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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본보고서는 2017년 ICT 10대 주요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2017년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결산하고 전망해보고자 함
2017년은 4차 산업을 촉진하는 ICT 기술들이 등장하는 한 해였으며, 특히
AI(인공지능) 및 VR/AR 실감형 기술들이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제반 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음
2018년은 모바일 플랫폼 성장을 이끈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5G로 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 예상
·

ㅇ

ㅇ

* 1세대 이동통신(Voice for Rich) → 2세대 이동통신(Voice for Everyone) → 3세대 이동통신(Data for Rich) →
4세대 이동통신(Data for Everyone) → 5세대 이동통신(Data for Everything)으로 변화

ㅇ

또한 가상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신뢰 구현의 핵심기술로 도입되어
콘텐츠 저작권, 은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외 기관 ICT 주요기술·이슈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연관 키워드(2017~2018) >
발표 기관 및 보고서
에델만 디지털
(Edelman Digital)
2017 트렌드 리포트

주요 트렌드 분석
- VR/AR 등 몰입형 콘텐츠(Immersive Content)의 발달
-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시장 혁신
- AI 기술이 활용된 챗봇과 대화형 플랫폼의 진화
- 금융산업 '핀테크'에서 콘텐츠 산업 '스토리테크'로 진화 중인 블록체인 기술
- 챗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UI로 진화 중인 AI

액센츄어(Accenture)

- 핵심 사업 역량을 협력기업 및 플랫폼과 통합함으로써 형성되는 에코시스템

기술 비전(Tech Vision) 2017

- 온디맨드방식의 업무플랫폼과온라인 업무관리솔루션으로 혁신될미래의노동 시장
- 개개인에 맞춤화된 기술과 디자인의 발달
- 스스로 배우고 적용하고 행동까지 하는 수준 높은 AI 기술이 비즈
니스 모델과 각종 산업들에 폭넓게 적용
- 지능형 로봇, 헬스케어 장비, 드론, 무인자동차/선박, 소비자 가전에 이르기까지

가트너(Gartner) 20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지능형 시스템 도입 증가
- 음성인식기술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작동·데이터
저장 분석·검색엔진·클라우드·콘텐츠 서비스 제공
- VR, AR 기술 고도화를 통한 MR(혼합현실)로의 진화, 몰입형 경험의 발전
(VR/AR을 통한 생산성 설계, 교육, 시각화 프로세스 증진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가치 활용성 증가)
- 저작권 관리와 디지털 상품 및 콘텐츠의 투명한 유통을 가능케 할 블록체인
기술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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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증가
IDC
전세계 IT 산업 2018
예측(Worldwide IT
Industry 2018
Predictions)

- 기업의 디지털 환경 변화, 글로벌 GDP의 디지털화 등 전면적인 디지털화 진행
- AI기술의 다양한 분야 적용(기업 앱, 소비자 지원 챗봇 등)
- 인간-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다변화, 모바일 앱에서 음성 인터페이스가
주된 도구로 부상하며 향후 생체 인식 센서의 전면 도입으로 이어질 전망
- 블록체인이 디지털 신뢰 구현의 핵심 기술로 도입되고 활용될 전망

- 인공지능의 초지능화(인간처럼 생각하는 지능 연구 본격화)
- 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경쟁 본격화
LG경제연구원
2018년 주요디지털
기술·산업 이슈

- 통신네트워크(5G) 선점 경쟁 및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초실감 영상
서비스 등 미래형 서비스 본격화
- 블록체인의 금융 및 산업 인프라 활용 범위 확대
- VR/AR의 실생활, 산업 현장으로의 확산

- 인공지능의 적용 확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ICT 10대 이슈

- 증강현실을 통한 제2의 모바일 혁명 본격화
- 제조의 가상·물리 경계 허물어지고,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전망
- 블록체인의 상용화 및 非금융권 분야 확산 기대
- 5G 기술·서비스 본격 상용화 및 경쟁 돌입

↓ 주요 기술 도출 ↓
(1) 가상·증강현실(VR/AR)
2017-2018년

(2) AI

디지털콘텐츠

(3) 차세대 통신망 5G

연관 주요 기술 도출

(4) 블록체인
(5)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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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 결산
1

