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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시장 규모
▶

디지털콘텐츠 사용 인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의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사용 인구도 증가하
고 있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인 동영상과 게임, 음악, 전자출판 콘텐츠 이용자 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게임 콘텐츠 이용자는 16억 6,400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3년까
지 연평균 4.9%로 증가해 약 20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임. 디지털 음악 콘텐츠 이용자는
연평균 6.2%로 증가해 2023년에는 19억 6,000만 명을 기록하고, VOD 이용자는 19억
4,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임. 한편, 2019년 11억 5,400만 명을 기록한 전자출판 콘텐츠
이용자 수는 연평균 4.6% 성장하여 2023년에는 15억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임
[그래프 1] 디지털 콘텐츠 종류 별 사용 인구 변화 추이

(단위: 억 명)

자료 : Statista

▶

전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2020년 837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86억 달러를 기록한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8년 689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음. 향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연평균 10.2%의 성장률로 꾸준히 증가
하여 2020년에는 8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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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콘텐츠 세부 시장 규모
▶

글로벌 비디오게임 시장,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3%로 성장할 전망
비디오게임 시장은 1970년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
기 시작하였음.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소니(Sony), 닌텐도(Nintendo)
등이 비디오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최근 중국 텐센트(Tencent)의 선전도 두드
러짐.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비디오게임 시장은 2017년 1,04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235억, 2021년에는 1,384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임
[표 1]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12

시장규모

1,046

1,153

1,235

1,312

1,384

연평균성장률

7.3%

자료 : Statista

▶

2018년 기준 전자출판 시장 규모 186억 3,400만 달러
2018년 기준 전자출판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3% 성장한 186억 3,000만 달러를 기록
함. 이 중 전자책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신문 관련 매출은
24%를 차지하였음. 한편, 전자출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25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그래프 2] 전자출판 시장 규모 및 분야별 점유율
<글로벌 전자책 시장 규모 (2018~2023)>
(단위: 억 달러)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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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 시장, 2023년 12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2018년 기준 디지털 음악 시장 총 매출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매출이 약 93억 달러, 다운로드 서비스 매출이 20억 달러를 차지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다운로드 서비스 매출은 매년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임.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은 2019년 약 98만 달러를 기록하고, 202
3년까지 연평균 4.1%로 성장하여 115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임. 반면 다운로드 서비스
는 2019년 이후 연평균 8.5%씩 감소해 2023년에는 약 1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표 2] 디지털 음악 서비스 매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스트리밍 서비스

92.7

98.4

103.5

108.1

112.1

115.6

다운로드 서비스

20.3

18.3

16.4

14.8

13.6

12.8

총 매출

113

116.7

119.9

122.9

125.7

128.4

자료 : Statista

▶

2027년 온라인 동영상 시장 매출 436억 달러 기록할 전망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최근 OTT 서비스의 약진과 유튜브
등의 무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비디오시장 매출 성장은 더
욱 두드러질 전망임.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4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한
온라인 비디오 시장 매출은 2019년 297억 4,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됨. 아울
러 2027년에는 46% 증가한 43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래프 3] 글로벌 온라인 TV 및 영화 시장 전망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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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콘텐츠
●

▶

클라우드 게임(Cloud game)

클라우드 게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선두로 게임 시장 진출
5G 시대가 시작되면서 빠른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새롭게

게임을 서버에 저장한 채 각각의
단말기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

각광받고 있음. 클라우드 게임은 2002년 처음 그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기술적 한계로

해 게임을 불러내 즐길 수 있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각각 스타디

록 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

아(Stadia)와 엑스클라우드(xCloud)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

스타디아(Stadia)
구글에서

출시한

▶

클라우드게임

클라우드 게임 시장, 2023년까지 4억 5,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서비스. 2019년 11월 정식 출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4,500만 달러를 기록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는

시될 예정

2019년 9,700만 달러까지 성장하고, 2023년에는 4억 5,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게임 전송속도나 기술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시장은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

●

할 것으로 보임

엑스클라우드(xCloud)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클라
우드 게임 서비스로, 2019년 10

