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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활동들이 팬데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
서도 줄지 않고 지속되거나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 여가, 소비,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는 현상을 “원격경제”로 정의

○ 원격경제의 확산은 서비스업의 구조, 혁신 패턴, 시장 규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격경제로 인한 서비스업의 변화에 대해 연구가 필요
- 특히 원격경제가 한국의 서비스업을 혁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를 계기로 등장한 원격경제의 현황과 특징을 몇몇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원격경제의 부상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을 모색
- 첫째, 원격경제의 현황과 확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몇 가지를 선정해서 비대면 서비스의 현황과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조사
- 둘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해당 업종의 산업 구조와 혁신 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생태계의 진화 정도를 진단
-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원격경제 생태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해갈지를
전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

ii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 연구 질문
○ (현황)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하거나 확대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에
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 (산업 구조: 플랫폼 발달)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해당 업종의 산업 구조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특히, 온라인화로 인한 플랫폼의 발달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 (혁신 패턴: 데이터 기반 혁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은 해당 업종의
혁신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 (제도의 영향)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발전하는 과정
에서 진입 규제, 플랫폼 규제 등 제도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전략과 정책)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생태계의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새롭게 발전 중인 이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는 무엇
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 원격경제의 사회적 측면은 다루지 않고 산업적 측면만 다루며, 산업
내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영향은 제외하고 서비스업에 국한해서 논의를 진행

○ 연구 방법
- 사례연구: ① 온라인 쇼핑, ② OTT 서비스, ③ 원격근무, ④ 메타버스, ⑤ 원격
교육, ⑥ 원격의료의 6가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같은 틀로 사례연구 진행
- 두 가지 설문조사: 국내의 원격경제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략 도출을 위해 6개 서비스 섹터 전
문가에게 서면 자문을 받음

요 약 iii

□ 사례연구의 분석 틀
○ 산업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기술, 조직, 제도의 공진화 과정을 분석하되, 원격경제
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분석 범주를 설정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온라인 시장의 확대, (조직) 경쟁 지형과 플랫폼, (기술)
데이터 기반 혁신, (제도) 규제 등 제도적 이슈, (시장) 내수 시장 수성과 해외
시장 진출 등의 이슈를 담아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을 구성
- 공통의 목차로 6개 섹터를 정리하고 각 생태계의 진화 정도를 그림으로 표시
[그림 1] 사례연구의 분석 틀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 원격경제 생태계의 진화 정도

자료: 연구진 작성

iv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제2장 원격경제 트렌드: 소비자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일
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표 1)

<표 1> 원격경제 트렌드 설문조사 개요
구분
모집단(조사대상)
조사 표본수

주요 내용
∙ 전국 만 14세 이상 일반 국민
∙ 2,000명(목표 표본)

조사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시기

∙ 2021년 6월 5일 ~ 14일 (10일간)

조사 대상 서비스

∙ 원격학습
∙ 온라인/모바일 쇼핑

∙ 원격의료
∙ 음식 배달앱 서비스,

∙ 원격근무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메타버스
조사 내용
(주요 문항)
조사 기관

∙ 이용 만족도

∙ 서비스의 좋은 점

∙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이용 의향 ∙ 서비스 개선 과제
∙ 엠브레인퍼블릭

자료: 연구진 작성

□ 설문조사 결과
○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그림 3), 코로나 19 이후의 전망(그림 4), 코로나
이후 활용 의향(그림 5)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서비스들은 3개 그룹으로 나뉘
어짐(표 2)
- “성장기”의 세 가지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정착된 서비스로, 만족도, 전망, 활용
의향 모두에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
- “초기-느린 수용”의 원격학습과 원격의료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 시작
된 서비스들인데, 만족도, 전망, 활용 의향 모두에서 중간 정도의 응답자 반응
을 보였고,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요인이 결합해서 시장 수용이 느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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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빠른 수용” 중 원격근무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만족도가
높고 코로나19 이후의 활용 의향도 약간 더 적극적인 응답이 나옴
- “초기-빠른 수용” 중 메타버스는 만족도는 중간이고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반
면 활용 의향은 매우 낮은 특이한 응답 패턴을 보였음. 이는 서비스 경험자가
적어서 응답자 본인의 의향은 불확실하지만 서비스의 미래는 모두 낙관하고 있
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향후 서비스의 빠른 수용을 예상할 수 있음

[그림 3] 7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4] 코로나19 종식 후 7가지 비대면 서비스의 전망 비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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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로나19 종식 후 7가지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향 비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표 2> 7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응답 패턴 비교
그룹
초기-느린 수용
초기-빠른 수용

성장기

만족도

코로나19 이후
전망

코로나19 이후
활용 의향

∙ 원격학습
∙ 원격의료

중

중

중

∙ 원격근무

상

중

중상

∙ 메타버스

중

상

하

∙ 온라인/모바일 쇼핑
∙ 음식 배달앱 서비스

상

최상

상

서비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료: 연구진 정리.