실감형 콘텐츠(VR/AR/MR)의 확산

□ Device : VR 헤드셋 가격인하에 따른 B2C 시장의 본격화
VR헤드셋 HTC Vive(799달러), Oculus Rift(599달러) 등은 소비자들이 감당
하기에는 고가의 제품으로 출시되어 충분한 소비자층을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16년),
‘17년 가격 인하를 통해 VR헤드셋 수요 증가, VR헤드셋 출하량 100만대
돌파를 하며 B2C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ㅇ

ㅇ

< VR 헤드셋 가격 인하 및 판매 증가 현황(2017년 3/4분기) >
구분

2016년도 가격

2017년도 가격

HTC Vive

$599

$399

Oculus Rift

$799

$599

PSVR

$399

$399
(PSVR+PS카메라)

출처: Canalys

특히, PSVR은 2017년 3분기 전체 VR 헤드셋 기기 판매 대수 중 49%를
차지하면서 2017년 200만 대 판매를 기록(‘17년 11월)
- 이에 따라 PSVR용 게임 판매량도 1,200만 장을 기록하는 등 VR 게임 콘텐츠
판매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둠
- PSVR의 성공은 저렴한 디바이스 보급 확대와 함께 게임에 초점을 맞춘
즐길만한 콘텐츠를 다량 제공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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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form : 애플과 구글의 AR플랫폼 개발을 통한 모바일 AR지원 본격화
VR대비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AR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플랫폼 및 개발 툴을 잇따라 선보이며, 모바일 기반
AR시장 선점을 위한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
- 애플은 애플 단말에서 AR 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개발자용 프레임워크 도구
‘AR킷(ARKit)’을 출시(‘17년 6월), 아이폰X(텐)*을 공개하며(‘17년 9월) 모바일
AR생태계 구축 시동
ㅇ

* 아이폰X(텐)은 고성능 AR 및 CG 처리가 가능한 A11 바이오닉 칩, 깊이 인식이 가능한 트루뎁스 카메라,
3D기반 얼굴 인식 기술, OLED 디스플레이 등 AR 앱 구동에 적합한 기술 및 하드웨어들이 탑재됨

관련하여 최근 나이앤틱(Niantic)은 AR킷(ARKit)을 이용하여 '포켓몬고(Pok mon Go)'
최적화 작업을 시행(’17.12월)
- 구글은 2017년 8월 안드로이드폰용 AR 제작 툴 ‘AR코어(ARCore)’*를 공개하며
모바일 AR앱 개발자 본격적 지원
-

é

* AR코어(ARCore)는 후면 카메라로 확보되는 사물인식 및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안드로이드 누가
(Nougat)버전 이상의 고성능 스마트폰에서 범용으로 AR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툴
ㅇ

이와 같은 AR킷(ARKit), AR코어(ARCore) 등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개발프레임
워크를 통해 향후 소비자들에게 개선된 모바일 AR경험을 제공하고, AR서비스
체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Content :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 산업분야로 VR/AR 콘텐츠 확산
게임, 영화, 웹툰 등 전통적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는 VR/AR, AI 등 첨단 ICT
기술과 접목을 통해 이용자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체험을 기반으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애니메이션)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는 신작 애니메이션 코코(Coco)를
VR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인터랙션 및 소셜 기능을 구현(Coco VR)
- (영화) VR 단편영화 ‘살과 모래(Carne y Arena)’는 실제 모래 밟는 촉감과 공포
절박한 상황을 VR기술을 통해 구현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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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툰의 경우, 네이버가 ‘16년 AR기술을 활용해 공포감을 주는 웹툰 ‘폰령’을
제작한 후, ‘18년 AR 360파노라마 얼굴인식 AI 기술을 적용한 인터랙션툰
‘마주쳤다’를 제작하며 웹툰의 지평을 확장
- (게임) 게임시장은 2016년 ‘포켓몬 고’의 열풍이 반영되며 AR게임이 주목받았으며,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Niantic)은 해리포터 IP기반 모바일 AR게임을
신작으로 준비 중
- 또한 구글이 VR게임 개발사 ‘아울케미 랩스(Owlchemy Labs)*’를 인수하면서
구글의 VR게임 사업 확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
- (

·

·

·

* 2010년 창립한 미국의 VR게임 개발사로 자동차 정비사·요리사·계산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VR게임‘잡 시뮬레이터(Job Simulator)’를 개발, 해당 게임은 PSVR용 게임 중 최다 판매율을 기록(‘17년)
VR 애니메이션 ‘코코 VR’

VR 영화 ‘살과 모래’

인터랙션툰 ‘마주쳤다’

VR게임 ‘잡 시뮬레이터’

