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5]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SMS 1,154 2,044 2,889 3,351 3,674
MMS 207 367 519 606 672
모바일
이메일 및
421
746 1,055 1,217 1,333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782 3,157 4,463 5,174 5,679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단위 :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3,957 4,146 4,311 4,460 4,599
4.6
734 779 822 862 900 6.0
1,446 1,527 1,599 1,667 1,735
5.4
6,137 6,452 6,732 6,989 7,233
5.0

[그림 2-206]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라. 한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카카오톡 중심의 메시
징 서비스 재편

2015년 한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SMS, MMS 이용 빈도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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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의 이용도가 대단히
높아지면서 SMS, MMS 시장규모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체국, 택배서비스 등도 단문메시지 서비스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있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SMS 이용 빈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표 2-126] 한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SMS 1,288 1,543 1,788 1,680 1,654 1,625 1,598 1,580
MMS 231 277 321 304 302 301 301 301
모바일
이메일 및
470
563
653
610
600
594
589
586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989 2,383 2,762 2,594 2,556 2,520 2,488 2,467
* 출처 : PwC(2016), Markets&Markets(2015)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20 2015-20
CAGR
1,578 1,397
-3.3
305
274
-1.9
590
527
-2.6
2,473 2,198
-3.0

[그림 2-207] 한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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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1억 9,8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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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1)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671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5.7%의 성장률을 보이며 887억
2,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7]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콘텐츠
27,811 37,717 45,278 54,067 67,109 73,412 82,091 83,379 87,053 88,721
5.7
유통플랫폼
* 출처 : 중소기업청(2015), eMarketer(2011～2015), Statista(2015), Goldman Sachs(2012)

[그림 2-208]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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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권역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은 아시아 지역이 전체
시장의 33.4%를 점유하면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속 광대역 유·무선 인터넷 확대 및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와
이를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은 북미, 유럽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향후 2020년 아시아 시장은 전체 시장의 37.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09] 세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0 vs.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타깃 광고 기술
발전에 힘입은 유통 플랫폼 시장 성장

2015년 북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9.8% 증가한 212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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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8] 북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콘텐츠
10,630 13,540 15,779 17,759 21,273 22,794 25,202 25,489 26,612 27,040
4.9
유통플랫폼
* 출처 : 중소기업청(2015), eMarketer(2011～2015), Statista(2015), Goldman Sachs(2012)

북미지역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마켓의 시장규모가 우위를
점해왔으나 스마트기기의 등장과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 타겟
광고의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 마켓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IT기업의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2015년 3월 자체 개발자 컨퍼런스인 F8에서 사업자와 고객간의 커
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Business on Messenger’ 서비스를 공개했다.
판매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구매 및 배송 상태와 관련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미국 내 일부 사업자에게만 제공되며, 유아용품
쇼핑몰 Zulily, 배송업체 FedEX, 미국 우편 업체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온디맨드 인력중개 서비스 업체 Pro.com 등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애플은 2015년 12월 말 iMessage에 개인간(P2P)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애플은 2014년 10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애플 지도에 자신의 매장 관련 정보를
직접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ple Maps Connect’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2015년 11월에는 실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바일앱인 ‘Indoor Survey’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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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애플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iBeacon’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등 O2O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
자산을 갖추고 있다. 즉, 애플이 자사 메시지 서비스에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O2O 커머스 영역에 발을 들일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것이다.(애틀러스, 2016.1.18.)
향후 북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
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240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0] 북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나. 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모바일 인프라
구축이 견인하는 유통 플랫폼 시장

2015년 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1.2% 증가한 28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남미지역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전년도에 이은 경기 침체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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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저유가,
정부의 부패, 통화 정책 실패로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의
투자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 모바일이용자의 증가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로 인해 모바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손안의 쇼핑객이
증가해(PwC, 2016),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상거래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32억 2,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9] 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콘텐츠
919 1,358 1,902 2,325 2,819 3,010 3,202 3,068 3,204 3,222
2.7
유통플랫폼
* 출처 : 중소기업청(2015), eMarketer(2011～2015), Statista(2015), Goldman Sachs(2012)
다. 유럽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유통플랫폼 시장 성장

2015년 유럽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1%
증가한 190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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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중남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표 2-130] 유럽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콘텐츠
8,081 11,353 13,787 15,871 19,059 20,078 21,836 21,553 22,503 22,773 3.6
유통플랫폼
* 출처 : 중소기업청(2015), eMarketer(2011～2015), Statista(2015), Goldman Sachs(2012)

유럽지역은 온·오프라인 매장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한 대신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중 온라인 구매 비율이 2014년
81.0%에서 6.0%p 증가한 87%를 기록했으며 독일 역시 87%를
달성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72%, 45%,에서 소폭 증가한
79%, 54%를 기록해 2015년은 전반적으로 온라인 구매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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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유럽소비자들은 전형적인 상품 카테고리를 넘어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으로 확대되고 있는 두 가지 카테고리는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와 건축자재 등으로 나타났다.(Postnord, 2016.3.12)
향후 유럽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이며 227억 7,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2] 유럽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라.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메시징앱을 중
심으로 커머스 서비스 결합

2015년 아시아 지역의 콘텐츠유통플랫폼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2.9% 증가한 224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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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콘텐츠
7,714 10,749 12,814 16,868 22,414 25,768 29,881 31,184 32,558 33,471 8.4
유통플랫폼
* 출처 : 중소기업청(2015), eMarketer(2011～2015), Statista(2015), Goldman Sachs(2012)

아시아의 경우 독자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을 통해 자국의
오픈마켓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고 O2O 커머스 기능의 강화가
돋보였으며 채팅프로그램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모바일
메신저의 플랫폼 진화도 나타났다.
한국의 카카오는 2015년 4월 말부터 3개월 간 제품 상담부터
예약, 주문, 결제 등 모든 구매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어’
기능을 시범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결제 수단으로는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등 모바일 결제와 함께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제공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누구라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쿠폰 형태로 대량 구입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카카오 비즈이모티콘 스토어’를 공식 오픈했다.
2015년 12월에는 트위터와 제휴를 맺은 인도 룩업(Lookup)이 자체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 정보를
확인하고 업체와 고객이 고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며,
SMS과 트위터를 통해서는 일종의 컨시어지 서비스인 ‘Lookup
Lite’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본격적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 했다.
미국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자사 모바일 메신저에 자체적인
능력을 실어주고 O2O 기능을 강화하듯이 한중일을 대표하는 카카오톡,
위챗, 그리고 라인은 모바일 메신저는 기능을 확장해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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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시키는 과정에서 e커머스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Techcrunch
12.23)
향후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이며 334억 7,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3] 아시아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소수
발전된 국가 중심의 유통 플랫폼 시장

2016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15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에서 발빠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보이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가 있으며 UAE의 부동산 재벌 무함마드 알라바르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함께 총 10억 달러(약 1조 1천730억원)를
투자하여 전자상거래업체 '눈'(noon)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눈’은 의류부터 전자기기에 이르는 약 2,000만 가지의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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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쿠웨이트, 이집트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약 3억 5,000만 명의 아랍인구에도 불구하고 전자 상거래 업계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인데 현재 아랍의 전자상거랩 규모는 53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국내총샌산의 0.5%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앞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0년
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며 22억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콘텐츠
467
717 996 1,244 1,543 1,762 1,970 2,084 2,176 2,215 7.5
유통플랫폼
* 출처 : 중소기업청(2015), eMarketer(2011～2015), Statista(2015), Goldman Sachs(2012)

[그림 2-214] 중동·아프리카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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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감형 콘텐츠

1)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기준 전세계 가상현실(VR) 이용자 수는 하드코어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약 4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부터는 이러한 게이머들 외에도 기술 친화적이고 신기술의
도입에 거리낌이 없는 얼리어답터들을 포함할 경우 약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a, 2016).
중국 IT시장조사 전문기관 iiMediaResearch에 따르면, 2015년 중국
VR시장 규모는 15.4억 위안(2,820억원)을 기록하였고, 2016년 약
56.6억 위안, 2020년 550억 위안(1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중국 VR시장은 초창기 단계로 VR시장 진출 기업 대부분은
하드웨어기기 개발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선진 시장 소비자들에 비해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무료로 이용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2015년 이래 VR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했고, 가파른 시장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참여 문제는 금세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증권프러스, 2016.2.15.).
업체별로는 주요 HMD 개발사인 오큘러스는 2016년 3월 28일에
PC용 HMD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HTC는 바이브(Vive)를
2016년 4월 5일에 공개해 판매를 개시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와 접목된 가정용 가상현실 HMD에 초점을 맞추고 2016년
10월에 공식 출시했다.(KISD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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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7.1%의
세자릿수 정장률을 보이며 1,1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3]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0
구분

AR 하드웨어
AR 영화/TV
AR 게임
AR 광고/마케팅
AR 테마파크
AR커머스
기업용 AR
기타
소계

VR 하드웨어
VR 영화
VR 게임
VR 테마파크
기타

2016

2017

2018

2019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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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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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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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0

220.9

5,300

2 5.6

1, 00

191.5

7

7

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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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231.

100

200

400

1,600

2,500

123.6

7

8
7

0

200

1,300

5,600

14, 00

31 .9

100

300

900

2,000

5,100

16 .2

0

200

1,500

6,500

16,000

330.9

600

4,000

15,000

49,300

2, 00

6,200

7

200

400

1,300

8,100

89,900
8,400

7,000

7,900

3,000

5,600

249.9
32.

8

130.0

700

2, 00

100

300

1,100

3,100

5,000

165.9

소계

3,900

10,000

16,000

23, 00

29,900

66.4

합 계

4,500

14,000

31,000

119, 00

12 .1

200

8

7,400

300

5,400

800

2,500

7

73,000

3,000

8

* 출처 : Digi-Capital(2016)
** 주1) : 2016-20 CAGR 값임
*** AR게임, AR 광고/마케팅은 2018-2020 CAGR, a커머스는 2017-2020 CAGR 값임

83.3
96.8
7

주목할 지점은 현재 증강현실 기술 보다 가상현실 기술이 보다
주목받고 있으며, HMD를 비롯한 디바이스 역시 가상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방식과
범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상현실의 경우 이용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완전 몰입형 방식인데 반해 증강현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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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시야가 개방되는 부분 몰입형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상/증강현실 시장 초기에 게임을 중심으로 한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콘텐츠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콘텐츠 영역을
비롯한 다른 산업 부문과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시야가 자유로운 증강현실이 기업 영역에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이나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물인터넷(IoT)과 AR 단말과의 통합이 가상현실
보다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5] 세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2) 권역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이 42.9%의 시장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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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일본과 대만은 소니, HTC가 HMD 기기를 생산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은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 커다란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2020년까지 아시아의 실감형 콘텐츠 시장
비중은 현재보다 1.1%p 증가한 4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6] 세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20

가. 북미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ICT 기업의 비즈니스
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적용

실감형 콘텐츠는 지금까지 현실을 대체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의 증강현실이 소비자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PC, 콘솔 게임기, 스마트TV와의 연동이 매우 간편하고 다수의 게임,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이 증강현실 기기와의 연동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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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미국의 거대 IT기업인 구글이 실감형 기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스트리트뷰(Street
View) 화면에 연관 정보를 배너 형태로 노출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승인받았으며 머지않아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부문에서 광고와 결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리트뷰는 야구경기장의 이미지가 표시되면 경기 티켓의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과 같은 원리다.
향후 구글맵이나 구글 글라스에 적용할 경우 위치 정보나 유저의
행동을 기반으로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가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주방에 들어가면
페이퍼 타올, 세제, 베이글 등의 광고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저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헤드셋을 통해 우유가 없음을
알리고 관련 할인 정보를 찾아주는 등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Inverse, 2016.1.21.).
글로벌 ICT 기업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장하는 북미 지역의 실
감형 콘텐츠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4] 북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0
구분
증강현실

2016
100

800

900

2,300

1,000

3,100

가상현실
합계

2017

* 출처 : Digi-Capital(2016)

2018

2019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17,400
263.2

3,000

9,600

3, 00

5,500

6,900

66.4

15,100

24,300

122.0

7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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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북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그림 2-218] 북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vs. 2018 v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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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스마트폰 기반 가상현실기
기 중심의 성장 예상

2016년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규모는 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188.2%의 성장률을
보이며 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5]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0
구분
증강현실

2016

2017

2018

2019

0

300

1,100

가상현실

100

300

500

합계

100

600

1,600

* 출처 : Digi-Capital(2016)

3,500

700

4,200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6,000
900
6,900

-

73.2
188.2

[그림 2-219]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2016년 중남미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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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각각 높은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스마트폰, PC, 콘솔
게임기 등과 접목이 쉬운 증강현실 시장비중이 콘텐츠의 확대화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콘솔 기기에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PC, 스마트폰
중심의 증강현실 소비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20년 까지
증강현실의 시장비중은 8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20]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20

다. 유럽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콘솔 기반 기기 중심의 VR
시장 성장 예상

유럽의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유럽VR협회(EuroVR-Association)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술과 산업, 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EuroVR, 2015.12).
유럽의 경우 콘솔 이용자가 PC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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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기기를 바탕으로 한 증강현실 콘텐츠 시장 규모가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럽의 AR/VR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119.2%의 성장률을
보이며 2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6] 유럽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0
구분
증강현실

2016

2017

2018

2019

200

1,000

3,500

11,200

가상현실

1,000

2, 00

4,300

6,300

합계

1,200

* 출처 : Digi-Capital(2016)

7
3,700

7,800

7

1 ,500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19,700
215.0
8,000
68.2
27,700
119.2

[그림 2-221] 유럽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2016년 유럽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가상현실 부분이
83.3%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ㅋ으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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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들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에는
증강현실 시장비중이 7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22] 유럽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20

라.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 인도 등 거대 소비
시장 중심의 성장 예상

아시아 지역은 대만, 일본이 HMD 기기를 생산하고 중국, 인도,
일본 등이 큰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 규모는 1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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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7]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0
구분
증강현실

2016

2017

2018

200

1,600

가상현실

1,600

4,500

7,200

합계

1, 00

6,100

13,400

* 출처 : Digi-Capital(2016)

8

6,200

2019
21,200
10,600

8

31, 00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39,800
275.6
13,300
69.8
53,100

133.1

삼성은 구글 등 6개 글로벌 기업과 실감형 기기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VR협회 설립했다. 이번 협회의 설립에는 구글과
HTC, 오큘러스, 삼성, 소니, 에이서(Acer)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글로벌 가상현실 협회’(Global Virtual Reality Association,
GVRA)를 결성키로 결정했으며 전세계적으로 VR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VR이 지닌 잠재력을 깨우고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Techcrunch, 2016.12.7.).
[그림 2-223]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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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시아 지역의 AR/VR 시장은 가상현실 부분이 88.9%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20년 증강현실의 시장점유율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24]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20

마.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일부 GCC 국가와
남아프리카 중심의 성장 예상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증강현실 HMD의 수요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2016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나, 북미, 아시아 지역에 비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가상
현실 기기에 대한 투자, 인수, 합병이 활발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종교적 색체가 강하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심한편이어서
성장 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비자 중심의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 측면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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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97.2%의 성장률을 보이며
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8]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20
구분
증강현실

2016

2017

2018

2019

7

0

300

1,100

3, 00

가상현실

100

200

400

600

합계

100

500

1,500

4,300

* 출처 : Digi-Capital(2016)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7,000
185.8
800
68.2
7,800
197.2

[그림 2-225]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2016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가상현실이 각각 100.0%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증강현실 콘텐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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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시장비중은 8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26]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20

3) 주요 국가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139] 주요 국가의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6

7

2017

7

2019

7

9 0

3,00

6,499

23,5 1

122.0

중국

500

1,400

2,200

3,300

4,100

69.2

일본

500

1,300

2,200

3,200

4,100

69.2

한국

1,290

2,115

2, 51

3, 06

4,5 2

3 .3

합계

3,260

24,953

36,353

7,822

8
13,750

14,64

7

미국

* 출처 : Digi-Capital(2016)
* 일본과 중국의 경우 증강현실(AR) 시장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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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5-20
CAGR

8

8

7
82.7

[그림 2-227] 주요 국가의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추이 2011-2020

가. 미국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기업의 생태계
구축과 벤처 기업의 다양한 영역 시험

2016년 미국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2.0%의 성장률을 보이며 235억 7,1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0] 미국의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7
873
970
9

2017

776

2018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5-20
CAGR

2019

2,910

9,312

2,231

3,5 9

5,335

3,00

6,499

7

8

7

14,64

878

263.2

6,693

66.4

23,5 1

122.0

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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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VR/AR 관련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위치한 국가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오큘러스와 구글이 생태계를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콘텐츠 확보를 위해
경쟁 중이다. 또한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B2B
시장을 시험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생태계와 또 다른 축을
이루면서 가장 활발한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국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HMD 중심의 산업구조
와 부족한 킬러 콘텐츠

2016년 중국의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69.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41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이를 전망이다.
[표 2-141] 중국의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5-20
CAGR

가상현실

500

1,400

2,200

3,300

4,100

69.2

합계

500

1,400

2,200

3,300

4,100

69.2

중국의 경우 일찍부터 VR을 중심으로 실감형 콘텐츠 산업에
투자해 왔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가형 VR HMD 제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으로 실감형 콘텐츠 시장 자체는 크지 않다.
특히 킬러콘텐츠 부족, 높지 않은 VR 콘텐츠 수준, 콘텐츠에 유료
구매 문화 미비 등으로 인해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그러나 3,000여개가 넘는 VR방 시장에 글로벌 기업들이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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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향후 이용자들의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일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강점을 지닌 콘텐츠
영역에서 확산되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

2016년 일본의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6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1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2] 일본의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5-20
CAGR

가상현실

500

1,300

2,200

3,200

4,100

69.2

합계

500

1,300

2,200

3,200

4,100

69.2

일본은 PS VR의 본고장이며, 콘텐츠 강국인 만큼 VR HMD
등장과 함께 실감형 콘텐츠 역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미국 기업
Next VR에 투자한 소프트뱅크의 경우 스포츠 경기를 VR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표한바 있으며, 공각기동대로 유명한 I.G 프로덕션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애니메이션을 VR 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발표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훈련과 서비스 산업에서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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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게임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복합문화공간 서비스 시작

2016년 한국의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12억 903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한국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
균 37.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45억 8,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3] 한국의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890

2017

2018

[단위 : 백만 달러, %]
2020 2016-20
CAGR

2019

8

1,015

1,151

1,306

1,4 2

13.6

400

1,100

1, 00

2,500

3,100

66.

1,290

2,115

3, 06

4,5 2

3 .3

7
2,851

8

8

[그림 2-228] 한국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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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한국의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경우 HMD 등 디바이스의 소비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게임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IP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VR 디바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VR방’ 형태 외에도 VR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기들을 구비한 복합문화공간 형태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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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 및 주요
기술 관련 시장 동향 분석
제1절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 동향분석
제2절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시장 동향 분석

제3장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 및 주요
기술시장 동향 분석
제1절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 동향분석
1. 디지털 애니메이션

1) 국내외 시장 동향

(1)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IP 중심의 융합
애니메이션의 전통적인 유통 방식인 방송과 영화에 이어 VoD와
OTT 같은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하면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방송, 영화, OTT, 모바일 등
윈도우(window)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판권을 판매/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IP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상한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디지털 포맷 기반으로 제작되면서 영상 콘텐츠
이외에 완구, 캐릭터 등 다른 부가 판권 시장에서의 머천다이징이
과거에 비해 좀 더 용이해 졌으며, 영상으로 접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스토리, OST 등에 대한 유소년층과 부모들의 인지도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 애니메이션의 경우 박스오피스 수익에 따라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하나 방송 애니메이션의 경우 방송사에
판매하는 방송권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방송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사의 경우 방영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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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수익구조가 필요한 상황 역시 이러한 IP 중심의 콘텐츠
전환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IP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게임으로 또는 게임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고화질 스크린 영상을 바탕으로 몰입도를 높을 수 있는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점은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융합은 이용과
관심 증대와 콘텐츠 소비 확대, 캐릭터 라이선싱 영역 진출 시
파급효과 등 IP 가치 증대에 유리하다.
[그림 3-1]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IP 통합을 통한 시너지

특히 최근에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각각 인기를 얻은 후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전통적인 OSMU 방식에서 진화되어,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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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기획/투자 단계부터 단일 IP를 활용하여 다각화하는 트렌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애니메이션의 시장 확장은 전체 콘텐츠 시장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애니메이션이 가진 IP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산업 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IP 활용은 기본적으로는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익 이전에 소비층 확장과 IP가치 증대라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융합은 최근 들어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이전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간단한 캐주얼 PC 게임들이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디즈니의 사례는 실질적인 게임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개봉되는 애니메이션이나 IP에 대한 홍보 나
단순한 판권 판매 및 대여의 목적이 컸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기획과 제작 단계부터 어느 한 쪽 콘텐츠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양쪽 모두 독립적인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IP를 활용하여 게임으로 융합시키는 사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즉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게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통해 출시
초기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용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게임 IP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게임
회사의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단순한 수익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 이외에 자사 IP의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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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통한 가치 증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제작사

[표 3-1]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크로스오버 주요 사례

엔씨소프트
넥슨
선데이토즈
엑티비전
블리자드
닌텐도
레 즈
네오플
EA

플 로게임

게임로프트

NHN 플레이아트
반다이

ME

C G
출

주요 IP

게임

→ 애니메이션

블레이드앤소울
클로저스, 엘소드,
아르피엘
애니팡 프랜즈
IP 활용 위한
스튜디오설립
자사 주요 IP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제작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
애니메이션 케이블 동시간 시청률 1위
스카이랜더 아카데미 넷플릭스 제공
모든 연령대 대상 IP활용 계획 발표
일본

→ 게임

레잉 라바 출시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 온라인 출시
심슨 가족
20개국 앱스토어 1위 기록
슈퍼배드
누적 5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기록
요괴워치
요괴워치 푸니푸니 누적 500만 다운로드
드래곤볼, 원피스, 디지몬
모바일 게임 한국 출시
나루토, 원피스
모바일 게임 중국 출시
라

바

주요 내용

바

모 일 게임 플

처: 언로보도 재구성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게임, 만화,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IP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은 특히 중국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이 통합적인 IP를 통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극장, 게임 등 일부 콘텐츠 장르를 제외하면 유료로
구매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개별 콘텐츠 단위 보다는 IP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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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경우 애니메이션은 만화와 구분되지 않고 동만
(動漫)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정부 역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소설을 ACGN(Animation, Cartoon, Game, Novel)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가능성 있는 스토리와 인지도를 지닌 IP를
통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꺼번에 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큰 수익을 거둔 ‘시형(尸兄)’으로 애초 온라인 만화에서
시작하였으나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하여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장
되는 모습을 보였다60).
[그림 3-2] 시형(尸兄)의 웹툰,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중국 콘텐츠 비즈니스 사업모델은 이러한 IP를 발굴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게음올 제작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중국 영화 산업의
성장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되는 자본이 증가하면서 IP 중심의 제작 방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0) http://ac.qq.com/ComicView/index/id/17114/c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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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Digital로 전환된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
미국의 글로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3D 애니메이션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2D로 제작되는 유명 방송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개별 컷을 그리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D 애니메이션
역시 제작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들과 협업 또는 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제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용절감’이었다. 애니메이터가 일일이 모든
프레임을 손으로 그려야하는 작업 방식보다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작업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또한
급증한 애니메이션 수요에 대응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아웃소싱을 주로 담당하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의 ACOM 스튜디오는 유명 TV
애니메이션 심슨(The Simpson)을 25년 이상 제작해왔으며,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 unlimited), 패밀리 가이(Family Guy) 등도
한국에서 제작되었다61).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30%가
한국에서 제작된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62).
아웃소싱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문제인데, 미국 제작사에서 원하는 분위기와 형태를
한국 스튜디오에서 단번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
MyA L T U
T A AN A fA

fK

A

61)
nime ist, he nnoticed World o orean nime, 2016. 4. 5
62) he tlantic,
ew ge o nimation,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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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작사가 한국 스튜디오에 감독 인력을 파견하여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수정된 장면을 다시 스캔, 송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아날로그식 수정/보완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초기 한국 스튜디오들은 비용 투입의 문제와 기존 작업 방식의
변경 등을 이유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제작 환경에 맞추기 위해 점차 전체 제작환경을 디지털로
변경하는 스튜디오가 등장하고 있다.
예손 엔터테인먼트(Yeson Entertainment)는 애니메이션 <밥스
버거스(Bob‘s Burgers)>을 제작하면서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한국
최초의 스튜디오가 됐고, 지난 1월 폭스(Fox)에서 방영한 <보더
타운(Bordertown)>을 제작한 한호흥업 등 2개 스튜디오도 제작
과정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했다.
[그림 3-3] 디지털로 제작된 2D 애니메이션 밥스버거스(좌)와 보더타운(우)

이러한 디지털 제작 전환은 여전히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2D로
제작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63)
하나는 인원과 제작과정 간편화로 인한 비용 감축이며, 다른
A

63) nimationweek, P

OKÉMON: 2D DIGITAL PRODUCTION IN JAPAN [PART 2],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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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이동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다.
전통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모든 프레임을 수작업으로 그리는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이 강세를 보인 국가이다. 극장 스크린의
대형화와 4K 화질을 지원하는 UHD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종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화질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화를 그리는 종이의 크기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화질 콘텐츠에 보다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으며, 디지털 제작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또한 모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던 기존 작업방식과 달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한 명의 애니메이터가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표 3-2] 2D 애니메이션의 전통적 제작 방식과 디지털 제작 방식
전통적 제작 방식

Storyboard
Layout

▼

종이

▼

Key Frame/ Correction
▼
Inbetween Check
▼
Coloring

y

Photograph
출

종이

▼

종이
종이

웨

소프트 어

처: Animationweek(2016. 10. 26)

64)

I

64)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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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

소프트 어

디지털 제작 방식
Storyboard
소프트웨어
▼
Layout
소프트웨어
▼
Key Frame/ Correction 소프트웨어
▼
Inbetween Check
소프트웨어
▼
Coloring
소프트웨어
▼
Photography
소프트웨어

디지털 제작의 또 다른 원인이 된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일본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보다 해외에서의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AJA)가 발표한 ‘Anime Industry Report
2016’에 따르면 2015년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약 1조 8,2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급격히 증가한 애니메이션의 해외 판매
증가였다.
[그림 3-4] 일본 애니메이션 해외 수출 추이

출

처: Anime Industry Report 2016 재구성

일본 애니메이션의 해외 판매 증가는 IP 중심의 콘텐츠 전략을
펼치면서 일본과 한국의 각종 콘텐츠 IP들을 구매하고 있는 중국의
폭발적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단순한 애니메이션 작품 구매를 넘어
부가 판권 시장으로의 전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디지털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방송사 등 최종 구매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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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셀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풍토가 남아
있으나 포켓몬스터, 요괴워치 등을 제작한 OLM(Oriental Light &
Magic) 등 디지털 제작 방식을 전체 또는 일부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2) 주요 기업 동향

(1) 글로벌 기업의 합병을 통한 콘텐츠 지배력 강화 시도
디즈니(Disney), 드림웍스(Dreamworks), 타임워너(Time
Warner) 등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자사의 콘텐츠 유통을 위해 유통 플랫폼 인수를 검토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제작사들이 유통 플랫폼과 결합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자사 IP관리의 용이성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자사 IP를 비롯한 콘텐츠의 유통 채널을 확장함으로써
단순한 이용자 증가 이외에도 콘텐츠에 대한 자사의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극장과 TV 이외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확보이다.
OTT 등장 이후 독점 콘텐츠 전략이 콘텐츠 플랫폼들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제작사들의 콘텐츠 역시 넷플릭스(Netflix), 훌루
(Hulu) 등의 OTT 기업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화 관람객 정체, 유료 방송사의 시청자 감소 등 기존
유통 채널을 통한 수익구조에서 한계에 직면한 글로벌 제작사들의
경우 자사 콘텐츠를 보다 넓은 지역에 유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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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한 유통 범위의 확장이나 콘텐츠
관리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인수․합병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지배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1,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디즈니의 넷플릭스 인수 루머이다. 두 기업 모두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포춘(Fortune)65) 등
주요 경제 전문지들이 인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디즈니의 넷플릭스 인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주요 이유는
디즈니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5] 디즈니의 주요 수익 구조

출

단 : 백만 달러)

( 위

처: Disney, Annual Report 2015

디즈니의 전체 수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나
테마파크가 아닌 미디어 네트워크 즉 방송을 통한 수익이다. 다음으로
F

65) ortune,

Here's Why a Disney Acquisition of Netflix Would Make Sense,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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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 영화 및 애니메이션 수익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즉, ESPN, 디즈니 채널 등 방송 미디어를 통한 수익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으로 인한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는 직접적으로 디즈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디즈니가 소유한 스포츠 채널 ESPN은 2015년에만 약
20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6)
따라서 190여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넷플릭스 인수는 디즈니에게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해 영화 및 애니메이션 매출 보다 3배
이상 많은 TV 매출 증가를 위한 동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넷플릭스에게는 디즈니의 인기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이용자 증가와
서비스 국가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사의 인수
합병설은 힘을 얻고 있다.
쿵푸팬더와 슈렉 등을 제작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
(DreamWorks) 또한 미국 케이블 1위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와
38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 계약을 마무리 하였다.67)
드림웍스의 경우 슈렉, 쿵푸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등의 흥행으로
입지를 굳히는 듯 했으나 2014년부터 잇따라 내놓은 애니메이션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약 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2015년 들어 다시 반등하였으나 큰 성과를 낸 것은 아니었다.
SJ ES N L T M S
즈 블황 美컴캐스
수 즈
맥

F

66) W ,
P ost wo illion ubscribers in iscal 2016, 11. 23
6 ) 조선비 , 케이
제
트, 애니메이션 업계 1위를
다
로 디 니와 양대산 ,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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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 … 드림웍스애니메이션 인

[그림 3-6] 드림웍스의 영업이익 변화 추이

출

단 : 천 달러)

( 위

처: DreamWorks, Annual Report 2015

이러한 상황에서 미니언즈(Minions) 등을 제작한 유니버셜 스튜
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와의 합병은 유니버셜이 드림웍스를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유니버셜과 드림웍스의 기존 콘텐츠 파워로 라이벌인
디즈니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68)
즉,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덤 파이프(dumb pipe)69)’가 되지
않고 미디어 시장에서 지속적인 지배력 유지와 가입자 유치, 이를
위한 독점 콘텐츠 강화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 기업과 합병하고
있으며, 콘텐츠 기업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플랫폼 기업의 자금을 통해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8V y

$8

fD
단순

A

8

6 ) ariet , Comcast Completes 3. Billion Purchase o reamWorks nimation, 2016. . 22
69) 시장에 대한 영향력 없이 콘텐츠 전송만을 담당하는
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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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애니메이션 기업의 성장과 잠식당하는 한국 기업
중국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상황과 부가 판권을 노리는 중국 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국내 시장진출로 주요 애니메이션 기업들과 캐릭터 판권이 중국
기업에게 넘어가고 있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극장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은 중국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중국 각
지역의 부동산 건설 그룹들의 테마파크와 연계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투자, 완구 회사의 IP에 기반한 연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텐센트와 타오미 등의 ICT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 의류
회사의 투자 등 애니메이션과 부가 상품이 연동된 사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로 인해 중국 애니메이션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애니메이션은 영화 시장에서 해외 영화와 애니
메이션을 제치고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제작사
스웨원화
안러회사
출

[표 3-3] 주요 중국 애니메이션 작품 흥행 성적

장르
3D애니
3D애니

합성영화

제목
서유기:대성귀래
(西游记之大圣归来)
착요기(捉妖记)

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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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스 오피스
9억 5,000만 위안
(1710억 원)
25억 위안
(4,500 억 원)

비고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흥행기록 1위

기록 1위
중국 영화 역대

초기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할리우드의 제작인력, 일본과
한국의 제작 인력을 중국 내에서 고용하거나 외주 용역을 맡겨 핵심
작업을 진행하여 저작권 관련 전권을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최근 들어 이미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을 구매하거나,
기획력이나 제작 역량을 보유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을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3-4] 중국 기업의 한국 작품 및 애니메이션 기업 인수 현황
중국기업

수닝그룹
오
전파유한공사

광주 비문화

툰맥스미디어
센

텐 트

A

P G

출

품 및 회사 인수 현황
넛잡의 제작사인 한국 최대 3D
중국 전자제품 유통 기업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 인수
한국 제작사 인수
중국 최대 완구회사 오울디의 애니메이션
중국 완구회사의 한국 작품
계열사
저작권 인수 및 제작사 인수
한국 스튜디오알지의 <빼꼼>저작권 인수
한국 작