○ 원격경제의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성장기 서비스들에서 원격경제의 특징이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래서 이하 3장부터 8장까지는 설문조사에서 다룬 7개 서비스 중 음식배달을
제외한 6개 서비스에 대해 사례연구 결과를 정리할 것인데, 설문조사지의 순서
와 다르게 성장기, 초기-빠른 수용, 초기-느린 수용의 순서로 챕터를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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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온라인 쇼핑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 온라인 쇼핑의 개념
○ 소비자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음식 배달서비스 포함,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 제외)

○ 엄밀하게 보면 온라인 쇼핑은 전자상거래의 일부이나,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구
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

□ 국내 주요 현황(2020년 기준)
○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0년부터 연평균 20.3% 성장하여 159조 원
○ 국내 소매판매액(서비스 제외) 중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은 26.7%
○ 모바일 쇼핑은 2013년부터 연평균 49.3% 성장하여 108조 원,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

○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군은 “음･식료품”(12.4%), “가전･
전자･통신기기”(11.8%), “음식서비스”(10.8%), 의복(9.5%), 생활용품(9.0%) 등

□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 감염 우려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기업들이 배송 인프라 확충, 다양한 혁
신 실험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했으며, 이것이 다시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의 판도가 10년이나 앞당겨졌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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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 기존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기업(빅테크), 버티컬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
- 기존 유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에 강점을 가진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
- 온라인 플랫폼 기업: 온라인에서 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쿠팡, 네이버 등
- 버티컬 스타트업: 특정 상품군에 집중하는 무신사(패션), 식품(마켓컬리) 등

○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의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한 데 비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상대적으로 신규 진출 기업인 네이버와 쿠팡이 주도하
는 가운데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베이, 11번가 등)과 신규 스타트업이 시장 분할

○ 현재 시점에서 국내 유통산업은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 시기
- 기존 유통업체에 도전하는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이 등장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
예) 신세계와 네이버의 지분 교환, 아마존의 SK 11번가 지분 참여 등

○ 3~5년 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국내 유통산업의 시장구조는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가 될 전망
- 온라인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 오프라인은 기존 유통업체의 영향력 일부 유지
- 전문가들은 “3~5개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나 “10개 이상의 기업 간 완
전경쟁적 구조”의 가능성도 제시

□ (기술) 혁신 사례: 리테일테크(retailtech)
○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AI 등)
-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은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의 방대한 상품 간 매칭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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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높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성별･나이･지역･구매습관 분석
-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은 상품 주문 단계에도 활용: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을
통해 고객의 쇼핑을 지원하거나 고객을 응대
- 배송 단계도 효율화: 소비자의 미래 구매 패턴을 미리 예측하여 상품을 소비자
근처로 미리 이송하여 더 빠른 배송 제공, 자율주행 로봇이나 드론 활용

○ 기타 기술혁신(AR/VR 등)
- 오프라인 매장에서처럼 실제 상품을 보고 만져볼 수 없다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
점을 VR, AR 등 가상현실 기술이 점차 개선: 예) 이케아 플레이스의 AR 쇼핑
- 최근에는 메타버스(Metaverse)가 유통 부문을 혁신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결제 단계에서도 다양한 기술혁신: 모바일 앱(결제수단, 배송지 등 정보 저장),
원클릭 쇼핑, QR코드 결제, 지문, 얼굴 등 생체 인식 결제 기술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배송시간 단축은 온라인 쇼핑의 확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 새벽배송, 당일
배송 등 → 향후 배송 시간이 극단적으로 단축된 퀵커머스가 확산될 전망

□ (제도) 제도적 이슈
○ 현재 국내 유통 산업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환경 오염(쓰레기, 폐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ESG 경영

○ 국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주요 과제: 플랫폼 노동자 보호,
포장재/플라스틱 규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통구조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

□ (시장)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 3~5년 후에 글로벌 유통기업(아마존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5% 내외로 낮게 전망: 물품 조달, 물류의 진입장벽, 세금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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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후에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전체 매출
액 중 해외 비중이 5%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 국가별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

□ 생태계의 진화 정도
○ 현재 국내는 다수 플랫폼 간 경쟁 vs. 해외는 소수 지배적 플랫폼 과점화의 초기
○ 국내 유통 기업들이 해외 주요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혁신을 시도
○ 미래에는 국내와 해외의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
[그림 6] 원격경제 생태계의 진화 정도: 유통 산업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전망 및 정책 과제

□ 생태계의 진화 전망
○ 향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속
화하면서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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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견인한 요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

□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 예) 무인매장의 출입 통제, AI 챗봇 성능, 정보 보안, 자동결제, 교환･환불 등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잉 규제와 중복 규제 우려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다수 법안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에서 주무부처 미정

□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 기술혁신, 사업모델 혁신,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채널 구축(예. 완전스마트매장)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 친환경 포장재 도입, 친환경적 배송 모델
개발, 노동자 삶의 질, 판매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논란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 정책 과제
○ 국내 유통기업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을 시범사업 추진, 기술 표준 구축,
기술 인증 등을 활용하여 지원