[그래프 4]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규모 추이

월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에서 시

(단위: 백만 달러)

범서비스를 시작함

자료 : Statista

●
▶

e-스포츠 시장 규모 비약적으로 성장 중

e-스포츠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게임을 이

게임 산업의 발달과 함께 e-스포츠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

용한 각종 대회나 리그. 넓은 의

에 따르면, 2017년 6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한 e-스포츠 시장은 2018년 8억 6,500만

미로 게임 대회뿐 아니라 대회에
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해설자,

달러로 성장하였음. 이는 향후 2022년까지 연평균 22.3%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약 18

방송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와 스폰서십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보임. 아시아와 북미지역은 가장 큰 e-스포츠 시장으로, 특히 중국 e-스포
츠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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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출판 콘텐츠
▶

(전자책) 저렴한 가격이 전자책 구매를 유도
이용자들이 전자책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책은 종이
책에 비해 일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책정되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훨씬 저렴한 가
격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전자책 구매자의 52%가 저렴한 가격이 전자책을 구매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했음. 22%의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군을 이유로 꼽았으며, 저렴한 단말기 가격과 간단한 사용이 원인이
라도 대답한 비율도 각각 20%로 나타났음

▶

(전자신문) 구독률이 가장 높은 인터넷 신문은 뉴욕타임즈
최근 디지털 매체를 통한 뉴스 구독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전 세계 주요 미디어매체
1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은 구독하지 않고, 디지털 신문만 구독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10곳의 뉴스
매체 중 디지털판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로 나타났
으며, 2019년 3월 330만 명에 달했던 구독자 수는 같은 해 7월 350만 명으로 증가하였
음. 2위를 차지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2019년 3월 기준 150만 명의
디지털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180만 명까지 증가하였음
[그래프 5] 신문사 별 전자신문 구독자 수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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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콘텐츠
▶

음악 소비 방식의 변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증가
최근 음악시장의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국제음반사업협회(IFPI,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의 조
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음악 시장 매출에 디지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은 41.1% 증가한 반면, 음원
다운로드 배출은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 기준 음원 매출 분포를 살펴보
면,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38%를 차지했으며, 실물 음반 매출이 30%, 스트리밍 서비스
를 제외한 디지털 부문 매출이 16%로 나타났음
[그래프 6] 2017년 기준 음악 수익 출처 비율

자료 : IFPI

▶

신기술과 음악 서비스의 결합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음악 산업에서 작곡가를 대체하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음. 구글은 2016년, 마
젠타(Magenta)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미술은 물론 음악 작곡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
한 예술영역에 도전하고 있음. 2019년에는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마젠타스튜디오(Magenta Studio)를 출시하였음
②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음악 산업에 도입되면서 상당 부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임. 첫째
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저작권 협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음악 정보 표시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가 용이해짐. 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정한 수익 분배를 실
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음원이 어
디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쉽게 추적가능하며, 수익 산정이 편리함. 이에 스포티파이
(Spotify)는 2017년 블록체인 스타트업 Mediachain Labs를 인수하고, 음원 저작자에 대
한 보상 체계개선에 나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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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영상 콘텐츠
●

▶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 성장
최근 디즈니(Disney)와 애플(Apple)이 각각 독자적인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와 애플

OTT(Over-the-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

TV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OTT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플랫폼

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사업자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벗어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는 서비스

점하고자 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6건에 불과했던 오리지널 콘
텐츠는 114건으로 증가하였음. 넷플릭스(Netflix)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데, 2018년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보유한 오리지널 콘텐츠 수는 245건으
로 집계되었음
▶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의 원동력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넷플릭스 구독자 1,3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구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1%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0.7%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약간 중요
하다는 응답자도 24.4%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음
[그래프 7]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구독에 미치는 영향
(대상: 넷플릭스 구독자 1,347명)

자료 : Statista

▶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방송 콘텐츠의 약진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1인 방송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
에 따르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32%가 개인 방송이며, 해당 콘텐츠의 시청비
율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 9월 기준 음악 스트리밍 채널 제외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게임 코멘트 방송을 비롯한 개인 방송을 운영 중인 ‘퓨디
파이(PewDiePie)’로, 총 1억 81만 명이 구독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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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콘텐츠 선도기업
●

