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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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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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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보호
3,723
4,363
5,113
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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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솔루션
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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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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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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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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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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