출처: 각 사 홈페이지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교육/제조/쇼핑/
디자인 등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
- (의료) VR과 3D영상을 통해 기존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위치와 각도를
계산해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의료 기반 실감형
콘텐츠 도입이 확대됨*

ㅇ

VR/AR

*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VR 의학 교육센터 설립, 캐나다 앨버타 대학 AR X-Ray‘Project DR’개발
(인체 투영 입체 엑스레이), 미국 러쉬(Rush) 대학병원 VR 수술 교육과정 제공(‘17년)
** 분당서울대병원‘15년 국내 최초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도입, 가천대 길병원 가상현실 치료센터
(VR Life Care, 가칭) 설립(‘17년)

교육) 각 국 교육기관에서는
확대 적용 중*

- (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서비스를

*‘17년 캐나다 몬트리올 초등학교에서는 AR기술 기반 체육활동‘Interactive gym wall’을 도입, 과학
체험용 ‘사이언스아티슨’ VR 앱·콘텐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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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포드자동차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 자동차 디자인작업에
AR HMD인 홀로렌즈를 도입해 사업비용을 절감하였고*, 일본 오야나기 건설사
(Oyanagi Construction)는 AR건설 공정 프로젝트 ’Holostruction‘을 추진 중(’17년)

- (

* 포드는 프로토타입 모형(클레이 모델)을 제작하지 않고도 홀로렌즈를 도입하여 실물 자동차에 새로운
디자인을 덧입히거나 자유롭게 디자인 테스트를 통해 수천만 원의 제작 비용을 절감

쇼핑) 이케아 애플 협업 제작 가상가구 배치 증강현실 앱 ‘이케아 플레이스
(Ikea Place)’, 아마존 AR 쇼핑 서비스 ‘AR뷰(AR View)’ 등 모바일 커머스와
AR 기술 결합 서비스 잇따라 출시(’17년)

- (

·

< VR/AR 기술 적용 콘텐츠 활용 사례 >
구분

분야

영화/영상

전통
엔터테

사례
기존 영화/영상과 차별화된 360 VR 영화/영상의 제작 시도 활발
VR 애니메이션 ‘코코VR’, VR 단편영화 ‘살과 모래’, VR 장편영화 ‘미유비’ 등 제작
VR/AR 등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초실감형 웹툰 제작 활성화

웹툰

AR기술을 활용한 웹툰 ‘폰령’, AR/360 파노라마/얼굴인식/AI 기술 적용
인터랙션툰 ‘마주쳤다’ 등 제작

인먼트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Niantic), 해리포터 AR게임 개발 공식 발표(‘18년 출시)
게임

PSVR/Steam 판매율 1위 기록 VR게임 ‘잡 시뮬레이터(Job Simulator)’
(구글, 개발사 아울케미랩스(Owlchemy Labs) 인수(‘17.5))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VR 의학 교육센터 설립

의료

미국 러쉬 대학의 VR 수술 교육과정
가천대 길병원 가상현실 치료센터(VR Life Care, 가칭) 설립(‘18년 개소)

전 산업

교육

AR기술 기반 체육 활동 ‘Interactive gym wall’
VR/AR을 활용한 자연과학 교육

분야
제조
디자인

쇼핑

미국 포드자동차와 MS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AR 자동차 디자인
일본 오야나기 건설 MS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AR 건설 공정
이케아의 AR 가구 배치 앱인 ‘이케아 플레이스(Ikea Place)’
아마존의 AR 가구/인테리어 소품/가전제품 배치 기능인 ‘AR뷰(AR View)’
자료원: 각사, 언론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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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I 기술 적용한 지능형 디지털콘텐츠의 확산

년까지 디지털 산업의 40%가 AI를 활용하고, 2021년에는 기업용 상업
애플리케이션의 75%가 AI를 도입하며, 소비자들의 90% 이상이 AI 기반 고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됨(IDC, 2017)
□ 이에 따라 사회 제반 분야에 AI 기술이 도입되는 ‘AI 에브리웨어(AI everywhere)’가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실제 디지털콘텐츠 소비에서는 음성인식 기반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창작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소비) 디지털콘텐츠 소비 분야에서 AI를 적용한 음성인식 UI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마트 스피커로 AI 음성비서 탑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AI 추천 서비스를 통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도 확대 중
2019