Tencent

1) [게임] 텐센트(Tencent)
▶

기본 정보

2018년 기준 게임 관련 매출 업계 1위
중국 대형 인터넷서비스 기업 텐센트(Tencent)는 게임 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 설립년도 : 1998년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텐센트는 게임부문 매출 197억 3,000만 달러를

∘ 국적 : 중국

기록하며 업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2위는 14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한

∘ 직원수 : 54,000명

소니(SONY)가 차지하였으며, 3위는 9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

∘ 매출(게임부문)

(Microsoft), 4위는 94억 5,000만 달러 매출의 애플이 차지하였음

: (‘18) 약 197억 달러

[그래프 8] 2019년 주요 게임업체별 매출 순위

게임콘텐츠 관련 활동

(단위: 억 달러)

∘ 2004년 QQ플랫폼
기반의 게임 ‘QQ Tang’
출시
∘ 2011년 라이엇게임즈
인수
∘ 2012년 에픽게임즈 인수
∘ 2016년 슈퍼셀 인수
∘ 2019년 게임 플랫폼
‘위게임X‘ 글로벌 출시
∘ 2019년 노르웨이
게임회사 Funcom 지분
인수
자료 : Statista

▶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게임 산업 영향력 증대
텐센트는 2011년부터 대형 게임사들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에서 몸집을 키워
갔음. 2011년에는 세계 최대의 게임 중 하나인 리그오브레전드(LoL, League of Legend)
를 개발한 라이엇게임즈(Riot Games)를 자회사로 인수하였으며, 2012년에는 포트나이트
(Fortnite)를 제작한 에픽게임즈(Epic Games)의 지분을 인수하였음. 2016년에는 클래시오
브클랜(Clash of Clans)을 제작한 슈퍼셀(Supercell)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하였음. 최근에
는 노르웨이 게임회사 Funcom의 지분 29%를 인수하였음

▶

상하이에 거대 e-스포츠 비즈니스 파크 건립
텐센트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상하이에 e-스포츠 비즈니스 파크를 건립 중임. 해당 단
지에는 6,000명이 수용 가능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과 게임 및 교육, TV 등 다양한 콘
텐츠 개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임. 한편, 텐센트는 2017년 ‘e-스포츠 5개년 계획’을 발표
하고, 2022년까지 e-스포츠 산업 규모를 1,000억 위안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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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책] 아마존(Amazon)
●
▶

아마존 킨들, 미국 내 점유율 가장 높은 전자책 단말기

Amazon

아마존(Amazon)의 전자책 단말기 킨들(Kindle)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전자
기본 정보

책 단말기임.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킨들의 전자책 단말기 시장 점

∘ 설립년도 : 1994년

유율은 72%로 과반수를 차지함. 특히 아마존은 2014년 월 8.99달러에 엄선된 전자책 콘

∘ 국적 : 미국

텐츠를 무제한 구독하고, 책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오더블(audible) 콘텐츠를 이용할 수

∘ 직원수 : 61만 명

있는 서비스 ‘킨들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를 출시하면서 이용자 수를 늘려갔음

∘ 매출
: (‘18) 약 2,329억 달러

[그래프 9] 미국 내 전자책 단말기 점유율

전자책 콘텐츠 관련 활동
∘ 1994년 인터넷 서점으로
서비스 시작
∘ 2014년 무제한 구독
서비스 ‘킨들언리미티드’
출시
∘ 2019년 아동용 킨들
단말기 출시

자료 : Statista

▶

아마존, 아동용 킨들 단말기 출시
아마존은 아동용 전자책 단말기 ‘킨들키즈에디션(Kindle Kids Edition)’을 공개함. 해당
에디션에는 1,000권이 넘는 책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의 키즈언리미티드
(Kid’s Unlimited)서비스와 오더블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아울러 아이들이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모용 대시보드 서비스도 제공되며 책 내용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전 세계 디지털 도서 보급 위한 노력
아마존은 디지털 도서의 보급을 위하여 전 세계 지역사회 학교, 도서관, 병원, 비영리단
체 등에 무료로 킨들 단말기를 제공하는 ‘킨들리딩펀드(Kindle Reading Fund)’를 출시함.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기구 월드리더(Worldreader)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천 명에게 킨들 단말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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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스포티파이(Spotify)
▶

기본 정보

전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2008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출시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임.