룹 산하의 중국3대
채널
삼지<부릉부릉브루미즈> 저작권인수
애니메이션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키즈월드 운영업체
불루핀 30억 원 출자, 2대 주주확보
상해미디어그

애니메이션

봇

수

1)

수

저작권 인

품

넷 기업의
넷 애니메이션

중국 메이저 인터
한국 인터

플랫폼 출자

홍콩 사모펀드의 제작사 인수

‘또 ’ 제작사 영실업 인

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11)7 , WSJ(2015. 4. 22)7

중국 메이저 방송사 한국 작

2)

70)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11). 중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성장과 우리의 대응
<K-Contents> 16호, 62~65.
71) Ibid.
72) WSJ Korea, 홍콩 사모펀드 PAG, ‘또봇 신화’ 영실업 인수한다, 2015. 4. 22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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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한국 애니메이션 저작권이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인수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와
열악한 수익구조에서 기인한다.
일례로 시리즈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 한 편의 제작비는 대략
26억에서 50억 원 사이지만 한국 지상파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방송료는 30분물 기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 기준
5~10%에 불과해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캐릭터 사업 등 부가수익으로
메워야 하는 형편이다73).
그러나 캐릭터 사업 등 부가산업 역시 국내 내수시장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 제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경우 공동제작이 아닌 모든 판권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거나 기업 자체가 인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내 애니메이션 기술의 중국 유출 방지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영권료의 현실화와 상표권
등록이나 해외 배급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시사점

애니메이션 시장은 콘텐츠 자체 시장 규모는 영화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 비해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캐릭터 등 부가 판권
시장으로 확대하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별 콘텐츠 분야가 아닌 IP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장르 간 크로스오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73) ETNews, "애니메이션 첨단 제작 기술, 중국으로 샌다", 201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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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D 중심으로 제작되던 방송 애니메이션들의 디지털 제작이
증가하면서 기존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하던 한국 제작업체들의
제작 환경이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작업체와 유통 플랫폼 간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어 시장의 주도권을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과 IP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부가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IP 구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우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합작이나 하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인기를
얻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낮은 방영권료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
보다는 캐릭터 상품이나 판권 계약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열악해진 애니메이션 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 기업들에 의해 판권을 넘기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수준 높은 IP를 개발한다면 IP판권
또는 라이선스 시장 진출을 통해 애니메이션 콘텐츠만으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의 IP를 구매하는 이유 역시
애니메이션 자체의 수준보다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작과 유통 부문의 함께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자사 IP 가치 상승과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통제력 강화로 이
해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아동 대상 3D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왜곡된 시장 구조로 인해 중국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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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되는 현상은 해외진출 경로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 IP에 대한 가치상승과 함께 통제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D 애니메이션의 경우 하청 중심의 미국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제작 노하우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하청 구조를 고착화 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개념의 IP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기술이나 IP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장규모와 시장 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자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방송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지상파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영권료를 현실화 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게임, 웹툰 등의 IP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IP 자체의 가치 증대는 물론
애니메이션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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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영화 시장
1) 국내외 시장 동향

(1) 영화 시장 개요
2015년과 2016년 글로벌 영화시장의 성장을 추동한 핵심 요인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디지털 영화의 성장이었다.
2014년 잠시 주춤했던 6개 메이저 영화사(유니버셜,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 소니, 파라마운트)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80.6%를 기록해 전체 시장 규모의 8할을 넘어섰고 2016년에도
83.5%로 또다시 상승했다. 2016년에는 특히 마블 스튜디오를 산하에
둔 월트 디즈니와 DC 코믹스 IP를 보유한 워너 브라더스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며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Box Office Mojo 참조)
메이저 영화사들의 주요 수입원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었다.
2015년에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Agengers: Age of
Ultron), 분노의 질주7, 헝거게임, 제임스본드 스펙터, 쥬라기 월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등이 있었고, 2016년에는 캡틴 아메리카 2:
시빌워, 닥터 스트레인지,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 히어로 영화들이 전 세계 스크린을 장악했다.
화려한 액션과 특수 효과(VFX)가 사용된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흥행은 프리미엄 영화 시장의 성장에도 영항을 미쳤다. 특히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관객들의 극장 방문 감소가 예상되자 영화
업계는 블록버스터 영화와 함께 3D, IMAX, PLF 스크린 등의 영화
상영 기술에 투자해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차별화된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MAX와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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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극장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고, 이는 프리미엄 영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극장영화의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다.
[표 3-5] 글로벌 영화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박스오피스 29,035
극장광고 2,116
합계
출

2012

2013

7
2,272

30,410 31,25
2,222

2014

2015p

2016

8

7

201

32,141 36,903 3 ,251 41,160
2,251

2,342

2,420

8

2,549

2019

2020

46,696 49,322
2,616

8

2015-20

AR

C G
6.0

8
8

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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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5-2019

중국 영화 시장은 2015년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발생한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와 신규 영화관 설립,
그리고 중국 정부의 영화 산업 진흥 노력에 힘입어 중국 극장 영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PwC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2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뛰어 넘어 세계 1위 영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6] 미국과 중국의 영화 시장 규모 및 전망
국가

2011

미국

10,540

중국

2,150

[단위 : 백만 달러]
2015-20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10,691 10,931 10,479 11,170 10,797 11,006 11,249 11,537 11,871
1.2
2,748 3,181 4,313 6,398 8,486 10,413 12,222 13,827 15,239
19.0

또한 글로벌 전체 스크린의 디지털 스크린 전환 비율은 이미
2014년 90%에 달했고, 2015년에는 92%를 넘어서 인도와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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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날로그 영화의 시대는
접어들고 바야흐로 디지털 영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7] 권역별 디지털 상영관 점유율
2010

2012

북미

36.5

64.

중남미

13.2

22.5

7

74.5
58.2
84.5

30.4

55.4

중 동유럽

23.0

44.5

/
/

출

2011

서유럽

89.2
73.6

중동 아프리카

14.5

23.4

43.9

24.5

43.1

59.4

전세계

29.1

51.4

69.1

2014
96.2

88.6
95.7
86.5
79.3
83.3

92.3

8
74.1
74.4
82.6

40.6

아시아 태평양

처: MPAA(2016),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2016

2013

6 .2

90.1

2015

7

9 .4

8

91.

7
7
81.9
86.5
92.7
9 .5
9 .4

(2) 3D 상영관에서 PLF(Premium Large Format) 상영관 중심으로
디지털 3D 스크린의 경우 2014년 64,788개에서 2015년 15% 늘어나
74,562개로 집계되었다. 2014년 22%에 비해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3D 스크린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표 3-8] 글로벌 영화시장 3D 스크린 수
2011

2012

D스크린수
36,344
45,546
출처: MPAA(2016),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2016
3

2013
53,069

2014

788

64,

2015

74,562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3D 스크린
수의 증가폭이 크고 전체 스크린 수 대비 3D 스크린 수의 비율도
74%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3D 상영관의 급증과
함께,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지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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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들이 대부분 정부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3D 스크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9] 권역별 3D 디지털 스크린 현황

년
3D 스크린
2015

2011
북미

8
11,769
8,596
13, 60

2012

7

14, 34

2013

78
15,813
17,726
3,748
15, 2

2014

2015

16,143

16,441

16, 0

1 ,5 0

78
아시아태평양
14,219
35,807
중남미
2,119
2,629
4,294
4,733
합 계
36,344
45,546
53,069
64,788
74,562
전년대비 증감률
62%
25%
17%
22%
15%
출처: MPAA(2016),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2016
유럽, 중동, 아프리카

13,964

88
27,472

비중74)

%
45%
74%
42%
53%
39

--

IHS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도 전 세계 3D 극장영화 수익은
전년도보다 10.3% 상승한 78억 달러를 기록했다.75) 현재 3D 영화
시장의 특징은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와 러시아 등 신흥 영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북미와 프랑스 같은 성숙한 시장에서는
이에 반해 3D 영화에 대해 그다지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D 상영관 이후 각광받고 있는 PLF(Premium Large Format)
스크린은 2016년 현재 프리미엄 영화 시장의 미래로서 주목 받고
있다. PLF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로 15m가 넘는 대형 스크린과 함께 최첨단 기술 옵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급으로 홍보되고 있는 상영관을 말한다. 간단하게
정의 내리자면, IMAX로 대표되는 대형 화면이라고 볼 수 있다.
74) 전체 디지털 스크린 중 3D 스크린의 비중
75) IHS(2016), IHS Cinema Technology 2016년 5월, KOBIZ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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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F 스크린의 보급률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투자 수준이나
잠재적인 박스오피스 수익 증가 양쪽 모두에 있어 아직까지는
틈새시장이다. 그러나 2015년 PLF 스크린의 수가 전년 대비 26%
늘어나는 등 성장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10] 권역별 PLF 현황
2014

2015

888

아시아태평양

763
176
558

중남미

154

206

합 계

1,650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년 증감률
출처: MPAA(2016), Theatrical Market Statistics 2016
전 대비

--

230

763
87
26%

2,0

년
PLF 스크린 비중7
2015

6)

%
1%
1%
2%
1%
2

--

특히 PLF 스크린은 최근 등장한 실감형 기술들과 결합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영화관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몰입형 사운드 시스템이
갖춰진 프리미엄 대형 스크린은 3D나 4D 영상의 몰입도를 극대화
시키며, 관객들의 시각적 만족 또한 충족시켜준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고 관람하는 장소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고급 콘텐츠 체험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많은 극장 체인들이 앞 다투어 PLF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4D 상영관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화를
앞 둔 가상현실(VR) 기술 또한 3D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몰입도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까지
76) 전체 영화 스크린 중 PLF 스크린의 비중
369

4D 상영관은 863개에 그쳤으며 영화관에 완벽한 VR 환경을 구축하고
360도 촬영 방식으로 제작된 장편영화를 상영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외 기업 동향

(1) 인수 합병을 통한 거대 상영 기업의 출현
최근 중국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영화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3D, 4D, PLF 등 기술을 갖추고 더 나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영화관이 등장하며 관객 1인당 지출이 늘 것으로 전망되자
더 많은 영화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해 기존의 규모를 더욱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영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야망을 가진 완다 그룹은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올해 4월에
완다 그룹 산하의 AMC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4위의 극장 체인인
카마이크 시네마(Carmike Cinemas)를 인수하여 이러한 확장 전략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인수로 인해 AMC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서만
600개 극장의 8,380개 상영관을 보유하게 되어, 상영관 수에서
기존 1위 기업이었던 리걸(Regal)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77)
이 계약은 미국의 박스오피스 수익이 처음으로 11억 달러를 넘겼던
2015년에 이어서,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상영관 분야에 대한
77) Micheal J. de la Merced and Michael Cielply, AMC Deal for Carmike Would Create Biggest
U.S. Theater Chain, 2016. 3. 3. <N.Y.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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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쇄신시켜주는 기회를 준다. AMC와 완다 그룹은 전체 극장
체인의 규모를 더욱 키움으로써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계획을 확고하게
세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거래는 성숙한 미국 시장에서조차
대형 스크린, 4D, 리크라이닝 좌석, 더욱 참신한 식사 제공 옵션과
같은 프리미엄 포맷의 상영관 공급을 늘려 관객 1인당 지출 비용을
높인다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완다 그룹은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상영관을 확보해, 상영업체 분야에서 국제적인 강자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영업체 분야에서 선두에 선다는 것은
영화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제적인 강자로
거듭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영화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생산국이기도 한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글로벌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계획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체인인 씨네폴리스
(Cinepolis)는 2015년 기준으로 총 13개 국가에서 4,366개의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수 측면에서는 두 번째, 상영관 수에서는
네 번째에 위치한 기업이다. 씨네폴리스는 멕시코를 활동 기점으로
상영관수를 눈에 띄게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 스페인의 Yelmo
Cines 인수를 통해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78) 씨네폴리스는 2009년에 처음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 2015년 Fun Cinemas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200개까지
확장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공격적인 진출 전략을 펴고 있다. 79)
78) CNN Expansion, Cinépolis adquiere la cadena española Yelmo Cines, 2015. 7. 13.
79) Business Standard, Cinepolis acquires E-City Ventures' Fun Cinemas, screen count rises to
371

유럽 그룹인 뷰 엔터테인먼트(Vue Entertainment)는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상영업체로서 총 210개 극장에
총 1,874개의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다. 뷰 엔터테인먼트는 가장
활발하게 상영관을 늘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65개 극장, 약 600개의 상영관을 추가했다.(IHS Cinema
Technology, 2015년 10월) 특히 2014년 이탈리아 Space Cinemas와
2015년 네덜란드 JT Bioscopen의 인수를 통해 서유럽 영화 상영관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80) Vue는 현재 총 10개 국가에서
극장을 운영하면서 국가 수 측면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럽 기반 상영관 브랜드인 씨네월드(Cineworld)는 2015년
기준으로 총 1,849개 상영관을 보유하면서 세계 10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처럼 씨네월드가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중유럽과 동유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7개 국가에서 진행된 시네마
씨티 인터네셔널(Cinema City International)과의 대규모 합병 덕분이다.81)
2015년 캐나다에서만 1,657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씨네플렉스
(Cineplex)는 주요 경쟁업체인 패이머스 플레이어스(Famous
Players)를 인수 합병했고 가장 최근에서는 캐나다 AMC의 일부
극장을 인수하면서 수년 간 캐나다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82)
이처럼 최근의 영화 상영 기업 인수 합병 열풍은 여러 국가 진출에
흥미를 표출하고 있는 다국적 체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수요에 비해 영화관 수가 적은 신흥 시장뿐만
아니라 동유럽, 서유럽, 미국 등 성숙한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보
193, 2015. 1. 28.
80) Screen Daily, Vue Cinemas acquires Dutch exhibitor JT Bioscopen, 2015. 8. 24.
81) Ashley Armstrong, Cineworld buys Cinema City in £500m deal, 2014. 1. 10. <The Telegraph>
82) Verity Stevenson, First quarter a blockbuster for Cineplex, 2016. 5. 3.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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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경쟁적인 인수합병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1] 글로벌 상영관 브랜드의 인수 합병 시도 및 결과
기업

국적

완다 그룹

중국

내용

Ÿ

산하 기업인 AMC가 카마이크를 인수, 미국 내 상
영관 수 1위와 글로벌 상영관 수 1위를 달성
터키 등 유럽 기반 기업의 인수를 시도 중

Ÿ

스페인의 Yelmo Cines를 인수, 유럽 시장 진출

Ÿ

인도의 Fun Cinemas를 인수, 200개까지 상영관 수를 확장

Ÿ

네덜란드의 JT Bioscopen, 이탈리아의 Space Cinemas 인

Ÿ

씨네폴리스

멕시
코

뷰 엔터테인먼트

유럽

씨네월드

유럽

수, 서유럽 영화 시장의 점유율 확대
Ÿ

시네마 시티 인터네셔널(Cinema City International)과의
대규모 합병을 통해 중부 유럽과 동유럽, 이스라엘 등으로
사업 확대

씨네플렉스

캐나
다

Ÿ

주요 경쟁업체인 Galaxy와 Famous Players를 인수 합병

Ÿ

AMC가 보유한 캐나다 상영관을 인수

Ÿ

캐나다에서만 1,500개 이상의 상영관을 확보

(2) 기술 제휴 및 파트너쉽
이처럼 글로벌 상영관 시장에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이들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술/상영관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이나 고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제휴나 파트너십을 통해 상영관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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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규 극장에 PLF나 3D, 4D 상영관을
건설하는 비용이 기존 극장을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영화 상영관 기술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성숙한 시장보다 신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PLF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아이맥스(IMAX: Image
Maximum)는 중국의 영화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망을
보유하고 있는 완다 시네마와 향후 6년간 중국 전역에 150개의
아이맥스 상영관을 짓는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미엄 영화 시장에서
독자적인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83) 새로운 볼거리에
목말라 있는 중국 시장에서 PLF 스크린을 포함한 프리미엄 영화관의
인기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IMAX는 PLF 스크린 분야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4D 영상관에 필요한 모션 시트인 D-Box를 공급하고 있는
D-Box 테크놀러지는 규모가 커진 2016년에도 기존의 전략과 변함 없이
극장 체인과 파트너십을 통해 D-Box의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기존의 북미 극장체인 파트너인 씨네마크
(Cinemark)와 씨네플렉스(Cineplex)가 D-Box 좌석에 대한 추가
주문을 요청했다. 2016년 3월 씨네플렉스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23개
상영관에 4D와 모션 시트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씨네마크의 경우 앞으로 2년 간 40개 극장, 80개 상영관에 추가로
D-Box 좌석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84) 또한 D-Box는 최근 중국
83) Brent Lang and Patrick Frater, Imax Strikes Biggest Ever Theater Deal With China’s Wanda,
2016 8. 2.
84) Marketwired, D-BOX Technologies Announces a 41% Growth in Revenue and a Record
Annual Adjusted EBITDA,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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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설비 배급 분야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인 링크 디지털
씨네마 차이나 테크놀로지(Link Digital Cinema China Technology)와도
중국 시장 진출 계약을 맺었다. 85)또한 유럽 기반의 에코 시네마
앤 서비스(Ecco Cinema Supply and Service)와도 계약을 체결해
터키를 시작으로 유럽 영화 상영관 시장에도 진출을 앞두고 있다.86)
4D 스크린과 모션 시트를 포함한 4D 상영관 기술 MX4D의 공급
업체인 미디어메이션(MediaMation)은 일본의 도호 시네마를 통해
12개까지 상영관수를 늘렸으며 중국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완다
그룹 및 현지의 3D 설비 공급업체인 룩신리오(LuxinRio)와 파트너십을
통해 첫 번째 4D 극장을 오픈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현지 상영관
브랜드들과의 계약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미디어
메이션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체인인 씨네 콜롬비아(Cine
Colombia)와 두 번째로 큰 체인인 씨네멕스(Cinemex)와 계약을 체
결했고,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총 4개의 4D 상영관을 설치할 예정
이다. (IHS Cinema Technology, 2015년 12월)
한국의 CJ CGV는 상영관 직접 진출과 기술 공급 및 파트너십의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장시켰다. 현재 CJ CGV는 세계
순위에서 13위에 랭크되었고 총 6개의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영화 상영관 확장을 위해 CJ CGV는 독립 체인으로서 운영되는 것에
한정 짓지 않고서, 일부 파트너십에 투자를 하면서 상영관 크레딧에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협력 업체가 완다 그룹이다.
현재 CGV는 2015년 중국에서 7번째로 많은 상영관을 보유하는
그룹이며, 완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에도 빠르게 확장해나갈
85) Marketwired, D-BOX Technologies Inc. Signs Important Distribution Agreement with Link DC
China, 2016. 8. 16.
86) DCinmea Today, D-Box and ECCO Cine Supply and Service Gmbh Move Turkey as Mars
Cinema Group Integrates the Innovative High-Fidelity Motion System, 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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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도 CJ CGV는 신규 쇼핑몰 개발을 위해
일본계 유통업체인 아에온(Aeo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식87)으로
복합 멀티플렉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요
영화 상영관 업체인 블리츠 메가플렉스(Blitz Megaplex)의 위탁
경영을 맡아 극장명을 CGV Blitz로 변경하기도 했다.88)
[표 3-12] 영화 상영관 업계 내 주요 기술 제휴 및 파트너십 체결 사례
기업
아이맥스

국적
캐나다

Ÿ
Ÿ

D-Box

캐나다

Ÿ
Ÿ
Ÿ

미디어메이션

미국

Ÿ
Ÿ

CJ CGV

한국

Ÿ
Ÿ

내용
완다 그룹과 향후 6년간 중국 내에서 150개의 상영관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함
북미 상영관 업체인 씨네마크, 씨네플렉스와 추가 수주 계약을 체
결
중국 영화관 설비 업체인 Link DIgital Cinema China와 중국 진
출 계약 체결
유럽 영화관 설비 업체인 Ecco Cinema Supply and Service와
독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 진출 계약 체결
완다 그룹 및 현지의 3D 설비 공급업체인 LuxinRio와의 파트너십
을 체결, 2015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4D 극장 오픈
씨네콜롬비아, 씨네멕스와의 계약을 통해 콜롬비아, 멕시코에 총 4
개의 4D 상영관 설치 계약
완다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영화관에 공동 소유 형태로
중국 내 7번째로 많은 영화관을 확보
일본 유통 업체 Aeon과 협력해 베트남에 멀티플렉스 극장을 건설
인도네시아의 Blitz Megaplex의 위탁 경영을 맡아왔으며, 최근
CGV Blitz로 상영관 브랜드를 변경

이들 기업들은 독점 기술과 오랜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통해
현지 업체들에 이를 제공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개척 단계의 신흥 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한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에서
87) 정시우 기장자, CGV 4DX, 중국시장서 영토 확장…1, 2위 ‘완다’ ‘따디’와 파트너십 체결,
2015. 8. 31. <텐아시아>
88) 김건우 기자, CJ CGV, 인도네시아 극장 브랜드 'CGV blitz'로 전환, 2015. 8. 7.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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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진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정부 정책의
숙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 시사점

넷플릭스, 유튜브 레드 등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글로벌 영화 시장은 히어로 영화 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프리미엄 영화관의 확장이라는 변수를 통해
반등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프리미엄 영화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 도입의
과도기를 벗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국가들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영화관들은 PLF 스크린과 4D
모션 시트 등 영화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실감형 기술과 고급 인테리어,
먹거리, 쇼핑센터 등을 갖춘 프리미엄 상영관 형태로, 늘어난 여가
생활과 콘텐츠에 대한 소비 심리를 상당부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리미엄 상영관이 미국, 유럽 등 성숙 시장의 소비자들에게도
각광받아 관객 1인당 수익이 늘어났고, 극장 영화 수익이 증대되었다.
이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흥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인수합병, 파트너십 체결 등 상영관 확보를 위한 경쟁을
지속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6년 현재 영화 시장에서 가장 큰 기술적 이슈는 단연 PLF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다. PLF는 3D, 4D, Screen X 등 각종 기술들과
연계했을 때 더 큰 몰입감을 줄 수 있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 증대를 노리는 극장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포맷이다. PLF
스크린이 설치된 상영관은 또한 영화 상영 외에도 스포츠 등 각종
이벤트나 행사, 상영회의 유치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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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VR) 또한 영화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이다. 현재 VR 기술은 모바일, PC 등 가정 단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기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VR 콘텐츠의 가정
보급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4D 등 인터렉티브
기술과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영화관에 적합할 수 있다는
업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맥스는 VR 게임 회사와 협력해 극장 공간에 VR 체험관을
구축하면서 VR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89) 최근
아이맥스는 구글과 극장용 퀄리티를 지닌 VR 카메라도 개발 중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VR 극장 영화의 상영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파악된다.90) D-Box와 미디어메이션 역시 최근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영화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VR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들은 도입 그 자체만으로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콘텐츠 산업 역시 플랫폼의 영역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며, 그에 따른 원활한 콘텐츠의 수급 역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극장 체인을 인수하고
주요 극장 PLF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는
현상은 현재 중국 극장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스크린 수는 곧 영화 콘텐츠 제작사들이 특정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콘텐츠 영역에서 소비시장을 창출하기
89) Jacob Kastrenakes, IMAX will open its first virtual reality center in Europe by end of year,
2016. 10. 11. <The Verge>
90) Beatrice Verhoeven, IMAX, Google Partner to Create VR Camera, 2016. 5. 19. <The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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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한 이용자들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했을 때 극장 규모의 차이는 바로 영화 관람객들과의 접촉 기회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극장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기술적인 완성도나 해외 영화 관람객의 선호도가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용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이나 박람회 등을 통한 인지도
상승을 통해 극장 수의 차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 영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PLF나 VR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 영화관은 단순한 영화 콘텐츠의
소비 공간에서 높은 몰입도의 공감각적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체험을 추동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의 콘텐츠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중국
영화 기업들이 헐리우드의 유명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VR과 VFX
기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극장 플랫폼 기업 역시 콘텐츠 전략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시키거나 전용 콘텐츠에 제작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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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게임

1) 국내외 시장 동향

(1) 플랫폼에 따른 VR 시장 전략 양분화
VR 게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소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임 시장에서 차세대 게임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VR 게임이다.
2016년 대부분의 게임관련 전시회, 개발자 컨퍼런스의 주요 이슈는
VR이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중소 규모 게임 개발사부터 대형
제작사들까지 VR 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가디언(the Guardian)은 2016년 게임 산업은 VR의 이슈를 지배
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트렌드를
11가지로 요약하여 언급한바 있다.91)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트렌드 중 가상현실 관련 내용은 ▲ 공동의 경험으로서의 가상현실
▲ 실제 신체와 결합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한 상호작용과 몰입도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게임에 비해 높은 몰입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의 특징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VR 게임의 발전
방향이 단순히 혼자 즐기는 게임 보다는 보다 높은 몰입감을 바탕으로
공동의 경험을 창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VR 게임이 지니는 몰입도와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은 새로운 게임
v

f

f

y

7

91) the Guardian, 11 ideo game trends that will change the uture o the industr , 201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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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VR 게임 시장은 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7] VR 게임 시장 규모 전망

단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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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Digi-Capital(2016)

그러나 현재 VR 게임 시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HMD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VR과 기어VR의 높은 판매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비시장을 형성했다고 평가할 만큼은 아니다.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이용자 확보를 통한 소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
하고 있다.
HMD
Oculus Rift
HTC Vive
Playstation VR
GearVR
출처: 언론보도 종합

[표 3-13] 주요 HMD 판매량 예측
판매고

비고

10만대

PC 기반

14만대

PC 기반

100만대

콘솔 기반

100만대

스마트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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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 방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에는 플랫폼의 성격, 디바이스의 가격, 적용
가능한 콘텐츠의 확장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콘솔 제작사들과 스마트폰 기반 HMD 제작사들의 경우 B2C
시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이 B2C 시장에 집중하는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바이스
가격을 꼽을 수 있다. 가격이 기기 구매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높은 이용자 충성도를 기반으로 디바이스를 판매하면서 굳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솔과 스마트폰이라는 이용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 역시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요인은 확장성이다. 이미 확산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지점이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상현실이 게임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장성은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콘솔과 스마트폰 기반의 HMD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고, 콘솔의 경우 게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인 만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들 플랫폼의 경우
B2C 영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PC 기반의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경우 이와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PC 기반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경우 콘솔이나 스마트폰
기반의 HMD 보다 우월한 하드웨어 사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PC의 사양 역시 높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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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직접 구매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여 B2C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B2B 시장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또한 높은 하드웨어 사양은 이용자들의 직접 구매에 있어서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적용 콘텐츠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른 산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 역시 B2B
시장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 3-14] 주요 플랫폼 기반 HMD들의 특징
스마트폰 기반

격
높음
낮음

콘솔 기반

중간

가
PC 기반

사양

높음
낮음
중간

확장성

높음
중간

낮음

이동성

낮음
높음
낮음

주요전략
B2B
B2C, B2B
B2C

때문에 B2B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PC 기반 HMD들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략 보다 콘텐츠를 확보하여
다양한 체험 공간을 통해 자사 제품의 홍보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VR방, 아케이드 게임장 등의 모델이다.
플랫폼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화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 전략은
VR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양자 모두 콘텐츠 이용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HMD의 확산
전략에 따라 게임 콘텐츠 역시 직접 판매 수익과 이용료 수익으로
분화될 것이며, 특히 체험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은 어트렉션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콘텐츠의 개발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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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2) IP 중심의 멀티 플랫폼 전략을 통한 VR 시장 진출
최근 게임 업계의 화두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이다. 이는 플랫폼 사이의 경계가
희석되고,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최근 들어 유명 IP나 기존 게임의 IP를
활용하여 인지도를 바탕으로 VR 게임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멀티 플랫폼 전략은 콘솔 게임 제작자들이 하나의 게임을 다른
콘솔로 이식하기 시작한 경향을 뜻하였으나 게임을 위한 플랫폼들이
증가하면서 각기 다른 여러 플랫폼에서 게임을 발매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에서 멀티 플랫폼 전략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콘솔, PC, 온라인, 모바일 등 다수의
플랫폼과 그 시장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VR 플랫폼 시장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 산업 특히 한국 게임 산업에서 멀티 플랫폼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게임 산업의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각각 16%, 14.1%로 모두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비디오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각각 0.3%의 미미한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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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미
레드오션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환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유사한 포맷의 게임이 양산되는 현상을 낳으면서 국내 게임시장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림 3-8]

출

주요 국가의 디지털 및

처: Newzoo(2016),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11) 재인용

패키지 게임 시장 비교

93)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은
게임 제작사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멀티 플랫폼 전략은 게임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 악화와
플랫폼이 빠르게 디지털로 재편되면서 별도의 유통과정이 필요치
않아지고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그 동안
콘솔 게임들이 PC 플랫폼으로 발매되는 등 플랫폼을 넘나들게
되었다. 이 후 온라인, 모바일로 게임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멀티
플랫폼의 범위 역시 확장되었으며, VR 등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
파 낸셜뉴스 온
흥

잊

92) 이
, 라인게임 성공의 영광 어라, 2016. 11. 13
93) 한국콘텐츠진 원(2016. 11),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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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접어들고 이를 적용한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VR
게임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표 3-15] VR 포함 멀티 플랫폼 게임 사례
게임명

스매싱더배틀
건쉽배틀 2
Egle Flight
Star Trek
프린세스메이커
Star Wars Battlefront
Rogue One
Fallour 4
헬게이트
화이트데이
출

제작사

스튜디오HG
조이시티
유비소프트

엠게임
EA
Bethesda

빛

한 소프트

즈

로이게임

출시 또는 출시 예정 플랫폼

VR, PC, 모바일
VR, 모바일
VR(오큘러스 리프트, HTC Vive)
VR, 플레이스테이션4
VR, 플레이스테이션4, PC
VR, PC, 콘솔
VR, PC
VR, PC

처: 언론보도 종합

기존 게임 플랫폼을 통한 멀티 플랫폼 전략이 타 플랫폼 이용자
흡수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목적이 있다면 소비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VR 등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의 확장은
수익과 더불어 자사 게임의 인지도와 가치 상승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신생기업이나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는 기존 기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VR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유명 IP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VR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게임 IP의 인지도를
활용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명 게임 IP의 경우 게임의 이름 뿐 아니라 주요 배경,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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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리니지, 미르의 전설, 라그나로크 등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IP를
쌓아왔다. 또한 이들 게임은 한국 시장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이다. 때문에 이러한
IP들을 활용하여 이미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이나 중국 시장 이외에
동남아나 남미 같은 아직 VR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을
개척하는데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주요 기업 동향

(1) VR 시장을 대비하는 주요 콘솔 기업들
2015년 기준 전체 디지털 게임 시장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콘솔 게임 시장은 시장 성장세가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콘솔
게임 시장의 정체는 게이머들이 간편한 모바일 게임이나 보다
사양이 높은 PC게임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콘솔 기업들은 실적 반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며, VR 역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플레이스테이션VR 제조사인 소니는 주력
제품은 플레이스테이션4가 전세계 누적 판매량 5천만대를 돌파94)
하였으나 2016년들어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94)

Reuter, Sony's PlayStation 4 sales top 50 million units worldwide,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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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소니(Sony)의 게임 콘솔 매출 추이, 2014-2016
( 단위: 백만 엔)

출

처: Sony Annual Report 2016

소니의 게임 콘솔 판매 수익의 감소는 플레이스테이션4의 후속
모델은 플레이스테이션 슬림(Slim)과 플레이스테이션 프로(Pro)의
출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모델들이 콘솔 판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콘솔 매출을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플레이스테이션4의 라이프타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소니는 과거 플레이스테이션3의
판매가 하락할 때 슬림버전을 출시하여 플레이스테이션3의 판매까지
함께 상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 버전의 경우 향상된
하드웨어 사양과 4K 화질을 지원하면서 게이머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95)
흥

95) 한국콘텐츠진 원(2016. 11),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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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플레이스테이션 슬림(좌)와 플레이스테이션 프로(우)

출

처: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

특히 2016년 11월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출시되면서 하드웨어
사양이 업그레이드 된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는 기존 콘솔보다 뛰어난
그래픽을 통한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화질 개선으로 어지럼증
역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6).
때문에 단기적인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버전의 콘솔을
출시하는 것은 슬림버전을 통해 장기적인 판매 증가를 노리고 프로
버전을 통해 VR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소니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16년 말 140만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니의
가상현실 HMD 플레이스테이션 VR의 판매와 다양한 서드파티들의
VR 게임 타이틀에 힘입어 가상현실 게임 시장에서 소니가 초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S는 엑스박스 원(Xbox One)과 윈도우10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미지역을 제외하면 플레이스테이션4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 VG Chartz에 의하면 글로벌 콘솔 판매량 비중은 플레이스테
이션4가 55%이며, 엑스박스 원은 28.7%로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V 7 S