ㅇ

스마트스피커

출시일
2014년
11월

2016년
11월

2018년
2월

가격

특징
- 아마존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알렉사’ 탑재

$99

- 음악 재생, 스케쥴 관리, 인터넷 검색, TV원격 조정,
조명 컨트롤 기능 수행 가능

$129

- 구글 AI 비서 서비스 ‘어시스턴트’ 탑재
- 에코와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보유
- 애플 AI 서비스 ‘시리’ 탑재

$349

- 스마트 스피커 중 갖아 고가로, 음질향상과 음악 재생
기능에 중점
출처 : 각 사 자료 및 언론사 자료

* (네이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어스(AiRS)’도입 및 웹툰·음악·여행지·뉴스
추천 서비스 확대 적용(‘17년), 콘텐츠 추천 애플리케이션‘디스코’개발(AI 플랫폼 클로바 엔진 탑재)
* (카카오) 개인 맞춤형 코텐츠 추천 서비스 ‘레이지(LAZZY)’ 애플리케이션 출시(‘17년) 및 AI 핵심 기술
결합 통합 플랫폼 ‘카카오Ⅰ’출시(음성엔진(음성인식/합성기술), 시각엔진(시각/사물인식기술), 대화엔진
(자연어처리기술), 추천엔진(빅데이터/머신러닝 기반 추천기술), 번역엔진(다국어 번역처리기술) 결합
* (넷마블) 게임·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게임 유저 행동 패턴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게임엔진 ‘콜럼버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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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창작) 디지털콘텐츠 제작 창작 영역에서의 AI기술 활용을 통한 지능화
서비스* 등장

- (

·

* (시나리오) AI 프로그램 벤자민 SF 영화 ‘선스프링(Sunspring)’(‘16.6월) 및 ‘잇츠노게임(It’s No Game)’(‘17.4월)
시나리오 창작
* (그림) 구글 딥러닝 기반 AI‘딥드림(Deep Dream)’개발을 통해 그림 제작(딥드림 작품 29점 총 9만
7,605달러(약 1억 2,046만 원) 낙찰)
* (기사) LA 타임스는 지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실시간으로 지진 발생 기사를 작성하는
AI‘퀘이크봇(Quakebot)’을 개발해 지진 속보 기사 작성에 활용
* (음악) 구글 딥러닝 기술 딥마인드(DeepMind)를 활용하여 음원 작곡 SW 개발, 소니 AI 작곡 시스템
플로우 머신(Flow Machine) 개발
* (멀티미디어제작) 디즈니 연구소 ‘말하는 얼굴 컴퓨터그래픽 자동 생성 기술’에 AI 적용, 어도비
AI 및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어도비 센세이(Adobe Sensei)' 개발
AI가 시나리오를 제작한 SF영화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서

美 LA타임즈‘퀘이크봇’이 쓴

‘선스프링’1)

영감을얻어구글AI ‘딥드림’이그린그림

지진발생 속보기사

1) https://www.youtube.com/watch?v=LY7x2Ihqj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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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 전망
1

5G 통신망, 차세대 콘텐츠 제작/소비 견인

□ 5G*는 초고속 전송·낮은 지연으로 VR/AR, AI 등 차세대 ICT 기술을 적용
한 킬러 콘텐츠의 확산을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전망됨
* 최대 20Gbps 및 최저 100Mbps 전송 속도(4G대비 40∼100배)의 이동통신 기술

< 5G의 속성 및 구현 콘텐츠/서비스 >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

대역폭으로는 초고화질 동영상, 360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 등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5G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면 무한대에 가까운 저장소와 프로세싱
파워를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VR/AR 콘텐츠
나 초고화질 동영상 등과 같은 대용량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소비가 활
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자율주행차와 원격진료 등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타산업분야에서의 융합
형 콘텐츠 보급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전망됨
- 자율주행차의 경우 5G 네트워크를 통해 V2X(Vehicle-to-Everything, 차량사물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보행자 차량 교통상황 등의 데이터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교통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버에 전달 및 저장할 수 있어
완전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4G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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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에서는 초고화질 MRI 촬영 영상이나 사진,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등을 통해
내원이 어려운 환자나 재난 현장의 응급환자 등의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VR/AR 영상과 의료 로봇을 통한 수술 연습이나 원격 수술 등 새로운 의료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국내 5G 시장규모는 381억 달러, 창출되는 일자리는 15만 개 예상
신사업 및 초고화질 대용량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 5G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5G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5G 시장은 2020년 378억 달러에서 2026년 1조 1,588억 달러까지 빠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며,
- 국내 5G 시장은 2020년 27억 달러에서 2026년 381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5G 포럼에 따르면 세계 5G 관련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018년
475조 원에서 2025년 1,17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ㅇ