∘ 설립년도 : 2006년

2018년 52억 5,9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9년 2사분기 기준 2억 3,200만 명

∘ 국적 : 스웨덴

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스포티파이는 무료서비스인 ‘Freemium’과 유료서비스

∘ 직원수

‘Premium’을 제공하고 있음. 무료서비스는 광고가 끼어있으며, 일부 플레이리스트 기능

: 약 1,001-5,000명

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2019년 유료서비스 이용자 수

∘ 매출

는 1억 명을 돌파하였음

: (‘18)
약 53억 5,900만 달러
음악콘텐츠 관련 활동

▶

플레이리스트 추천 서비스에 강점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강점은 플레이리스트 서비스임. 스포티파이는 사용자의 패턴을 기

∘ 2008년 무료 음악

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며,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이용

서비스 시작

한 선곡과 전문 인력의 선곡이 적절히 배치됨. 아울러 유료서비스 이용자는 ‘유어플레이

∘ 2014년 무료 음악
서비스 시간 제한 폐지

리스트(Your Playlis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음

∘ 2018년 중동 및
아프리카로 서비스 확대
∘ 2019년 인도시장서

▶

서비스 출시

스포티파이, 인도시장 진출
스포티파이는 2019년 초, 인도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음. 인도 내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자 수는 5억 명에 달함. 이에 스포티파이는 인
도 시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하였음.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서비
스는 119루피(약 1.65달러)에 출시되었음. 한편, 스포티파이는 2018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음

▶

음악 관련 마켓플레이스 사운드베터 인수
스포티파이는 2019년 9월, 음악제작 마켓플레이서 사운드베터(SoundBetter)를 인수한다
고 발표함. 사운드베터는 음악 창작자가 보다 나은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
츠 제작자와 음향 전문가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번 인수로 스포티파이는
원활한 음원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음악 서비스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방
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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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영상] 유튜브(YouTube)
●
▶

시청자 18억 명의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YouTube

전 세계 18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
기본 정보

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키즈, 개인방송 등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20분

∘ 설립년도 : 2005년

이하의 짧은 동영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관련 동영상 시청률이 가장

∘ 국적 : 미국

높음

∘ 직원수 : 1,001-5,000명
∘ 매출(광고수익)

▶

美 청소년, 넷플리스보다 유튜브 더 많이 시청

: (‘18) 약 91억 달러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제프리(Piper Jaffray)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37%가 가장

동영상콘텐츠 관련 활동

많이 시청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넷플릭스(Neflix)라
∘ 2006년 구글에 인수

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유튜브 시청 비율이 넷플릭스 시청 비율을 처음으로 뛰어넘었

∘ 2015년 유튜브키즈 출시

음. 이는 청소년들이 유튜브 상의 뮤직비디오와 게임 영상 등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 2018년 유료서비스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10대 청소년이 제작한 영상도 많기 때문에 비슷

‘유튜브 프리미엄’ 출시

한 세대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쉬워 시청비율이 높음. 한편, 케이블TV를 주로 시청한다고

∘ 2019년 유아동 콘텐츠

응답한 비율은 12%로 지난해 14%에 비해 더 하락하였음

유료광고 통제 방침 발표

[그림 10] 10대 청소년들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 비율

자료 :

