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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1)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1,977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해당 시장규모는 국외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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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2012～
13년을 기점으로 SMS 및 MMS 전송 건수가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저조해진 반면 중동/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은 여전히 피처폰
사용률이 높아 전체 SMS 전송 건수 및 수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자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모바일 메시지 전송 기업에 자금 투자 또는 인수 및 합병을
단행하였는데 페이스북(Facebook)은 왓츠앱(WhatsApp)을, 라쿠텐은
바이버(Viver)를 인수하였으며 알리바바(Alibaba)는 탱고(Tango)에
대단위 투자를 단행하였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앱은 상이하지만 북미,
유럽은 왓츠앱(WhatsApp), 아시아는 라인(Line), 한국은 카카오톡
(KaKao Talk)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플랫폼의 형태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통신사의 수익모델도 데이터 사용량으로 비중이 크게 옮겨 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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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에는 2,483억 7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6]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49,075 64,144 92,676 120,450 126,600 132,710 138,263 144,118 150,294 156,810
9,293 12,431 17,142 22,240 23,480 24,780 26,094 27,494 28,987 30,581

4.4
5.4

18,917 25,378 35,076 45,560 47,650 49,920 52,431 55,094 57,919 60,916

5.0

77,285 101,953 144,894 188,250 197,730 207,410 216,788 226,706 237,200 248,307

4.7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그림 2-236]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2014년 기준 SMS 시장은 전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의
64.0%를 점유하며 2013년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321

2015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시장이 24.1%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향후 2019년에도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의 변화는 없을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237]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2) 권역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글로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북미지역 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0년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유럽과 중남미 시장이 확대되면서 33.5%까지 줄어들었다.
향후 아시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세계 시장의
34.4%를 점유하며 북미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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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8] 세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가.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662억 8,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표 2-127]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21,223 24,056 32,840 40,145 41,840 43,430 44,646 45,896 47,181 48,502
4,281 5,233 6,397 7,820 8,144 8,456 8,735 9,023 9,321 9,629

3.0
3.4

8,597 10,509 12,847 15,704 16,300 16,930 17,573 18,241 18,934 19,654

3.8

34,101 39,798 52,084 63,669 66,284 68,816 70,954 73,160 75,436 77,785

3.3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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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북미 시장은 페이스북
(Facebook)이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하면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메시지 전송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이며 777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39] 북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나.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169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0년 18억 3,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향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MMS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전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SMS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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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219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8]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189 3,738 6,999 10,420 10,990 11,570 12,114 12,683 13,279 13,903
203 638 1,196 1,780 1,900 2,040 2,181 2,331 2,492 2,664

4.8
7.0

443 1,392 2,606 3,880 4,080 4,300 4,545 4,804 5,078 5,367

5.6

1,835 5,768 10,801 16,080 16,970 17,910 18,840 19,818 20,849 21,934

5.3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그림 2-240] 중남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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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유럽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62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서유럽국가들 중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4년 기준 50%를 넘긴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문자 전송 앱의
보편화로 SMS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2013년을 기점으로 앱기반 문자 전송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SMS 문자 전송량을 넘어섰다. 유럽의 주요 국가 중
독일이 선호하는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는 왓츠엡(WhatsApp)
이었으며 프랑스는 페이스북(Facebook) 메신저서비스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3.5.).
향후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이며 508억 1,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9]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8,314 12,143 20,545 28,975 29,640 30,240 30,694 31,154 31,621 32,096
1,529 2,234 3,779 5,330 5,484 5,635 5,787 5,943 6,104 6,269