:

ff f S VR owners?, 2016. 11. 9

96) G24 , P 4 Pro What does it o er o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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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글로벌 콘솔 판매량 비중(2016년 10월 29일 기준)

출

처: Vgchartz.com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해 작은 판매 비중의 원인은 엑스박스원의
하드웨어 사양이 플레이스테이션4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중고 게임
유통 금지 발표로 인해 이용자의 신뢰를 잃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97)
그러나 MS 역시 소니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모델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4K UHD와 HRD를 지원하는 엑스박스 원 에스(Xbox
One S)를 플레이스테이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였으며,
플레이스테이션 보다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보이는 엑스박스 스콜피오
(Xbox Scorpio)의 2017년 출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엑스박스원 출시 당시 낮은 사양으로 인해
시장을 플레이스테이션에게 선점당한 이전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가장 주목할 지점은 그간 홀로렌즈(Hololense)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보다 증강현실에 집중하던 MS의 VR 게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라는 점이다.
7

흥

9 ) 한국콘텐츠진 원(2016. 11),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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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MS는 299달러로 예상되는 VR헤드셋 제작을 발표하였으며,
이미 VR 시장에 뛰어든 HP, 델(Dell), 레노보(Lenovo), 아수스
(Asus) 등 PC 제조사들이 파트너로 참여하였다98). 특히 MS가
윈도우10와 엑스박스의 통합적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콘솔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솔 기업들은 게임시장 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VR 게임과 자사 콘솔과의 연동을 통해 콘솔 판매를 추동하고자 한다.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6년과 2017년에
잇따라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지닌 새로운 콘솔을 발표하여, 이용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VR 게임 시장의 성장에
대응한 콘솔 기업들의 전략적 움직임이 VR 게임시장 활성화와 콘솔
게임 시장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주요 기업 현황
클라우드 게임은 ‘gaming on demand', ’streaming game'이라고도
불리며, 이용자가 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형태로
이용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실제 게임 데이터는 사업자의 서버에서
저장 및 실행되며 출력된 영상 결과만 이용자의 단말로 직접 보여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은 콘솔이나 고사양 PC없이 온라인 접속 만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단말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인터넷의 대역폭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 산업 활성화에 미칠
영향력이 주목 받고 있다.
8T V

9 ) he erge,
26

Microsoft announces new VR headsets for Windows 10, starting at $299, 2016. 10.
391

호주 소재 기술 정보 업체인 와테크(WhaTech)는 최근 자료에서
2015년 클라우드 게임시장을 4억 8천만 달러로 전망한바 있으며,
현재 시장을 성장 국면으로 진단한바 있다.99) 향후 2~3년 이내
다수의 메이저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된 형태의 클라우드
게임을 선보이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핵심 게이머들이 클라우드 게임의 이용자가
될 것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2020년까지
3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16] 주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명/이용화면
§

소유 업체명 :

§

주요 특징

상세
G-cluster Global(핀란드)

G-cluster
- 작은 접속 단말을 TV에 연결 à 대형 화면으로 게임
- 미국에서 성공하여, 유럽에 진출.
- 게이머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
PlayStation Now

§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주요 고객임
소유 업체명 : Sony
주요 특징

- Sony가 2012년 클라우드 Gaikai를 인수하여 독자적인
게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변모
- 가입형 모델 기반, 월 19.99달러, 3개월에 49.99달러의
요금
- PS3 게임 라이브러리에 접속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Sony 단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

T “
f
”

A R of 33.5% by 2020 according to

99) Wha ech, Global cloud gaming market will grow at a C G
market orecasts , 2016.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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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이용화면
§

상세
소유 업체명 : 개인(David Hodess, Sean Spector,
Jung Suh 등이 설립)

GameFly
§

주요 특징

- 게임업계의 Netflix로 알려진 서비스로 현재 삼성 스마트
TV와 아마존 FireTV에서 이용 가능
- 월 6.99달러에 7개 게임 이용 가능. 특정 테마를 중심
§

으로 구성된 번들 이용 가능
소유 업체명 : Uibtus(대만)

GameNow
§

주요 특징

- LG전자 스마트TV와 게임사 Ubitus가 제휴하면서 시작
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 스마트TV를 통한 게임 스트리밍을 시작으로 GoogleTV,
Window 및 Mac PC, 미국 이통사 Verizon의 LTE 가
§
StreamMyGame

입자 대상으로 서비스
소유 업체명 : Softly Softly Productions(영국)

§ 주요 특징
- 저가, 저사양의 단말에서 하이엔드 게임을 이용할 수 있
음을 장점으로 2007년 10월 런칭

출

처: 각사 홈페

- 게임 기록과 공유 기능이 흥미 유발하는 요소임.
- Xbox와 PS4에 탑재된 공유와 저장기능이 탑재
이지, Cloudwards(2015. 12. 21)100)

최근에는 메이저 기업들이 클라우드 게임을 강화하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8월 MS가 게임 스트리밍
기업 Beam을 인수하여 자사 콘솔 엑스박스를 통한 서비스가 예상되며,
소니는 2014년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 적용
범위를 PC 이용자들에게 까지 확대하였다.
클라우드 게임의 경우 지연율 등에서 개선되어야할 지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게임 이용자들이 단말이나 하드웨어의 한계에서
T Fv

Sv f

100) Cloudwards, op i e Cloud er ices or Gamers,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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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게임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VR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게임 이용의 중요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3) 시사점

글로벌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시장의 경쟁 심화, PC와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률 정체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찾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VR 게임이 존재하고 있다.
VR 게임은 미래 게임 산업의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주요 기술로
평가될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타산업 영역으로 가상현실 기술
확산의 주요 기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HMD 제조사와 게임 관련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 확보를 통해 자사 HMD의 보급을
늘리면서 VR 게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기업들의 경우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
속에서 VR 게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선진 시장이나 중국 시장의 경우 글로벌 HMD 및
플랫폼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뜻하기 때문에 이들 시장
보다는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VR 게임 시장의 경우 하드웨어의 개발이나 확산은 주요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2017년의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가격 인하나
판매 보다는 서비스와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94

국내 기업들의 경우 멀티 플랫폼 전략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상항에서 VR 게임은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비소프트 등 소수의 글로벌 게임 제작사를 제외하면 아직 본격
적으로 VR 게임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많지 않아 대부분 중소규모
제작사들이 VR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또한 VR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HMD의 성격에 따라 기업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콘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VR 게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게임 제작사들의 선택지는 보다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초기 VR 게임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상은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IP를 소유한 한국 게임 제작사들에게 이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게임 콘텐츠 제작 차원에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VR 게임의
그래픽 수준은 HMD 출시 초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래픽 수준이 떨어지는 게임 역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적절한 기획력과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규 제작사가 아닌 여러 게임의 출시 경험이 있는 기존
제작사들의 경우 VR 게임 시장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이동한 한국
게임 산업의 변화 속에서 IP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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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

1) 국내외 시장 동향

전시 및 테마파크 산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산업이 범위 역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전시의 경우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테마파크
산업의 경우 북미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다. 전시의
경우 단순한 박물관이나 예술 작품 전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컨벤션
견본시 등 B2B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테마파크의
경우 단순 ‘놀이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을 포함하여 어트랙ㅔ스트배션 중심의 시설을 통칭한다.
정확한 시장규모는 찾을 수 없으나 TEA(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는 관람객을 기준으로 주요 박물관과 테마파크, 워터파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EA가 발간한 ‘Theme Index and Museum Index: The Global
Attractions Attendance Report’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상위 25개
테마파크의 방문자 수는 2억 3,500만 명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 10개 테마파크로 범위를 좁히면 성장률은
더욱 증가하여 전년대비 7.2%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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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권역별 테마파크 관람객 점유율

출

처: TEA(2016)

2015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테마파크 관람객 점유율은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 시장의 관람객
점유율 증가는 중국 시장의 성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소득증가,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자녀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관람객 수 기준 상위 10개의 테마파크 중 일본과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제외하면 모두 디즈니 계열의 테마파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롯데월드가 14위, 에버랜드가 16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 특히 디즈니는 상위 25개 테마파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관람객 수의 55%를 점유하고 있어 테마파크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2위 유니버셜의 경우 17%로 디즈니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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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2
3
4
5
6

7
8
9
10
14
16

출

[표 3-17] 세계 테마파크 2015년 관람객 순위

테마파크 명
국가 관람객(명)
MAGIC KINGDOM
미국
20,492,000
DISNEYLAND
미국
18,278,000
TOKYO DISNEYLAND
일본
16,600,000
UNIVERSIAL STUDIOS JAPAN
일본
13,900,000
TOKYO DISNEY SEA
일본
13,600,000
EPCOT
미국
11,798,000
DISNEY'S ANIMAL KINGDOM
미국
10,922,000
DISNEY'S HOLLYWOOD STUDIOS
미국
10,828,000
DISNEYLAND PARK AT DISNEYLAND PARIS 프랑스 10,360,000
UNIVERSAL STUDIOS
미국
9,585,000
…
EVERLAND
한국
7,423,000
LOTTE WORLD
한국
7,310,000

기업

즈니
즈니
디즈니
유니버셜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
유니버셜
디
디

처: TEA(2016)

디즈니가 테마파크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디즈니가 가진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 수 많은 IP와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으로 평가된다.
디즈니는 관람객이 입장하는 순간 디즈니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로
구성된 세계에 들어선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연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러한 디즈니의 목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된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세계를 통해 디즈니의 판타지 세계를 보여주고 관람객은
거대한 공연 속에서 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테마파크가 단순한 놀이기구가 없어도 인지도 있는 IP와
기획력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중국의 테마파크 건설 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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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규모와 방문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다.
그러나 콘텐츠와 기획 측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놀이기구
이상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관람객 상위 2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대비
0.7%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관람객 수는 약 1억 6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20개 기준 미국과 영국이 각각 6개 박물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3개 등의 순이었다.
순위
1
2
3
5
6

7
8
9
10

[표 3-18] 세계 박물관 2015년 관람객 순위
박물관 명

LOUVRE
NATIONAL MUSEUM OF CHINA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BRITISH MUSEU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VATICAN MUSEUMS
SHANGHAI SCIENCE & TECHNOLOGY MUSEUM
NATIONAL GALLERY
NATIONAL PALACE MUSEUM

람객(명)
8,700,000
7,290,000

관

국가

랑스

프

중국

6,900,000

미국

6,900,000

미국

6, 21,000

영국

6,300,000

미국

8

6,002,000

8
8
5,288,000
5,94 ,000
5,90 ,000

바티칸
중국
영국
대만

한국의 경우 201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16위, 국립민속박물관이
20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5년 통계에서는 한국 박물관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입장료 등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테마
파크와 달리 박물관의 경우 무료 박물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위 순위가 시장 규모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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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어 있는 시장도 아니다. 특히 유물, 과학,
생물 등 장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급격한 변화가
힘들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방문객들의 재방문률이 테마파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방문객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전시와 테마파크를 비롯한 각종 어트랙션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는 2014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16년에 접어들면서
테마파크, 박물관, 공연 등에서 가상현실, 홀로그램, 증강현실,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어트랙션 산업의 경우 개인화된 콘텐츠가 아닌 집단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게임 등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의 기술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외 기업 동향

(1)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하는 테마파크
공연, 전시, 테마파크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는 초기에
집단 관람과 경험 공유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어
해결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정보중심의 디지털 전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공연과 테마파크 콘텐츠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무선통신, 컴퓨터의 경량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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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서 디지털 공연, 전시 및 테마파크는 관련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테마파크의 경우 ‘놀이기구’로 통칭되는 어트랙션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 어트랙션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유명 IP를 사용하거나 다른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하여 기존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현실
롤러코스터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롤러코스터 이외에도 가상현실 콘텐츠는 대부분의 어트랙션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많은 테마파크들은 가상현실이 적용된 어트랙션을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미국의 테마파크 기업 식스플래그이다. 식스
플래그는 DC 코믹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슈퍼맨, 배트맨 등 DC
코믹스의 IP를 활용하여 어트렉션을 제작하였다.
[그림 3-13] 식스 플래그의 Justice League: Battle for Metropolis

출

처: 식스플래그 홈페이지

국내의 경우 에버랜드가 2010년 가동을 멈춘 관람차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용하여 다시 가동을 시작한 이후101) 롯데월드가 VR
테마파크 콘텐츠 제작사인 맥미디어와 MOU를 체결하고102) 중세
컷뉴스 랜 ' 람 ' VR
년
스
탑승 VR 놀
후 레볼 VR

난
론칭

101) 노
, 에버 드 우주관 차
과 만나 6 만에 다시 태어 다, 2016. 11. 24
102) 포츠경향,
형
이기구 ‘ 렌치
루션2 ’ 신규
, 2016. 1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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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콘텐츠를 적용한 롤러코스터 ‘후렌치레볼루션2’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2 중 자이로드롭 등으로 가상현실 적용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전체 놀이기구의 30%를 가상현실과 결합할 예정이다.103)
또 다른 방식은 기존 어트랙션 없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트랙션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상현실 콘텐츠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콘텐츠와 맞는 물리적 대상만을
배치한 상태에서 전투, 모험, 탐험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제로 레이턴시(Zero Latency)는 넓은 공간에
120여개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자를 인식해 게임을 플레이
하는 방식의 테마파크이다.
[그림 3-14] 제로 레이턴시의 콘텐츠

출

처: zerolatencyvr.com

또한 미국의 보이드(The Void)는 단순한 가상 현실 콘텐츠를 넘어
바람, 비, 사물 등을 적용한 4D 기술까지 적용하여 보다 몰입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3) 매일경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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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차 경주를 VR로..롯데월드 가상현실 롤러 코스터, 2016. 5. 13

[그림 3-15] 보이드(The Void)의 가상현실 콘텐츠

출

처: thevoid.com

(2) 가상현실과 결합하는 박물관
테마 파크의 경우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몰입도 높은 가상
현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현실 기술 적용에 최적화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의 경우 단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교육과 정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테마파크 콘텐츠와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달리 박물관(Dali Museum)’은 디즈니와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 ‘dream of Dali’를 360°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세계 속을 여행하는 컨셉의 가상현실 영상은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예술영역에서 가상현실 콘텐츠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104)
[그림 3-16] dream of Dali 장면 캡처

처: Youtube, Dreams of Dalí: 360º Video
104) Wired, Oculus Rift Takes You Inside the Wild Mind of Salvador Dalí, 2016. 1. 27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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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영국의 ‘British Museum’도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청동기
시대를 재현하고 이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런던
자연사 박물관 역시 기어 VR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박물관에 적용하였다. 특히 구글은 자사의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어디에서든 미국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하여 교육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콘텐츠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즉, 직접 전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가상현실을 이용
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OTT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가상현
실 콘텐츠를 이용하여 박물관을 이용한 프랜차이즈가 제안되기도
하였다.105)
3) 시사점

공연, 전시 및 테마파크는 콘텐츠가 지닌 집단적 경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 단위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콘텐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시나 공연, 테마파크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고, 오히려
가상현실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어트랙션과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테마파크나 공연 및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 방문과
재방문이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떠한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내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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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2016). Theme Index and Museum Index: The Global Attractions Attendance Report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등 기존 놀이기구에 VR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어트랙션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테마파크의 놀이구기들이 노후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테마파크들은 새로운 놀이시설로 이용자들을 유입시켜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VR
콘텐츠는 이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트랙션의 종류에 따라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대 테마파크 뿐 아니라 백화점, 전시장 등에 VR
어트랙션을 이용하여 테마파크를 건설할 수도 있다.
또한 산업용 로봇과 결합하는 방식이 떠오르면서 테마파크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타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에 적용된 가상현실 기술이 여러 이점을 제공해
주지만, 가상현실 기술이 물리적 어트랙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물리적 경험과 함께 어떠한 테마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비즈니스의 대상,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유명 IP 활용이나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경험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테마파크와 전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명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신규 IP에 대한 홍보나
테스트를 위한 공간으로도 테마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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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HD 콘텐츠

1) 국내외 시장 동향

UHD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 중 하나로 기존 HD 화질보다 4배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기존 HD (1,920×1,080 / 200만 화소)
보다 화소를 기준으로 4배(3,840×2,160 / 800만 화소)∼16배
(7,680×4,320 / 3,200만 화소) 증가하여 보다 사실에 가까운 세밀한
영상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표 3-19] HDTV-UHDTV 규격 비교
구분
HDTV
UHDTV
화면비율
16:9
16:9
해상도
1,920×1,080 4K(3,840×2,160)
8K(7,680×4,320)
프레임율
30Hz
60Hz, 120Hz 등

출

처 :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홈페이지

비고

～16배
2～4배

4

UHD가 적용되는 산업 영역은 주로 방송, 디지털 사이니지로 특히
방송 영역의 경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업 방송을 2017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기존
4K보다 화질이 높은 8K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 영역의 경우 주파수, 기술 표준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 기업
보다 정부 주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UHD를 신산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표준 및 호환성의 국제 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대 등을 목표로 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UHD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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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이용자의 수요 보다는 방송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측면이 더 크며, 이러한 수요
증가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IPTV를 중심으로 VOD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율이
낮은 케이블TV와 VOD서비스에서 약점을 보이는 지상파의 경우
이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화질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UHD 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HDTV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전사들
역시 UHD TV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HD 방송이 비교적 빨리 도입되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
UH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UHD 서비스는
다른 권역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림 3-17] 권역별 UH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 수 추이

출

처: SNL Kagan(201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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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문 조사업체 SNL Kaga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UHD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아시아 권역이 3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UHD TV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유료방송과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UHD 콘텐츠가 제작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3-18] 방송사와 제작사 관계자들의 UHD 수용에 대한 예측

출

처: SNL Kagan(2016)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UHD 인프라와 콘텐츠
확산은 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SNL Kagan이 글로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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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Kagan(2016). 2016 global 4K/UHD industry survey.

방송사들과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방송사들의 경우 2017년～2018년 사이에 UHD 서비스가
수용되고 본격적인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사의 경우 2017년～2018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으나 실제 UHD 제작이 현장에서 수용되는 시간은 이보다 늦은
2019년～2020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 3-19] 권역별 UHD 서비스 시작과 대중적 수용 편차

출

처: SNL Kagan(2016)

관련 조사에서 나타난 또 다른 부분은 UHD 서비스 시작과 실제
본격적인 수용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UHD
인프라를 빠르게 수용한 아시아, 유럽과 달리 북미와 남미의 경우
가정의 TV와 방송 서비스들이 HD로 전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TV의 교체주기를 감안했을 때 향후 2～3년 후 본격적으로
UHD TV가 보급되고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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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비디오나 OTT 기업들이 포함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방송사들의 경우 TV라는 디바이스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온라인 비디오나 OTT 기업들의 경우 보다 다양한 디바이스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으며, TV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미 UHD를
지원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콘솔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0] 기업 형태에 따른 서비스 형태 선호도

출

처: SNL Kagan(2016)

기업 형태를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UHD 전용 채널 또는 패키지’ 형태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UHD 콘텐츠가 높은 화질에 따르는 높은 용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압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차 개선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 UHD
콘텐츠를 이용하는 곳이 집안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TV나 기타 플랫폼에서 독립 채널이나 패키지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와 제작을 함께 하는 기업들의 경우 디바이스마다
다른 해상도로 서비스하는 형태가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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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없이 서비스하는 경우 역시 47%로 UHD만을 서비스하는
경우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OD나 OTT
기업들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VOD나 OTT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콘텐츠 판매나 가입자들의 이용요금이
주 수익원인 상황에서 추가 요금 보다 가입자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북미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UHD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OTT 기업들이다. 미국 1위 케이블
기업인 컴캐스트의 OTT 서비스인 엑스피니티(Xfinity), 독립 OTT
기업인 넷플릭스,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등이 현재 UH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서베이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OTT 기업들이었다. 정책적인 투자가 가능한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초기 인프라와 콘텐츠 제작이 본격화되고 이후 시장이 안정된 이후
OTT나 통신사들이 시장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콘텐츠 측면에서 UHD가 가장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은 라이브
스포츠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이브 스포츠 영역의 경우 드라마,
영화 등 기타 영상콘텐츠에 비해 화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이기도 하며, 개별 스포츠 종목에 따라 고정적인 팬층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한국은 평창 동계 올림픽,
일본은 도쿄 하계 올림픽을 통해 자국의 UHD 방송 서비스와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비즈니스 측면의 동향만큼 UHD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
표준이다. UHD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을 확정하면 TV 뿐 아니라 촬영, 편집, 전송,
저장 등 대부분의 장비와 제작 프로세스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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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준화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유럽식 DVB-T2와 미국식
ATSC 3.0이다. 유럽식의 경우 미국식보다 빨리 표준화되어 시장에
장비가 이미 많이 출시되어 방송 초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ATSC 3.0의 경우 보다 최신기술을 수용해 개발 및 확장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표 3-20 ] DVB-T2와 ATSC 3.0 비교

출

처: 방송과기술(2016. 8. 4)

7

10 )

한국의 경우 ATSC 3.0 방식으로 표준이 결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자체 개발한 ISDB 방식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TV 수상기의
경우 50%이상의 글로벌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 자체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장비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DVB-T2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 방송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비 산업이 외국 기업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실내 직접 수신,
음향 채널, 부가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단순 기능이 아닌 자국 방송 시장의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표준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7

파 UHD 방송표준방식 선정과 관련 이슈. 2016. 8. 4

10 ) 방송과기술,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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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 동향

UHD 시장의 경우 현재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장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업체들의 경우 UHD
콘텐츠만을 전용으로 제작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역시 특정하기 힘들다.
또한 UHD의 경우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민간 기업 보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기업이 아닌 주요 국가별로 UHD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한국
한국의 경우 2017년 2월 지상파 방송 시작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8년 동계 올림픽을 UHD 방송을 통해 제작, 전송할 예정이다.
2017년 700Mhz 주파스 대역이 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되었으며, 2016년 UHD 표준을 미국식 ATSC3.0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UHD 방송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부분은 TV
안테나 내장과 콘텐츠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
판매되었던 UHD TV의 경우 모두 유럽식 표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안테나의 경우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이기에 가전사와
방송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할 당시 주요 근거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직접수신율 향상’
이었다. 즉, 해외의 경우 대부분 UHD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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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
수신율 향상은 방송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가전사의 경우 기술적 문제와 단가 상승을 이유로 안테나 내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방송사들은 시연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안테나 보급이나 수신환경 개선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이슈는 콘텐츠 보호이다. 이는 TV가 수신하는 방송
신호를 암호화하는 기술과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DRM 기술, 콘텐츠
추적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 등이 포함된다. 실제 이용자들이 추가로
기술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으나 가전사나 방송사의 경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가전사와 방송사들의 협
의를 통해 콘텐츠 보호 기술을 적용이 합의 되었으며, 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TV의 경우 직접수신이 불가능한 문제가 남아 있으며, 직접
수신을 강조하는 지상파 방송이 IP 연동이 가능한 미국식 표준을
통해 VOD 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한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 역시 존재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2013년 5월 총무성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UHD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도입을 실천 중이다. 특히 일본의
공영방송사 NHK는 9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텔레비전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일본 업체들의 UHD 방송장비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NHK는 자회사 위성방송(BS)을 활용한 UHD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을 이용한 UHD 영상 전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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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108)
일본의 경우 방송 산업 자체 보다는 전체 ICT 산업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UHD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UHD 방송 분야의
가치사슬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소니의 존재는 일본의 UHD 방송과
콘텐츠 경쟁력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전자제품 시장 특히 TV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내준 소니는 UHD TV를 통해 일본정부와 손잡고 다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TV, 방송, 관련 장비
뿐 아니라 콘텐츠 영역에서도 영향력이 큰 소니는 TV 수상기
중심의 국내 가전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UHD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 시장에 적극저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니는 2015년 독일에서 개최된 IFA에서 세계 최초로
U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즉,
스마트폰으로 UHD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재생한다. 또한
UHD TV와 직접 연결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물론 6인치
정도에 불과한 스마트폰에 UHD 화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인지도와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109).
(3) 미국
글로벌 TV 제조사들에게 미국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1995년 미국의 마지막 TV 제조사였던 Zenith가
LG에 매각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TV를 제조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8 KISDI UHD 서비스의 활성화 조건과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 2015. 11. 23
회 오창희, UHD 방송의 쟁점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10 )
,
109) 정 경․

415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UHD TV의 판매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15년 판매되는 TV중 25%가 UHD TV로 예상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송 사업자들에게 UHD 콘텐츠는 직접적인 제작비 상승으로
연결된다. 케이블 TV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기업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 역시 함께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UHD 방송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자칫 기존 케이블망에
과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케이블
기업들의 경우 UHD 시장을 관망하고 있으며110) 화질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UHD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OTT 사업자와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UHD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 증가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표적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UH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UHD 콘텐츠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다.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스튜디오들이 불법복제를 우려하
며 영상을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UHD 화질의
콘텐츠 소비가 자칫 영화관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UHD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분야는
스포츠 콘텐츠이다. 스포츠의 경우 고화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 또한
드라마, 영화 보다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NLF을 중심으로 2012년
흥 UHD 방송 도입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110) 한국콘텐츠진 원,

416

부터 테스트 과정을 거쳐 UHD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3) 시사점

UHD의 기본은 기존 HD 보다 4배 더 선명한 화질이다. 그러나
단순히 화질의 개선이 반드시 더 높은 시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이용하는 화면의 크기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시장을 형성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높은 화질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내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일 것이다.
월등하게 개선된 화질로 인한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개선된 화질로 인해 이용자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수동적인 미디어 이용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화면 분할과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로 인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이용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 역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외 UHD 콘텐츠 시장에서 UHD 콘텐츠는 여전히 충분한 규모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케이블을 비롯한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UH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며, 가장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지니고 있는 지상파 방송 역시 기존에 판매된
UHD TV의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을 위한 안테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다.
현재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ATSC 3.0 표준을 한국에서 선택했다는 점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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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UHD 장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한국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의
빠른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5년에 비해 기술표준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직접수신을 위한 안테나 관련 논쟁과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상파의
느린 움직임은 자칫 201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UHD 방송 일정에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미 4K를 넘어 8K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비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식되는 해외 시장과 달리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UHD 방송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이용자 편의성 개선 그리고 국내 장비 업체들의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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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사이니지

1) 국내외 시장 동향

(1) 보다 정교한 타깃 광고를 지향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포함된 광고판의
의미를 넘어 콘텐츠 소비를 위한 미디어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장 큰 목적은 여전히 광고와 마케팅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소비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교화 하여
개인 고객에 최대한 맞춰진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의 재방문이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이용자들이 이전
보다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단순 광고 노출이 아닌 실
질적으로 이용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마케팅이 더욱 중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발전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MI(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5년 기준 149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년 약 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111)
111)

Digital signage today, What's driving the digital signage market trends?, 20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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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전망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IHS는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를 보다 세분화 하여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발표한바 있다.
IHS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디스플레이와 미디어 매출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성장률의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가 전년 대비 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분야별 디지털 사이니지 성장 추이

출

처: IHS(2015. 6. 8)

112)

소프트웨어의 경우 아직 시장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디지털
사이니지가 개인화되고 상호작용성이 뛰어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는 만큼 스크린에 대한 통제, 콘텐츠 프로그래밍, 광고 효과에
대한 측정 등이 중요해지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글로벌 옥외 광고 에이전시
포스터스코프(Posterscope)의 전략 부문 부사장 Jeff Tan은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성장, 보다 정교한 타깃 설정 기술, 데이터와의
통합, 실시간성의 증가로 미래 디지털 사이니지의 형태를 규정하기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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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 Digital Signage Revenue to Grow 10 Percent in 2015, IHS Says, 2015. 6. 8

하였다113).
그의 발표에 따르면 타깃 설정은 단순히 최종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대상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마케팅
플랜은 앞으로 이통 통신 데이터, 온라인 브라우징,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 기록, 위치 데이터 등과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데이터 통합은 광고주에도 적용되면서 비즈니스 정보와 함께 적절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 등을 이용하며 보다 지능화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스스로 콘텐츠를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외부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콘텐츠 변경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날씨, 스포츠 경기 점수, 트래픽 및 소셜 미디어 피드 등 외부
조건에 대한 설정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이다.
[그림 3-22] GM의 디지털 사이니지

처: GM Digital Signage User Giude
113) Digital signage today, 8 near-future trends set to change out-of-home advertising, 2016. 2. 15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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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케이스는 GM(Gerneral Moters)으로 외부 데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
관련 콘텐츠를 재생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센터,
판매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고주들의 디지털 사이니지 구매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RTB(Real Time Bidding)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애드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고 공간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통합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효율에 대한 측정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폰의 대중화와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 업계의 관심은 자연
스럽게 모바일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심이
단순히 스마트폰을 통해 단순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자체를 또 다른 개인화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만드는
것이다114).
이는 상호작용과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축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상호작용의 경우 스마트폰이 다른 디스플레이들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URL을 이용자에게
전송하고 전송된 URL을 통해 이용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정보를 다른 디스플레이에
전달하는 것이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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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ge today, Mobile devices, digital signage working together, 2016. 9. 1

[그림 3-23]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출

처: Novisign 홈페이지

스마트폰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에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설치 장소가 적절하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둘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게임은 콘텐츠 구성에 따라 게임에 포함된
브랜드의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셋째,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효과는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이 개인 미디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개인 소비자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지속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통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 고객을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비콘(Beacon)을 통한 위치기반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매장에 출입한
고객을 파악하고 앱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이후 관련된
메시지나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향후 IoT와의 결합을
통해 보다 자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들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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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소매(retail)와 의료 영역의 빠른 성장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어플리케이션은 소매 분야와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소매 분야의 경우 2015년 기준
39.9%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향후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 분야 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분야는 식당과 호텔로
식당은 디지털 메뉴판,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개인화된 주문,
주문 대기 시간을 활용한 광고판 등이며, 호텔의 경우 키오스크를
이용한 지도 서비스, 디지털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제약사의 마케팅에 활용되거나 병원에서
엔터인먼트를 통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24] 디지털 사이니지가 주로 활용되는 산업 분야

출

처: Digital signage today(201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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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ge today, How Digital Signage Can Change Your Company, 2016. 11. 3

그 외에 학교에서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교통
부문에서는 주차, 교통체증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2) 국내외 기업 동향

1) 소규모 식당의 빠른 디지털 사이니지 채택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소규모 식당, 특히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특성상
주문과 동시에 원하는 음식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바로
터치 스크린과 결합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주문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25] 맥도날드의

출

y

‘Creat our taste’ 디지털 사이니지

처: 맥도날드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맥도날드(McDonald)는 ‘Create your taste’로 명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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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를 매장에 배치하여 고객이 자신만의 맞춤 버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이 키오스크 및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이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116)
또 다른 햄버거 체인인 조니로켓(Johnny Rockets) 또한 새로
개점하는 매장에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 비디오월, 디지털 보드 메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조니로켓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가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용은 단순히 디지털 메뉴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Acrelec America의 마케팅
책임자인 Jodi Wallace는 “정적 메뉴를 동영상 또는 디지털로 변경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체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며, 잠재적인 고객들과 접점(드라이브 쓰루, 실내
환경, 모바일 주문, 고객 충성도,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합하여 뛰어난 소비자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117)
즉, 디지털 메뉴판이나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 모두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편의성 증가나 시각적 효과가 아닌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및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통합적 경험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2) 태그(tag)를 통한 콘텐츠의 중요성 강조
디지털 사이니지가 많은 가능성들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나
D
7I

y Digital signage in fast casual: building a better custom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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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단순한
고정적인 간판을 넘어 수많은 스크린을 네트워크를 통해 한 번에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콘텐츠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적절한 소비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교한 태그를 기반으로한 콘텐츠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18)
이는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되며, 특히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콘텐츠 배포를 지원하고 있다. 속성
기반 모듈을 통해 처음에는 전체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다음 개별
건물, 회의실 및 화면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미국 볼 스테이트 대학(Ball State
University)으로 태그를 통해 세분화된 방식으로 수업 변경 내용을
맞춤식으로 공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내 단체들의 공지
또한 태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태킹
시스템과 지능형 콘텐츠 플레이어와의 결합을 통해 단일 시스템
속에서 수천 개의 사이니지를 관리하고 있다.
즉, 디지털 사이니가 제공하는 첨단 기술의 목적은 이용자가
기술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신기함’이 아닌 세분화되고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 규모가 되어 갈수록 콘텐츠에 대한 태킹을
통해 콘텐츠를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고객들은 세계적 단위가 아닌 아주 작은 지역적 단위로 존재하기
8 Digital signage today, Content is king,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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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3) 시사점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 방향은 현재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가 광고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의 실현 가능성 증대와 이를 통한
이용자 관여와 실제 행동의 증가 때문이다.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에 적용되는 기술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현상을 경계하고 최적화된 콘텐츠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 적절하 구매 장소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며, 매장을 비롯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에서 이용자
경험을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광고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디지털 광고판’의
의미가 강했으나 최근 들어 광고 뿐 아니라 교육, 공공정책,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스타벅스(Starbucks)와 같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가 상호작용과 콘텐츠를 통한 정교한 타깃 광고를
지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대형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위치기반정보를 활용한
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과 커피 전문점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대기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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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이 ‘디바이스와 콘텐츠의 통합
관리’를 지향함에 따라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에서도 소프트웨어나 주변기기를 활용해 ‘관리’ 측면을 강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들과 SKT, KT 등 통신사들이 향후 IoT 시장에 대한 포석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진출하면서 콘텐츠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소프트웨어와 미디어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영역의
영세성은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저해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동
영상 재생이 가능한 간판’으로 격하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제도적으로도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디지털 간판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설치된
매장과 관련 있는 콘텐츠만 재생이 가능하며, 콘텐츠를 변경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중소 업체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요구될 것이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중심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넘어 통합관리, 효과 분석 등을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에 대한 육성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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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감형 이북(e-book), 이러닝(e-learning)