○ 국내 유통 산업이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에서 지배적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게임의 룰인 규제를 공정하게 정립

○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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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OTT 서비스
제1절 개념과 현황

□ OTT 서비스의 개념
○ 개념 및 유형 : OTT(Over The Top)는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동영상 등의 콘텐
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수익모델, 사업자, 서비스 방식에 따라 구분됨
- 수익 모델: ① 유료 모델(거래 모델, 가입 모델(임대/소장형, 후원형)), ② 광고
기반 무료 모델
- 사업자 유형: ① 플랫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제공,
② 방송, IPTV,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③ 인터넷 개인 방송을 제공
- 서비스 방식 : ① 인터넷 기반 단말기로 여러 OTT 서비스를 제공, ② 앱을 활용
하여 이용자가 보유한 여러 단말기로 동영상을 제공

□ 주요 현황: OTT 시장 규모
○ 글로벌 OTT 시장 규모는 2015년 161억 달러에서 2019년 464억 달러로 증가
했으며 2024년에는 868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5년에 1억 7,100만 달러에서 2019년에 9억 6,200
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상반기에 OTT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크게 증가
- Netflix는 글로벌 시장에서 2020년 1분기에만 1,600만 명의 신규 가입자 확보
- 국내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42.7%였던 이용률은 2019년
52.0%를 기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 66.3%로 급증

요 약 xiii

○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후에도 OTT 서비스 시장의 지속 성장 예상
- 코로나19 시기의 OTT 서비스 이용 습관이 고착화되어 지속 성장 가능
- 기존 미디어에 대한 완전 대체보다는 일부 대체 형태로 시장 형성 전망
- 소비자별로 복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멀티호밍 트렌드 정착 예상

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 주요 기업과 경쟁구도
- 국내외 OTT 시장을 Netflix가 주도: 글로벌 시장의 1/3(2020년~2021년 초
기준, 가입자 2억 명), 국내 시장의 1/2을 점유(2020년 5월 기준, 736만 명)
- 국내 OTT 시장에서의 서비스 경쟁 심화: Disney+가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HBO Max, Apple TV+, Amazon Prime Video 등도 본격 진입 예정

○ 플랫폼화 정도: 수익모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나, Netflix가 국내외
플랫폼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Netflix형 플랫폼으로 수렴 중
- Netflix형 플랫폼의 특징: ① 월정액제 시스템 중심의 수익 창출, ② 가입형과
거래형의 조합(혼합형), ③ 막대한 투자를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④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통합, 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⑥ 수출시장 중심의 글로벌 현지화

□ (기술) 혁신 사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인공지능 영화 추천 엔진 ‘시네매치(cinematch)’
- 구독자의 클릭 패턴, 검색 패턴, 실제 대여 목록, 평점, 시간대, 활용 디바이스,
시청 중단 지점 등을 분석하여 구독자의 성향을 토대로 정교하게 콘텐츠 추천
- 시청자 행동 데이터에 기초하여 개인 성향과 가까운 시청자 그룹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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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에 태그(#)를 부여한 후 해당 그룹이 선호할 만한 콘텐츠 소개
- 시스템 추천 영화가 구독자의 실제 영화 감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75%~80%
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고객유지율 93%에 기여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으로 확대: Netflix는 콘텐츠 배급에서 제작으로 비즈니
스 모델을 확장 중으로, 2013년 BBC 원작 ‘House of Cards’를 리메이크하면
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작했고, 2017년에는 코믹스 회사 Millarworld 인수
- 수출시장 중심의 글로벌 현지화: 비용 절감과 마케팅 목적으로 한국 등 10개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치해서 현지 콘텐츠 라이센싱, 역수출, 제작자 영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화 전략을 추진했으며, 한국 시장에는 2016~2020년까지
7,70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21년에만 한국 콘텐츠 제작에 5,500억 원 투자

□ (제도) 제도적 이슈
○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불 역차별 이슈: Netflix는 2014년부터 미국과 프랑스에
서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최근 재판부의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
급 결정이 났으나 Netflix가 항소한 상태

○ 관계 부처 간 법・제도의 산재: 문체부, 방통위, 과기부가 경쟁적으로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 세제지원 등 국내 OTT 서비스를 위
한 제도 개선 지연

□ 국내 시장 수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이슈
○ Netflix, Disney+ 등 해외 공룡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토
종 OTT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시급

○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에도 대부분의 경제적 성과는 Netflix로 귀속

요 약 xv

- Netflix의 ‘오징어 게임’ 투자액은 200억 원이었으며 제작사((주)싸이런픽쳐스)
의 수익은 2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추정
- 반면, Netflix의 시가총액은 ‘오징어 게임’ 첫 방영(2021.9.17.) 이후 3주 간
28조 원이 증가한 337조 원인 것으로 집계