1.6
2.7

3,145 4,594 7,773 10,962 11,160 11,370 11,632 11,899 12,173 12,453

2.2

12,988 18,971 32,097 45,267 46,284 47,245 48,113 48,996 49,898 50,818

1.9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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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 유럽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라.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593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은 SMS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앱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기업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일본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막 과반을 넘겼고 휴대폰 제조
사들이 피쳐폰의 생산을 일제히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최정호,
2015.4.24.) 기존 스마트폰 사용자와 더불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자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은 라인(Line)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Kakao talk), 홍콩은 왓츠앱(WhatsApp)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3.5.).
국가별로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 앱의 환경은 다르지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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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과 저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853억 5,7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0]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16,077
MMS 2,888
모바일
이메일 및 5,871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24,836

21,098 28,122 35,630 38,460 41,400 44,339 47,487 50,859 54,470
3,790 5,051 6,400 6,962 7,569 8,220 8,927 9,695 10,528

7.2
8.6

7,705 10,270 13,012 13,970 15,020 16,207 17,487 18,868 20,359

7.8

32,593 43,443 55,042 59,392 63,989 68,766 73,901 79,422 85,357

7.5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그림 2-242]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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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고도화된
유·무선 인프라망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집트,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은 30% 미만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피처폰 사용자가 전체 시장
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2019년까지 SMS를 통한 수익은
지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24억 1,2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1]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2,272 3,109 4,171 5,280 5,670 6,070 6,471 6,898 7,353 7,838
392 536 719 910 990 1,080 1,171 1,269 1,376 1,491

6.7
8.5

861 1,177 1,580 2,000 2,140 2,300 2,475 2,663 2,865 3,083

7.6

3,525 4,822 6,470 8,190 8,800 9,450 10,117 10,830 11,594 12,412

7.1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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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3) 주요 국가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가.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611억 9,4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4년 기준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3.4%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자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도 모바일 메신저 확보
경쟁에 돌입하였다. 자체 메신저 서비스를 보유했던 페이스북
(Facebook)은 2014년 모바일 메신저의 원조격인 와츠앱(WhatsApp)을
190억 달러에 인수하며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18～29세의 연령층의 49%가 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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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전송건수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이며 720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2]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9,813 22,197 30,234 36,987 38,630 40,113 41,253 42,438 43,669 44,947
3,996 4,828 5,889 7,204 7,515 7,814 8,075 8,347 8,631 8,927

3.1
3.5

8,023 9,693 11,822 14,463 15,049 15,637 16,238 16,867 17,525 18,213

3.9

31,832 36,718 47,945 58,654 61,194 63,564 65,566 67,652 69,825 72,087

3.3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그림 2-244] 미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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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프랑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53억 7,3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2014년 기준 프랑스 스마트폰 보급률은 53.3%로 절반을 넘어 섰지만
2015년 들어 SMS 건수와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신사업자 오렌지(Orange)는 2015년 초 SMS 문자 전송 건수는
2014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반면, 스마트 폰을 통한 메시지의
전송은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Telecompaper, 2015.1.2.).
향후 프랑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지금까지 음성통화와
문자 중심의 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로의
빠른 이동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매신저 앱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1.8% 하락한 49억 1,500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3] 프랑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252 1,015 2,224 3,376
MMS
46 187 409 621
모바일
이메일 및 95 384 841 1,277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393 1,586 3,474 5,274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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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3,397 3,326 3,246 3,168 3,104 △2.0
636 634 628 620 612 607 △0.9
1,296 1,277 1,260 1,240 1,220 1,204 △1.5
5,373 5,308 5,214 5,106 5,000 4,9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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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5] 프랑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다. 독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독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60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 스마트폰 보급률은 51.8%로
여전히 비스마트폰을 이용한 SMS 문자 메시지의 매출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SMS 전송건수는 598억 건을 기록했었지만 2014년에는
225억 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Trend in Germany, 2015.5.18.).
향후 독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며 6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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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4] 독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930 1,546 2,578 3,522 3,874 3,866 3,896 3,973 4,099 4,291
171 284 474 648 716 721 735 759 792 839