1) 국내외 시장 동향

(1) 이북(e-book)
2015년 글로벌 이북(e-book) 시장은 전년에 비해 14.1% 증가한
367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성장세였다. 202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도 11.6%이 될 전망으로,
이북 시장의 성장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북 시장은 안정된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장
외적인 요소에 의한 변동이 많은 만큼 시장 구조의 변화 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북 시장이 하락하거나, 성장이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상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교육을 위한
정부 주도 및 지원 정책, 다양한 이북 및 이북 리더 응용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 이북이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에 용이한 포맷이라는 점 등
또한 이북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북 활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다는 점,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 존재하는 호불호, 플랫폼이 통일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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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글로벌 이북(e-book)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전자책

7,690

10,638

13,777

16,185

18,342

20,592

22,926

25,258

27,668

30,124

10.4

잡지

4,523

6,714

8,785

11,012

13,313

15,712

18,144

20,516

22,692

24,776

13.2

전문 정보지

2,434

3,086

3,778

4,618

5,116

5,671

6,307

7,043

7,898

8,896

11.7

합계

14,647

20,438

26,340

31,815

36,771

41,975

47,377

52,817

58,258

63,796

11.6

출

처: PwC(2016)

이북 시장에서는 장르 소설 중심인 독립 출판 형태의 시장 규모가
여전히 모든 출판 형태 중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6년 10월 급감해 40% 이하를 기록하였다. 하락한 점유율은
대부분 아마존(Amazon) 출판의 점유율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아마존
출판 이북의 이북 시장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독립/자가 출판 형태의 이북을 대체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마존을 통해 독점 출판되는 이북 타이틀의 판매량은 높은
편이나, 타이틀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기에 데이터 수집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5대 출판
기업에서 출간된 이북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였지만, 최근 반등의 여지를 보였다. 장르 문학을 제외하고는
이북으로 먼저 출간되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콘텐츠보다
출판 도서의 디지털 컨버전 형태의 콘텐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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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출판 형태별 2014년 2월 ~ 2016년 10월 판매 점유율 변화 추이

출

처: Author Earnings(2016)

119)

이처럼 5대 출판 기업에서 출간된 이북이 수익 측면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 10월에는 다소
하락하였다. 판매량 점유율에서 반등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다소 높았던120) 5대 출판 기업 출간 이북의
권당 평균 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다른 출판
형태의 경우 판매량 점유율 변화 흐름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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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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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uthor arnings, ctober 2016 uthor arnings eport, 2016
120) rachtenberg, . . (2015. 9. 3). -Book ales all ter ew ma on Contract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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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출판 형태별 2014년 2월 ~ 2016년 10월 매출 점유율 변화 추이

출

처: Author Earnings(2016)

121)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기술을 이북에 적용해
인쇄 출판 도서와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특히 어린이 교육용 도서, 키덜트(Kidult) 층을 위한
컬러링 북을 중심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북에 적용되는 AR 기술은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미지나 단어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앱으로 시각적인 입력을 기반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향후 실감형 이북 시장은 시장성만 확보된다면 증강현실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

121)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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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닝(e-learning)
리서치 업체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이러닝(e-learning) 시장 규모는 1,932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잠정 집계되었다. 또한, 향후 2021년까지 연평균 24.84%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이며 5,086억 4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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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00
193.24

200
100
0
2016
출

처: MarketandMarkets(2016)

2021

122)

최근 이러닝(e-learning)은 교육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디지털
교본에서 더 나아가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에듀테크(Edtech)로서 거듭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전통 교육에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SW), 가상현실(VR), 증강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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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andMarkets. Smart Education and Learning Market, 2016

현실(AR), 3D,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산업으로
이러닝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교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기업, 스마트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
가상훈련(이트레이닝)까지 포함한다.
증강 현실(AR)과 가상현실(VR) 관련 기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관련 디바이스가 교육
기관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고 단순화 되어
실감형 기술을 사용한 여러 프로그램이 출시되거나 개발 중에 있다.
기존의 이러닝 콘텐츠들은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일방향적 관점에서 제작되었다. 때문에 기존의
이러닝 콘텐츠에 접목된 기술은 영상 기술과 실감형 기술에 국한
되었으며, 콘텐츠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반면 최근의 에듀테크 기술 시장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교육 대상마다 교육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의 종류나 교습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맞춤형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결과들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관리 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s)이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능과 통신망의 발전, 하드웨어 공급 업체와
교육 콘텐츠 제작 업체 간의 협력 증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한 효과 실증, 기술 발전 및 정부 이니셔티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닝의 중요성 재발견은 이러닝 시장의 발전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ICT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자의 스마트 기술 및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와 친화도가 떨어지고, 자원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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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이러닝 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닝이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학교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관련
이러닝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근 기업들의 직업 훈련을
위한 전문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전문 교육
이러닝 시장이 향후 학교 교육 관련 이러닝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123)
2) 국내외 기업 동향

실감형 이북과 이러닝 시장은 현재 특정 대형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안정된 시장이 아니라, 여러 기술관련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쟁 시장에 더 가까운
편이다. 때문에 특정 기업의 정보보다는 기술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업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1) 이북(e-book)
현재 이북 업체들은 글라스 등 외부 장치에 의해 시야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가상현실(VR)보다는 인쇄 출판된 책을 활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중심으로 실감형 이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증강현실이 적용된 실감형 이북은 주로 인쇄 출판된 서적의 텍스트,
이미지를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연결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스마트 폰, 태블릿 또는
웹캠이 장착 된 컴퓨터 등 외부 화면을 인식하는 카메라와 디스
플레이를 갖춘 디바이스로 페이지를 위치시키면 디바이스는 해당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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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읽고 연계된 콘텐츠를 장치의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이
콘텐츠는 다른 그림이나 짧은 비디오 파일 또는 오디오 파일처럼
단순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으로 복잡할 수 있다.
실감형 이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관련 ICT
기술 보유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들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콘텐츠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컬러링북이라고 할 수
있다. 실감형 컬러링북은 인쇄된 컬러링북에 색칠을 완료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화면에서 캐릭터가 자신이
색칠한 색을 담고 나타나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어 기존 컬러링북의
만족감을 높여준다. 특히 20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캐릭터
IP를 보유한 디즈니(Disney)가 자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실감형
컬러링북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 밝혀 화제가 되었다. 디즈니는
2016년 9월에는 관련 기술 특허를 획득하는 등 실감형 컬러링북
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4)
국내에서도 현재 실감형 컬러링북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스마트한이 꼬마 버스 타요 IP를 활용한
AR 컬러링북 꼬마 버스 타요 컬러링 세계 여행을 출시한 바 있고,
올해에는 쓰리알컨텐츠에서 세계명작동화 컬러링 AR 스토리북을,
뷰아이디어에서도 유아용 3D 공룡 컬러링북을 출시해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
키덜트(Kidult) 층을 중심으로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컬러링북
시장이 급작스럽게 커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감형 컬러링북
또한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y D y

v

y

v

124) Patent ogi, isne patents an interacti e book that communicates with our smart de ices,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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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국내 기업이 제작한 AR 컬러링북

이어 2016년에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실감형
이북 관련된 특허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다. 공개된 특허에 따르면
구글의 인터랙티브 북(Interactive Book)은 인식 센서, 홀로그램 혹은
스피커 등 전자 출력 장치, 서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장치과 함께 구글은 책 내부에 포함된 프로젝터를
통해 홀로그램, 혹은 천장에 영상을 비출 수 있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가 반드시 필요한 AR 이북보다 뛰어난 범용성과 확장성을
실감형 이북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단가
문제가 큰 관건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프리미엄 버전은 프로젝터나 디스플레이를 포함 할 수 있지만,
기본 버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뿐만 아니라 인식
센서와 스피커의 존재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등장한다면 실감형 이북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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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구글의 실감형 이북 특허

출

처: 미국 특허청

(2) 이러닝(e-learning)
ICT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의 바람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들은 교육 과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발굴에 큰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닝 기술은 전술하였듯이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닝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러닝
프로그램은 시험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조사, 설문 등을 통해 얻어낸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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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며, 교육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합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맞춤형 제작툴 또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200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1억 4,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뉴튼
(Knewton)이 있다. 뉴튼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학생 개인에 대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LMS
솔루션을 개발했다. 블링크 러닝(Blink Learning)은 30개 이상의
교과서 출판사와 제휴하여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이나 학생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교과서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더하거나 제외함으로써 간편하게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플랫폼 또한 점차 진화하고 있다. 3만 5천 개
이상의 코스를 9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데미
(Udemy)는 사용자가 자신의 온라인 코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교육 마켓 플레이스로 포브스에서 선정한
에듀테크(Edtech) 시장 선도 기업 1위로 꼽힌 바 있다.125) 칼투라
(Kaltura)는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 농구 경기 중계까지 대학에서
필요한 모든 영상을 관리하고 송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예일, 스탠포드, MIT 등 수백 개의 대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교육의 몰입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에 대한
업계의 관심 또한 높은 편이다. VR/AR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도 향상과 만족도 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2016년 9월 학습용 VR/AR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해 우승자에게 68만 달러(+IBM,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의 추가
지원) 규모의 상금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실감형 이러닝 시장에서
F

ET

Y Need To Know About, 2015. 10. 25

125) orbes, 10 d ech Companies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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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126)
이머시브 VR 에듀케이션(Immersive VR Education)이 판매하고
있는 렉처 VR(Lecture VR)은 VR 기기를 활용해 수업 내용에 맞는
가상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예를 들어, 우주에 대해 수업을 할 때 교실 배경을 우주왕복선
아폴로 11로 바꿀 수 있다. 알케미 VR(Alchemy VR)은 런던 자연사
박물관, 소니,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콘텐츠를 확보해 큰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31] Lecture VR과 Alchemy VR

이 밖에도 가상 미술관 체험을 제공하는 Woofbert 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형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구글 또한 장비를
갖춘 구글의 프로젝트 팀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VR 가상여행
체험을 제공하는 일종의 출장 VR 캠페인인 GEPP(Google
Expeditions Pioneer Program)를 운용해 미래 VR 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Erik Martin and Palacios, A New Prize Challenge for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Learning
Tools, 2016. 9. 15. <the White House>

126)

441

[그림 3-32] Google Expeditions Pioneer Program

국내 교육 이러닝 콘텐츠도 서비스 중이거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대교, 천재교육, 교원도 각각
스마트 빨간펜, 밀크T, 눈높이 앱 등 이러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웅진씽크빅 또한 전집과 학습지를 이북 형태로 제공하는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도 직원 계발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닝 콘텐츠를 통해 회사는 교육자를 채용하는 데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적응력과 역량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제작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이러닝 기업이었던 크레듀는 삼성SDS와 합병
후 사명을 멀티캠퍼스로 변경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멀티캠퍼스는 안전환경 통합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경북 지역 지진을 계기로 VR과 진동의자를 활용한
‘4D 지진안전체험’과 해상사고 시 안전한 대피요령을 가상 체험하는
‘VR 선박안전교육’, ‘지게차 안전작업 체험’과 여러 사람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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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을 시연하는 ‘스마트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등을 포함
하고 있다.
3) 시사점

이북과 이러닝 시장에서 2016년은 실감형 기술의 활용 방향을
찾기 위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북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
보다 더디고 인쇄 출판 도서 시장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북이 인쇄 출판 도서를 능가하는 새로운 경험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형 이북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현재 컬러링북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쇄 출판
도서와 AR 기술의 결합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디즈니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 다투어 ICT 기술을 내재한
인터렉티브 도서(Interactive Book)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기와 장비의 소형화와 상호작용성 강화를 통해 물리적인
한계 또한 개선될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물리 책 내부에
장비를 삽입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그 기술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등장한다면, 지연되고 있는 이북 시장의 성장 또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이북 관련 기업들은 기존 AR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이북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는 한국 시장의 특성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AR
콘텐츠를 전자책과 인쇄 도서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북을 통해
실제 책을 잡고 페이지를 넘기는 느낌을 제공하는 기술 역시 발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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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기술들은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역시 디지털 교과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효과를 위한 실감형 콘텐츠가 중시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터렉티브 이북 개발은 AR 기술의 단순한
적용보다 향후 이용자와 콘텐츠의 상호작용 측면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책 시장에서 ‘실감형 기술’ 적용방식이 중요한 콘텐츠
영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나 더 먼 미래를 위한 기술 및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술 기업과 콘텐츠 기업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닝 시장의 특징은 실감형 콘텐츠의 확장, 맞춤형 서비스의
등장,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016년에는 이러닝
시장에서 실감형 기술, 즉 VR과 AR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특히 기술의 발전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화
가능성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화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닝이 보다 넓은 개념인 에듀테크(Edtech)로 확장되면서,
콘텐츠 소비와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기존의 이러닝 시장의
인식도 소비자인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장
되었다. 해외 기업들은 교육 콘텐츠에 화려한 360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삽입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학교 교육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 교육의 경우 교육열이 높은 베트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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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닝 시장의 흐름이 콘텐츠나 시스템이 아닌 학습자와
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면서 단순 강의 녹화나 플래시,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보다 개별 이용자 수준에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 대학을 제외하면 외국어 학습과 기업체
직무교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습의 집중력이나
상호작용성의 강화를 넘어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가 이러닝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더 나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면 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과 다른 교육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술과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야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교육 도서가
베스트셀러 상위에 위치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지 않아 여전히 오프라인 도서와 교육
중심의 시장이지만 향후 실감형 기술이 포함된 플랫폼이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 교육 콘텐츠의 인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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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마트, 모바일 앱
1) 국내외 동향

글로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2015년 약 411억 달러에서
2016년 24% 증가하여 509억 달러가 되고, 2020년에는 1,01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모바일 앱의 스토어 매출 외에 모바일 상거래와 광고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3] 2016-2020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출 변화 예측
(단위: 10억 달러)

출

처: App Annie(2016) 7 , App Annie 모바일 앱 예측 보고서
12 )

또한 신흥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계속 확산되고 모바일
앱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
앱 스토어 다운로드는 33% 성장한 1,473억 건으로 성장하고 2020년
2,843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은 전체 다운로드의
약 1/3을 차지할 만큼 다운로드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7A A

A A

바 앱 예측 보고서, 2016

12 ) pp nnie, pp nnie 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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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2016-2020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변화 예측
(단위: 10억 건)

출

처: App Annie(2016), App Annie 모바일 앱 예측 보고서

이처럼 어플리케이션 매출의 성장률은 2020년까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또한 다운로드 수의 성장률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앱애니(App Annie)가 2016년 공개한 모바일 앱 예측 보고서의
모델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출,
사용량, 다운로드가 변화한다. 초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다운
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들이
실사용자가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적응하게
된다. 실사용자들은 다운로드한 어플리케이션에 몰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 앱 구매 등을 통해 더 다양한 기능을 원하게 되고 자연
스럽게 어플리케이션 매출 또한 증가하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되어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다운로드
수가 감소하고 상승폭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량과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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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앱애니는 현재의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다운로드 수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사용량과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35] 앱 시장 성숙도 모델

출

처: App Annie(2016), App Annie 모바일 앱 예측 보고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국면 전환 과정에서, 게임 중심의 어플리
케이션 시장 구조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외에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량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0년에는 게임 외 어플리케이션이 전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다운로드 수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게임
중심의 현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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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2015년과 2020년 모바일 앱 시장 다운로드/매출 변화 예측

출

처: App Annie(2016)

8

12 )

이 모델은 국가별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성숙한
시장의 소비자들은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앱 설치를 새롭게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다운로드 수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앱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하며 부가 서비스의 이용량도 많아지기에 매출과 사용량은
늘어난다. 반면 신흥 시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이용 패턴이 고착화
되어 있지 않아 더 자주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거나 다운 받는
경향이 있으나 사용량은 적고, 수익 모델 또한 한정되어 있어 매출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역시 중국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은 2016년 3분기 iOS 스토어에서 미국을
넘어 최고 매출 국가로 부상하였다. 수많은 로컬 스토어로 나뉘어져
매출 집계가 어려운 중국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시장 또한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어플리케이션
업계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략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I

12 )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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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업 동향

(1) 모바일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완전히
기기의 저장장치로 옮긴 후 재생하는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다운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는 멜론,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 뮤직(Apple Music)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와
훌루(Hulu)를 포함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다.
4G 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의 발전을 통해 무선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장 용량이 적고 실시간성이 중요한
모바일 기기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치고 디지털 콘텐츠를 향유
하는 주된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게 되었다.
2016년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중국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는 사용량의 증가와, 구독 모델을 이용한 인앱 매출이 급
증하였기 때문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사용량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분야이다.
모바일이 퍼스트 스크린(1st screen)이 되면서 전 세계 동영상
재생의 46%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이루어졌으며129), 스트리밍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모바일 환경에 맞는 우수한 자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인앱 정기구독 및 콘텐츠 구매가 증가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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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YALA(2016), Global Video Index Q4 2015

유료 케이블 서비스를 해지하는 코드 커팅(Code-Cutting) 현상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2015년 4월에 출시되어 전
세계 iOS 매출 상위에 오른 HBO NOW와 9월 말 인앱 구독 구매
서비스를 도입한 넷플릭스의 경쟁이 치열했다. 유튜브 또한 10월에
유튜브 레드(YouTube Red)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미국 프로
야구 경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MLB.com At Bat
어플리케이션이 2016년 4월 애플 앱스토어 매출 20위권에 오르는
등 스포츠 경기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성을 보였다.
[그림 3-37] 2014-15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상위 10위 앱 합산 매출

출

처: App Annie(2016), 2015 Retrospective 보고서

중국에서는 자국의 웹 드라마, 웹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요우쿠
(Youku), 아이치이(iQIYI), 텐센트 비디오(Tencent Video)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이브 동영상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인 잉크(Inke)가 2016년 초 서비스를 시작하여 동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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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 순위 7위에 오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화제가 되었다.
잉크의 빠른 매출 성과는 중국의 많은 이용자 수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아프리카 TV와 유사하게 방송인과 시청자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앱 구매 시스템과 인앱 광고 등 추가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을 실제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시장에서도 또한 유튜브를 위시한 동영상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이 2016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저렴한 정기 구독료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료 다운로드 시장을 대부분 잠식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4년에 비해 2015년 상위 10개의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의
매출은 약 2.2배 증가하였다.130)
판도라(Pandora)와 타이달(TIDAL)은 인기 아티스트의 디지털 음원을
독점 공급하면서 애플 뮤직 등장 이후에도 미국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스포티파이
(Spotify) 또한 유럽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부문(게임 제외) 월매출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
에서는 지역의 디지털 음악 콘텐츠를 담은 지역 앱이 글로벌 대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앞서고 있다.

A A

130) pp nnie(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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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ive 보고서

[그림 3-38] 2015년 국가별 음악 스트리밍 앱 유료 가입자 순위

출

처: App Annie(2016), 2015 Retrospective 보고서

(2) 리테일 어플리케이션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은 유통 업체들이 자사의 유통 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매 과정에 이르도록 돕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환경이 일상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기 시작
하면서, 이를 활용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소비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유통 기업들은 대부분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을 최소 하나
이상은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은 초창기에
단순한 제품 카탈로그, 할인 정보 등 전단지를 대체하는 단순한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위치 정보, 딥 러닝 등
다양한 ICT 기술들과의 융합을 통해 매장 내 상품 위치 안내,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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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도 한다.
현재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며 대형 유통 체인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으로, 특히 지난 1년 사이에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림 3-39] 국가별 안드로이드 리테일 앱 사용 시간
(단위: 백만 시간)

출

처: App Annie(2016)

131)

이러한 이용량의 증가에는 미국 리테일 어플리케이션들의 기술적
발전이 크게 기여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은 푸시 알림, 위치
서비스 등 필수 기능 뿐 만 아니라 맞춤형 상품 추천, 결제 기능 등
부가 서비스 또한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매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느다.
월마트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화려한 UI와 상품 배치를
통해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계산대에서 스마트폰을 스캔하면
카드나 계좌 이체, 모바일 결제 등의 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이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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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심지어 영수증을 스캔해서 다른 곳보다 비싸게 산 것이
있다면 자동으로 차액을 거슬러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월마트에 따르면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40%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고
한다.132) 대형 약국 체인인 월그린의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은 트위터를
통해 약사와 상담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사진을 인쇄해 구입하는
방식을 도입해 매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대형 마트 체인 타겟의 카트휠 바이 타겟
(Cartwheel by Target)은 바코드 하나로 마트 내 모든 할인 상품을
별도의 전단지나 쿠폰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트
방문객들의 필수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다. 반면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Macy's)의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할인 없이 기능만으로 사용자들을
끌어 모아 화제가 되었다. 메이시스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은 원하는
스타일의 옷 사진을 업로드하면 매장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
자동으로 코디해주는 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한 e커머스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돕고 있다.
[표 3-22] 미국 대표 리테일 어플리케이션별 보유 기능
/ 바

이체 모 일
인

월마트
월그린
타겟
콜스
메이시스
출
132)

앱

결제

O
O
O
O

결제

바

모 일
결제

처: App Annie(2016)

O
O

험

매장 내 경
확장

격/
상품위

매장

O
O
O
O
O

O
O
O
O
O

가

치 안내

위치
안내

개인화

춤
품
추천

맞 형
상

O
O
O
O

고

위시리

스트

O
O
O
O
O

인

앱

객 소통

소비자

센터

O
O

쿠폰/
혜택

푸쉬 쿠폰/혜
알림 택

O
O
O
O
O

O
O
O
O
O

133)

Mobile Commerce Daily, Walmart app users spend 40pc more than average shopper,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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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도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은 유통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영국의 테스코
(Tesco), 독일의 H&M, 프랑스의 Mango Mng 등 대표적인 유통
업체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의류 전문 온라인샵 망고(Mango Mng)의 리테일 어플리
케이션은 바코드만 스캔하면 다른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코의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즐겨 찾는 물품을 추적하여
맞춤형 상품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리테일 어플리
케이션은 단순한 부가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유통업계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으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기술과 콘텐츠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 업체인 아마존(Amazon)은 다른 업체들
보다 한 발 더 앞서나기 위한 시도를 최근 공개했다.
[그림 3-40] 아마존 고(Amazon Go) 소개 영상

리테일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딥러닝 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형
A A

바

험

키

테

133) pp nnie, 모 일로 매장 경 을 향상시 는 미국의 리 일 업체, 2016

456

마트 아마존 고(Amazon Go)가 그것이다. 아마존 고는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섰으며,
내년 초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픈할 예정이으로 알려졌다.
(3) 카 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
교통수단으로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O2O 어플리케이
션을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나
분석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카 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분류하고 있어 한국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 쉐어링은 일종의 공유경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를
매개로 공유자와 대여자를 연결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분류를 하나의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칭하는 데 사용
하는 이유는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어플리케
이션이 택시 사업자들이 아닌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버(Uber)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서유럽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카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분류되는
이유는 택시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등장하게 된 국가인 미국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버(Uber)와 미국
시장에서 우버의 라이벌로 꼽히는 리프트(Lyft)는 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
로 그다지 높지 않아,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택시를 찾기 어렵다.
457

우버와 리프트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교통수단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등록된 자동차 운전자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과 보고서들은
카 쉐어링과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종류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들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편이며,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서 우버, 리프트와 가까운 어플리케이션은 카쉐어링보다는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카 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은 2015년 이용량 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미국 뿐 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자의 2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카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2015년
4분기에 전체 아이폰 이용자 중 30% 이상이 카쉐어링 및 택시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34)

스토

닌 많은 수의 로컬 마켓을 통해 유통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134) 중국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어가 아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정확한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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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하나 이상의 카쉐어링/택시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
(단위: %)

출

처: App Annie(2016), 2015 Retrospective 보고서

북미와 북서부 유럽, 호주에서는 우버(Uber)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로컬 카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구도 많고 택시 사업자들도 많지만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 특정 시간에는 수요가 많고, 특정 시간에는
공급이 많은 중국 택시 시장의 특징을 파고든 디디 다처(Didi
Dache)는 최근 알리바바의 콰이디다처와 우버의 중국 법인을 인수하며
명실 공히 중국 최고의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도 브라질의 99택시스(99Taxis), 스페인의 마이택시
(mytaxi) 등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인도는 특이하게
올라 택시(Ola Cabs)와 함께 주요 대중 교통수단인 인력거를 위한
주그누 오토스(Jugnoo Autos) 또한 출시되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우버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으로, 카카오의 카카오
택시가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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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2015년 국가별 실사용량 기준 택시 및 카 쉐어링 상위 앱

이렇듯 대형 업체라 할지라도 지역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시장을 독식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카 쉐어링 및 택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쟁이 택시라는 대중교통 하나를 위한 경쟁
이라기보다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된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용자 확보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쟁이라고
해석된다.
우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카쉐어링 및 택시
기능 외에도 물건 배송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구축된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주행차를 이용하는 어플리
케이션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리프트는 이러한
우버를 견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도의 올라
택시 등 현지의 어플리케이션들과 2015년 12월 일종의 로밍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리프트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은
인도 등의 국가를 방문했을 때 올라 택시 등 현지의 어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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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다운받지 않아도, 리프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도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35)
3) 시사점

2015년과 2016년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컨셉트의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게임 외 어플리케이션의 수익화 전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매출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이 다운로드
수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어플리케이션보다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생활밀착형 어플리케이션이 각광받고 있다. 우버(Uber)와
디디(Didi) 등 라이딩 쉐어 앱, O2O 서비스, 영상과 음악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과 소비 패턴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형 리테일 업체들도 발 빠르게 개인의 일상과
보편적인 소비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마존 또한 아마존 고라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국내 어플리케이션 시장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교통, 생필품 구매 등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개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어플리
케이션의 사용량이 늘어나 게임 중심의 매출 구조 또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스트리밍, 모바일 커머스와 옴니채널 등의
Lyf

블

Lyf A
:// yf / / x

135)
t사 공식 로그,
t nnounces Global Partnership
2015. 12. 3.
http blog.l t.com posts grabta i-ola

Expansion with GrabTaxi and Ola,

461

리테일, 카쉐어링이나 택시와 같은 교통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 가장
많이 이용된 어플리케이션들의 공통점은 플랫폼 또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한번 적응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쉽게
바꾸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특성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면 기존 어플리케이션 보다 과감한 혁신성이 필수적인 항목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보다 틈새시장을 노리거나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하지 않던 편의성을 대폭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개발 업체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다. 시장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이를 되찾는 것은
기존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어플리케이션 수출국인 중국의 변화도 이러한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게임 뿐 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및 소셜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136)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압도적인 소비 시장을 바탕으로 모바일 환경 구축 수준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변화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비
양상은 단순히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가 아닌 향후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A

년 3분기 인덱스: iOS App Store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중국, 2016. 10. 20.

136) pp nni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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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의 경우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험적인 융합을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신유형
복합 콘텐츠는 콘텐츠 분야와 관련 기술을 가리지 않고 융합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규모에 대한 측정이나 분야 자체를 한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챕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와 ICT 기술이
결합한 신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와 인포테인먼트 시장

기계 장치가 핵심 분야를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그간 음악, 영상 등 콘텐츠 재생과 네비게이션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 불리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의 도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ICT 기술과 디지털콘텐츠는 더
이상 자동차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기술과 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커넥티드 카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교통 · 통신 인프라와 연계해
실시간 길 안내, 콘텐츠 스트리밍, SNS 등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율 주행이나 원격 차량 상태 점검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처럼 커넥티드 카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핵심 부품이 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커넥티드 카 관련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로서 이들 기업들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스마트폰과 연계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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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Strategy&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커넥티드 카
시장은 24.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1,559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3]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전망

출

처: Stratege& (2016. 9. 28)

7

13 )

한국의 경우 LG와 삼성이 커넥티드 카 관련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은 11월 14일 약 9조 4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커넥티드카와 오디오 전문 기업인 하만(Harman)을 인수해138),
하만의 사업 노하우에 자사의 디지털콘텐츠와 IT 역량을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 밖에 SK텔레콤도 BMW와 손잡고 5G
7 Stratege&, Connected car report 2016: Opportunities, risk, and turmoil on
autonomous vehicles, 2016. 9. 28
138) 한겨레, 삼성전자, 역대 최대 기업 인수로 전장사업 본격 진출, 2016. 11. 1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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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ad to

무선통신을 통한 자율주행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기 자동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는
이미 자사의 전기 자동차에 공조와 오디오 조작 버튼 등 아날로그
버튼을 완전히 배제하고 디지털 장비로 대체하였으며, 르노와 벤츠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첨단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모델3에서 오토파일럿
이라는 주행보조시스템을 탑재하고 AR 기술을 활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혁신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커넥티드
카에서 디지털콘텐츠와 ICT 기술의 활용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44] 테슬라 모델3의 센터페시아

출

처: 지디넷, 키워드로 미리 살펴본 테슬라 '모델 3', 2016. 3. 31.

특히 커넥티드 카가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지향하면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례로 볼보의 경우 센서를
통해 빙판길이나 사고 상황을 인지하면 이를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인근 볼로 차량과 공유하여 운전자에게 공유하게 된다.
또한 무인 자동차 활성화되면 차량 탑승 후에도 주의 집중이나 손,
발이 자유로워지는 운전자들을 위한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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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호텔과 항공사의 가상현실 투어 상품

VR 기술은 항공기 조종사 교육을 위한 비행 시뮬레이터로서
개발139)되었으며, 대중화 초창기부터 관광 산업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VR 기술을 활용한 여행 상품이
호텔과 항공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가상현실 시장의 킬러
콘텐츠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행 상품에서
VR 기술은 360° 시야를 제공하는 이미지나 영상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관광지의 모습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호텔 기업인 매리어트(Marriott)의 “Travel Brilliantly”
프로그램은 세계 각 국에 체험 부스인 ‘텔레포터’를 설치하여 오큘러스
리프트를 통해 호텔 내부를 재현한 VR 콘텐츠를 제공하여 화제를
모았고, 최근에는 여행자의 여정을 촬영한 VR 엽서를 삼성의 기어
VR을 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가상 여행 서비스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 밖에 힐튼(Hilton) 등 동종 업계의
다양한 기업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호주 콴타스(Qantas) 항공은 1등석에 탄 승객을 대상으로 VR 전용
고글을 대여해 여행지의 주요 관광지를 가상으로 미리 여행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은 신규 비즈니스 클래스 상품 ‘폴라리스
(Polaris)’를 홍보하기 위해 실내를 살펴볼 수 있는 VR 콘텐츠를
" 짜 행
/ /

처럼"…
VR 마 ` `
? =LSD& = & = & = 8& =

139) 이데일리, 진 여 하는 것
항공사,
케팅이 대세 , 2016. 5. 19.
http news.na er.com main read.nhn mode
mid sec sid1 101 oid 01 aid 0003546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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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과 제주항공 또한 최근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여행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항공은 수원 AK 플라자에 VR 체험존을 설치하고 인기
배우 송중기를 주인공으로 한 영상을 제작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림 3-45] 제주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VR 콘텐츠

출

처: 각 항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VR 투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여행에 대한 경험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실제 여행 상품
구매를 촉진시키고 가상으로 경험한 장소에 대한 실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행자들이 실제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문제 등 개인적인 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관련 기기만 있다면 원하는 장소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VR 여행 상품의 강점이다.
주요 물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실제 그 장소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투어는 콘텐츠의 특징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항공사, 호텔, 상점, 식당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타 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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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스트리밍과 융합한 e커머스, 비디오커머스(V커머스)

최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한 마케팅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온라인 동영상을 기존 e커머스에 결합한 V
커머스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V커머스의 소비자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MCN(Multi Channel
Network) 콘텐츠 제작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클릭
한 번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이렇듯 SNS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과정 자체는 기존의 TV 홈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ICT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유통 기업인 아마존(Amazon)은 유명
연예인들을 기용하여, 온라인 홈쇼핑 방송인 스타일 코드 라이브
(Style Code Live)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정규 방영 시간 동안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상품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간 채팅 기능도 제공하며,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에게 각광받았다.
한국에서도 삼성물산 산하 온라인 패션 쇼핑몰 SSF샵이 2015년
하반기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 웹드라마 방송 창 내에서 착용 의상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제를 모았고, KT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커머스 기능을 탑재한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두
비두(dovido)’를 개시하는 등 V커머스 환경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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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아마존의 스타일 코드 라이브와 KT의 두비두

V커머스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패션, 뷰티 등 젊은 층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일수록 V커머스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뿐 아니라 스마트TV와 디지털 방송을 활용한
V커머스 서비스가 출현하고 IP(Internet Protocol)와 연결 가능한
UHD 콘텐츠로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방송사들의
V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관련 ICT 기술과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V커머스 시장에서
앞서나가려면 제품 구매 과정을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와, 제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의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 체험이라는
영역에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와의 연계 역시
영상 전송 시스템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VR 다이닝

최근 음식과 가상현실(VR)이 결합된 VR 다이닝(VR Dining)이
특별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신흥 융복합 디지털콘텐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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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고 있다.
음식과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접목은 홀로그램 기술의 일종인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라는 수식어를 받았던140) 스페인 이비자섬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Sublimotion에서 시작되었다.
[그림 3-47] Sublimotion의 프로젝션 맵핑

출

처: The Telegraph

Sublimotion은 Gear VR을 통해 우주선 내부나 폭포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해 화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영상 체험에서 벗어나, 아로마 디퓨저, 3D 프린팅
음식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시도되고 있다. 미국 LA 기반 스타트업 코키리 랩(Kokiri
Lab)의 Project Nourished가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식탁에 앉으면
아로마 디퓨저를 통해 음식의 향을, VR 기기를 통해서는 음식과
어울리는 배경을, 3D 프린팅 기술로 가상의 음식을 구현해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해저, 산맥, 우주 등 단순히 가상의 공간으로 식사 장소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실제 식사 시간 동안 VR HMD를 벗더라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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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World's most expensive restaurant' Sublimotion charges eye-watering £1,210 a head
for a futuristic feast, 2014. 6. 17.