□ 생태계의 진화 수준 분석 및 진화 전망
○ 현재 국내 OTT 생태계의 수준
-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이용자의 서비스 활용 패턴(시청 시간, 선호도 등)을 토
대로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단계
- 플랫폼 발달: 다수의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진입하고 경쟁하
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도입기와 이행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며, 점차 Netflix
형 플랫폼 중심으로 과점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10년 내 국내 OTT 생태계의 변화 전망: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과 플랫폼
발달 측면에서 선도국과 한국 모두 진보하면서 선도국 생태계의 우위 지속 전망
[그림 7] 선도국 및 한국 OTT 생태계 진화 전망

자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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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및 정책 과제

□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 거대 해외자본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와의 제휴
를 다각화함과 동시에 중국 등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 틈새전략을 활용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라이브커머스,
스포츠 중계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주 영역이 아닌 틈새 시장 공략 전략

○ 유료방송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유료방송플랫폼이 보유한 기존 가입자 규
모와 OTT 서비스 사업자의 신규가입자 유치 역량을 조합한 윈-윈 전략 추구

○ 수직 결합형 가치사슬 구조화 및 요금제 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콘텐츠 기업과
네트워크 기업 간 수직 결합을 통한 비용의 내부화, 주요 이해관계자인 IPTV 3
사와의 조율을 통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이용층도 흡수하는 TV 요금제 도입

□ 정책 과제
○ 콘텐츠 성공 예측 모델 개발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OTT 콘텐츠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대규모 자본 유치의 토대 제공

○ 국내 OTT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규제 폐지: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불, 국산 OTT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수익배분률 제한 제도화

○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공제제도 신설: 역량 있는 콘텐츠 제작 인력 풀의 유지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수익의 일부를 생계형 제작인력에게 지원하는 제도 마련

○ OTT 영상물 등급 평가기준 완화: OTT의 특성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영화나 방
송 영상물 등급 평가 기준보다 유연한 별도의 OTT 콘텐츠 심의 규정 마련

요 약 xvii

제5장 원격근무
제1절 개념과 현황

□ 개념과 주요 현황
○ 개념: 원격근무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유연하
게 업무를 수행하고 협업하는 근무 행태

○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은 화상회
의 기반의 협업도구로, Zoom, MS Teams, Skype, 구글 Workspace 등이 세
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

○ (플랫폼) 클라우드, 전사적 콘텐츠 관리(ECM) 솔루션, 원격접속 솔루션 등의 중
요도가 증가하고 있고, 원격근무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폭발적 성장세 예상

○ (네트워크) 원격접속 확대와 대용량 콘텐츠 공유로 가상 사설망(VPN)과 5G 네트
워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VPN은 사설망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VR/AR
콘텐츠 활용 증가로 고대역 네트워크 필요

○ (디바이스) PC와 노트북 뿐 아니라 VR/AR 콘텐츠 이용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조 모니터와 헤드셋 등 원격회의용 액세서리 기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 최근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원격근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

○ 2020년 5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조사 결
과,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84.4%로 만족하지 않는다(14.2%)를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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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31개국 3만명을 조사한 결과, 66%의 기업가들
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사무실 구조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73%
의 직장인들은 원격근무의 확산을 희망한다고 응답

[그림 8]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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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주요 기업과 경쟁 구조
○ (기존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기업) 원격근무 확산 이전부터 화상회의 또는
협업 솔루션을 상용화한 전문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인 시스코(Cisco)의 웹액스(Webex) 솔루션은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이용 중이며, IDC가 2020년 8월 발표한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부문에서 1위를 차지

○ (빅테크 기업)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격근무 시장에
다크호스로 등장
-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솔루션은 2019년 1300만명 수준에서 2020년
11월 기준 약 1억2천만명으로 일일 이용자수 급증

요 약 xix

- 구글은 선두기업들을 추격하기 위해 2021년 6월 유료로 제공되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무료로 전환
- 네이버클라우드는 2021년 4월 네이버웍스, 워크플레이스, 워크박스를 통합한
’Naver Cloud for SMARTWORK“를 공개

․네이버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등 이미 국내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서비스들
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최대 강점

○ (스타트업) 2019년 1분기 6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줌(Zoom)의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8.83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며 시장에서 단연 두각
- 국내 스타터업의 경우, 토스랩의 잔디(Jandi)가 2021년 7월 기준 사용 기관이
30만곳에 달하고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을 비롯해 70여개국에 진출

□ (기술) 혁신 사례
○ 기술 혁신: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등 AI를 이용한 성능 개선을 넘어 VR/AR
을 이용한 기술 혁신이 가시화
- 2021년 시스코 웹엑스와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원격회의 참여자들이 말하는 영
어를 다국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서비스를 공개했고, 줌은 2022년 말까지 30개
국 언어로 지원되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와 12개국 언어의 실시간 번역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
-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VR/AR 기술을 접목해 원격협업을 지원하는 메
시(Mesh) 플랫폼 공개했는데, 기존에 SF 영화에서 보던 사람과 가상 아바타와
의 회의를 비롯해 3D 가상 차트와 같은 홀로그램 공유 및 조작을 지원