▶

Piper Jaffray

유튜브, 유·아동 콘텐츠 개선 착수
유튜브는 2019년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로부터 미국
아동의 온라인사생활보호법에 의거, 불법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
로 1억 7,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았음. 이에 유튜브는 유·아동 콘텐츠에 대한
유료 광고를 통제하고, 향후 3년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
고 발표함. 아울러 유튜브는 유·아동 관련 콘텐츠를 아동전용 플랫폼 유튜브키즈
(YouTube Kids)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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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콘텐츠 유망 기업
▶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음. 사람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는 게임, 음악, 동영상, 전자출판물까지 매우 다양
함. 전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
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분야별 스타트업이 다수 탄생하고 있으며, 그
중 10곳 이상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유니콘 기업에 등록되었음

▶

디지털콘텐츠 선도 기술 선정

① Vox Media(디지털미디어 플랫폼) – 뉴욕 매거진 인수 합병
② SoundHound(AI 활용 음악 서비스) – 기아·현대차와 협력
③ Dream 11(스포츠 게임 플랫폼) – 인도 최초의 게임부문 유니콘 기업
[표 3] 디지털 콘텐츠 분야 유니콘 기업

미디어

기업명

기업가치

Vox Media

10억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제공

Buzzfeed

20억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Vice Media

60억

20대를 타깃으로 한 뉴미디어 플랫폼

Epic Games

150억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텐센트 자회사로 편입

Machine Zone

50억

모바일 게임 개발사

Unity Technology

30억

모바일 게임 개발 엔진 제공

Dream 11

10억

가상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

SoundHound

10억

AI 활용 음악 서비스

주요 내용

(단위: 달러)

게임

음악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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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스미디어(Vox Media) –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

기본 정보

기업가치 10억 달러의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복스미디어(Vox Media)는 2005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뉴미디어 기업으로, 2015년 NBC

∘ 설립년도 : 2003년

유니버설(NBCUniversal)가 2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됨. 현재 복스

∘ 국적 : 미국

미디어는 음식전문매체 Eater와 스포츠 전문매체 SB Nation, IT 전문매체 Recode와 The

∘ 직원수 : 501-1000명

Verge 등을 소유하고 있음. 아울러 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독자적인 다큐멘터리

∘ 기업가치

시리즈 ‘Vox Boarders’를 출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음. 뿐

: 약 10억 달러

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협력하여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콘텐츠 ‘Explained’를 출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Glad You Asked’도 2019년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음

∘ 2005년 설립된 뉴미디어
기업
∘ 2015년 NBC유니버설로
부터 2억 달러 투자
∘ 2019년 뉴욕매거진 인수

▶

뉴욕매거진 인수 합병 동의
복스미디어는 2019년 9월, 뉴욕매거진(New York Magazine)을 운영 중인 뉴욕미디어
(New York Media)를 인수한다고 발표함. 이번 인수로 뉴욕미디어가 소유한 디지털매체
더컷(The Cut)과 벌쳐(Vulture) 역시 복스미디어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음. 이번 인수로
복스미디어의 짐 뱅크오프(Jim Bankoff) 최고경영자가 합병된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맡게
되었음. 이번 인수합병으로 복스미디어는 고품질의 보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1] Vox Media 웹사이트

자료 :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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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undHound – 음성인식 활용한 음악 찾기 서비스
▶

기본 정보

2005년 설립된 음악 찾기 서비스
사운드하운드(SoundHound)는 2005년 설립된 기업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음악

∘ 설립년도 : 2005년

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라디오나 대형

∘ 국적 : 미국

마트 등에서 나오는 음악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용성이 편리함. 현재 전 세계

∘ 직원수 : 101-250명

약 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가치
: 약 10억 달러
주요 활동
∘ 2005년 음성인식 활용한
음악찾기 서비스 출시
∘ 2017년 현대차에
사운드하운드 시스템
탑재
∘ 2019년 판도라와 협력

▶

인공지능 플랫폼 ‘하운디파이’, 사물인터넷 영역 제품에 다수 탑재
사운드하운드는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하운디파이(Houndify)’를 출시하고, 자동차와 지
능형 스피커, 로봇, 가전제품, 웨어러블 단말기 등 사물인터넷 영역 제품에 다수 탑재하
였음

① 현대자동차

사운드하운드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하운디파이를 탑재한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
를 개발하였음. 이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에어컨 작동이나 차문 잠금, 차량 기
능 등을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음
② 휴맥스

