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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9년 PwC는 <2019~2023년 글로벌 M&E1 산업 성장 전망 보고서>를 발행했다. PwC는
해당 보고서에서 개인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의 증가, 5G 네트워크와 AI 기술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를 M&E 산업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1. 들어가며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PwC에서 2019년 발간한 <2019~2023년 글로벌 M&E 산업 전망
보고서>는 2023년까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시장이 매년 4.3%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디어 매체가 TV와 컴퓨터에 한정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일명 “개인 맞춤형(personalized)” 미디어
시청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업계의 거물들도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dia&Entertainment)의 준말

반면,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잠식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 규제를 신설할 수도 있다. 미디어 기업들 또한 소비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관련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본고는 <2019~2023년 글로벌 M&E 산업 전망 보고서>의 골자인 개인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5G 네트워크와 AI 기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고찰하며 향후 5년 동안의 미디어 산업
전망을 제시한다. PwC 보고서에서 주목한 여러 이슈는 향후 미디어 업계의 판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의 부상
2.1.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 배경

<2019~2023년 글로벌 M&E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M&E 시장
매출은 2.2조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3%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2.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1). 이와 함께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미디어 소비
패턴을 “사회화(socialization)”와 “고립(isolation)”, 두 단어로 정의했다. 표면적으로
두 단어는 전혀 반대의 의미를 지니지만, 최근 발생하는 미디어 소비 패턴은 두 단어의
양면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개인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사회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맞춤형 콘텐츠가 부상하면서 개인은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최적화된 맞춤형 미디어를 홀로 감상하는, 일명 “고립된” 미디어 경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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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9~2023년간 글로벌 M&E 시장 매출 전망 (단위: 1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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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wC 보고서에서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의 부상이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현재 시장 규모가 382억 달러까지 성장한 OTT
플랫폼은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대표적인 신(新) 미디어 플랫폼으로,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개발된 스마트 스피커 또한 미디어
업계에서 영향력이 향상하는 추세이다. PwC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 시장의 누적
성장률은 2023년경 38.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음성 콘텐츠가 부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M&E 업계 매출 중 디지털 플랫폼2의 매출 비율이 2019년에는
55.4%, 2023년에는 6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그림 2), 상당수의 소비자가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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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플랫폼 중 TV·라디오 등 전통적 플랫폼을 제외한 신(新) 미디어 플랫폼

더불어 PwC 보고서에서는 문화적·지리적 환경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의 차이가 개인 맞춤형
콘텐츠의 발전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즉, 맞춤형 콘텐츠가 발전할수록 각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에서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종교를 부정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리물을
좋아하는 국가에서는 추리물 관련 콘텐츠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해당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란 뜻이다.

2.2.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 가능 분야

2019년 PwC 보고서에서는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 가능 분야로 특히 광고·e스포츠
·오디오 콘텐츠에 주목했다. 광고는 이미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Amazon은 자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선호할 만한
광고를 개별 추천한다. Google도 한 이미지 내에서도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쇼케이스 쇼핑 광고를 개시하는 등 맞춤형 광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e스포츠 또한, 많은 사용자와 성장 속도 덕분에 미디어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일례로, e스포츠 영상을 다수 제공하는 미디어 기업인 Enthusiast는 YouTube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자사 채널을 구축했으며, 월간 조회 수는 1억 5,000만 건이 넘는다.
e스포츠 시장은 2020년경에 1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각 시청자의 선호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e스포츠 영상을 제공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Netflix는 향후 자사의 가장 큰 경쟁사가 동종업계의 HBO나 Hulu가
아니라 e스포츠 게임인 ‘Fortnite’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e스포츠 시장의 규모와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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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세계 e스포츠 매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 노란선: 스폰서십 (2) 분홍색: 미디어 방영권 (3)검은색: 스트리밍 광고, (4) 회색: 소비자 후원 (5) 붉은색: 경기 티켓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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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콘텐츠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총칭한다. 팟캐스트 마니아의 증가,
스마트 스피커의 등장,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 등이 오디오 콘텐츠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오디오 콘텐츠 이용의 증가를 반영하듯, 녹음 형태인 음악의 2017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7.7% 상승했으며,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의 2018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28.8% 상승했다.
또한, 시장 조사 기관인 Nielsen과 온라인 라디오 플랫폼인 Qingting FM(Dragonfly FM)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디지털 오디오 사용 인구는 총 6억 6,100만 명이며,
해당 수치는 중국 내 온라인 사용 인구의 82%에 해당한다. PwC는 2019년도 보고서에서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2018년에 자체 오디오 플랫폼인 BBC Sounds를 출시한 사례를 소개하며,
BBC Sounds처럼 한 플랫폼 내에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디오
플랫폼이 더욱 등장하리라 전망했다.

3. 5G · AI · 개인정보 보호
<2019~2023년 글로벌 M&E 산업 전망> 보고서가 주목한 또 다른 이슈는 5G 네트워크와 AI
기술의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이다. PwC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를 선호함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과 해당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필요한 5G 네트워크가 주목받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5G 기술은 향상된 데이터 전송 용량, 속도3를 바탕으로 AI 관련 콘텐츠가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G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콘텐츠는 화면 지연
확률과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PwC 보고서는 5G 네트워크의
활용이 증가하면 모바일 기기에서의 인터넷 사용량 또한 증가하리라 전망한다. PwC는
모바일 인터넷 매출이 2018~2023년 동안 연간 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해당
연평균성장률은 비디오 게임(6%)·유료 TV 방송(0%)의 연평균성장률보다도 높다.

M&E 업계에서 AI 기술, 5G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는 반면,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AI 등 첨단 기술을 미디어 콘텐츠에 접목하려면 개인 취향
등 소비자 정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사용자 가운데서는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를 다수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상태이며,
PwC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인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Protect.me>에 따르면
소비자 중 71%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영국 정보부(ICO)가 개인 정보법 위반 혐의로 Facebook에 65만 8,000달러를
청구한 사건 또한 이러한 불안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PwC 보고서는 소비자와
미디어 기업 간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으며, 미디어 플랫폼들은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대신 소비자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4G 네트워크 대비 데이터 용량은 1,000배, 데이터 전송속도는 100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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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PwC에서 발간한 <2019~2023년 글로벌 M&E 산업 전망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거론될 주요 이슈로 맞춤형 콘텐츠, AI와 5G 등 신기술, 개인 정보
보호를 고찰했다. 이 중에서도 PwC 보고서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로 대표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전 세계 각 지역의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의 발전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또한 광고, e스포츠, 오디오 콘텐츠
등 분야가 향후 개인 맞춤형 콘텐츠 산업과 긴밀히 연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PwC 보고서는 AI 기술과 5G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콘텐츠가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5G 네트워크는 해당
콘텐츠의 재생 환경이 원활해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다수의 소비자가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에
PwC 측은 소비자와 미디어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도
PwC 보고서는 근 미래의 글로벌 M&E 업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국내 미디어 업계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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