○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업 별로 파편화된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거나
고객사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
-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할 경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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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Swit)의 스윗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끌어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
- 원격근무 솔루션이 자사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동하기 위해서
는 커스터마이징 필요

□ (제도) 제도적 이슈
○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원격근무자 복무 관리가
현재까지 드러난 대표적인 원격근무 관련 제도적 이슈

○ 미 하원은 2020년 10월 공개한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조사 보고서”에서
구글의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 중 하나로 언급
- 구글 캘린더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Zoom 대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Zoom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경고.
- Zoom과 FTC는 2020년 11월 내･외부 보안위협 평가 및 문서화, 사용자 보호
수단 개발, 취약성 관리프로그램 제공, 다단계 인증 배포, 데이터 삭제 지원,
유출된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해 합의

○ 원격근무의 장점을 살리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격근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복무관리 제도 수립이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 재택근무 도입과 설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재택
근무 종합 메뉴얼’을 발표

제3절 생태계 진화 전망 및 정책과제

□ 생태계 발달 정도 및 진화 전망
○ 국내 원격근무 생태계는 플랫폼 발달정도는 다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이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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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는 화상화의를 넘어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활발한
원격협업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반면, 글로벌 원격근무 생태계의 경우 플랫폼 발달 정도는 소수 플랫폼이 시장
을 지배하는 안정기와 VR/AR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원격근무가 활성화된 데
이터 기반 혁신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정책과제
○ 국내 플랫폼 기업과 중소･중견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은 보유역량에 따라 차별
화된 전략을 펼쳐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역량 강화 필요
-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사 솔루션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원격근무 시장지배력 강화
- 국내 중소･중견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과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강화를 통
해 국내 중소기업 시장을 공략
- 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 변화를 고려해 VR/AR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에 집중하고 아직 태동기인 ‘메타버스형 원격근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 원격근무 솔루션 도입 및 생태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속히 개선
하고 지속 성장･발전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 및 연구개발 필요
-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 시급
- 중소･중견기업들의 원격근무 솔루션 구매와 해외향 솔루션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 정부 주도로 원격근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VR/AR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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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메타버스
제1절 개념 및 현황

□ 메타버스의 개념 및 주요 현황
○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메타버스 개념으로서 ‘가상세계’에 초점

○ 현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AR･VR･MR)의 규모는 2024년
2,969억 달러(약 350조 원)로 현재보다 10배가량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제조분야와 플랫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 팬데믹 환경에서의 비대면 트렌드는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의 확장을 촉진시켜 실
감형 체험 콘텐츠 증가 및 게임 외에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확장을 촉진
-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의 활동비중이 증가하면서 확장된 가상세계로 진화 중
- 특히,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치중되어 있던 VR서비스는 친교활동과 교육, 비
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 가상의 공간이 실제 현실로 착각할 만큼 정교해지고, 일상의 활동 대부분이 구
현됨으로써 두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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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메타버스 생태계

□ 메타버스 생태계와 경쟁지형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기존 분석틀로는 1) C-P-N-D(콘텐츠･플랫
폼･네트워크･디바이스)와 2) HW-SW-Service-Tool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프라(DN)-플랫폼(P)콘텐츠(C)-IP’의 대안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분석하고자 함
<표 3>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로 구성되는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인프라

∙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5G), 몰입적 경험을 지원하는 실감형 디바이스

플랫폼

∙ 실감형 콘텐츠의 개발, 유통, 서비스를 구현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운영 기반

콘텐츠

∙ VR･MR･XR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산업 분야 등의 실감형 창작물

지식재산권(IP)

∙ 패션, 엔터, 게임, 캐릭터 등 독창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IP

□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 (경쟁 구조 및 플랫폼)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플랫폼 발전단계는 현재 시장과 산
업지형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초기단계
- 인프라와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이 두드러짐
- 다만 소프트웨어 플랫폼 일부와 콘텐츠 영역에서의 중견-스타트업들이 선전
- 기업 간 경쟁 구도와 혁신패턴의 성공사례가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가격/품질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경쟁의 단계로는 미진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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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사례) 데이터･AI 기반 기술혁신, 플랫폼 기반 기술혁신, 인프라 기반 기술
혁신, 콘텐츠/IP 기반 기술혁신의 일부 성공사례가 관찰됨
- 메타버스 공간 내 축적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선호 캐릭터를
산출한 가상의 실감형 아바타가 구현되고 있으며 IP시장의 강자로 부상
-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기 보유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광범
위한 원격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출시
- 페이스북은 실감형 장비 제작기업인 오큘러스를 인수함으로써 메타버스 인프라
의 지배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플랫폼 강화
- 제페토는 주요 아티스트, 패션 브랜드 IP와의 제휴를 맺음으로써 자사 제공 콘
텐츠와 아바타를 다양화하고 홍보 효과를 통한 수익창출 극대화

○ (제도적 이슈)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문제,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 가상재화의 소유권･저작권 이슈, 기타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검토 필요