·

전 세계 5G 시장 전망

국내 5G 시장 전망

출처 : ETRI산업전략연구부, 유진투자증권
ㅇ

관련하여 정부는 5G를 통해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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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6만 개,

2026

년 15만 개의

2

블록체인 기술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적용 확산 전망

□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를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사기 위조 외부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
·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

ㅇ

·

블록체인 방식(분산원장)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 또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

블록체인 기반의 VOD 플랫폼 StreamSpace(‘18 3분기 출시 예정)

- 시청자들은 StreamSpace의 SteamShare 토큰을 활용해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콘텐츠
영화

원본 구매 가능
- StreamSpace의 등장은 매출의 태반이 홍보·마케팅·배급을 담당하는 중개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취약점을 개선해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작품에 대해 최대치의 보상을 받는 미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세르비아 스타트업 ‘GameCredits’,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모바일게임 스토어 ‘Gstore’ 출시(‘17.07 베타버전)

게임

- 해당 스토어는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적으로 추적되어 게임시장의 위조·사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10%의 낮은 수수료,를 통해 GooglePlay, Appstroe 등
기존 앱마켓을 위협할 수 있을지 주목

■

세계 1위 음악스트리밍 업체 Spotify, 뉴욕 블록체인 기업 ‘Mediachain Labs’
인수(‘17.04)

음악

- Mediachain Labs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원저작자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링크하는 기술을
보유하여 음원 사용료 지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음악 플랫폼 구축 시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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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은 ▲투명한 수익 분배 ▲불법 복제 방지
▲저작권 보호에 대한 효과 뿐 아니라 ▲콘텐츠 검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블록체인을 통해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속성정보, ex, 음원 : 가수, 노래제목,
레이블, 작곡가, 사용악기, 문화스타일, 사운드 엔지니어 등)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해당
메타데이터를 통해 검색 활용 가능
ㅇ

3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은 본격적인 활용 사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기록을 통해
향후 콘텐츠 유통 방식과 소비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미국 망중립성 폐지, 세계 콘텐츠 시장에 지각변동 예고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7년 12월 14일 기존의 망중립성 정책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콘텐츠를 포함한 글로벌 ICT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 예고
전임 오바마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합법적 콘텐츠 차단금지,
트래픽 조절금지, 차별금지,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 정책 폐지
-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으로 인하여 ISP의 5G 초고속 네트워크 투자 감소,
인프라 구축 중단, 관련 일자리 감소 현상 등이 발생했다고 여겨 해당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
- 이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 폐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함
망중립성의 폐지는 결론적으로 콘텐츠 사업자(CP) 및 인터넷 기업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분담하라는 것으로 ISP의 영향력과 수익성이 강화되는 반면, CP와
인터넷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CP 중 ISP 산하에 있거나 제휴 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소 CP나 스타트업 등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진입과 성장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2)

ㅇ

ㅇ

2) 망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 형식, 제공사업자, 이용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차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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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의 데이터 비용 부담 등 새로운 비즈모델 출현 가능성 제기
CP와 인터넷 기업들의 비용 분담으로 인해 ISP의 네트워크 투자, 5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가능성도 제기됨
-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서 데이터 사용료를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에 포함시키거나,
포켓몬고 게임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250MB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 사례와 같이
데이터 사용료를 소비자가 아닌 CP가 부담하는 이른바 ‘제로레이팅(Zero Rating) ’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음
- 또한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이용량을 가입 요금제의 이용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서비스 모델*도 제기 될 수 있음
ㅇ

3)

* (AT&T) AT&T는 산하 디렉TV 나우(DirecTV Now)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 (T-Mobile) T-Mobile은 제휴를 맺은 OTT 업체 넷플릭스(Netflix)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 국내는 단기간 내 영향 미칠 가능성 낮으나,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전망
국내 망중립성 정책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따라왔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 망중립성 폐지는 국내 통신, 콘텐츠 및 서비스 정책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네트워크 접속 기본권 확대 등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단기간 내 국내 정책과 시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미국 FCC의 결정이 국내 정책에 미쳐왔던 영향력과 미국 시장과
산업계에서 촉발될 망중립성 정책 폐지에 따른 파급력이 국내에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ㅇ

·

ㅇ

3) 인터넷 데이터 요금 부담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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