휴맥스는 사운드하운드와 협력하여 자사 AI 스피커에 개인 음성 비서 서비스를 통합하였
음. 이용자는 하운디파이가 탑재된 휴맥스 스피커에 복잡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맥락이
필요없는 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음
③ 판도라(Pandora)

미국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라(Pandora)는 하운디파이 플랫폼이 탑재되어 음성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Assistant in Voice Mode’를 출시한다고
발표함. 이용자는 음성명령을 통해 라디오 방송국을 변경하거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할 수도 있음. 판도라는 해당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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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eam 11 - 스포츠 게임 플랫폼
▶

기본 정보

크리켓, 하키, 풋볼, 카바디 등 인도 인기 스포츠 게임으로 제공
Dream 11은 2008년에 설립된 스포츠 게임 기업으로, 인도의 국기인 크리켓을 포함하여

∘ 설립년도 : 2008년

하키, 풋볼, 카바디 등의 인기 스포츠를 판타지 게임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현재 인도

∘ 국적 : 영국

전역에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 유료화와 플랫폼 요금 등을

∘ 직원수 : 11-50명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이용자 수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 230%로 증가한 것
으로 알려짐

주요 활동
∘ 2011년 스포츠게임 출시
▶

인도 게임 기업 최초 유니콘 기업 등극

∘ 2018년 텐센트로부터
1억 달러 투자 유치
∘ 2019년 홍콩 헤지펀드가
6억 달러 투자하면서
인도 게임회사 최초
유니콘기업 등극

이런 인기에 힘입어 Dream 11은 2019년 4월, 홍콩 헤지펀드 스티드뷰 캐피탈
(Steadview Capital)로부터 6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니콘 기업이 되었음. 이로서
Dream 11은 인도 게임 업체로는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함. 한편 Dream 11은
2019년 1억 명의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2] Dream 11 애플리케이션

자료 : Dream 11

- 20 -

Ⅳ. 국가별 동향
1. 선진국 정책 현황
1) EU
2) 일본
3) 중국

2. 개발국 정책 현황
인도네시아

▪

2019 GIP 품목별 보고서

시장규모

시장 트렌드

품목 선도 기업

국가별 동향

시사점

1. 선진국 정책 현황
[표 4] 주요 선진국 디지털콘텐츠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주요 내용
⦁매출이 큰 디지털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

EU

EU

(‘18) 디지털세 부과

집행위원회

방안

부과하는 법안 발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
⦁유럽 자국의 디지털 산업 보호 및 육성 목적
⦁2020년까지 회원국들의 시행 목표
⦁프랑스서 디지털세 부과법안 상원 의결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국가가 선정한 특정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
⦁2015년, 방송국과 라디오국, 신문사, 광고

내각부

(‘13) 국가 특별
전략 구역법

대리점 등이 밀집된 도쿄 타케시바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타케시바 지역을 일본 콘텐츠 산업 육성
지구로 만들고자 실무 협의회 CiP(Contents

일본

innovation Program) 설립하여 콘텐츠 사업
부흥 지원

(‘18) 콘텐츠 글로벌
영상산업

수요창출 및 촉진

진흥기구

사업비 보조금 제도
(J-LOD)

중국통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 현지화 및 프로모션
비용 보조
⦁해외 진출을 목표로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과 프로토타입 영상 제작 사업 지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19) 미디어

⦁e-스포츠 산업 규범화 실시

운영센터 및

⦁플랫폼자원통합, 국내외자원융합,

e-스포츠

공업협회

산업뱅크
연구센터 설립

중국

시장조사, 정책컨설팅, 산업정책 연구 실시
⦁공정한 e-스포츠경기시스템 구축
⦁e-스포츠 관련 회의와 포럼을 개최
⦁인터넷 방송 플랫폼기업의 관할지역 등록
필수

국가인터넷

(‘17) 인터넷방송

정보판공실

플랫폼 등록제

⦁부적절한 콘텐츠 규제 위해 등록제 실시
⦁‘인터넷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관리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제와 함께
시행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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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