2.1
3.2

352 585 975 1,332 1,459 1,454 1,476 1,517 1,578 1,665

2.7

1,453 2,415 4,027 5,502 6,049 6,041 6,107 6,249 6,469 6,795

2.4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그림 2-246] 독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라. 영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영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57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의 문자 전송 건수와 수익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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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메시지 앱의 등장,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텍스트 메시지
서비스가 주된 원인이었다(ITPro, 2014.1.13.).
신기술 친화적인 영국인의 성향만큼이나 영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4년 71.4%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었고 전체 문자
메시지 전송량은 왓츠앱(WhatsApp)이나 스냅쳇(Snapchat)을 통한
건수가 일반 SMS 전송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he
Telegraph, 2014.1.13.).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바일 인스턴스 메시지
서비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역할과 부가수익이 보다 확실해야 하는데 단순히
메시지의 전송 건수의 증가가 수익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영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3.4% 하락세를 보이며 48억 2,100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5] 영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932 2,285 3,061 3,789 3,668 3,449 3,293 3,176 3,096 3,045 △3.7
355 420 563 697 678 643 621 607 598 595 △2.6
731 864 1,158 1,433 1,381 1,297 1,248 1,213 1,192 1,181 △3.1
3,018 3,569 4,782 5,919 5,727 5,389 5,162 4,996 4,886 4,821 △3.4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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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7] 영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마.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중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303억 6,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표 2-136]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10,202
MMS 1,832
모바일
이메일 및 3,725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15,759

12,056 15,301 18,981 19,662 19,910 19,962 20,053 20,189 20,434
2,166 2,748 3,409 3,558 3,641 3,701 3,770 3,849 3,950

0.8
2.1

4,402 5,587 6,931 7,142 7,224 7,296 7,384 7,490 7,637

1.3

18,624 23,636 29,321 30,362 30,775 30,959 31,207 31,528 32,021

1.1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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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스마트폰 보급률은 60.6%로 SMS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동부지역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망과 저가
스마트폰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QQ 메신저로 자국 시장을 석권한 바 있는 텐센트(Tencent)는
2011년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 위쳇(WeChat)을 내놓으며 급속도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위쳇은 현재 가입자 약 6억 명과 월간
실 사용자 2억 9,700만 명을 확보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대신증권,
2014.3.24.). 또한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알리바바(Alibaba)는 자체
적으로 운영해온 모바일 메신저 성과가 부진하자 이를 보완하고자
2014년 3월 2억1500만 달러를 들여 ‘탱고’라는 메신저 지분 80%를
매입했다(서동일, 2014.6.23.).
향후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무선 인터넷 및 저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피처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SMS 시장의 정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 앱 기반의 메시지 시장도 당분간 사용자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메신저를 광고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유료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1%의 낮은 성장을 보이며 320억 2,1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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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8] 중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바.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일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전년대비 15.9% 증가한
51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여전히 피처폰 사용 비율이 높은 일본은 2014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이 53.6%로 과반수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일본의 피처폰이 현재의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다수
탑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 부담으로 오히려 피처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호연, 2015.2.17.).
하지만 최근 일본 휴대폰 제조사들이 2017년부터 피쳐폰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최정호, 2015.4.24.) 향후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자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
증가를 예측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최대
온라인 유통사 라쿠텐(楽天株式会社)은 모바일 메신저 앱 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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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r)를 인수하며 모바일 메시징 시장에 뛰어들었다(Mayumi Negishi,
2014.2.17.). 향후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은 피처폰의 생산
중단으로 스마트폰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69억 8,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7]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SMS
MMS
모바일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합계

590 1,154 2,044 2,889 3,351 3,674 3,957 4,146 4,311 4,460
106 207 367 519 606 672 734 779 822 862

5.9
7.3

216 421 746 1,055 1,217 1,333 1,446 1,527 1,599 1,667

6.5

912 1,782 3,157 4,463 5,174 5,679 6,137 6,452 6,732 6,989

6.2

* 출처 : PwC(2015), Markets&Markets(2015)

[그림 2-249] 일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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