□ 메타버스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및 향후 진화 전망
○ (시장) 한국이 보유한 K-POP, 웹툰, 웹소설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콘텐츠’나 ‘지
식재산권(IP)’의 측면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플랫폼’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의 진척도가 낮으며 점
유율 측면에서도 해외기업의 독과점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
- 제페토의 방탄소년단(BTS) 원격 콘서트 K-웹툰의 수출현황 등을 고려하면 한
국의 창작물과 지식재산권(IP)은 해외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생태계의 진화 정도) 한국 내 메타버스 가상세계 관련 기업의 대다수는 아직 플
랫폼을 형성 중인 ‘도입기’에 해당되며, 네이버Z, SK텔레콤 등 기존 비즈니스 모
델을 토대로 확장 중인 일부 기업들은 ‘이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생태계 진화 전망) 10년 후,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진화 정도는 소수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의 ‘안정기’, 혹은 ‘이행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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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
한해 생태계 진화가 예상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수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기업들
이 성장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정도가 활발해지는 양상이 예상됨
[그림 9] 한국･미국･중국 메타버스 기업군의 발전 수준

[그림 10] 기업 분포로 본 한국의 메타버스 가상세계 발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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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망 및 정책과제

□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 글로벌 IT 기업들의 확장성이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 적극적
인 M&A와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빠른 성장이 예상됨

□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 국내기업의 전략적 선택지로 한국기업의 콘텐츠･IP와의 연계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K-POP, 드라마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경쟁력이 높지만,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수준의 경우는 주요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다소 부족
- 기존 사업영역에서의 메타버스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메타버스 플랫
폼과 지식재산권의 결합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완제품 시장의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나,
그 핵심이 되는 주요 핵심기술에서는 국내기업의 공략 가능성이 존재

□ 규제 개선 과제 및 정책과제
○ 메타버스 산업의 규제개선 이슈 및 주요 정책과제
- VR,XR,MR 등 가상실감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력 강화 지원
- 메타버스 환경에 부합하는 ‘망중립성’ 예외범위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범용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 메타버스 가상공간 내 활발한 창작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거래환경 마련
및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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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원격교육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 원격 교육과 에듀테크
○ 에튜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전통적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AR, VR, 3D 등 ICT 기술이 융합하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
는 새로운 기술”로 정의됨

○ 국내에서는 원격수업, 이러닝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 국내 원격 교육 변화
-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교육부, 2020.3.27.), 온라인 개학(교육부, 2020.3.31.),
원격수업 민･관 협업(교육부, 2020.4.21.) 등을 통해 원격 수업과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 원격 교육 변화
- 에듀테크 분야는 코로나 이전 연평균 13.1% 성장 보다 높은 연평균 16.3% 성
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18~2019년은 초기 원격 교육의 시작, 2020~2021년에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22~2023년은 기업대 소비자간 B2C 에드테크 모델의 증가, 2024~2025년
에는 모바일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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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 경제로의 전환과 원격 교육 생태계의 변화

□ 국내 원격 교육 시장 생태계와 규모
○ 원격 교육 시장 부문별 매출
- 국내 원격 교육 시장에 대한 조사가 통일된 것은 없는 상태로,국내 이러닝 산업
전체 매출은 2020년 4조 6천억원 규모이며, 서비스가 약 3조3천억원, 콘텐츠
가 8400억원, 솔류션이 4000억원을 차지

○ 원격 교육 시장 기업
- 이러닝 관련 기업 수는 2020년 5.2% 증가해 1905개 기업으로, 서비스 분야가
1163개, 콘텐츠 분야가 464개, 솔루션 분야가 279개며, 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 31,747명임

○ 글로벌 유니콘 기업
- 벤처 캐피털의 활발한 투자로 인해, 주식 시장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교육
서비스 기업의 수는 2015년 10개 내외에서, 2018년 30개, 2020년 40개,
2025년 100개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격 교육 혁신 사례
○ 데이터기반 기술혁신
-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 뤼이드(산타토익)
- 어큐이투스(Acuitus),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 대학 챗봇 조교, ‘질 왓슨’
- 성장형 아바타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1

요 약 xxix

□ 원격 교육 제도적 이슈
○ 공교육 진학과 평가제도 등의 경직성으로 근시일내에 산업구조 변화가 어려움
○ 공교육 분야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 독과점 상태임
○ 대학교수와 연구원과 달리,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전문가인 교사의 에듀테크 분야
에 대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림 11]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진화

□ 원격 교육 생태계의 진화 정도
○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
- 현재 혁신 정도 측면에서는 혁신이 활발하고, 플랫폼 발달 정도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하는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향후 10년 내에 혁신 정도에서는 혁신 활발 단계, 플랫폼 발달 정도에서는 소수
의 지배적 플랫폼이 과정화 되는 안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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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
- 현재 혁신 측면에서는 혁신 시도가 등장하는 단계이고, 플랫폼 측면에서는 플랫
폼 미형성의 도입기와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이 나타나는 이행기에 걸쳐 있음
-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은 혁신정도에서는 혁신
활발 단계로, 플랫폼 발달 정도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경쟁이 일어나는 이행
기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과점화가 나타나는 안정기에 걸쳐질 것으로 전망