디지털 대기업에 세금 부과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18년 3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
벌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ation)’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함. 해당 법안에 따르면, EU는 글로벌 매출 7억
5.000만 유로, EU 내 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의 3%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음. 과세체계 개편과 유럽 내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세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EU는 2020년 1월까지 회원국에 디지털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EU 회원국 안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음. 이에 EU는 2020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한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방법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표 5] EU 주요 회원국의 디지털세 찬반 현황
찬반여부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찬성

스페인

주요 내용
디지털세 도입 상원에서 최종 의결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3%의 과세율 적용
디지털세 도입 예산 제정 실패, 향후 도입 재추진 가능

오스트리아 글로벌 디지털 기업 광고수익의 5% 세금 부과 추진 중
영국
아일랜드
반대

스웨덴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 발효 예정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본사 위치, 디지털세 반대
스포티파이 본사 위치. 디지털세 반대

룩셈부르크 아마존 본사 위치. 디지털세 반대
보류

독일

자동차 산업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결정 보류 중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

프랑스 상원, 디지털세 도입 최종 의결
프랑스 상원은 2019년 7월, 거대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프
랑스 정부는 전 세계 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하여
총 30여개의 기업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됨. 이런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보복관세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갈
등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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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도쿄 타케시바 지역 콘텐츠 특별 구역으로 지정
일본정부는 지역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가특별전략구역법을 제정함. 일본 정부는 도
쿄 타케시바(竹芝) 지역을 디지털콘텐츠 특구로 지정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비즈니스 거점을 형성할 계획임. 타케시바 인근에는 방송국과 리디오국, 신문사, 광고대리
점 등 미디어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디지털 콘텐츠 육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2020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빌딩이 완공될 예정임

▶

CiP 설립하여 타케시바 특별구역 활성화 방침
타케시바 지역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민간 업무 지구로 만들고자
2015년에 실무기구 CiP(Contents innovation Program) 협의회를 설립하였음. 해당 협의
회에서는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타쿠연구프로젝
트’ 등 콘텐츠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CiP는 향후 드론이나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로봇, 저작권, 전파 등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첨단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할 방침임

[그림 3] CiP 협의회 참여 기업

자료 : CiP

▶

해외 콘텐츠 수출 기업에 사업비 보조
일본 영상산업진흥기구는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시 현지화 및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제이로드(J-LOD)’ 제도를 운영 중임. 해당 제도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콘텐츠 기획 및 개발과 프로토타입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가상
현실 기술이나 5G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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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e-스포츠 육성 위해 미디어운영센터 및 e-스포츠산업뱅크연구센터 설립
중국통신공업협회는 e-스포츠 산업의 표준화와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미디어운영센
터’와 ‘e-스포츠산업정보뱅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중
국e-스포츠지성’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임. e-스포츠산업정보뱅크연구센터는 e-스포츠 업
계 발전을 위하여 플랫폼자원 통합, 개발 자원 통합, 시장조사 및 정책 상담 제공, 국내외
지적재산권 통합, e-스포츠 동향 심층 연구 등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중국e-스포츠지
성’ 플랫폼을 운영하여 e-스포츠 관련 업계를 한 그룹으로 결성하고, 회의와 포럼을 개최
하는 등 e-스포츠 문화 발전에 힘쓴다는 방침임

▶

건전한 인터넷방송 문화 정착 위해 인터넷방송 플랫폼 등록제 시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7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기업
등록 작업’ 문건을 발표하고, 각 지역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은 관할지역 인터넷정보
판공실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폭력적이거나 퇴색적인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임. 한편,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전한
인터넷방송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인터넷 콘텐츠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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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 정책 현황
[표 6] 신남방 디지털콘텐츠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주요 내용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창조경제 육성하기
위해 ‘창조경제위원회’ 설립

(‘15) 창조경제
육성 로드맵

⦁15개 창조경제 분야 규정
⦁2030년 세계 창조경제 중심국가 달성 목표
⦁2019년 창조경제 GDP 성장률 6.75% 목표
⦁창조경제 종사자 1,700만 명 달성 목표
⦁수출액 215억 달러 목표