식사를 둘러싼 새로운 경험을 비디오월(Video Wall)이나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식사 주문 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림 3-48] 벨기에 애니메이션 기업 Skullmapping의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

출

처: typsy (2016. 5. 31)

141)

이처럼 VR 다이닝은 새로운 식사 환경의 구현 뿐 만 아니라,
알러지나 다이어트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때문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융복합 콘텐츠로서 그
가능성을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기업 등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5) 시사점

2016년 가상현실 등 최신 ICT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된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의 가장 큰 변환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체험을
통한 흥미 유발 효과 외에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은 낮게 평가받았던
과거에 비해, 2016년에는 실제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화
y y

141) t ps , Check

Out How Virtual Reality is Being Used in These Restaurants,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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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상기한
커넥티드 카와 V커머스 등은 수년 후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위해 아낌
없는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처럼 융복합 콘텐츠가 과도기를 거쳐 수 년 안에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에서도 단순
기술 확보 여부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의 보유 여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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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관련 시장 동향 분석
1.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분류 및 정의

1) 시장 성격에 대한 정의

본 장에서는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 시장의 성격에 대한 정의
와 함께 개별 기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기술할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VR, 홀로그램, 디지털콘텐츠 산업
관련 인공지능 세 가지이며, 각각의 기술들은 시장의 성격에 따라
유망시장, 전략시장, 이슈 시장으로 구분된다.
유망시장의 경우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해당 기술을
통해 빠르게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있는 시장을 뜻하며,
전략시장의 경우 향후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현재
기술 개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시장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슈 시장의 경우 현재 디지털콘텐츠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향후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VR 시장의 경우 이미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시장이다. 때문에 소비 시장
형성을 통한 선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망
시장으로 정의하였다.
홀로그램 시장의 경우 증강현실 기술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지만 아직 완전한 3D 홀로그램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망시장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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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경우 현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디지털 콘테츠 및 ICT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술적 완성도 및 시장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슈시장으로 정의하였다.
2) 개별 기술에 대한 정의

개별 기술에 대한 정의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의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의 디지털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5대 기술에
해당하며, 개별 기술에 대한 정의에 따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가상현실의 경우 ‘가상공간에 사용자 오감을 확장․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 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총체적
기술’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HMD와 같은 디바이스 시장과 가상
현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시장을 포함할 것이다.
홀로그램은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유사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주는 인간 친화형 실감 영상’으로 정의 된다. 현재 디지털
3D 홀로그램의 경우 기술 개발 단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유사 홀로그램 시장을 포함하여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홀로그램을 이용한 의료, 항공,
건축 등 정밀 촬영이나 보안 관련 시장은 디지털 콘텐츠 영역과
동떨어져 있는 산업 영역으로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인공지능 시장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들은 유통기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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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넘어 챗봇(Chatbot), 인공지능비서(AI assistant)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에서
정의된 유통기술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딥러닝이나 기계학습까지
포함하여 시장 범위를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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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망시장: 가상현실(VR)

1) 국내외 시장 동향

(1) 시장 개요
가상현실 산업은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된 생태계형 산업으로 여전히 기술 완성도의 향상이 필요하고
소비 시장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상현실 시장에 대한 전망은 개별 조사기관의 조사 시점, 조사
방법, 조사 범위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치 하는
부분은 향후 가상현실 시장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표 3-23] 주요 조사기관의 VR/AR 시장 전망치
기관명
Goldman
Sachs(VR+AR)

2016년

미래 전망치 (년도)

22억

280억 (2020년)

Digi-Capital(VR)

38억

299억 (2020년)

Digi-Capital(AR)

6,000만

890억 (2020년)

Superdata(VR)

29억

400억 (2020년)

IDC(VR+AR)

52억

1,620억 (2020년)

출

비고
800억(2025년)
VR/AR 합계

처: Goldman Sachs (2016), Digi-capital(2016), IDC(2016), Superdata(2016)

VR/AR 합계

142)

S

V &A
R y
A
/V R y R Q
V R yI yR

142) Goldman achs(2016), irtual ugmented ealit
igi-capital(2016). ugmented irtual ealit eport 3 2016
uperdata(2016). irtual ealit ndustr eport 2016

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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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달러]

개별 기관들의 VR/AR 시장 규모의 차이는 주로 추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경우 혁신 수용 모델에
기반한 시장 단계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존 유사시장의 시장
성장사례 등을 통해 VR/AR 시장을 추정하였다. 반면 디지-캐피털의
경우 VR 시장이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와 유사시장의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 Average Rvenue Per User) 등을
이용하여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수퍼 데이터(Superdata)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 조사와 유사시장을 근거로 산출한 판매량 등을
통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IDC의 경우 구체적인 추정
방식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
서로 다른 방식에 근거한 각기 다른 시장 전망 지표가 발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가상현실 기반 하드웨어와 콘텐츠 관련
소비 시장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은행, 시장 조사 기관 등이 발표한 가상현실 시장 규모
전망은 증강현실의 포함여부, 시장 추정 방법, 시장 규모 발표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표된 시장 규모
예측치들은 가상현실 시장이 향후 매년 100%～18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콘텐츠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캐피털의 경우 2020년 기준 VR
게임 시장이 79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음으로
VR 비디오 시장이 56억 달러, VR 어플케이션 시장 50억 달러 등의
순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ID

C(2016). Worldwide
Billion in 2020

Revenues for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Forecast to Rea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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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디지-캐피털의 분야별 VR 시장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7

6.2

7.4

8.1

8.4

VR
하드웨어
VR 게임

출

단 : 십억 달러)

( 위

0.7

2.8

5.4

7.0

7.9

VR 비디오

0.2

0.4

1.3

3.0

5.6

VR 앱
VR
테마파크
합계

0.1

0.3

1.1

3.1

5.0

0.2

0.3

0.8

2.5

3.0

3.8

10.0

16.0

23.6

29.9

처: Digi-Capital(2016)

143)

반면 골드만 삭스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분야를 분류하여
추정하였으며, 2025년 기준 분야별 예상 시장 규모와 기대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3-25] 골드만 삭스의 분야별 VR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백만 명)
오 게임
브 이벤트

비디
라이

11.6

216

4.1

95

79

3.2

소매

1.6

부동산

2.6

0.3

0.

15

육

헬스케어
군사
엔지니어링
출처: Goldman Sachs(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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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용자

영상 콘텐츠

교

143)

년 시장규모

2025

7

32

5.1

3.4

1.4

0.

4.

3.2

7

7

144)

Digi-Capital(2016), Virtual Reality Industry Report Q3 2016

수

성장 방해 요인

오 게임
티켓 판매
스트리밍

비디

e-commerce

수수료
중고등 교육 SW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훈련 시뮬레이터
CAD/CAM SW

세부시장 분류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골드만 삭스 역시 주요
부분의 시장규모에 있어서 향후 VR 게임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디지-캐피털의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엔지니어링과 라이브 이벤트가 영상 콘텐츠보다 큰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이라는 지점이다. 그러나 디지-캐피털의 경우 엔지니어링과
라이브 이벤트는 예측 분야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한다면
영상 콘텐츠의 비중이 크다는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터치스톤 리서치(Touchstone Research)가 10대에서
60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VR 소비자 조사에서 20대의
50%가 가상현실 기기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VR 게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지점은 해당 조사에서 게임이 아닌 VR
영상 콘텐츠에 관심을 나타낸 소비자들이 VR 게임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3-49] VR 영상과 VR 게임에 관심을 나타낸 소비자 비중

출

처: Touchstone Research(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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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조사의 시점이 VR 콘텐츠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전이며, 스마트폰 기반의 HMD가 보다 주목을 받던 시점
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소비자들의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해 360° 동영상은 접할 수 있었으나 VR 게임의 경우
실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현실 시장에서 게임과 영상 콘텐츠의 순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 조사 기관, 투자 은행, 소비자 조사
모두 향후 전망에 있어서 게임과 영상콘텐츠라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시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산업 영역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경우 소비시장
형성과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이용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술적인 완성도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 즉 콘텐츠의 질이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 시장 동향: PS VR의 약진과 중국시장의 성장
VR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2016년 오큘러스(Oculus),
HTC, 삼성이 가상현실 HMD를 발표한 이후 이를 통한 콘텐츠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시장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초기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간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바 있다.
HMD가 출시된 이후 초기 시장에서 기술적 논의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새로이 등장한 미디어 기술 통해 재현되는 콘텐츠들이
초기에 이용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480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HMD의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하드웨어 소비시장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출시 초기 높은 사양을
지닌 HTC 바이브의 우세가 점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Vive)의 판매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하다.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 모두 2016년 기준 각각 약 10만대의 판매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6).
[그림 3-50] HMD 보급률 전망

출

처: KZERO(2016. 10)

7

14 )

또한 KZERO의 VR HMD 보급률 전망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하드코어 게이머 중심의 ‘혁신 이용자(Innovators)’들을 중심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보급 속도가 정점에 달하는 ‘조기
다수자(Early Majority)’의 경우 평균 이하의 보급률을 보여 여전히
소비 시장이 본격화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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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매 실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우선 높은 가격
이다. 대표적인 VR HMD의 소비자 가격이 오큘러스 리프트 599달러,
HTC 바이브 799달러로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가상현실 전문 조사 업체 그린라이트 VR(Greenlight
VR)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70%이상의
소비자들이 VR HMD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399달러 이하라고 응답하였다.148)
또한 PC 기반의 HMD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구동하기 위해 그만큼
이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PC 평균 사양보다 훨씬 높은 사양의
PC를 요구하게 되었다. 때문에 출시 초기 HTC 바이브가 스팀
(Steam)이라는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판매 플랫폼, 높은 하드웨어
사양, 이동이 가능한 룸 스케일(Room Scale) 기술 등을 무기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조사의 재고관리 능력 등과
중첩되면서 예상보다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
[그림 3-51] VR HMD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처: VenturBeat(2016. 7. 21)
148) VenturBeat, VR report says consumer interest in virtual reality goes far beyond games, 2016.
7. 21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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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VR(Playstation
VR)을 발표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플레이스테이션VR은 2016년
10월 발표된 이후 1주 만에 일본에서만 5만대, 중국에서 1만대의
판매를 기록하였으며149), 시장조사기관 IHS는 3개월 안에 140만대의
판매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150).
플레이스테이션 VR이 PC 기반 HMD보다 낮은 하드웨어 사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 HMD보다 높은 판매를 기록한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표 3-26] 주요 VR HMD 사양 비교

해상도
시야각

오큘러스 리프트
PC
Steam, Oculus
Home
2160 x 1200
110도

입력 포트

USB x1, HDMI x1

센서

트래킹 센서 1ea
리모콘, Xbox One
컨트롤러, 오큘러스
터치
CPU: Intel i5-4590
RAM: 8GB
VGA: nVIDIA
GTX970 / AMD R9
290

전용 컨트롤러

PS Move

CPU: Intel i5-4590 /
AMD FX 8350
VGA: nVIDIA
GTX1060 / AMD
RX480

PS4

HMD 무게
(케이블 포함)

660g

880g

685g

가격

798$
(터치 컨트롤러 포함)

125만 원

598,000원
(전용 컨트롤러
포함)

플랫폼 (H/W)
플랫폼 (S/W)

컨트롤러

최소
요구 성능

출

HTC 바이브
PC

PS VR
PS4, PS4 Pro

Steam, VivePort

PSN

2160 x 1200
110도
링크박스 사용
USB x1, HDMI x1
베이스 스테이션 2ea

1920 x 1080
100도
프로세서유닛 사용
PS 카메라 1ea

처: VR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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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렴한 가격이다. 플레이스테이션VR의 공식 가격은 399달러로
오큘러스 리프트와 바이브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
하고 있다.
둘째, 플레이스테이션4와의 연동이 지적된다. 플레이스테이션4는
이미 5,000만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콘솔게임 이용자들의 경우 일반
PC게임 이용자들보다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4 이용자들의 경우 새로 출시된 VR
HMD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소니가 업그레이드된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Playstation4 Pro)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 되었다.
또한 PC 기반 HMD의 경우 이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PC의
하드웨어 사양이 달라 다양한 기기와 사양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
한데 반해, 플레이스테이션VR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콘솔기기의
하드웨어 사양에만 최적화시키면 되는 이점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다양한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PC VR기기와 달리 PS4
성능에 맞춰 구현된 VR게임 대응이라는 선택과 집중을 노린 특성으로
인해 고성능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과 판매
가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152).
마지막으로 별도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 없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다.
플레이스테이션4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VR 콘텐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없다는 지점 역시 유통 부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되었다.
이러한 플레이스테이션VR의 높은 판매고로 인해 2016년 이후
테

VR
언스 격 쟁

이션
, 2016. 11. 30
152) 동아사이
, 가 경 력 내세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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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VR, 이유 있는 선택, 2016. 3. 18

160만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시장의 64%를 소니가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며153), 가상현실의 실질적인 소비 시장에서 소니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기도 하였다154).
또한 그 동안 20만대 수준의 판매고로 인해 B2C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스테이션VR의 판매 호조는 본격적인
VR 소비 시장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콘솔 이용자들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별개로
얼리어탑터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천만대
이상 판매된 플레이스테이션4 이용자들의 경험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역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플레이스테이션VR이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영역이 게임에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시장 초기 가상현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소비시장이 게임
영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의료, 어트렉션, 국방,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하드웨어 사양과 전방 카메라에 의존하는 이용자 인식 시스템을
지닌 플레이스테이션VR은 범용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관계자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VR방과 VR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B2B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2017년부터 자사 하드웨어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2016년 중국의 4대 중점 투자 키워드 중 하나이며,
f

yS VR To Get 64% of Market Share in 2016 With 1.6M Units Sold, Says
yS VR is easily the winner in virtual reality right now,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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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VR산업발전백서 5.0’을 공개하였다. 백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 시스템, 데이터 관리 체계, 정부 지원, 시범 사업
강화를 통한 VR 수요 확대, 브랜드 구축,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중국 VR 시장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정책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55). 아울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VR 기술을 위한
국가급 실험실 건설과 VR 산업단지 건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표 3-27] 중국 VR 산업 발전 백서 정책 권고 내용
정부 주도의 VR 산업 발전
계획

VR 산업 확대 및 응용
추진

1. 로드맵과 총괄 전략 수립
2. 기술 품질 기준 수립
및 제도 보완
3. 데이터 관리 및 정보보
안 강화

1. 정책 자금 조성 및 적극지원
2.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강화, 스타트
업 육성 및 인수합병
지원
3. VR 적용 확대와 비즈니
스 모델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강화

출

처: platum(2016. 9. 9) 재구성

VR 문화와 브랜드 구축
강화
1. VR에 대한 국민 인식제
고 및 소비수요 창출을
통해 VR 문화 확산
2. VR 브랜드 구축을 위해
자문 서비스 및 IP 확보
전략 마련
3. VR 공공서비스 역량 향
상과 협동 발전 수준
강화

156)

민간 영역에서는 중국의 18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단지 등이
참여해 ‘중국 가상현실 산업 연맹’을 발족하였다. 연맹은 공통기술,
응용기술, 정책, 기술표준, 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며,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157)
IIT

VR 잘
V 파헤

< I T R&D 정책동향>, 2016-10호

155) P, 중국
산업 전 정책방향 조사분석, 해외 C
156) platum, 중국 r
치기1- 중국 r산업현 , 2016. 9. 9
15 ) 한국경제, 중국, 작심하고
산업
다.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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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VR 스타트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규모는 엔젤 단계에
1,000만 위안(17～18억), 시리즈A 단계는 평균 2,500～3,000 위안(50억)
으로 한국에 비해 투자 규모 자체가 큰 편이다. 또한 52개 상장사가
VR 시장에 공식 진출하였으며, 대부분 2017년 하반기를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로 보고 있어 2017년 하반기나 2018년 대형 인수
합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158).
폭풍마경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나 B2B 분야를
중심으로 2016년 6월 기준 3,000여개의 VR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5,000여개까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표 3-28] 중국 VR방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분류

처: Leke VR, 싱예(兴业) 증권연구소(2016),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10) 재인용
158) Mobi Inside, [김두일의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진격의 VR 시장, 2016. 11. 29
159)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10). 중국 가상현실 시장 성장 엔진 ‘VR 방’의 실태, <융복합콘텐츠>
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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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C방들이 빠르게 VR 체험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중국 전국의 PC방은 총 14만 2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VR 기기를 설치하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160)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등 VR를
활용한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경우 이용자 유입에 필수적인 킬러콘텐츠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PC 기반 HMD보다 스마트폰 기반 HMD가
상대적으로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중국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수준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킬러 콘텐츠와 HMD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경우 VR 하드웨어나 플랫폼 측면에서 중국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중국 VR 스타트업과 기업들
다수가 하드웨어 관련 기업이며, 한국보다 빨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자국 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폐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점도
한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이미
인지도를 쌓은 온라인 게임의 IP 등을 활용하여 한국이 강점을 지닌
게임 장르를 통해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양분화 되는 확산 전략
예상보다 저조한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의 판매량과
PS VR의 약진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시장 전략을 취하게 된 주요한
호 ~
연 뉴스

6 , 5 10.
160) 합
, PC방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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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방 뜬다…5달러 내면 10분간 VR 게임, 2016. 4. 27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이 현재 목표하는 바는 일반 이용자의
유입을 통한 시장의 주도권 확보와 수익 창출로 동일하지만 HMD의
특성, 현재 시장 상황, 확장성, 향후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먼저 생태계를
구축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오큘러스 리프트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V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콘텐츠 시장의 창출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광고, 의료, 교육, 엔지니어링, 관광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VR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역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3-52] 미국 쇼핑 시즌 전후 VR HMD 2016년 출하량 전망치

처: CED Magazine(2016. 12. 1)
※ 전망치는 리테일 체크, 임원 인터뷰, 소비자 설문조사, 디지털콘텐츠 구매 등을 기반으로 산출
출

161) C

161)

ED Magazine, How Is Virtual Reality Doing on Holiday Sales So Far?,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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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VR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HMD의 높은 가격과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 킬러
콘텐츠로 불릴 수 있는 VR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인해
VR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거의 없어, VR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게임과 VR 전문 시장조사업체 수퍼데이터(Superdata)에 따르면
소니의 PS VR은 2016년 10월 2016년 한해 출하량이 260만대로
예상됐지만, 미국 쇼핑대목이 지난 시점에 75만대로 하향 조정되었다.
삼성의 기어VR의 출하량이 많았지만 갤럭시폰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수요와 판매량과는 차이가 있다.
오큘러스 리프트와 HTC 바이브의 2016년 판매량은 30～40만대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판매량은 10만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PS VR이 출시이후 140만대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판매량과 기존 파트너들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HMD의 판매량이 VR 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VR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트너(Gartner)는 2017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VR, AR과 같은 몰입형 기술
(immersive technologies)을 꼽기도 하였다162). 즉 시장 초기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것일
뿐, 장애물들이 사라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개별 기업들 특히, HMD 제조사들의 경우
기업과 자사 HMD의 특징 등으로 인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시장에
I f

T

S

T

y Trends for 2017, 2016. 10. 18

162) Gartner, Gartner denti ies the op 10 trategic echno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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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소니는 낮은 가격, 충성도 높은
콘솔 이용자, 140만대 이상의 판매고 등으로 인해 소비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B2C 중심의 전략을 취하는 반면, HTC 바이브의 경우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중국을 시작으로 Viveport로 명명된 VR방
시장 진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VR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HMD 제조사들의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시장으로의 진출로 동일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VR
산업의 B2B 시장은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VR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 마케팅 분야를 제외하면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은 아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큘러스 리프트나 HTC 바이브의 경우 콘솔이나 스마트폰 기반
HMD에 비해 높은 가격과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 아직까지 일본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판매 보다는 소비자들이 VR 콘텐츠를 자사의
HMD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확산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HTC 바이브의 경우
센서를 활용하여 정해진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까지 더해져 집안 보다 이러한 체험 공간이 특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의 재현이 가능한 PC 기반
HMD는 엔터테인먼트 이외 분야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산업 영역의 경우 AR의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업무가 아닌 직무 훈련 등의 용도에서는
491

VR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낮은 가격, 기존 플랫폼과 유통망을 활용한 전략과 생태계
구축과 체험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기
VR 시장이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하드웨어 판매를 통한 직접 진출과 VR 게임방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진출 전략 모두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수준 높은 독점
콘텐츠 확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킬러 콘텐츠의 등장
여부가 2017년부터 본격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VR
시장의 향후 전망을 결정할 것으로 평가된다.
(4) 가상현실의 적용과 확산: 콘텐츠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상현실 HMD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의
움직임은 하드웨어 자체보다 콘텐츠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가상현실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콘텐츠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일반적으로 초기 논의는 하드웨어와 기술의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으나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역시 초기 논의는 하드웨어
사양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하드웨어가 평준화되면서 적용 가능한
앱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다시 하드웨어로 논의가 이동하는 모습을 이미 경험한바 있다.
가상현실 기기 발표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보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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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초점은 ‘어떻게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에
모이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과 확보의 중요성을 증가
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확산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킬러 콘텐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VR 체험공간의 경우 제품의 주요
홍보 장소이자 하드코어 게이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어트렉션을 통해 가족단위 방문객 역시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콘텐츠는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주요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게임, 영상 콘텐츠, 테마파크를 통해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게임: 중소제작사들의 돌파구로 전망되는 VR 게임시장
게임은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로 초기
시장의 경우 게임 콘텐츠의 흥망에 따라 가상현실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중요한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지-캐피털(Digi-Capital)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가상현실 게임(주변기기 제외)에 투자된 금액은 31건, 1억
4,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또한 VR 전문 매체 UploadVR이 2016년 9월 15일 VR과 관련한
기업가, 투자자, 개발자 등 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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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8%가 향후 12개월 안에 가장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산업 영역으로 게임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투자자 그룹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3-53] 12개월 안에 가장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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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게임들은 기존 하드웨어에서 문제
가 되었던 어지럼증이나 멀미 현상들을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
재현 방식을 통해 극복하면서 이용자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가상현실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호소하는 어지럼증의 원인
은 콘텐츠 속에서 이용자들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과의 인지부조
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때문에 최근 출시되는 가상현실 게임의 경우 HMD 사양의 업그
레이드만을 기다리지 않고 게임 콘텐츠 자체를 이용한 혁신을 통
해 게임 속 이동을 최소화하거나 텔레포트(teleport) 방식의 이동,
흥
<융복

VR) 시장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포착된 VR 시장의 실

163) 한국콘텐츠진 원(2014. 10). 가상현실(
태와 전망.
합콘텐츠 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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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움직임의 절제 등의 방식으로 인지부조화를 최소화하고 장
시간 이용 시 발생하는 어지럼증 등을 극복하고 있다.
[그림 3-54] 게임내 움직임을 통해 어지럼증을 개선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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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각사 홈페이지

중요한 사실은 현재 VR 게임 콘텐츠 내용 측면에서 어지럼증
개선 등 혁신을 주도하고 투자를 받아 가상현실 게임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게임회사들이 아닌 인디 게임 제작사나
중소규모 제작사라는 점이다.
PC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대규모 마케팅이 가능한 대기업
제작 게임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해지면서 가상현실 게임은 인디게임
개발자나 중소 게임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중소 게임 기업이나 인디 게임사가 차세대 게임인 VR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혁신을 주도하는 동인이 되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게임 판매 플랫폼 스팀(Steam)에서 2016년 11월
29일기준 ‘VR Supported’로 검색되는 가상현실 게임은 총 793개로
이중 512개 게임이 인디게임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미국 인디 게임 업체 Survios의 VR FPS 게임인 ‘로 데이터
(Raw Data)’ 는 GDC 2016과 E3 2016에서 최고의 VR 게임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서비스 한 달 만에 1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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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게임 시장에서 인디 게임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164).
[그림 3-55] Raw Data 게임 화면

출

처: Survios 홈페이지

이에 따라 인디 제작사들이 가상현실 게임 제작에 뛰어들면서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머뭇거리는 동안 가상현실에 최적화된 게임
양식과 시스템을 찾고자 하는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국내 역시 주로 스타트업과 중소 규모 게임사 들을 중심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각종 공모전을 통해 꾸준히 가상현실
게임들이 출품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스코넥 엔터테인
먼트의 ‘모탈블리츠(Motal Blitz)’가 지난해 MWC에서 시연되었고165),
핸드메이드게임즈의 인기 보드게임 젠가를 활용한 ‘크랭가’, 기존
유명 IP를 활용한 조이시티의 ‘건쉽배틀2 VR’, 로이게이즈의 ‘화이트
데이: 스완송’ 등이 기대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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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Cnet, ur ios aw ata ma be
s irst hit game, with more 1 million in sales, 2016. 9.
16
165)
, 가상현실 시장 리드하는 국내 유망
기업 4 , 201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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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국산 VR 게임 건쉽배틀2 VR(좌)와 화이트데이: 스완송(우)

출

처: Zdnet Korea(2016. 11. 27)

166)

중소 게임사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게임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유비소프트(Ubsoft) 등 대형 글로벌 게임사들도 유명 IP를
활용한 가상현실 게임 출시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인식이나 산업에서 가상현실 게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게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가상현실
게임 시장은 장르에 맞는 최적화된 게임 문법을 찾아낸다면 유명
IP를 소유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형 제작사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가능성을 지닌 콘텐츠 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② 영상 콘텐츠: 현장감 중심의 콘텐츠 제작
가상현실 분야에서 영상 콘텐츠는 주로 360° 영상과의 접목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상 콘텐츠 속에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시도되면서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던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발전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166)

ZDNet Korea, 국산 VR 게임 속속 등장…내년 활성화 예고, 201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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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이 자사의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서 360°
영상을 제공한 이후 구글의 가상현실 앱을 통해 360°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영상 콘텐츠는 방송, 영화 뿐
아니라 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라이브 영상으로 콘서트, 스포츠 중계를
시작으로 e-sports 중계에도 360° 영상이 활용되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NextVR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의 공연을
360° 영상으로 제작한바 있다167). 콘서트와 같은 라이브 이벤트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360°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현장감이 중요한
라이브 이벤트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었다. 때문에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기업들이 공연 시장에 주목하면서 360° 영상을 중요한
콘텐츠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되었다. 낮은 가격의
단순 가입자 이용료만으로는 상승하는 저작권료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의 유료제공을
통해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3-57] NextVR의 콜드플레이 공연 360° 영상

출

처: NextV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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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CBC ews, irtual realit concert streams coming this summer,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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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360° 영상이 각광을 받는 또 다른 분야는 스포츠 영역
이다. 스포츠 역시 현장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콘텐츠 중
하나이며, 이용자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유료 방송사들이 가진 킬러
콘텐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와 VR 영상의 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NBA, NFL 등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360° 영상으로 제작하여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스포츠가 게임과 함께 가상현실 시장의 주요한 킬러 콘텐츠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 3-58] NBA의 360° 리플레이 영상

출

처: engadget(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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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경기장 안에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특정 앵글에 한정되거나 리플레이(replay)를 360° 영상으로 제작하는
수준이지만 게임과 같은 비주얼을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다양한
앵글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점으로 작용하여 스포츠
매니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 의사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스포츠(e-sports) 역시 360°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액티베이트(Activate)가 발표한 ‘Tech & Media Outlook 20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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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ngadget, ntel bu s a 360-degree sports ideo repla specialist,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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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글로벌 이스포츠 매출액은 2020년 5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NHL(하키)의 37억 달러, NBA(농구)의 48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로 이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스포츠 중계가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은 실제 플레이어들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는 장면이 아닌 게임 공간에 대한 재현과
설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점이다.
[그림 3-59] 리그오브레전드 360° 중계 영상

출

처: Silver.tv 홈페이지

이스포츠의 경우 주요 중계 대상이 현실이 아닌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캐릭터들의 스포츠 경기나 전투가 된다. 때문에 이스포츠
중계의 360° 영상 구현은 시청자들이 실제 게임 속에서 경기와
전투를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게임 플레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몰입감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360° 영상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 모두를
활용하는 경험을 지향한다. 그러나 가상현실 영상의 경우 상호작용이
없어 최근에는 가상현실과 360° 영상은 분리되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69).
E

169) 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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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360도 동영상, "고생했어, 딱 여기까지만", 2016. 5. 8

그러나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단순한 ‘시청’이 아닌 영상
콘텐츠 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상현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펜로스 스튜디오(Penrose Studio)가 제작한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Allumette’는 구름 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아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으로는 드물게 HTC
바이브와 플레이스테이션VR의 주요 라인업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림 3-60] Penrose Studio의 Allumette

출

처: viveport.com 홈페이지

Allumette는 이용자가 실제로 애니메이션 영상에 직접 참여하여
주위를 볼 수 있게 구성된 애니메이션으로 단순 감상이 아닌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에 대해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 공동 설립자인 도널드 마리넬리(Donald
Marinelli)는 칼럼을 통해 영화 등 영상미디어에서 가상현실 적용의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그는 가상현실이 영상 미디어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은 바로 ‘현
실감의 강화’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촬영 문법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하며 가상현실에 맞는 제작 문법을 통해 기술을 창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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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바 있다170).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라이브 이벤트, 스포츠, 영화, 드라마,
마케팅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다. 영상의 장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감상이 아닌 체험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개별 장르마다 이용자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경험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360° 영상만으로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
기적으로는 개별 장르에 맞는 문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테마파크 및 전시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테마 파크와 전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아직 소비시장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들과의 접점과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라는 점과 테마파크나 박물관 입장에서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어트렉션을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VR방과 더불어 VR테마파크 및 전시는 가상현실 기기와
콘텐츠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접점으로 간주되며, VR방의 경우 시설과
규모에 따라 테마파크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 세계 테마파크는 디즈니 계열 테마파크들이 지배하고 있다.
TEA(Themed Entertainment Associaltion)의 발표에 따르면 관람객
기준 전 세계 Top10 테마파크 중 일본과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가 모두 디즈니 계열의 테마파크이다. 한국의
경우 14위에 에버랜드, 16위에 롯데월드가 위치해 있으며, 2015년
7 v [ 칼럼] '현실감의 강화', VR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주는 변화,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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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4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파크들의 공통점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고유의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디즈니랜드의
경우 입장 순간부터 이용객들에게 실제 디즈니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테마파크의 수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입장료 수익의은 이용자들의
재방문율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바로 IP와 어트렉션의 통합을 통한 이용자 경험의 제공이며, 상위에
위치해 있는 테마파크들의 경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과거 테마파크가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적절한 IP와
어트렉션의 미비로 인해 재방문률이 낮아 상당수의 테마파크가 문을
닫는 경험 후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 고유 캐릭터를 이용한
테마파크부터 해외 유명 IP를 활용한 테마파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상현실 콘텐츠가 테마파크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발생한다. 가상현실 콘텐츠는 제작 기술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콘텐츠의 한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놀이
기구에서 서로 다른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IP를 활용해 실제 그 속에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IP나 캐릭터 또는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테마파크의 경우 관련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트렉션의 수준과
기획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는 테마파크 역시 콘텐츠 속에
참여하는 경험 제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놀이 기구
중심인 기존 테마파크의 경우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동일한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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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유명 IP를 활용하거나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테마파크에게 가상현실은 비용절감이라는 큰 이점을 제공
한다. 오래된 구식 어트렉션들을 철거하지 않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어트렉션을 설치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재방문율을 높여
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테마파크들이 기존 어트렉션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놀이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놀이기구는 가상현실 콘텐츠가 제공할 수 없는 ‘물리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Europa park의 VR 콘텐츠를
제작한 MacMedia의 디렉터 Steffen Kottkamp는 적절한 물리적
경험과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의 ‘테마’의 조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존 테마파크와 달리 가상현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
파크의 경우 건슈팅(Gun shooting), 모험, 중세 판타지 등 다양한
테마를 이용자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적 경험은 부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등에 이러한 테마파크가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가상현실 콘텐츠 중심의
테마파크의 특징은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게임’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이용자 경험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얼마나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재현능력이나 실시간 랜더링과 같은 기술들이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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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테마파크의 경우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찾아가 이를 즐긴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반대로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테마에 따라 물리적 콘텐츠가 완전히 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테마파크의 IP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의 종류와 한계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기업 동향

VR/AR 산업의 경우 새로이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명확하게
측정가능한 시장의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 기관의
발표 역시 기존 산업이나 유사산업을 통한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와 M&A가 안정된 시장보다
활발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투자와 M&A는 VR/AR
시장의 현재를 가늠해보고 미래를 일부나마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디지 캐피털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주요
VR/AR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약 347건으로 나타났으며, 솔루션
/서비스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이 68건으로 뒤를 잇고 있었다.
VR/AR 기술의 경우 기존 기술을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술 기업 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솔루션이나 서비스 영역의 기업들이 주된 투자 대상이 되고 있었
으며, 최근 주목받는 VR 영상 관련 기업들 역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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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2011~2016년 3분기 주요 VR/AR 기업 투자 건 수
/마
AR HMD
전송/배급
게임
주변기기
VR 스크린
솔루션/서비스
광고 케팅
어플리케이션

관련기술
영상

VR HMD
합계

출

처:Digi-Capital(2016)

2011

년

2
0
0
0
0
1
0
4
0
1
0

8

2012

년

3
0
1
0
0
2
0
3
1
1
1
12

2013

년

2
6
5
0
0
4
0
10
0
4
5
36

2014

년

4
12

8

0
0
9
0
10
1
1
10
2

8

7

2015

년

2
11

7

2
12
6
1
21
2
26
9
99

년Q3

2016

9
13
5
1
19

7

0
35
5
1

8
8

120

합계
22
42
26
3
31
29
1
3
9
6
33
34

8

8
7

AR/AR 솔루션의 경우 교육, 테마파크, 뉴스, 아바타, 모션캡처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영상의 경우 VR 카메라를 중심으로 편집, 개발 등의 분야가
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주목 받는 콘텐츠인 게임 분야의 경우 게임 개발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게임 스트리밍, 동작인식 등 관련 분야에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R/AR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들의 경우 인텔(Intel), 아마존
(Amazon), 구글(Google), HTC 등 대기업 뿐 아니라 크라우드 펀
딩 서비스인 킥스타터(Kickstarter)를 통한 투자 역시 다수를 차지
하고 있었다.
한국기업의 경우 모바일 VR 컨트롤러 기업인 폴라리언트
(Polariant)에 투자한 네이버, 아이 트랙킹(Eye Tracking) 소프트웨어
기업 비주얼캠프(Visual Camp)에 투자한 SK텔레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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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2011~2016년 3분기 주요 VR/AR 기업 투자 금액
(단위: 백만 달러)
/마
ARHMD
전송/배급
게임
주변기기
VR스크린
솔루션/서비스
광고 케팅
어플리케이션

관련기술
영상

VRHMD
합계

년

2011

2.0

2012

년

0.9

10.0

1.3
22.0
0.