제3절 원격교육(에듀테크) 전망 및 정책 과제

□ 원격교육(에듀테크) 생태계의 변화 전망
○ 향후 원격교육은 확대되겠지만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사교육 시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혼합 수업(hybrid instruction:
비대면 실시간 수업 및 동영상 제공 수업과 함께 주기적인 대면 수업을 하는 방
식)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에듀테크 기업과 기존 교육 콘텐츠 기업이 서로 경쟁할 것임
○ 성인 교육에서는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영향력도 확대될 것임

□ 원격교육(에듀테크)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 현재 중앙집중식 공교육 플랫폼에 분산식 공교육 플랫폼 검토 필요
□ 국내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 국내 기업들은 후발 주자이지만, 혁신성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요 약 xxxi

○ 그러나 공교육 현장 경험과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임
○ 국내 공교육 시장 참여를 통한 우수 성공 사례 창출이 필요함
○ 또한 국내 대기업의 스타트업･중소기업 협업과 국내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에듀
테크 기업의 협업이 필요함

□ 원격교육(에듀테크) 개선 과제 및 정책 과제
○ 폐쇄형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과 테스트 베드 제공
- 현재 공교육과 관련한 국내 원격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독과점 플랫
폼 정책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진입이 막혀있는 상태임
- 공교육 원격 플랫폼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공공과 민간 협력 생태계 구축
- 공공 교육 부분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

○ 교사 기업가(티쳐 프러너: Teacher + Entrepreneur) 허용
- 현재는 겸직 및 고용 휴직이 가능한 교수나 연구원과 같이, 교사의 에듀테크
벤처기업 겸직 허용, 고용 휴직 허용 등의 법적･제도적 완화 검토 필요

○ 국내 성공사례와 ODA 연계 국내 에듀테크 기업 수출 지원
- 한국 공교육에서의 성공 사례에 기반한 해외 수출과 ODA 연계 에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필요

○ 공공+민간 교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공공 교육과 민간 교육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데이터의 종합적인 수집과 품질관
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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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원격의료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 원격의료의 개념
○ 원격의료는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ICT
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원거리 전달’(Telehealth)로 정의하며, 임상서비
스에 한정하는 의미의 원격의료는 원격진료(Telemedicine)로 구분

□ 주요 현황
○ 국내는 원칙적으로 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어 코로나19 이전 국
내 원격의료 현황은 지지부진하여 15년 가까이 시범사업만 반복

○ 국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범위나 조건에 차이가 존재하나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허용(OECD, 2020)

□ 코로나19 이후 주요변화
○ 코로나19가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대리 처방을 허용했
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
- 2020.2.24.~2021.9.5.까지 총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 시행, 1만 1,936개 의
료기관이 참여, 이용자의 수용도와 만족도는 높았으며 큰 부작용은 없었음

○ 미국의 경우 2020년 3월 원격의료 규제완화로 인해 2021년 2월 원격의료 청구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배 증가하였으며 의료인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
- 영국과 일본도 유사하게 2020년 원격의료를 권고하거나 허용범위 확대 조치

○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여 연평균성장률은 최저 17.7%에
서 최대 38.2% 수준의 높은 성장 전망

요 약 xxxiii

○ 글로벌 원격의료 투자도 2020년부터 급증하여 2021년 2/4분기 원격의료 투자
금액은 약 50억 US$로 전년 기록까지 갱신

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범사업만 가능하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은 전무

○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경쟁구도는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공
격적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TV, 통신망, 채팅
앱 등 기존 플랫폼 내에 원격의료를 통합하려는 시도 활발
- 대형의료기관들은 주로 원격의료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 협력병원과의 원격의료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 중

○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격
의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원격의료 시장 세분화
- 원격의료 전문기업,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빅테크기업, 보험자나 헬스시스템은
각자 강점을 보유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시장을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건강관리시장까지 확대하려고 시도
-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Provider)가 원격의료 서비
스를

수평적으로

통합(예:

텔레닥)하거나,

제공자(Provider),

유통자

(Distributor), 보험자(Insurer), 공급자(Supplier)를 모두 수직적으로 통합하
는 방식(예: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장

□ (시장)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 국내 원격의료 시장은 플랫폼이 형성되거나 도입되는 단계이나 여전히 원격의료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원격의료 이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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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격의료 시장을 안정적으로 견인할지는 의문 존재
- 상당수 원격의료 기업은 이를 대비해 해외진출 전략도 함께 준비

□ (제도) 제도적 이슈
○ 코로나19 이후 규제 방향, 개인정보보안, 의료사고 책임이 주요한 이슈로 특히,
미국도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규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원격의료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로비가 활발