인도
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

(‘19) 창조지구
건설

⦁2020년 창조지구 개발 착수 목표
⦁예산 100조 루피아 투자 계획
⦁위치는 미정

· 음원시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음원 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

(‘19) 포르타멘토

· 블록체인 기술 활용하여 저작권과 저작권자
관련 정보 관리

· 음악 정보 및 은행계좌, 납세자 번호 등
저작권료 지불에 필요한 정보 등록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인도네시아
▶

창조경제 육성로드맵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디지털 산업의 의 발전과 해당 분야 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
조경제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위원회’를 설립함. 총 15개의 창조경제 분야를 규정하고,
2030년 세계 창조경제 중심 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2019년까지 창조경제 GDP 성장률 6.75%를 달성하고, 창조경제 산업 종사자를 1,700만
명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2018년 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 규모는 7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8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임. 아울러 창조경제
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 창조경제 수
출 규모는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214억 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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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7년 기준 창조경제 중점 분야 GDP 기여율
1

요리

41.47%

9

음악

0.49%

2

패션

17.68%

10

사진

0.48%

3

공예

14.99%

11

공연

0.28%

4

미디어

8.84%

12

디자인

0.25%

5

출판

6.18%

13

회화

0.23%

6

건축

2.41%

14

영화, 애니메이션

0.18%

7

애플리케이션

1.92%

15

인테리어

0.17%

8

광고

0.84%

16 비주얼커뮤니케이션

0.07%

자료 : 창조경제위원회(Bekraf)

▶

창조지구 건설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는 2020년부터 ‘창조지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향후 경제
특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창조경제위원회는 창조지구 설립에 약 100조
루피아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90% 이상은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창조지구 설
립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지는 총 5,000헥타르에 달하며, 요리와 패션, 공
예, 동영상, 음악, 게임 등 6개 구역으로 구성할 계획임

▶

디지털 음원관리 시스템 ‘포르타멘토’ 출시 예정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워원회는 음원시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음원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포르타멘토(Portamento)’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함. 해당 시
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권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저작권을 보호해줌.
음악 가사를 포함한 음원관련 정보는 물론, 저작자 정보와 은행계좌, 납세자 번호 등 저
작권료 지불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등록하여 관리할 방침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도네시아 음원시장을 개선하여 자국 음악가들의 수익창출을 돕겠
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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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ter ‘미국 디지털미디어 업계는 계속 성장할 전망’
▶

●

디지털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마케팅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전망
포레스터(Forrester)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까지 디지털 마케팅 산업은 연평균 9%의 성

소속

Forrester

직위/

VP, Principal

만 디지털미디어 시장 규모의 성장 속도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되

부서

Analyst

며,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디지털미디어는 향후 마케팅 분

전문가

Shar
VanBoskirk

장률로 1,46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으로, 이전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 하지

야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해나갈 것임
① 디지털미디어 이용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2023년이면 미국 내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전망임. 따라서 미국인들의 인
터넷 사용은 당연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이용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임
② 경제 성장과 디지털 부문 투자는 정비례

미국의 GDP는 2015년 이후 매년 3% 가까이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적인 산업이
성장하면, 광고 지출과 디지털 관련 지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임
③ 생산자 직거래모델은 디지털 상에서 더욱 활발

미국 애완동물 식품 직거래 사이트 ‘The Farmer’s Dog’과 안경 직거래 사이트 ‘Warby
Parker’와 같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수익 모델에서는 디지털 요소가 필수적임. 이런 업
체들에게는 기존 전통적인 기업의 운영부서에서 행해졌던 주문 관리나 생산, 배송, 고객
관리 모두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이런 업체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소
셜 미디어 등의 콘텐츠 이용은 필수적임
④ 디지털 산업 신규 진입업체가 산업 발전 가속화

최근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의약, 제조 등 간접 영업 방식의 업계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이는 10여 년 전, 유통 및 여행 업계의 궤적을 따라 성
장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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