7

26

8

23.

2.0
5.3
1.6
2.4
46

처:Digi-Capital(2016)
*투자 금액의 경우 공개된 금액에 한함

2013

년

1.1
10.4
16.1

50.0

8

40.

9.1
93.1
220.6

2014

년

6.5
19.2
62 .3

7

14.9
25.1
.6
149.1
14.0
63.

7

8 7

년

2015
45.5
60.5
5 .4
11.5
109.1
34.3
26.6
11 .
34.0
201.3
51.0
50

8

78

7

년Q3
86.9
68.8
863.6

2016

25.0
33.4
149.5

8

33 .3
22.1
245.6
1 4.6
2,01 .

8

78

합계
142.9
15 .
1,5 0.4
36.5
142.5
2 3.
26.6
5 5.6
5.0
60 .4
345.1
3,9 4.6

88
8
78
8
7
7
7

출

투자금액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총 약 39억 7,400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투자금액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투자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높은 투자 금액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보이는 AR HMD의 경우 2014년 10월과
2016년 2월 매직리프(MagicLeap)에 대한 약 1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영상이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솔루션/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투자들을 살펴보면 게임엔진 유니티(Unity)가 1억
8,000만 달러, 동작인식, 모션캡처 하드웨어 제작업체인 탈믹랩스
(Thalmic Labs)가 1억 2천만 달러, VR 동영상 기업 넥스트
VR(NextVR)이 8천만 달러, VR 하드웨어 기업 레이저(Razor)가
7,500만 달러, VR 동영상 솔루션 기업 존트(Jaunt)가 6,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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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치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투자의 경우 특정 영역으로 집중되기 보다 하드웨어, 솔루션,
비디오,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가 투자 대상이 되고 있었다.
[표 3-31] 2011~2016년 3분기 주요 VR/AR 기업 인수합병 건수와 금액
(단위: 백만 달러)
/마
AR HMD
게임
뉴스
주변기기
솔루션/서비스
광고 케팅
어플리케이션

건수

2014

1

금액
15.0

합계

2015
1
1
1
2
1

기술
동영상

VR HMD

건수

1

15.0

금액

1 5.0
.6

7

8

8

125.0

2
1
1

2.0
310.6

7

처: Digi-Capital(2016)
*공개된 금액에 한함. 2014년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인수 제외

건수

2016
2
1
1
3
1

Q3

금액

30.0
6.6

3
5
3

500.0
1 .5

19

724.1

87

출

인수 합병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 까지 37건의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투자금액은 공개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약 10억 4,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수합병의 경우 투자보다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인수합병 금액은 공개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2억 달러에 페이스북으로 인수된 오큘러스를 제외하면
주요 인수합병 사례들은 컴퓨터 비전 기술 개발사인 아피컬
(Apical)이 3억 5천만 달러에 ARM으로 인수된 사례아 하드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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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기술 기업인 리콘(Recon Instrument)와 리플레이(Replay
Technologies)가 각각 1억 7,500만 달러에 인텔(Intel)에 인수된 사
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VR과 모바일 이미지 기술 기업인 매직포니(Magic
Pony Technology)를 트위터(Twitter)가 1억 5,000만 달러에 인수
한 사례 역시 주요하게 꼽을 수 있다.
인수 합병의 경우 대부분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ICT 관련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
기 보다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솔루션, 플랫폼, 기타 기
술 기업들이 주요한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3) 시사점

주요 가상현실 HMD 제조사들의 콘텐츠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들은 가상현실 시장이 시작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HMD의 기술적인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역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콘텐츠에 대한 이슈의 부상은 2017년을 본격적인 소비시장 형성과
성과 도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차후 디바이스 업그레이드가 필요
할지라도 이미 출시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통해 자사의 생태계로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해야만 미래의 사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큘러스 리프트의 엑스박스와의 연동은 추가적인 이용자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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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콘솔 이용자들의 경우 높은 충성도와
얼리어답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디바이스 판매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자적인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의 엑스박스와의 연동은 엑스박스의 디지털 유통망을 통한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라는 이점 역시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구글의 독점 콘텐츠 전략은 시장 초기 OTT 사업자들의
전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데이드림이 스마트폰 베이스의
HMD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VR 영상 콘텐츠 이용자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 전략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가상현실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의
경우 플랫폼은 독점 계약을 원하는 반면 제작사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멀티 플랫폼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HTC의 경우 B2C 시장 보다 B2B 시장으로 진출 전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HTC의 움직임은 지원정책을 통한 다양한
파트너와 콘텐츠 확보를 통해 VR방 이라는 사업모델 자체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HMD 제조사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비즈니스모델, HMD의
특성, 기존 플랫폼의 특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대한 전략에서는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게임과 영상을 중심으로 독점 계약을 통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자체 유통망을 통해 유통하면서 이용자 확보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 자체는 여전히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 현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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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HMD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닐 것이며,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컴퓨터 그래픽 기술 역시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술 영역에서 또 한번의 업그레이드가 있기 이전까지는
가상현실 콘텐츠가 소비시장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VR과 관련하여 최근 RR(Real Reality)에 대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RR은 특정한 기술이라는 보다는 VR과 구분하기 위한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RR이 VR 콘텐츠와 기술의
지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가상현실 기술과 콘텐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VR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이 현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이를 ‘인간 경험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과 HMD를 연동하여 드론이 촬
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이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닌 현실에 기반하거나 가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실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때 이를 ‘가상
현실(Virtual Reality)’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 몸으로 경험
하거나 주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기술을 통해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RR에 대한 논의는 가상현실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로 개념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디바이스나
플랫폼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한국의 경우 강점인 콘텐츠
제작 기술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통해 쌓인 인지도나 유명 IP를 활용한 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콘텐츠 시장에 인지도를 확보할 필요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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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시장: 홀로그램(Hologram)

1) 국내외 시장 동향

홀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스크린이나 화면을 통한 체험 아닌 다른
외부 장치 없이 직접 실체감과 현실감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술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
홀로그램 기술의 경우 아날로그 홀로그램, 유사 홀로그램, 3D
홀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필름을 사용하여
실물을 입체 영상으로 촬영하는 사진술로, 마치 실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현하는 기술이다.
유사 홀로그램은 반투과형 스크린을 사용하거나 프로젝터를
이용한 맵핑 기술 등을 통해 입체 영상과 유사한 효과를 구현하는
기술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은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디지털화된 기록 및 재현을
통해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3D 홀로그램의 경우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그림 3-61] ETRI의 360° 홀로그램(좌)과 일본의 터치가능 홀로그램(우)

출

처 : ETRI 홈페이지, 디지털 내추럴 그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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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ETRI에서 360° 홀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본 디지털
내추럴 그룹이 터치가 가능한 홀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2] 홀로그램 시장 규모 추이

출

단 : 백만 달러)

( 위

처: Global Industry Analysts(2014.9) 7 / KEIT(2016,10) 7 재인용
1 1)

1 2)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글로벌 홀로그램 시장은
2016년 기준 221억 7,8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742억 9,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외 의료,
7
I y Analysts, Holograph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2014.9
7 KEIT 홀 램 산업 기술 동향 및 산업 전망, <PD Issue Report>, Vol.16-10, 2016.10

1 1) Global ndustr
1 2)
,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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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관련 정밀 측정이나 보안 관련 홀로그램까지 포함된 수치이다.
실제 디지털 콘텐츠 특히 영상 분야와 관련 있는 ‘인쇄/전시’ 분야의
경우 2016년 19억 5,700만 달러로 집계되며, 2025년까지 연평균
16%의 성장세를 보이며 약 8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홀로그램의 경우 공연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연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사 홀로그램 기술은
‘페퍼스 고스트(Pepper’s Ghost)‘ 기술의 한 갈래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투명막(포일, foil)을 관객방향으로 45도 기울어진 각도에서
설치하고 무대 위의 프로젝터가 무대 바닥을 향해 영상을 미추면
바닥에 있는 스크린이 영상을 담고, 스크린에 담긴 영상은 다시 45도
각도로 무대 위에 마련된 투명 포일에 반사시키는 것으로 투명막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은 허공에 인물이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림 3-62] 페퍼스 고스트를 활용한 코첼라 페스티벌의 투팍 공연

출

처: Youtube, Tupac's Hologram - (How It Works)

또 다른 기술은 ‘프리포맷’ 방식으로 프로젝터에서 직접 투명막에
영상을 쏘는 방식이다. 프리포맷 방식은 무대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현실감은 페퍼스 고스트에 비해
덜하다.173)
7

1 3) Bloter, 현실 같은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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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성큼’, 2013. 10. 4

[그림 3-63] 프리 포맷 방식을 이용한 일본의 하츠네 미쿠(Hatsune miku)

출

처: Youtube, Hatsune Miku Concert Live in Sapporo

최근에는 모션 캡처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과거의
인물을 재현해 공연에 활용하기도 한다. 대역배우의 표정과 움직임을
캡처한 다음 실제 인물의 홀로그램 영상을 합성하여 과거의 인물을
소환하거나 나이든 배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사 홀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재현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되었다.
또 다른 방식은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이라 불리는 기술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빛을 평면이 아닌 무대나 건물, 작은 사물 등에 투사 및 맵핑하여
모든 3D 모양의 객체를 대화형 디스플레이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그림 3-64] 프로젝션 맵핑의 사례들

출

처: projection-mapping.org

프로젝션 맵핑의 경우 큰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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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시, 소매 광고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영상과의 상호
작용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사된 이미지 자체가
터치스크린처럼 기능할 수 있어 산업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홀로그램 기술은 투명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유사하나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현실과 큰 괴리감 없는 3D 객체를 사물에 덧씌우거나 독립적
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다. 투명한 평면 모니터를 이용하는
방식과 360°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디스플레이 안에서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림 3-65]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홀로그램

출

처: Youtube, DALABS 3D CocaCola holographic display POP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증강현실 기술과 혼동될 수 있으나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상품의 진열이나 캐릭터 전시 등에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 홀로그램 기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과 구분이
힘든 3D 입체 영상을 안경 등 별도의 장치 없이 눈으로 바라보고
생성된 홀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모니터를 벗어나 주위 공간에 3차원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면 홀로그램을 매개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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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던 장면들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라지고 공간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경향은 CGH(Computer Generated
Hologram)의 생성/획득, 정보 압축/전송/재생, 디스플레이
/SLM(Spatial Light Modulator)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74)
3D 홀로그램의 경우 유사 홀로그램 그래픽에 비해 훨씬 더 큰
정보량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홀로그램 데이터 방식에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실시간 홀로그램 데이터 생성 방법, 홀로그램 획득 시에 발생되는
에러를 보장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압축과 전송과정의 효율성, 연산 효율 증가 등이
홀로그램 그래픽 생성시 발생하는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연구되고
있으며, 홀로그램 그래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들도 진행 중이다.
최근 홀로그램은 주로 공연, 광고, 전시회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박물관, 소매 매장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주요 기업 동향

주요 기업들이 홀로그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3D 객체를
이질감 없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과 다른 산업 부문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홀로그램의 경우 가상의 객체만을 3D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X선이나 초음파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의 입체 영상화, 비파괴
7 L

y [LG디스플레이 Future Talk] 홀로그램 기술의 최근 동향과 사례, 2016. 4. 7

1 4) G disp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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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상의 입체 영상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홀로그램 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산업과 엔지니어링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홀로그램 산업에서 최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MS로 자사의
HMD 홀로렌즈를 선보인바 있다. 이를 통해 실사 위에 특정한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별도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연결할 필요없는 독립형 HMD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직까지
높은 가격, 무게 등 개선 지점이 많으나 가상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홀로렌즈는 홀로그램과 AR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림 3-66] 홀로렌즈와 활용 모습

출

처: Gizmodo

글로벌 기업 중 애플 역시 홀로그래피 관련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애플은 레이저, 마이크로 렌즈, 센서를 이용해 3D 홀로그램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특허를 확보한바 있다.
‘인터렉티브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로 명명한 이 기술은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75)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스타트업 홀로빗(Holovit)은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홀로그램
7

타 즈 삼성, 3년여 공들인 ‘3D홀로그램’미국 특허, 2015. 12. 28

1 5) 디지털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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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을 발표하였다. 홀로빗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 태블릿,
랩탑 등의 일반적인 영상을 다시 홀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홀로빗은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모습을
손쉽게 홀로그램 영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홀로그램 레코딩 세트’도
발표하였다. 홀로그램 레코딩 세트는 모듈식으로 스탠드와 특수 적층
배경으로 구성되어 고가의 레코딩 장비 없이도 홀로그램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도 가능하다176).
[그림 3-67] 홀로빗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출

처: Youtube, Holovit TV hologram screen for laptops

마이크로 LED를 통한 홀로그램 기술 연구 또한 2015년부터 애플,
구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애플의 경우 대만에
연구소를 개소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돌입한바 있다. 또한
2014년 5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업인 럭스뷰 테크놀로지를
인수하였다. 마이크로 LED의 경우 LED 자체를 디스플레이 픽셀로
사용할 수 있어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경 없이도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바일용
프로젝터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 반도체 기업 오스텐도 테크놀로지는
이를 이용하여 3D 홀로그램 영상을 공중에 투사해 볼 수 있는
QPI(Quantum Photonic Imager) 칩 개발에 성공한바 있다.177)
7 IZION 홀 램 놀 !
77 뉴스
'홀 램'

홀로그램 플레이어 '홀로빗', 2016. 8. 16
증강현실(AR) 선보이나, 2015. 12. 17

1 6) B
, 로그 으로 자 가정용
1 ) 아이
24, 애플, 로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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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출

미국

오스텐도의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홀로그램

처: 아이뉴스24(2015. 12. 17.)

국내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유사 홀로그램 방식을 이용한 공연
및 전시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국내 홀로그램 전문
기업 디스트릭트(d’strict)로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공연,
미디어 파사드, 교육 솔루션, 리테일 미디어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K-pop 홀로그램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스처 센싱
기술을 통해 과거 인물을 합성해 홀로그램 공연이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림 3-69] 디스트릭트의 홀로그램 공연과 미디어 파사드

출

처: 디스트릭트 홈페이지

디스트릭트 이외에 3D 팩토리 역시 모션 캡처와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홀로그램 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수
故김광석의 홀로그램 공연으로 재연 배우를 통해 몸을 촬영하고
얼굴은 CG 로 만들어 실제 인물을 그대로 재현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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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쓰리디팩토리의 김광석 공연 제작 과정

출

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이야기> 2016. 8

홀로그램 기술은 아직까지는 유사 홀로그램이나 프로젝터 또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완전한 3D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기술로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공연 분야의 경우 한국의 콘텐츠가 가지는 장점과 홀로그램을
통해 무대장치, 배우, 스텝의 이동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제약
조건이 감소하는 만큼 해외 진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3D 홀로그램의 상용화에 앞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기술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가지는 장점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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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홀로그램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주요 실감형 콘텐츠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로 홀로그램 최고
강국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한바 있다.
현재의 홀로그램 기술에서 공연시장 위주의 한국이 가지는 기술적
우위는 콘텐츠와 CG 기술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공연
시장의 경우 홀로그램 공연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들이 검색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괄목할 사례를 만들고 있지만 일회성 퍼포먼스
중심의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3D 홀로그램 기술이 아직 초보적인 기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홀로그램 시장의 선점은 향후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본의 경우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202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7조원을 들여 주요 월드컵 경기장마다 8K 고화질 카메라 200대를
설치하여 다른 나라 축구팬들이 촬영된 영상을 홀로그램 영사막으로
둘러싸인 축구 경기장에서 홀로그램으로 감상할 수 있는 ‘208개의
미소’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하였다.178)
홀로그램은 공연 시장에서 무대 장치, 무대 크기 등 다양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콘텐츠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한 구축과 홀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콘텐츠와 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증강현실과 홀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78 Digieco, 홀로그램 혁명의 기원과 전망, 2010.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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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집단 관람을 기본으로 하는 대규모 공연 이외에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 역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523

4. 이슈시장: 디지털 콘텐츠 산업 관련 인공지능
1) 국내외 동향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예측은 관련 분야를 한정 짓기도 어렵고,
그 파급력과 영향력 또한 가늠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편이다.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IT 관련 리서치 기업인 IDC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8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55.1%의 성장률을 보이며
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79)
[그림 3-71]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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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현재 미국이 62억 달러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이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114.9%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72] 주요 국가 및 권역별 인공시능 시장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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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IDC(2016), Worldwide Semiannual Cognitive/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Spending Guide

몇 차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공지능 기술이 이처럼 급
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빨라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머신 러닝과 딥러닝 기술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매우 효과적인 구현 방식이 실현될 수 있었다. 마지막은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데이터의 빅데이터화와 빅데이터 처리
방법의 개선이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학습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빅데이터 처리 과정이 발전함에
따라 학습 훈련 속도 또한 기존에 비해 향상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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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해 일하는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되면서 사용자 데이터가 더 많아졌고 이를 향상된 빅
데이터 처리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AI 관련 기술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그리고 자연어 음성 인식 기술이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기술이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별도의 지시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규칙성을 발견해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술은 인간의 인지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한 인공신경망의 개선이 필요한
딥러닝의 단점을 보완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자연어 음성 인식은 인공지능이 이처럼 발전해나감에 따라 이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Human Computer
Interface)는 컴퓨터의 언어에 보다 가까운 터치, 버튼 입력, 마우스
스크롤 등 기계 신호로 이루어지기에 일반적인 우리의 인지와 부
조화를 이루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대화를 통해 인간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의 활용성 극대화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외 기업 동향

인공지능은 범용성이 높은 필수 기술이기에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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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경쟁사와 차별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검색시장을
PC 분야에서 78%, 모바일 분야에서 95% 점유하고 있는180) 구글은
검색 분야에서 쌓은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 노하우와 2014년 인수한
딥마인드(Deep Mind)의 우수한 연구진을 바탕으로 앞서나가고
있다.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와 구글 검색, 번역 서비스가 있다. 유튜
브는 사용자들의 영상 시청 패턴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다음에 재
생될 영상을 추천하는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인수했던
워드렌즈(Word Lens)의 AI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갱신된 구글 번역
서비스는 높은 정확도로 번역 서비스의 혁신이라 불리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머신 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 Go)가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4:1로 승리하며
화제가 되었다. 또한 단순히 인간이 지시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형성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추와 추론을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 즉 성능을 강화하거나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학습을 통해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그쳤으나,
최근 딥마인드 연구진들은 계산 장치와 저장장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기계가 복잡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DNC(Differentiable
Neural Computer) 기술을 통해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능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규칙성을 미지의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8 김능현, 구글 '싱글'- 아마존 '부글'...실적희비 엇갈린 美 IT 공룡, 2016. 10. 28.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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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딥마인드 연구진은 딥마인드에 런던 지하철 노선표를
학습하게 한 뒤 최단 거리를 스스로 찾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정확도가 약 37%에 불과했지만 DNC가 수행한
계산의 정확도는 약 99%까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181)
구글 딥마인드의 최근 연구 성과 중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을
독립적인 개체로 나누고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을 앨리스(Alice), 밥(Bob), 이브(Eve)의
3개의 독립적인 개체로 나누어 앨리스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암호화
방식과 함께 밥에게 전달하고, 밥은 그 메시지를 해독하며, 이브는
메시지를 도청해 그 암호화 방식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이 과정에서 Alice와 Bob은 처음에 간단한 방식의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그쳤지만, 15,000번 이상 반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결과 보다 복잡한 암호화 방식을 고안해 내 Eve가
16 비트의 메시지 중 8비트만을 해석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3-73] 알파고(Alpha Go)와 이세돌 9단의 대국

8 IEEE Spectrum, Google's Deep Mind Gives AI a Memory
London's Underground,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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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양한 내부 프로젝트와 서비스를 통해 인공
지능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지 내의 물체 인식을 하는 아담
프로젝트, 음성 인식의 코타나, 스카이프에서 선보인 동시통역 기술이
대표적이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를 끌고 가는 에릭 호르비츠가
중심인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는 번역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5년 8월에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
50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182). 또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음성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영어와 중국어 동시통역 기능을 2013년 10월 중국에서 시연하였으며,
이를 스카이프(Skype)에 탑재하였다. 2016년 현재 스카이프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을
선도하고 있다.183)
대표적인 SNS 기업 페이스북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화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의 얼굴을
97.25%의 정확도로 인식하는 딥 페이스(Deep Face)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 서버 빅서(Big Sur)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Amazon)도 딥러닝 기술에 주목하여 관련 기술에
매진하여 상품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을 홈페이지에 적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과 센서를 활용한 무인 상점 아마존 고
(Amazon Go)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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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페이스북의 딥 페이스(Deep Face) 기술 개요

2016년 9월에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왓슨
(Watson)을 보유한 IBM이 인공지능 관련 파트너십을 맺어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얼라이언스(AI
Alliance)를 결성하였다.184) 이들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과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개선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대중화와
도덕성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함이라고 이번 파트너십의 목표를
밝혔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기술 공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는 인공지능 서비스 3종을 출시했다. 이는 아마존의 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 수천 명이 수년간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클릭 몇 번
만으로 각 기업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에 앞선
2015년 12월 페이스북은 인공지능 서버 빅서를 오픈소스로 개방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 공유를 통해 이들 기업들은 인공지능 시장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고, 고객층을 선점한다는 계산이다.
구글의 딥마인드 또한 머신러닝 플랫폼인 딥마인드랩(DeepMind
Lab)의 소스코드를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GitHub)를 통해 공개할
계획에 있다. 딥마인드랩의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외부 개발자들도
8 T

'

1 4) he Guardian, Partnership on
2016. 9. 2 .

530

8

AI' formed by Google, Facebook, Amazon, IBM and Microsoft,

딥마인드의 AI 시험 방식을 활용해 자체 AI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발전된 인공지능을 더 편리하고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이다.
2014년 아마존이 출시한, 지능형 어시스턴트 '알렉사(Alexa)'를
탑재한 스피커 에코(Echo)는 사용자가 말로 질문을 하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 답변하는 등 시대를 선도하는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 구글에서 최근 출시한 구글 홈(Google Home), 픽셀 폰
(Google Pixel)에 담긴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감정이
담긴 로봇’이라는 별칭을 가진 대화가 가능한 소프트뱅크의 인간형
로봇 페퍼 등 최근 출시된 인공지능 제품에는 향상된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그림 3-75] 아마존 에코, 구글 홈, 소프트뱅크 페퍼

또한 최근 서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챗봇(Chatbot)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챗봇은 메시징앱을 통해 이용자들과 자동으로
대화하고 질문에 따라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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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챗봇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고객응대와
관련하여 콜센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질문에
따라 자동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N이 페이스북 메신저의 챗봇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면 자동으로 최적화된 자사 기사를 보여주는 기능을
선보인바 있으며, 헬스조이는 헬스케어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76] 헬스케어 기업 헬스조이의 챗봇

출

처: VentureBeat.com

국내 업체들은 해외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뒤처져 있지만, 최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리를 개발했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기업인 비브랩스(VIV Labs)를 2016년 10월 인수했다. 비브랩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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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인공지능 플랫폼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각자의 서비스를 자연어 기반의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어 폐쇄적인 애플 시리(Siri)와 차별화된다. 비브랩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올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8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의 누구(NUGU)는 현재 가장 진보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을 담은 인공지능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 누구는 아마존
에코와 유사하게, 한국어로 지시하면 정보검색과 배달 주문, 음악과
조명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로, SK텔레콤은 누구를 통해
자연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또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음성인식 서비스 제작 툴인 아미카
(AMIKA)의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음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77] SK텔레콤의 누구와 네이버의 아미카

또한 언론사를 넘어 국내 은행들이 자동화된 고객센터 운영을
목표로 챗봇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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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글로벌 기업 및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구글

구글검색, 구글 번역, 유튜브 추천 시스템, 알파고 등

마이크로소프
트

아담 프로젝트, 코타나, 스카이프 번역기

아마존

에코, 알렉사, 아마존 고

페이스북

딥 페이스, 뉴스피드 추천

삼성

비브랩스 인수,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될 새로운 인공지능 비서
개발중

SK텔레콤

누구(NUGU)

네이버

아미카(AMIKA)

NH은행

머니브레인과 손잡고 금융봇 공개

3) 시사점

2016년은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 그 동안 정체되었던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가 눈앞에 다가온 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적인 인수 합병과 기술 개발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은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인공지능이 이처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도덕성과 안전성의
문제 등 논란의 여지는 아직 존재하지만, 그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 삶에 곧 깊숙이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행보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과 기술 공개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보는 기술 공개와 표준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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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파악된다.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함으로써
고객사가 될 만한 업체들을 미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자사에
유리한 AI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드 파티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사의 개발 소스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한, 폐쇄적인 분위기의 애플도 이러한
추세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학계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
하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185)
이처럼 글로벌 업체들의 인공지능 시장 확보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한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부분에서 미국 대비 75.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
PCT(국제특허) 등 4개 DB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11,613건 중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여 미국의
1/20, 일본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186)
특히 미국의 경우 백악관 대통령실에서 2016년 10월과 12월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Artificu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라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두 보고서는 백악관 직속 기관인 경제
자문위원회(CEA)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TSC) 주도로 분석되었
으며, 향후 미국 정부의 AI관련 정책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
8
8

운 폐쇄
< 즈>
연

까 AI

"

룡들의 생태계 경쟁은 시작됐다", 2016.
검

1 5) 노자 ,
적인 애플 지
기술 공개.. 거대 공
12. 11. 조선비
1 6) 현대경제 구원(2016), 국내 인공지능 산업 기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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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들은 현재 시장의 상황보다 AI이 현황, 응용 분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안과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다. 10월 보고서의 경우 AI에 대한 연
구, 적용, 규제, 인력양성, 공유 등을 위한 권고안을 명시하고 있으
며, 12월 보고서의 경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교
육 및 훈련, 근로자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거시적 전략들을 제안
하고 있다187).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처럼 기술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내 업체들과 시장에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시장이
커질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기술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안정적인 결과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SK텔레콤과 네이버의
사례처럼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술 보급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공지능과 결합해 향후 전개될 IoT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의 확보는 내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7

오
://
오
://

팀 美백
/@ /
팀 美 백 AI
/@ /

래

번

1 ) 카카 정책지원 ,
악관 ‘인공지능의 미 를 위한 준비’ 보고서 전문 역
https brunch.co.kr kakao-it 42
카카 정책지원 ,
악관 ‘ 와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요약본
https brunch.co.kr kakao-i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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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주요 디지털콘텐츠 기술은 새로운 콘텐츠 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VR, 홀로그램, 인공지능 시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술의 발전 단계나
시장의 성숙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자체의 속성 역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VR과 홀로그램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기술이라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분석 및 처리나 이용자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술이다. 따라서 개별 기술에 의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분야도 다를 수밖에 없다.
VR의 경우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기술로 기술 개발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이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산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을 중심으로 영상, 테마파크 등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이러닝, 전자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VR 기술은 디바이스의
성격, 확장성 등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며
경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이 기어VR를 개발하기는 하였으나 모바일 기반
VR 디바이스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콘텐츠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
되는 경향에 따라 기어VR을 개발한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B2C 영역과 B2B 영역 모두에서 소비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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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 독립적인 산업 영역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소비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을 양성하는 전략이 중요함에도
VR 시장은 이미 글로벌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게임 개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VR 게임들이
출시되었으며, 영상 콘텐츠와 테마파크 역시 VR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한국 기업들이 오큘러스, 소니,
구글과 직접 경쟁할 만큼의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기존 PC방을
중심으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결코
떨어지는 편이 아니다. VR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 합작을 진행할 만큼 수준이 높으며,
VR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유명 IP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콘텐츠
영역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등장한 것은 아니며,
때문에 주요 HMD 제조사들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준
높은 콘텐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기존 콘텐츠 시장과 다른 독립적인 시장이 열려있으며,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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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VR을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 초기에는 기술과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술이 안정되면서 콘텐츠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 콘텐츠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홀로그램 기술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3D 홀로그램은 아직 개발 중인
단계에 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 모두 특정한 장치나
디스플레이 등을 활용하는 유사 홀로그램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홀로그램이 콘텐츠 시장에 가지는 의미는 완전한 가상 현실이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객체를 아무런
디바이스의 도움 없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재현하는 데 있다.
이는 콘텐츠의 재현 영역의 한계를 없애는 효과를 낳는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홀로그램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초기 단계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홀로그램 콘텐츠들은 공연과 미디어 파사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된 홀로그램 기술과 한국
콘텐츠가 지닌 강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최선의 선택 일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K-Pop 스타에 의존하거나 일회성 공연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홀로그램이 적용
분야를 보다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크로마키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방식 역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일수 있으나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이 역시 다른 콘텐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홀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제작
및 기획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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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특정한 콘텐츠 제작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번역, IoT, 고객 응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콘텐츠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은
주로 빅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기술과 연결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분야로 특정할 수 있다.
콘텐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부상하는 이유는 빅데이터를 분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사물인터넷 시장 등
미래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과 같이 이용자들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콘텐츠를 개별 이용자에 맞춰 최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플랫폼에 적용 되었을 때 어떠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디어 시장에서 챗봇(Chatbot)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e커머스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 금액 또한 한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을 주로 연구하는 곳은 포털, 통신, 그리고
게임업계이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국내 인공지능 개발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2016년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역시 300억 원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럼에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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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보다
늦었으나 정부의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엑소브레인,
딥뷰 등 언어처리와 영상인식 분야의 인공지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2017년부터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소프트웨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지원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생태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부족한 연구 인력의 확대와 육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미국 백악관의 인공지능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시장
관점에서의 기술 개발과 동시에 AI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 역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다른 문화적 차이와 산업 특성은 AI의 사회적
파급력 역시 다른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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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 디지털콘텐츠 정책 및 특징
제1절 미국188)
1. 특징

미국은 짧은 역사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을 전 국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
다.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인해 문화적 통일성이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모두가 어우러져 개발, 보존하는
다문화주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예술과 대중문화가 구분되면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분리된 대중문화와 고급예술을 통합하려
노력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부여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해왔다. 영리목적에 기초를 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과
문화예술에 기초를 둔 문예 진흥 사업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방식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예술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산업의
파이가 먼저 커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깔려있다.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예술(Fine Art)와 연예오락(Entertainment)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며, 각 영역은 모두 미국문화를 반영하지만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매우 다르다.
콘텐츠 산업에 해당하는 연예오락의 경우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 하의
산업적 산물로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통해 생산 및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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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뜻한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거나 역사와
전통 보존을 위한 의미를 갖는다 해도, 해당 제품이 실제로 시장성이
없어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이는 산업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을 미국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2. 콘텐츠 정책

미국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를 기본으로 하는 수익산업 모델과
문화산업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과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문화’라는 두 가지 개념의 충돌을 피하고 산업의 경제
가치 추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관련 산업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이견이 발생한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미국 정부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전, 수정해나가는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 논리에 따라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민간 주도의 영역이며, 시장 영역으로
인정하고 민간업체에 일임하고 있다. 정부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방향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스스로가
발전해나가는 산업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정부 부처에도 주무부처를
두지 않고 있으며, 직접 지원 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바탕이 되는 산업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한다.
크게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 FTA나 시장 개방에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응, 저작권 보호와 강화, 연구개발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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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간접적인 지원의 경우 자국 콘텐츠가 내수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어 현재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 및 확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있어 기본적으로 산학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특히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연구 개발을 위한 대학의 연구인력풀
이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 내
유수 대학의 연구진에게 디지털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체제를 만들어왔다.
반면 저작권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의 다양한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조정, 집행하고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저작권 관련 단체들 역시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간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며
소득공제, 세금공제, 손실보전, 세금환급, 세금 적립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자국 콘텐츠가 내수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어 현재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 및 확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권법 역시 간접적으로 산업의
수익추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 시 저작권 보호 기간을 미국 국내
기준에 맞추면서 디즈니 등 방송, 애니메이션, 도서 등의 산업에서
해외진출 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케이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산업은 콘텐츠가 아닌 촬영 지역의 고용, 소비 등의
문제로 인식하여 미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촬영을 캐나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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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스튜디오들을 대상으로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이들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3. 관련 기술 정책

미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술 정책은 대표적인 ICT R&D
프로그램인 NITRD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NITRD는 각 부처 및
기관이 추진하는 ICT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하나로 합쳐진
연구개발 프레임워크이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미국 정부는 NITRD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컴퓨팅, 네트워킹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진보된 ICT 기술에
자금을 투자한다. NITRD의 세부 프로그램은 총 8개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2016년 4월 NITRD 2017년 예산 요구안이 발표되면서 총
10개로 확장되었다.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고성능 컴퓨터, 빅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HCI 관련 R&D 영역이 주로 강화되거나 신규로
생성되었으며, 보안, 소프트웨어 등은 형태를 유지하였다.
NITRD의 10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안, ▲정보관리 및 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인간 기능의 확장,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로봇 및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시스템, ▲미래 컴퓨팅 기술,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인프라
및 응용 프로그램, ▲대규모 네트워킹, ▲산업과 사회 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및 생산성 향상, ▲IT 개발 관련 조직과 사람의
상호작용 및 협력.
NITRD의 세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ICT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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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새로 등장한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분야를 들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기반 프로그램에도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우 빅데이터, 보안,
인공지능 등 콘텐츠 자체 보다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영역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NITRD 프로그램은 백악관, 각 부처 및 기관이 협력․조정 형태로
참여하는 범부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 문제,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실무그룹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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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U189)
1. 특징

EU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산업적 관점과 더불어 문화적 관점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과 유럽 문화의 경제적 자치 극대화라는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문화 정책, 미디어 정책, 정보화 사회 정책
등으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본권 헌장’ 제11조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10조를 통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다양성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 미디어 정책이 중심에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의 문제가 항상
논의되어 왔다.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미디어의 다양성은 소유의 다
양성과 정보원의 다양성, 접근 가능한 콘텐츠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유럽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기조 아래 콘텐츠에 대한 쿼터제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콘텐츠 정책이 ‘공공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유럽연합은 21세기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변화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디지털 경제에서
유럽연합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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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본장은 고주현,
미디어 다양성 정책 유럽통합의 원동력 은 또 다른 규제 , 문화와
정치 2권 2 , 2015. 정은진, 유럽의 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규제 점 2016
시
미디어서비 지 (
)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 권 10 , 2016.
,
디지털 정책 및 전략 동향, lectronics and elecommunications rends , 31권 2 ,
2016의 내용을 대로 구성한 것임

550

<
T

2. 콘텐츠 정책

EU의 콘텐츠 관련 문화정책은 1985년 6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정식으로 문화정책이 채택
되었으며, 이후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으로 통해 문화정책 분야가 법적 근거
위에서 정식으로 EU의 정책 권한 영역에 포함되어, 정책수립 및
집행의 조약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EU의 콘텐츠 정책 중 가장 최근 정책은 AVMS(Audio 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로 매체 환경의 증가와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기존 TVWF(Television Without Frontier Directive)를
개정하여 2007년 발표되어 2009년 모든 회원국에서 입법이 완료
되었다. 그리고 2010년의 개정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2016년
새로운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새 법안은 그 적용범위와 개념이 기존 TVWF 지침에 비해 대폭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은 시간대
별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기존 미디어 뿐 아니라 시청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된 법안은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기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규제가
완화되게 했다.
규제의 주요 내용은 ▲ 광고규제 완화 ▲ 규제협력 ▲ 방송
프로그램의 원산지 원칙 강화 ▲ 청소년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
규정을 포함한 문화 및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광고 완화, 내용에 대한 자율 규제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사항은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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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를 유럽 콘텐츠로 채울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EU의 조사에 따르면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경우 수익을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하는 비중이 1%로 저조하여, 유럽 콘텐츠가 사장되는
흐름을 방지하는 한편 유럽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업
자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들이다. 개별 EU 국가마다
자국과 유럽 콘텐츠 쿼터의 비중이 다르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60%(프랑스 콘텐츠 30%, EU 콘텐츠 30%)에 달하는 강력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국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까지 논의되면서 개별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콘텐츠의 제작과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는 해외 기업의 유럽 진출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쿼터제가
실시되는 만큼 해외 콘텐츠가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제작비 비중, 주요 제작 인력의
국적 등 자국 또는 EU 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콘텐츠 쿼터제는 유럽의회와 EU 각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며,
2017년부터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할 계획이다.
3. 관련 기술 정책

EU는 디지털 경제를, 생산성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해왔다.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를
포함하는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는 Europe 2020 전략이
추진하는 7대 플래그십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EU 경제권이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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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사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아젠다 추진을 통해 전반적 디지털 접근성 및
수준을 높이고, 그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위 7개 분야(7
pillars)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디지털 싱글마켓이
중점 논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U는 European Commission(EC)를 통해 디지털 싱글마켓의
개념을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으며,
공정한 경쟁 및 높은 수준의 소비자와 개인 데이터 보호의 조건
하에서 개인과 기업이 그들의 국적이나 주거지에 개의치 않고,
온라인 활동에 순조롭게 접근, 수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정의하고,
디지털 정책의 연장선에서 EU 역내 온라인 거래 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싱글마켓을 통해 연간 €340조의 GDP 증가, 3.8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15~20%가량의 공공 행정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②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디지털 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라는
3대 목표와 하위 16개 실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은
주로 시장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규제 검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행계획은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접근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유럽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의 성격 역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인터넷 기업의 지배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EU의 디지털 시장을 보호하고 유럽연합 소속 인터넷 기업에 대한
553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제약 해소, 세금에 대한 규정
정비, 디지털 커머스 강조 등은 넷플릭스와 HBO의 드라마를 미국과
같은 시기에 한국이나 유럽에서 시청할 수 있거나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제한 완화를 포함하여 EU 국가 내의 보다 자유로운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190)
EU는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EU 회원국 전체
차원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디지털
싱글마켓은 이 중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본 전략은
상당부분 EU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 법·규범 제·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의회뿐 아니라 회원국 간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EU의 사례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은 2015년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의 디지털 싱글 마켓 추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 협의가 이루어진 디지털 싱글 마켓 계획은 전자
상거래, 통관과 물류, 결제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191),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경쟁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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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탄?

제3절 일본192)
1. 특징

일본은 한국과 달리 콘텐츠를 기술적 수단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콘텐츠 등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예술성,
창의성, 여가성, 오락성, 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 또는 그 서비스 및 그들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정보통신업’에
통신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인터넷부수서비스업, 영상․음성․
문자정보 제작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률적 규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산업’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정부부처인 경제산업성이 감수하고 디지털콘텐츠
협회에서 발간하는 ‘디지털산업백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 인가법인인 디지털콘텐츠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디지털콘텐츠백서’에서는 콘텐츠와 콘텐츠산업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백서에서 다루는 콘텐츠는 동영상, 이미지, 음성, 문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유통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음악, 게임, 서적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콘텐츠진흥법이나 경제산업성과 디지털콘텐츠협회에서는
콘텐츠를 동영상, 음악 및 음성, 게임, 이미지, 텍스트 등 ‘구성요소’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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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본장은 지영(2015), 주요국가 문화산업 정책 구, 한국문화관광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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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하위 개념에 장르별 산업을
두고 있다.
2. 콘텐츠 정책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영상산업의 지원, 방송프로그램 지원
및 콘텐츠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을 정책적으로 다루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IT 관련 법과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정책 역시 함께 수립되었으며, 콘텐츠산업 정책이 지적재산권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되면서 2002년 ‘지적재산전략기본법’이 공포
되었고, 이에 입각해 5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다.
2003년 지적재산전략본부는 ‘e-Japan II’ 전략을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을
발표하고 신산업군에 콘텐츠사업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6월 ‘콘텐츠
진흥법’ 제정으로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체계가 수립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은 ‘신산업창조전략’에서 2010년까지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를 11조 엔에서 15조 엔으로, 해외 수출액을 3,000억 엔에서
1조 5,000억 엔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당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등이 콘텐츠 진흥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이미 일본 콘텐츠를 앞서고 있는 분야도 나타나기 시작해,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해외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 동안 일본
콘텐츠 산업은 창업자 및 업계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발전되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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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이념 산업 진흥에 힘썼다고 할 수는 없었다.
2012년 아베 내각 집권 후 일본의 콘텐츠 정책은 해외진출과 일본
붐의 창출에 방점을 둔 ‘쿨재팬’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쿨재팬은
2010년 간나오토 내각에서 발표한 ‘신성장전략’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베 내각에서 관련 기구들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아베 내각에서 쿨재팬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력이나 글로벌 위상이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콘텐츠 정책이 단순한 지적 재산권이 아닌 콘텐츠가 갖는
부가가치 및 파급효과에 착안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의 결합을
토대로 한 전략에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쿨재팬의 계량적 목표는 2020년까지 해외에서 약 12조~17조 엔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패션, 음식,
콘텐츠 부문에서 총 8조 엔에서 13조 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여기
에 관광 4.1조 엔을 합해 12조~17조 엔 규모의 성장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쿨재팬 정책의 경우 일본의 콘텐츠와 산업의 연결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분야의 경우
자동차, 농수산물, 전통문화, 음식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디지털 콘텐츠와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기존까지 저작권 등의 문제로 소극적이었던 동남아와 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였으며, 애니메이션과 만화
분야의 경우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산발적인 시장 진출이 아닌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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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마케팅, 공급 체인 구축 등 지속성과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관련기술 정책

일본 정부는 IoT, 빅데이터, AI 등 新ICT의 활용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 등 경제․사회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新ICT가 가져오는 변화․
영향에 대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 참여율
및 생산성 향상, 신제품․서비스 기반의 수요 창출, 일본 ICT 산업의
글로벌 수요 확보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IT 종합 전략 본부 산하에 IT 전략 기초 위원회를 설치
하고 9개 중점 분야의 IT 활용 전략을 포함한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을 발표하였다.
관련 내용은 ▲교육․의료 분야에서 ICT화 추진, ▲ 오픈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사이버 보안 대책의 추진 ▲ICT
인재 육성 ▲ ICT 분야 해외 진출로 구성되며 ICT 활용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일본 국가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ICT 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일본의 실질 GDP 변화를
예측한 결과, 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5~6년 내에 실질 GDP를 수
십조 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국가 경제 성장의
중대한 걸림돌로 인식하고 ICT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ICT 흐름이 산업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신시장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간과되었던 전 산업 영역에서의 ICT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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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해외진출, 일반 시민들의 ICT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ICT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에 소홀한 결과 연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기조가 바뀌면서
전 산업 영역에서 ICT 적용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사업이 ICT의 산업적용과 아울러 일반시민들의 ICT
활용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하는 반면 해외 사업의 경우 오랜기간
신흥국에 투자해 왔던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송의 경우 환경의 영향으로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부분 일본이 주도하는 표준과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사이니지, 차세대 네트워크 등을
표준화 확보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ITU 등 국제지구와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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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국193)
1. 특징

중국 통계국은 문화산업을 ‘문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수요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창작, 제조,
전파, 전시 등 문화상품(화물, 서비스 포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산업에는 ① 언론 출판 발행서비스 ② 방송(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③ 문화예술서비스 ④ 문화정보전송서비스 ⑤ 문화창의 설계
서비스 ⑥ 문화레저 오락서비스 ⑦ 공예미술품 생산이 해당된다.
특히 ‘문화예술서비스’라는 카테고리에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기념관, 문화유산보호, 문화연구, 교육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문화산업이 문화예술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문화상품(화물, 서비스 포함)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제조업을 ‘문화 관련 산업’으로 명명하고, 문화산업 통계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2. 콘텐츠 정책

중국의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일환으로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을 추진하다 2010년 이후 정책방향이
전환되었다.
2010년 최초로 “중화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증강”을 제안한데 이어
2012년에는 “중화문화는 막강한 응집력과 영향력이 있으며, 중화의
자녀들은 중화문화를 널리 알릴 역사적 중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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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본장은 지영(2015), 주요국가 문화산업 정책 구, 한국문화관광 구원, 한국콘텐츠진 원
(2016). 중국 지역별 콘텐츠 산업 분석과 한중 력방안.
인사이츠 16- , 통신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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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014년 문화의 해외 진출(走出去)과 문화무역 발전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전파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인터넷 이용 및 관리의 중요성과 새로운 문화산업
분야 발굴이 강조되었으며, 2014년에는 문화창의 및 설계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촉진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범주를
문화창의산업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문화 산업 정책의 목표는 문화산업을 중국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미국에 필적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을 중요한 고용창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소비가
내수 확대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문화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화산업 발전 현황에 맞게 목표를 설정한
이래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개별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계획을 발표 및 실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중시하는 지역은 주로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이며, 중부, 서부지역 순서로 문화산업에 특화한 발전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기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문화콘텐츠를 ‘문
화산업’보다 광범위한 ‘문화창의산업’으로 파악하여 다른 지역보다
한 단계 진전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2012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15년 2,506개에 달하는 클러스터가 구축되었으며, 2015년부터
성/시급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지역별 특색에 맞게 차별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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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방향을 전환하여 발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유료 콘텐츠 이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중국 시장 상황에 따라 콘텐츠 판매와 더불어 IP를 통한 라이선스
사업과 부가 판권 시장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상호 연관성을 지닌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소설을 ACGN(Animation, Cartoon, Game, Novel)으로 칭하며 통
합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IP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디지털콘텐츠의 중국
수출 역시 ACGN 콘텐츠들의 경우 콘텐츠 자체보다 부가판권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차 저작이 가능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계 및 외국계 합자기업(외국과
자국 기업이 함께 설립한 법인)이 인터넷∙콘텐츠 사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반드시
중국에 둬야 하며, 중국 기업이 외국계 회사와 신규 프로젝트를
합작할 경우 사전에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을 하는 중국 기업
역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완전한’ 중국인이어야 한다194).
이러한 폐쇄적 조치들은 최근 한국 콘텐츠 기업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특히 사드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겹치면서 한국 콘텐츠,
포맷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스텝이 한국인인 경우도
심의가 보류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M

황스러운 중국 콘텐츠 정책, 국내 게임사들 괜찮나?, 2016. 2. 4

194) Game eca,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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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술 정책

중국의 ICT 과련 정책은 인터넷+(互联网+)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정책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통산업과 융합을
시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창조력과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이용하여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정책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ICT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는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중국 인터넷 산업의 1단계
목표가 완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넷+는 중국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향후 ICT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되었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 정책이 이름 그대로 인터넷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빅데이터와 IoT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분야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아닌
‘융합’을 정책의 핵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주요 융합 과제는 창업,
협업, 농업, 에너지, 금융, 민원, 물류, 온라인 거래, 교통, 생태,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정책은 단순한 ICT 정책을 넘어서 비효율적인 중국
산업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하고자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오프라인으로 유통경로를 확보
하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모집’한다는 기조 아래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소비자 간 상호작용 강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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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비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소비 구조에 대한 능률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소비. 이는
이용자 경험을 뜻하며 단순한 물질적인 소비를 넘어 편리성과 함께
‘즐거움’의 요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소비 범위의 확대와 경계가 없는 소비 실현. 이는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 소비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한과
지역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소비과정의 변화. 존 소비자들의 경우 A(Attention),
I(Interest), D(Desire), M(Memory), A(Action)의 다섯 단계를 통해
소비 행위가 이루어진 반면, 인터넷+를 통해 추구하는 형태는
AIS(Search), AD(Share) 두 단계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정보의
유통을 가속화 하고 인터넷의 신속성, 종합성, 상호작용성 그리고
편리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다섯째, 풍부한 소비 정보 제공과 소비자 권익 향상. 이는 인터넷이
상품, 정보, 응용 그리고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시대에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자유선택과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한다.
중국 ICT 정책의 핵심 기조인 인터넷+ 정책이 제시하는 ‘융합’은
위챗(Wechat)을 중심으로 결제, 교통, 예약, 행정,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산업들이 집중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적극적 권장과 지원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 환경은
한국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평가될 만큼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564

제5장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제 1 절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 유형 분류
제 2 절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제5장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제1절 신시장 유형 분류
1. 디지털콘텐츠 신시장 유형 구분

디바이스,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 이후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때문에
변화된 디지털 환경 초기 논의들은 콘텐츠를 어떻게 디바이스나
플랫폼에 최적화 시킬 것인지,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디바이스 보급률이 상승하고 플랫폼 시장 또한 소수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산업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디지털콘텐츠로
이동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선점 과정이나 일본의 해외
진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콘텐츠 영역은 이용자들이
익숙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과감히 벗어날 만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 확보를 통한 ‘규모’의 달성이 곧 시장 지배력이자
수익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이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기 위한 플랫폼 전략의 대상이
바로 디지털콘텐츠라는 점을 묵과할 수는 없다.
한국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기획력, 제작 기술 등에서 경쟁이
가능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가격으로
인한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인해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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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통한 해외진출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최근 중국 시장의 배타성과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배제는 중국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던 한국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통해 해외 진출
경로의 다변화를 강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콘텐츠 내용과 제작 기술의 우위가 반드시 해외진출의
성공을 장담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이미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되었으며, 엄청난 자본력과
콘텐츠를 소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콘텐츠 상품이 가지는 특성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상품과 달리 ‘문화적 기준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문화적 규범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수용되는 수준을
다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소비자 상품
이라는 특성을 가진 콘텐츠는 간헐적인 인기가 아닌 일상적인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수용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 진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별 콘텐츠 산업 분야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함께 이미 기술,
콘텐츠 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국내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 역시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시장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신흥 시장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목표는 시장 선점이다.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플랫폼, 기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국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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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생태계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관련 정책은 규제일수도 진흥정책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디지털콘텐츠 산업 영역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과 연관되기도 하며,
국내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부를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사례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9대 신시장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①
기술 중심시장 ② 콘텐츠 중심시장 ③ 유통 플랫폼 중심 시장 ④
정책 중심 시장으로 유형화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지점은 이러한
방식의 유형화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중요한 요소 하나에만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술 중심 시장의 경우 콘텐츠 제작 기술이나 디바이스, 솔루션
관련 기술들이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시장을 의미한다.
콘텐츠 중심시장의 경우 이용자들의 관여(engagement)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시장을 의미한다. 유통
플랫폼 중심시장의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나 마케팅
네트워크 또는 타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중심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는 규제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9대 신시장을 개별 시장의 특성과 국내
산업이 가지는 강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유형화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2. 9대 신시장에 대한 특성별 유형화

9대 신시장을 기술, 콘텐츠, 플랫폼, 정책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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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앞서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사항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개별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기술 중심시장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
도 제작기술이 필요한 영역과 디바이스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나누는 것은 개별
시장의 맥락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 우위일수도 있으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하나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영역만으로 9대 신시장을 유형화하지 않았다. 기술,
콘텐츠, 플랫폼, 정책은 하나의 시장에서 상호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위의 네 가지 요소들 중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으며, 넷플릭스, 아마존의 사례에서처럼 CPND
각각의 엄격한 역할 구분을 뛰어넘는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콘텐츠 중심
시장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양질의 콘텐츠 생산 자체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으나,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한 동인으로 콘텐츠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경우
시장 진출이 가능한 영역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들을
고려하였으나, 아직 성장기에 다다르지 못한 초기 마켓의 경우
시장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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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9대 신시장에 대한 유형 분류
9대 신시장
디지털 애니메이션

엄 영화

프리미

차세대 게임

테마파크

디지털 전시 및

UHD 콘텐츠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형 e-Book, 이러닝

기술

△
△
○
○
○
△
◎
△
○

콘텐츠

◎
○
◎
◎
○
◎
○
○
○

플랫폼

스마트, 모바일 앱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 ◎ - 핵심 필요 요인, ○ - 필요 요인. △ -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인

△
◎
△
△
△
○
△
◎
△

정책

○
△
○
△
◎
○
○
○
◎

이러한 기준에 따라 9대 신시장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위 [표5-32]와 같다. 실감형 e-Book, 이러닝 시장의
경우 기술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으며, 디지털 애니메이션, 차세대
게임, 디지털 공연 및 테마파크,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콘텐츠
중심시장으로 분류하였다. 프리미엄 영화와 어플리케이션 등 유통
시장의 경우 플랫폼 중심시장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UHD
콘텐츠와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의 경우 정책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실감형 e-Book, 이러닝 시장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
아니다. 또한 최근 이러닝 시장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시장에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중심
시장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의 지속성을 담보
하기 위한 기술의 창의적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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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애니메이션, 차세대 게임, 디지털 공연 및 테마파크,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콘텐츠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우 수준 높은 CG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짧은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치중되어 있으며, 극장
애니메이션의 경우 합작이나 하청 형태로 CG만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존 IP를 활용하거나 IP를 창작하는 형태를
통해 완결성 있는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중요한 문제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콘텐츠 중심시장으로 분류하였다.
차세대 게임의 경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VR 게임의 경우 향후 가장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 게임 제작사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VR 시장에서 기술과 하드웨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서히 콘텐츠 전략에 대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VR 플랫폼들이 수준 높은 게임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의 게임 제작 능력과 풍부한 IP를 고려했을 때 이를
활용한 게임이나 VR을 이용한 게임을 통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중심시장으로 분류하였다.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의 경우 VR, 홀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전시나 테마파크는 이용자의 재방문률이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디즈니와
유니버셜이 테마파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IP와 이를 통한 기획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전시 및 테마파크에 걸맞는 IP를 통한 디지털콘텐츠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콘텐츠 중심 시장으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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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용자의 관심을
넘어 이용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산업 영역이다. 이용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콘텐츠
기술과 분석만으로 목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얼마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의 직접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콘텐츠 중심시장으로 분류하였다.
프리미엄 영화와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 플랫폼 중심 시장으
로 분류하였다. 프리미엄 영화 시장의 경우 PLF 포맷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영화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 역시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자본에 의해 글로벌 극장 체인들이 인수되면서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스크린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PLF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극장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느냐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스크린 수의 문제는 콘텐츠 수급이 아닌
자본의 힘을 통한 인수 합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프리미엄 영화 시장의 경우 스크린 수 확보를 통한 플랫폼 설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플랫폼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 80%이상의 시장을 게임이 점유하고
있다.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의 영역에 속해 있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플랫폼의 개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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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콘텐츠와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의 경우 정책 중심 시장
으로 분류하였다. 정책 중심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에 의한
영향이 다른 요소에 비해 크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산업을
뜻한다.
UHD 콘텐츠의 경우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파의
UHD 방송과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이다. 지상파 방송은 국가 기간
산업이며, 주파수, 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KBS,
MBC라는 공영방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접 수신 안테나, 방송
권역, 제작 비용 등의 문제는 개별 방송사나 산업군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UHD 콘텐츠를 정책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은 명확한 산업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 어떠한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며, 창조적인 상상력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서비스와 플랫폼이 비즈니스 차원으로 발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때때로 기존 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경향을 가지기도 한다. 한국에서 서비스가
불허된 교통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대표적이다. 즉,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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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으며, 발전 속도 역시 조정될 수 있다. 때문에 신유형
콘텐츠 시장 역시 정책 중심 시장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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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방향
1. 기술 중심시장
1) 실감형 e-Book 및 이러닝

실감형 이북 및 이러닝의 경우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증가와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이용,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에듀테크
로의 개념 확장으로 발전방향을 특징지을 수 있다.
기존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할 만큼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온라인 영역에 그치던 이북과 이러닝에 가상․증강현실과
이용자 인식 및 합성․추출 기술, 빅데이터 등이 더해지면서 이러닝의
경우 사업의 영역이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까지 시장을 관망하던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산업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러닝의 경우 에듀테크 스타트업
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북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한 단순 증강현실 적용에서
벗어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홀로그램
기술인 프로젝션 맵핑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닝의 경우 역시 단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적용을 벗어나
소비자인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해외
기업들은 교육콘텐츠에 화려한 360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삽입
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실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이북과 이러닝 시장의 경우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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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감형 이북 및 이러닝 시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감형 이북 및 이러닝은
전통적인 도서 및 교육산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업의 결합을
통해 생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산업의 기업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경우 이북과 이러닝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학습도구이지만 정보와 수업 방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일부 분야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교육
도서와 관련 콘텐츠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태국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편이며, 아동 대상의 영어,
수학, 과학 교육 관련 한국 도서가 베스트셀러 상위에 위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아동 관련 교육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닝의 경우
동남아 국가들의 인프라 수준을 감안했을 때, 플랫폼, 시스템과의
동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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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중심시장

1)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경우 게임,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들 IP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하던 2D 애니메이션도 디지털 제작으로 전환되면서
주로 글로벌 스튜디오들로부터 하청을 받던 제작사들의 제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제작과 유통이
통합되거나 집중되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IP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낮은
방영권료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던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의 경우
판권 자체를 중국 기업에 넘기거나 중국 기업에게 인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애니메이션의 경우 방영권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
하며, 이와 아울러 유명 IP를 활용한 제작이나 애니메이션 IP를 통한
타 장르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한 IP의 가치증대와 수익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IP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IP는 단순히 작품 전체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배경, 음악 등 모든
요소를 통칭한다. 낮은 방영권료로 인해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애니메이션 제작보다 부가 판권 판매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 소매 상품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메시징 앱의 이모티콘
이다. 이모티콘의 경우 개별 판매 가격은 낮으나 엄청난 이용자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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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는 메시징앱의 경우 이모티콘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독립적인 마켓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캐릭터를 유통시키는 사업은 그 자체로서
수익모델이 될 수 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업체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큰 투자 없이 확보함으로서 IP 가치 증대를 통해
향후 디지털 애니메이션 흥행에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애니메이션 IP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로의 크로스오버를
가정하는 통합적인 IP관리가 필요하다.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중심으로
IP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적극적인 크로스오버나 기획 단계부터
여러 콘텐츠를 동시에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제작사들에게는 또 다
른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캐릭터를 테스트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중심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를 테스트 하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해외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대한
진출을 IP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 시 개별 국가 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EU 정책에 따라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방송사와 OTT를 포함하여 60%를 EU 콘텐츠로 채워야
하는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캐나다의 경우 3개의 방송 사업자가
전체 방송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소득 불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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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저소득층은 지상파를 중산층 이상은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양극화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별 시장의 맥락에 따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진출 채널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 애니메이션 제작 중심인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쿼터제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 <레이디 버그>의 사례와 같이 합작
등을 통해 EU 콘텐츠로 인정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나다나 남미 국가들처럼 소수의 방송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초기 시장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차세대 게임

차세대 게임의 경우 가상․증강현실, 상호작용 기술, CG 기술 등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이며, 특히 가상․증강
현실 관련 콘텐츠에서 가장 시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상․증강 현실을 이용한 게임들의 경우 HMD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HMD 제조사와 플랫폼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게임 제작사들의 경우 멀티
플랫폼 전략 속에서 수익 극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 동안 주춤했던 콘솔 기업들이 VR게임 시장을 대비하여
새로운 콘솔 모델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소니의 경우 소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VR게임의 경우 종소규모 게임 제작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 제작사들의 경우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IP를 이용하여 초기 인지도를 통해 시장에 보다 수월
하게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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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게임 시장의 경우 하드웨어의 개발이나 확산은 주요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2017년의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가격 인하나 판매 보다는
서비스와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초기 시장인 VR 게임 영역 진출 시 B2C 시장과 B2B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전략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차세대 게임 영역은 시장 형성 초기이며, 한국의 게임시장
역시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된다.
첫째, 콘솔 게임의 경우 B2C 시장에, PC기반 HMD 제조사의 경우
HTC를 중심으로 B2B 시장을 우선적으로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게임 콘텐츠 성격에 대한 판단을 통해 주요 플랫폼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경쟁력 있는 중소 게임사들이 차세대 게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C 게임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의 인디 게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게임 제작 전체에
대한 지원 보다는 초기 인지도 확보와 핵심 콘텐츠를 위한 짧은
클립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의 경우 VR방이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소수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임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게임장에 대한 규정 정비와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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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차세대 게임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기 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기술 및 콘텐츠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 역시 중요할 것이다.
차세대 게임 시장의 경우 해외 진출 시 개별 국가 게이머들의
특성, 게임 플레이를 위한 결제 시스템, 현지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전체 게이머 중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 중 캐주얼
게임이나 퍼즐 게임을 즐기는 여성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서
기인한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경우
신용카드 가입률이 높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게임
구매,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의 부분유료 아이템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위주인 한국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들 국가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충전 가능한 선불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게임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게임 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심의하고, 게임별 유통 라이선스가 필수적으로 요구
되어 직접 진출보다 현지 로컬 퍼블리셔와의 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IP를 활용하여 차세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역시 초기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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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전시 및 테마파크

디지털 공연 및 전시, 테마파크 시장에서 테마파크의 경우 기존
시장은 디즈니,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테마파크의 특성은 제공하는
어트랙션의 종류에 따라 틈새시장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전혀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국의 식스 플래그는 DC 코믹스와의 제휴를 통해 슈퍼맨,
배트맨 등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어트렉션을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국내 테마파크 역시 롤러코스터를 중심으로
가상현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물관 등의 전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시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흥미
위주의 콘텐츠 보다 교육과 정보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거나 예술
영역의 경우 이용자의 경험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디지털 전시의 경우 이미 개발되거나 우리가 선도 그룹에
속해 있는 각종 시각화 관련 기술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와
결합시킬 것인지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테마파크의 경우 전시와 성격을 달리한다. 테마파크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스토리텔링과 어트렉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단순히 새로운 기술 적용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용 없이 우후죽순 테마파크를 건설했던 중국은 대부분이 테마
파크가 경영난을 겪으며 문을 닫은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즈니랜드, 헬로키티 테마파크, 유니버셜 등 IP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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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테마파크에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경험과 결합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의 보이드와 같이 가상현실 중심의 테마파크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디지털 전시와 테마파크의 해외 진출의 경우 IP와 이를
이용한 기획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테마파크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규모로 승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P가 반드시 테마파크나 전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테마파크와 전시 콘텐츠에 디지털을 적용하는 문제는 특화된 IP
뿐 아니라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테마파크 곳곳에 중국문화를 반영한 요소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 테마파크들이 지니고 있던 IP와 시너지를
일으켜 중국 소비자들을 이끄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현지화와 한국적 요소의 적절한 결합 형태가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는 콘텐츠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발생되는 산업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 전시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반 고흐전>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대영
박물관 등이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관람객이
증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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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역시 게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콘텐츠,
위치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고 있다.
초기에 단순한 디스플레이에 광고나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던
포맷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위치기반 서비스나
이용자 인식 기술을 통한 대상 식별 및 타깃 광고 등과 같이 다기능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위한 기술들이 등장하던 시기에는 이를 적용한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발이 중요한 문제였으나 디바이스가 안정화
되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의
관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디바이스와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면서 콘텐츠
제작 업체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디지털 사이니지에
적용된 기술과 이용자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B2C 뿐 아니라 B2B영역의 이용자
확대를 위해 우선 공공 영역에서 가능한 광고나 정보들을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로 체험관 등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속성이 적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경우
이러한 방법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모전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개발을 독려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영역 모두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식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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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제작에 대한 지원이다. 공공데이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의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사이니지이다. 이는 공공 영역의 광고에 대한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과 함께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경우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그 동안 불법에 해당했던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합법의 영역이
되었으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콘텐츠의 경우
여전히 제도적인 제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단순한 디지털 광고판이 아닌 또 다른 콘텐츠 소비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및 솔루션, 콘텐츠로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지향하는 광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즉 솔루션과 이를 위한 적절한 메시지일 것이다.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중동과 일본이다. 중동의 경우 아라비아 반도의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항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사이니지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수요는 일반적인 옥외광고 수요와
함께 특정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대형 이벤트 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당장 이러한 국가들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디지털 사이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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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속적으로 기존 옥외광고를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단순한 광고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3. 플랫폼 중심시장

1) 프리미엄 영화

프리미엄 영화 시장의 경우 세계적으로 PLF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더 큰 화면과 더 좋은 화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3D나 4D 등과 같이 기존과 전혀 다른 이용자 경험을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PLF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극장 플랫폼 기업들 뿐 아니라 영사기 제작
기업 등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프리미엄 영화시장의 경우 핵심은 극장에 설치되는 ‘플랫폼’이다.
레이저 영사기, 특수 효과를 위한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 플랫폼은
각각 더 선명한 화질, 더 입체적인 음향 등을 내세우거나 3D와 4D
한국 기업의 ScreenX와 같이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CGV를 중심으로 4DX와 ScreenX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두 가지 플랫폼의 경우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극장 플랫폼이며 기술적으로는 경쟁 중인 해외
기업들에 비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 체인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한국 극장 체인의 스크린 수가 중국기업에게
역전당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기술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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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시장의 프리미엄 스크린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 했을 때 전체
스크린 수는 PLF 플랫폼의 스크린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자체 PLF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극장체인
AMC(미국 2위)와 Carmike(미국 4위)를 중국 완다 그룹이 인수
하면서 완다는 세계 최대의 극장 체인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박스오피스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시장을 넘어 미국 시장의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완다의 경우 ScreenX를 중국과 북미 전역에 확산
시키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2015년 말 중국 영화를 ScreenX
버전으로 제작해 상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완다의 경우 자체
PLF 스크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IMAX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역시 감안해야 하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극장 플랫폼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교체가 힘들며, 다양한 방식의
PLF 포맷들이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경쟁하는 상황이다. 또한
적절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부족할 때 뛰어난 화질과 색다른 이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 장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극장 플랫폼의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ScreenX이 경우 다면 스크린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전이나 공동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들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다양한 플랫폼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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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리마스터링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마트,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유통시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미 레드 오션화 되어 있는 시장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다운로드 수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사용량과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성숙한 시장의 소비자들은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앱 설치를 새롭게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다운로드 수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앱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하며 부가 서비스의 이용량도 많아지기에 매출과
사용량은 늘어난다. 반면 신흥 시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이용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아 더 자주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거나 다운
받는 경향이 있으나 사용량은 적고, 수익 모델 또한 한정되어 있어
매출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성숙시장을 중심으로 스트리밍과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게임 외 어플리케이션의 수익화 전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플리케이션 매출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이 다운로드 수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어플리케이션보다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생활밀착형 어플리케이션이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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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제외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국가마다 각기 다른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구글 플레이 순위 기준 미국의 경우 메시징과 콘텐츠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 콘텐츠 스트리밍과 함께 VPN 어플리케이션이 상위를 위치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해외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의 경우 SNS와 커머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채팅, SNS, 교통, 콘텐츠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지역과 국가를 떠나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점은 언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지역적 경계가 큰 의미가
없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차후에 등장할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적 요소들과 결합하는
플랫폼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공분야 역시 중요한 시장이라 했을 때 수익의 목적 보다는
공공성 확보 차원의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플리케이션 시장 역시 융합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장이다.
때문에 융합 가능한 서비스간의 DB와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창업
또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플랫폼 차원의 협업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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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중심 시장

1) UHD 콘텐츠

UHD 콘텐츠 시장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시험 방송이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8K 방송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상파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UHD 방송의 특성상
주파수 배분, 사업 허가 등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에 따라 시장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에 배정 하면서 UHD 방송을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력은
미국 등과 비교해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진출만을 목적으로
UHD 콘텐츠를 제작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과
파워를 지닌 지상파 역시 직접 수신을 위한 안테나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ATSC 3.0 표준을 한국에서 선택했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이 UHD 장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UHD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UHD TV
안테나 설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영 방송인 지상파가 700Mhz 주파수를 할당받은 명분은 보편적
서비스와 직접 수신율의 제고, 재난 방송 대비였다. 이는 한국의
UHD 서비스가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며, 공공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따라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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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TSC 3.0을 UHD 표준으로 선택한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 ATSC 3.0의 경우 실내 수신율, 부가 서비스 확장성
등에서 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표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장비시장이
경쟁이 적은 상황에서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이다.
2)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우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신유형 복합 콘텐츠
시장의 경우 거의 제한 없는 기술,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융합’이 범위가 ‘상상력’의 범위와 유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중요해지는 문제는 융합의 결과가 기존
정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된다.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나 서비스가 기존 시장
질서에 반하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유형 융복합
콘텐츠 시장 역시 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융합 이후 결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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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디지털콘텐츠가 지닌 복제․전송․변환에 대한 한계 감소와
기존과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영역의 형성은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주요한 관심을
기울이는 원인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콘텐츠는 다른 제조업과
대비해 매출액 대비 수익이 높은 편이며, 복제나 운송, 추가 생산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성공한 디지털콘텐츠는
부가 시장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 낸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
역시 큰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 했을 때 확신 없이 관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지원한다.
한국 역시 미래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을 입안
하였으며, 본 조사 역시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향후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개 디지털콘텐츠
분야, 9대 신시장, 주요 기술을 조사한 결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주요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콘텐츠 형식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짐에 따라 디지털
게임,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만화 등을 중심으로 융․복합
현상이 강화되고 있었다. 하나의 장르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바른 장르로 진출하는 형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나 ‘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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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형식에 그쳤던 OSMU(One Source Multi Use)가 아닌 IP에
주목하면서 IP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디지털콘텐츠 기술들이 본격적인 소비
시장을 형성하는데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표적으로 가상현실의 경우 HMD의 판매 부진과 킬러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주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2018년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셋째, 기술 적용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작년까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기존과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의 의미가 강했으나 최근
들어 콘텐츠 자체의 목적을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과 같이 최근
적용을 시작한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경우 여전히 플랫폼이나 시장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러닝, 유통플랫폼, 음악 등 기존
플랫폼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경우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라는
방식을 통해 콘텐츠 고유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넷째,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수준 보다 기술의 창의적 적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디지털콘텐츠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빅
데이터,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경우 기술의 수준 자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위해 기술의 창의적 적용을
통해 이용자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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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디지털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던 상황들이 안정화되면서 개별 국가
단위로 독과점화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나 권역별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북미의 경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동남아 등
이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경우 다수의 플랫폼들이
여전히 경쟁하고 있다.
여섯째,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콘텐츠나 기술 확보, 시장 지배력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수합병과 파트너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디지털콘텐츠 기업 간
인수합병의 목적은 다르겠으나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자체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국내 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웹툰을 중심으로 IP 중심의 콘텐츠 전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콘텐츠의 경우 아직 소비시장이 형성
되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며, VR방과 같은 사업들이 막 시작
되고 있다. 플랫폼 또한 다양한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출시보다 콘텐츠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노출과 새로운 콘텐츠 형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새로운 콘텐츠 형태를 위한 기술 적용의 경우 기술과 콘텐츠의
창의적 결합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역시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특정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하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수합병의 경우 해외처럼 활발하지는 않으나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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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에게 인수되는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디지털콘텐스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작년과 비교해 성숙된 시장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경쟁구조의 핵심은 결국 이용자 규모가 될 것이며, 이용자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플랫폼과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최근 흐름들을 바라보았을 때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적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나
직/간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와 IP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은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중국의 자국 문화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와
배타적 규제 강화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 압도적인 소비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 콘텐츠 시장은 소비시장에서
발생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나 IP를 구매하였고 이는 중국
콘텐츠 기업들의 주요한 수익원이 되어왔다.
중국의 폐쇄적인 콘텐츠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해외진출 경로의 다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 시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경쟁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연스레 시선은 동남아 등의 신흥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국
콘텐츠가 이미 인지도를 쌓고 있는 상황에서 IP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록 중국 시장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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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활성화에 기반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디지털콘텐츠 전략에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불법복제나 인프라 구축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한국 디지털콘텐츠의
또다른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 CJ가 인수합병을 통해 직접 진출하는 등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일본,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진출해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성공 전략이 ‘현지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국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을 넘어 합작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국가 이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가나 유사한 환경을 지닌 국가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플랫폼 진출이나 콘텐츠 수출을 넘어
현지화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며, 인기 있는 한국 콘텐
츠의 경우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드라마와 같이 초기 시청자 확보
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 등장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혁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플랫폼이 주도할 것이며, 플랫폼의 경쟁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이에 바탕을 둔 해외진출 전략의 중요성 역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일률적인 지원 보다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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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쿼터제, 인프라 구축 수준, 자국
콘텐츠 보호정책,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백악관의 AI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 기술에 접근해 있지만 각각 다른 제도와 정책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른 성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측
면에서 성장, 불평등, 고용은 기술만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며,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의 힘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95).”고 언급한 부분은 향후 다양한 기
술과 결합된 디지털콘텐츠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오 팀 美백
://
/@

AI

195) 카카 정책 ,
악관 ‘ 와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요약본
https brunch.co.kr kakao-i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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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전문가위원회(1차) 결과보고
1. 개요
o

명칭

: 2016

년도 디지털콘텐츠 산업실태 및 시장조사 1차

전문가위원 회의
o

일시

: 2016. 9. 30(

금),

o

장소

:

o

참석자

14:00 ~

16:00

상암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3층 중회의실 2호
:

총

명(전문위원 5명,

10

명, 수행기관 담당자 4명)

NIPA 1

2. 회의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상호인사

14:10~14:20

과제개요 및 중점목표 안내

주관기관(NIPA)

14:20~14:40

1차 전문가회의 안건 안내

간사기관(ATLAS)

14:40~15:30

전문가위원회 자문

15:30~16:00

전문가위원회 안건 의결

간사(ATLAS)

3. 안건
[

안건1(자문)]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 고도화 방안(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기존

산업 분류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DC

년 개선(안)에

2016

대한 검토 및 자문
[

안건2(자문)]
-

[

국내 디지털콘텐츠 실태조사 설문(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안건3(의결)]

년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및

2016

설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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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위원 검토/논의 및 결과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 고도화 방안(안)에 대한
및 자문
안건1(자문) 검토
- 기존 DC산업 분류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2016년
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o

전문가 검토/논의 내용

1) e-book
-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산업명칭이

으로

‘e-book'

되어있으며, 일반과 실감형 두 개 중분류로만 구분되어
산업범위가 협소하고 최근 디지털출판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산업명칭은
변경하였으며, 중분류 또한

에서

’e-book'

디지털출판’으로

‘

일반/실감형), 웹소설, 기타의

e-book(

개로 세분화하였음.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 요청

3
-

(자문 및 검토 내용) 기존 산업명칭인

은 그 범위가

‘e-book'

협소함. 따라서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출판
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

또한 현재 국내 디지털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웹소설로
이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바람직

-

그러나

e-book

실감형 시장의 경우 거의 사장된 상황으로

시장규모 산출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존 분류 체계로는 최근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브런치 같은 블로그형 서비스를 담을 수 없음.
현재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이
올해에는 힘들더라도, ‘기타’에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시 ‘기타’ 정의에 관련 내용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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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만화

2)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디지털만화’로 세부 중

-

분류가 없음. 디지털만화의 경우 일반만화의 디지털버전과
웹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시장현황이 다름 .
따라서 ‘디지털만화’의 경우 일반과 웹툰으로 중분류를 구분.
이에 대한 전문가 검토 요청
(자문 및 검토 내용) 수행업체가 제안한대로 출판 만화의

-

디지털버전과 웹툰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단,
해외시장의 경우 웹툰에 대한 시장규모 데이터 확보의 한계가
있어 해외시장과의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음
디지털음악

3)

(자문 및 검토 내용) 기존에 ‘디지털음악’ 한 개의 카테고리로

-

되어 있는 것을 중분류에서
‘

‘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과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해외에서도 이 부분은 별도로 구분

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
디지털방송

4)
-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실감형 방송의 예로

를 들고 있으나

UHD,

3DTV

를 실감형으로 간주할 것

UHD

인지에 대한 전문가의견 요청
-

(자문 및 검토 내용) 실감형 디지털방송 정의 중

UHD,

를 실감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나

3DTV

일단 현재 정의대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동의
-

기존 분류체계 중 일반형 디지털방송의 경우 해당 정의에
IPTV

와

OTT

서비스 시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송 서비스를 일방 방송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분류는 그대로 두되 , 중분류를 세분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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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영화

5)
-

(자문 및 검토 내용) 현행유지에 동의

디지털광고

6)
-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광고,

디지털사이니지, 기타(방송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타의
경우 방송광고를 의미.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함.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검토
요청
-

(자문 및 검토 내용) 방송시장은 크게 수신료 수익과 광고

수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광고수익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산출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방송 시장에서 광고 시장
규모를 따로 산출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방송시장의
분류가 수신료와 광고수익으로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시장에서 방송광고시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시장규모를 산출하고 해당 시장은
방송시장과 중복되니 전체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산출 시에는
제외하였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방송광고시장규모는 조사 통계와 함께 승인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게임

7)
-

(자문 및 검토 내용)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구분이

유효한지 의문임. 온라인은 환경, 모바일은 디바이스에 따른
구분임
-

실감형의 경우 모바일, 온라인, 콘솔 게임 중 하나의 분류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 실감형 게임 분류 하나만 잡기는
애매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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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기술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은 게임은 일반 디지털

-

게임으로 놓고, 조금이라도 적용되면 비중을 밝히고 실감형
게임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있음. 단, 실감형 기술 적용 비중과
매출 비중 같은 경우 큰 업체들은 각자 담당자도 다르고,
프로젝트도 달라서 가능한데, 작은 업체들은 그렇지 않아 조사
시 어려울 수 있음
디지털애니메이션

8)

(자문 및 검토 내용) 현행유지에 동의

-

정보콘텐츠

9)
-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위치기반정보’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앞의 정보콘텐츠분야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요청
-

(자문 및 검토 내용) 수행업체가 제시한대로 ‘위치기반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콘텐츠분야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

10) e-learning
-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중분류로 일반과 실감형

으로만 구분. 이러닝의 경우 일반 교과교육부문과 직무훈련
부문 등 특성에 따른 시장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일반과 실감형 중분류
아래 세부분류로 교과교육, 직무훈련, 기타 부문으로 세분화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요청
-

(자문 및 검토 내용) 수행업체 제안대로 기존 일반과 실감형

두 개 카테고리에서 각각 교과교육, 직무훈련, 기타 등 세부
분류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
-

단 , 이러닝은 출발선 자체가 실감형 서비스라 일반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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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구분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장의 성장과
정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일반형과 실감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데이터를 함께 비교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중분류 아래 교과교육이나 직무훈련 같이 장르적 특성에
따라 나눈 세부 분류의 특성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임

11)
-

디지털콘텐츠솔루션
(자문 및 검토 내용 )

LMS

가 저작툴로 분류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 관련 승인통계인

KOCCA

의

콘텐츠산업통계에서도 동일한 분류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류체계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

12)
-

13)

커뮤니케이션
(자문 및 검토 내용) 현행유지에 동의

콘텐츠유통플랫폼

- (자문요청 내용) 기 산업분류의 경우 콘텐츠유통플랫폼이 별도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앞의 산업분류에 이미
유통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대분류로 콘텐츠유통플랫폼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필요. 또한 기존
콘텐츠유통플랫폼의 정의에 보면

11

번가 등 오픈마켓과

소셜 쇼핑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검토 요청
-

(자문 및 검토 내용) 콘텐츠유통플랫폼의 경우 각 콘텐츠산업

대분류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만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11

번가 등 오픈마켓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시계열데이터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기 어렵다면 중분류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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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향후 전체 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산출에 있어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 디지털콘텐츠 실태조사 설문(안)에 대한 검토
자문
안건2(자문) - 기존 다지털콘텐츠 및실태조사
설문 문항 문제점을
진단하고 2016년 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o

전문가 검토/논의 내용

-

문항

[

II-

⓵-2]의 콘텐츠 제작건수의 경우 완성품만을 의미하

건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업체마다 완성작품이
결과물인 경우도 있고 기획이나 일부 파트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앞의 [문항

⓵-1] 문항에서 사업영역을 창작/기획,

II-

제작/표현-유통/서비스로 구분한 것처럼 이 부분도 이러한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결과물들의 제작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

문항

⓵-4] 업체의

II-

․생산 서비스 을

콘텐츠 제작

‘

(

)

위해

적용되는 핵심기술과 주요 저작툴 및 사용 솔루션 이용
현황 ’ 부문의 경우 현재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과
관련된 핵심기술이나 주요 저작툴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의 경우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대부분의 업체들이 응답을 안 하거나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 자바, 포토샾 등이 대부분 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문항의 경우는 핵심기업 인터뷰 할 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래 [문항

II-

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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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관련 핵심기술과 관련된 문항과 합쳐서 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가상현실 기술 분야와 관련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세부적인 핵심적용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항

[

⓵-5] 디지털콘텐츠 관련 핵심기술을 설명하는 내용이

II-

약간 모호한 경향이 있음. 실제 여기서 분류하고 있는 기술 중
그래픽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의 구분이 모호함.

CG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의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체들이
헷갈릴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핵심기술 분류가 정부
육성계획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분류하고 하면 업체에서
각각의 기술 분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정의를 수정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문항이 다소 많고 보고자 하는

[

부분도 많아 기업들이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으로 보여 우려가 됨. 현재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년부터

2014

년까지 3개년을 조사하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2016

년 추정 값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편차가 클 수 있기

2016

때문에 해당 결과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하되

2016

년은

14,

2014

년과

년을 기준으로

2015

년도 데이터에 인터뷰와 경제성장률

15

등을 반영해서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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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및
의결
안건3(의결) - 검토 및 논의 내용을설문(안)
바탕으로 산업분류체계 및 설문
수정/보안 방안에 대해 합의
o 2016

-

년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협의 결과

전문가논의 결과 아래와 같이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
고도화 방안 협의

-

단, 아래 분류체계는 시계열 데이터 연속성 등의 한계로 현재

․

분류체계에서 가능한 부분에 한해 수정 보완함
[2016년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 고도화 방안 협의 주요 결과]
2015년

2016년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 고도화 방안 협의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
1) e-book
2) 디지털만화
3) 디지털음악
4) 디지털방송
5)
6)
7)
8)
9)

디지털영화
디지털광고
디지털게임
디지털애니메이션
정보콘텐츠

10) e-learning
11) 디지털콘텐츠솔루션
12) 커뮤니케이션
13) 콘텐츠유통플랫폼
14) 기타 디지털콘텐츠

Ÿ

주요 결과
명칭변경 : ebook → 디지털출판

Ÿ
Ÿ
Ÿ

웹소설, 기타(블로그형 서비스 등) 추가
일반, 웹툰으로 구분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기타(벨소리, 통화연결음

Ÿ

등)로 구분
일반 방송 시장 세분화 : 지상파 / 케이블 / IPTV

Ÿ
Ÿ
Ÿ
Ÿ
Ÿ
Ÿ

/ 위성 / 기타(OTT, DMB 등)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위치기반정보’ 삭제
일반과 실감형의 세부분류로 교과교육 / 직무훈련

Ÿ
Ÿ
Ÿ

/ 기타 구분
현행유지
현행유지
명칭변경 : 기타 콘텐츠유통플랫폼

Ÿ
Ÿ

세부 분류로 커머스 / O2O 로 구분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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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2015

분야

>

< 2016

세분류

분야

e-book (실감형)

디지털음악

세분류

디지털출판

디지털만화

-

웹소설

일반

디지털만화

웹툰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기타(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지상파
케이블
IPTV
위성
기타 (OTT, DMB 등)

방송 (일반)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일반
실감형

기타 (블로그형 서비스 등)

디지털음악

-

>

e-boo
k

e-book (일반)
e-book

년

일반

방송 (실감형)

실감형(UHD, 3DTV 등)
디지털 영화

영화 (일반)

일반

디지털영화

실감형

영화 (실감형)

온라인/모바일광고

온라인/모바일광고
디지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디지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기타 (방송광고 등)

기타(방송 등)
온라인게임
디지털 게임

모바일게임

PC온라인게임

디지털
게임

모바일게임
게임 (실감형)

게임 (실감형)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

-

-

종합정보

종합정보

전문정보
디지털
정보콘텐츠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전문정보

디지털
정보콘텐츠

생활정보

위치기반정보

엔터테인먼트
교과교육

일반

일반

직무훈련
기타

e-learning

e-learning
실감형

교과교육
실감형

직무훈련
기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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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툴

디지털

저작툴

콘텐츠
솔루션

콘텐츠보호
모바일 솔루션
과금/결제
CMS
CDN
기타

콘텐츠
솔루션

콘텐츠보호
모바일 솔루션
과금/결제
CMS
CDN
기타(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

기타 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커머스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 소셜
쇼핑 등)
O2O (배달앱 등)

기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공연·전시
콘텐츠
기타 실감형 콘텐츠

기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공연·전시 콘텐츠
기타 실감형 콘텐츠 (※ 상위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 파란색은 전문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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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중국 BAT와 망고TV 동향
1. 중국 BAT(Baidu, Alibaba, Tencent)의 최근 동향과 투자

중국 인터넷 및 모바일 시장에서 BAT는 바이두(百度, Baidu),
알리바바(阿里巴巴, Alibaba), 텐센트(腾讯, Tencent) 3개의 기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 3개 기업이 중국의 검색, 모바일 광고, B2B 및
B2C 커머스, 게임 등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 영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시작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알리바바는
1999년 창업되어 한때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구글, 소프트뱅크
등에서 거액을 투자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알리바바는 중국 현지를 대상으로 하는 B2B 거래 서비스로 중국의
제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업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창업 당시 중국
온라인 쇼핑은 이베이(eBay)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알리바바의
성장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알리바바가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을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B2C, C2C 오픈마켓 서비스인 티몰, 타오바오(Taobao, 淘宝网),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등의 성공으로 중국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특히 앱을 통한 O2O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알리바바를 단순히 전자상거래 업체로만 인식하는 것은
기업의 지향과 전략을 잘못 이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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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한바 있다.
[알리바바의 사업 영역]

출

처: Mobi Inside(2016. 10. 27)

196)

알리바바는 온라인 쇼핑 이외에 클라우드 산업 영역에도 진출하여
알리클라우드(阿里云)를 보급하고 있으며, 홍콩 상장사인 차이나비전
미디어 인수를 통해 일리바바 픽처스로 헐리우드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Mobi Inside, 2016. 10. 27).
이는 일면 아마존(Amazon)과 유사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알리바바의 경우 13억 중국 인구가
[ 재

] 억

196) 유 석의 중국 이모저모 65
2016. 10. 2

7

인구를

먹어삼킬 곳은…아마존, 알리바바?, Mobi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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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거대한 소비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이며,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알리바바와 티몰
등을 통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2016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532억 4,8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54% 급증했다. 순이익은 171억 5,700만 위안으로 3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전체 매출의 85%이상을 차지하였다(Platum,
2017. 1. 25)197).
주력 산업인 전자상거래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0%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MS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알리바바가 2017년 회계연도부터 매출 항목에
‘모바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를 ‘기타’ 분류에서 빼내었으며,
UCWeb, 알리음악, 알리 스포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모바일 미디
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이미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및 클라
우드 이후의 새로운 주력 영업 및 핵심 매출원이 되고 있다는 점
이다.198) 특히, 알리바바가 공개한 이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알리바
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용자들이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공
간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를 공유하고 판매업체들과 소통하는 허브
이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를 유통과 판매 채널에서 소셜 플랫폼으로의 업그레이드로 평가
하기도 한다199).
또한 알리바바 그룹은 물류, 인터넷 금융, 박데이터 클라우드,
7 알 바바 2016년 4분기 매출 54% 증가 … 9조835억 기록, Platum, 2017. 1. 25
8 마윈 밝힌 '알리바바 2.0’..무엇이 담겨있나, Kinews, 2016. 6. 15
I

19 ) 중국 리
19 )
이
199)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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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과 광고 플랫폼 사업 등을 확대해 10년 내 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둔 헬스케어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산업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200)
최근 알리바바의 해외 진출은 동남아 시장으로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지난 4월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
거래 업체 라자다(Lazada)가 발생한 신주를 5억 달러에 매입하는
등 총 10억 달러를 들여 지배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라자다의 지분 확보 이전 2014년 알리바바는 인도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 스냅딜에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바 있으며, 2015년
싱가포르 우체국 ‘싱포스트’, 인도 최대 모바일 결제업체인 ‘페이텀
(Paytum)’에 수 억달러를 투자하기도 하였다.201)
알리바바의 인수나 파트너십에는 일정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플랫폼, 배송망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통한 자사 서비스 확대로
축약할 수 있다.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확보와 이를 오프
라인으로 연결해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큰 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한 알리바바의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의 또 다른 한축인 텐센트는 1998년 설립된
기업으로 메신저를 통한 플랫폼 사업과 게임, 결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텐센트는 QQ라는 포털 서비스와 이와 연동된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IT 시장에 등장하였다. 메신저와 각종 부가서비스를 연결
I
[ 재

200) bid.
201) 유 석의 비 어보기
4. 12

틀

] 알리바바, 알고보니 소프트뱅크와 다른 길 간다?, Mobi Insid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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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QQ 아이디 하나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 사업의 경우 중국내 1위 사업자로 2위와 큰 격차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스마일게이트가 제작한 크로스파이어 서비스를 통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 역시
QQ 메신저를 통한 접근성 강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리그오브레전드’ 제작사인 라이엇(Riot Games), 클래시
오브클랜 제작사인 수퍼셀(Supercell) 등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에서의 영향력도 강화하고 있다.
게임을 제외하면 텐센트의 경우 위챗이라는 강력한 메신저 플랫
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
대부분의 모바일 사업자의 행보와 유사하다. 메신저 서비스를 바탕
으로 광고, 쇼핑, 배달, 교통, 부동산,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통해 특히 이커머스와 O2O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
[텐센트의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연결과 사업 영역]

출

처: Tencent, Corporate Overview 2016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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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2위의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를 통해 자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위챗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고 난 이후 위챗 및 기업의 공식 계정과 연동되어
이용자가 위챗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2014년 도입하였다.
위챗페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모두 위챗의 비즈니스 생태계에
보다 강력하게 락인(Lock-in)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단순히 온라인
커머스가 아닌 오프라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바이두는 구글이 차단된 중국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과 모바일
광고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중국 1위의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은바 있다.
검색을 통해 언론기사, 웹페이지, MP3, 이미지, 영상, 지도 등 다
양한 항목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등 글로벌 기업처
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수익원인 디지털 광고시자에서 알리바바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차량호출 서비스 등 신규 사업에서도 큰 영
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인터넷 시장의 BAT 구
도에서 바이두가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 역시 제기되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바이두의 2016
년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21%로 2015년 대비 7%p 하락할 것
으로 전망했다. 반면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29%를 기록해 바이두를
제치고 중국 디지털광고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18년에는 바이두의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율이 17.6%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202)
202) 중국 인터

넷 삼국지 'BAT' 균열...바이두 낙오, 조선비즈,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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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와 알리바바의 디지털 광고시장 점유율 전망]

출

처: 조선비즈(2016. 9. 23)

바이두의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 위축은 유료 검색광고의 부
작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희귀암을 앓고 있던
청년이 바이두 검색을 통해 찾아간 병원에서 엉터리 진료를 받고
숨진 사건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CEO의 사과문 발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이용자들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바이두의 중국내 영향력 감소로 섣불리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규제와 이용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바이
두는 여전히 중국내 독보적인 검색엔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국
MCN 스타(왕홍)와의 협업 콘텐츠를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바이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사업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사업들이 대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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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바이두의 위기 극복
전략을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망고TV 현황과 발전

후난 위성TV가 설립한 망고TV(芒果TV)는 2014년 출범하여 지
금까지 중국 OTT 기업들 중 각종 신기록을 세우면서 주목받고 있
다. 출시 후 한해 동안 일평균 3,100만명이 방문하였고 최고 6,000
만명의 방문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준 망고TV의 광
고 계약액은 8억 위안을 넘어 서기도 하였다. 또한 망고TV의 모바
일 서비스는 매월 10%씩 성장해 망고TV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
는 8,000만 건을 이미 돌파하였으며, 앱 보유율 56.3% 등을 기록하
며 업계 1위가 되었다.203)
망고 TV의 성장 전략은 방송사의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면서 이
용자를 유치하고 후난 위성TV 가입자에게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던 주요 기반은 후난
위성 TV가 제작한 ‘쾌락대본영(快樂大本營)204)’ 등의 인기 프로그
램이다.
자사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로 판매하기 보
다는 자체 OTT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후난 위성 TV는 망고TV를 설립하여 자
사 프로그램을 독점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서 중국
안후이 위성 TV 등도 ‘나는 가수다2’의 판권을 자체 OTT를 통해
표 OTT
TV 년
쾌락
후난 TV
스 들 닌
캐릭
민호 윤

N

203) 중국 대 적
사업자인 망고 의 1 결산서, PCC
204)
대본영은
위성 의 인기 예능 프로그 으로 여러개의 작은 게임 을 통해 출 한
게 트 이 지 다양한
터를 보여주는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가분하고 유 한 분
위기를 유지한다. 이
, 아, 송중기 등이 출 하기도 하였다.

램
연

홀

들

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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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CCTV 역시 월드컵 등 자
사가 보유한 스포츠 중계 판권을 타 공급업체에 팔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205)
[중국 대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쾌락대본영’]

또한 2016년 한중제작진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함께 참여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 챔피언>이 망고TV와 한국 케이블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기도 하였으며, 드라마 <구르미그린달빛>이 높
은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중국의 망고TV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방송사들의 OTT 전략을 중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 콘텐츠 전략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
고, 모기업인 후난 위성TV 이용자들에게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
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시도되었던 방식이다.
특히 유튜브 이용이 어려운 중국에서 수 많은 동영상 플랫폼들
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OTT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용자 확보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영상 플랫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
는 중국 시장에서 OTT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을
들 자체 콘텐츠로 다시 막대한 수입, 매일경제,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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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방송시장 변화로 읽히며, 이용자 확대와 인기 콘텐츠 확보를
통한 인지도 상승 등이 향후 중국 방송 시장에서 OTT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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