○ 국내 원격의료 규제는 불확실성이 높으나, 최근, 의료인의 입장변화와 입법동향
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할 가능성 존재

□ 생태계의 진화 정도
○ 국내 생태계 진화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플랫폼 발달정도는 ‘도입기’, 혁신
정도는 혁신유형에 따라 ‘혁신 미미’와 ‘혁신 시도 등장’ 단계에 해당
- 플랫폼 발달정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완화로 인해 플랫폼을 새롭게 형성하
거나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는 ‘도입기’
- 혁신 정도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나 기타 기술혁신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단순한 온라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혁신 미미’ 단계이며, 프로세스나 사업
모델 혁신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시도 등장’ 단계

○ 원격의료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 생태계의 경우 플랫폼 발달정도는 ‘이행기’,
혁신 정도는 혁신유형에 따라 ‘혁신 시도 등장’과 ‘혁신 활발’ 단계에 해당
- 플랫폼 측면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원격의료 서비스의 자사 플랫폼 통합이 활발해
짐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 스타트업이나
아마존 사례와 같이 프로세스나 사업모델 혁신측면에서 원격의료 기업이나 빅테
크 기업의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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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망 및 정책 과제

□ 생태계의 진화 전망
○ 미국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 원격의료 정책이 일부 회귀한다 해도 원격의료 플
랫폼 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10년 후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예상

○ 국내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규제가 일부 해결된다 해도 지배적인 플랫폼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며 10년 후에도 다양한 플랫폼 경쟁이 지속될 것

○ 구글이나 바빌론헬스 사례와 같이 원격의료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등 데이
터 기반 혁신도 속도를 내고 있고 가속화될 전망이나,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
에 비해 원격의료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혁신에 뒤처짐

○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경우 미국은 원격의료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이나 사업모델 혁신에 따른 와해성 혁신이 가속화되나, 국내는 당연지정제와
저수가 기조로 인해 원격의료 기업의 와해성 혁신은 제한적

[그림 12] 원격의료 생태계 전망

주: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8인 서면자문을 종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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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규제 방향이 가장 큰 변수: 최근 의사회의 입장은 변화
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나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

○ 원격의료 수가나 협소한 국내시장 그 자체가 플랫폼 진화에 한계로 작용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에도 한계

□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 해외 원격의료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의 국내 원격의료 시장 진출 가능성은 낮음
○ 국내 원격의료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로 요약
- 헬스케어 기업이나 대기업이 해외 원격의료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기업 설립
- 니치시장의 특수성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 원격의료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 규제 개선 과제 및 정책 과제
○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확대
하고, 가치기반지불제도(Value based payment) 등 관련 제도 정비

○ R&D 지원, 디지털전환 지원,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 등 원격의료산업 기반 조성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원격의료 플랫폼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산업형성 정책 수단 검토 필요

○ 디지털헬스로의 확장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 설계 고려
○ 환자 중심성을 고려한 연결의료(Connected Health) 관점에서 원격의료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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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론
제1절 원격경제의 개념적 위치

□ 원격경제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
○ 한 시기 경제체제 전체의 특징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고, 특정 영역의 경제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

□ 원격경제의 개념적 위치
○ 원격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이고, 따라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공유
- 한 가지 차별점은 디지털 전환의 추세가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온라인화되지 않았을 영역까지 온라인화시킴
으로써 우리 삶의 경로를 바꾸었다는 점

제2절 사례연구 종합: 분석적 결론들

○ 6가지 사례연구를 분석 범주에 따라 종합해서 <표 4~6>과 같이 요약함
○ 사례연구 종합으로부터 원격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을
도출하고, 아래 박스들과 같이 몇 가지 ‘분석적 결론’으로 요약함

□ (지속 여부) 원격경제로의 전환: 비가역적 변화
∙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원격 서비스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정화되어도 다시

분석적 결론
1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강제적 사용 환경 → 기업들의 혁신 →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습관 형성 → 지속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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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례연구 종합: 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
항목

경쟁
구도
조직

온라인 쇼핑

OTT 서비스

∙ 기존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빅테크 기
업(네이버, 쿠팡), 버티컬 스타트업(무신사,
마켓컬리 등)이 경쟁하는 구도
∙ 빅테크가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하면서 기
존 온라인 플랫폼(이베이, 11번가)과 버티컬
스타트업이 시장 분할

∙ 레거시 미디어, OTT 전문사업자, 빅테크가
경쟁,중 Netflix가 국내/글로벌 시장을 주도
∙ 국내는 Netflix가 주도, 토종 OTT와 해외
후발 OTT가 나머지 시장을 분점, 통신사,
콘텐츠 제작사 등도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
담당
∙ 레거시 미디어를 전부가 아닌 일부 대체, 복
수의 OTT 구독(멀티호밍) 보편화 전망

∙ 현재 국내는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 시기
플랫폼
∙ Netflix가 지배적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주도
∙ 3~5년 후 온/오프 포함 국내 유통산업은
발달
∙ 후발 사업자들은 Netflix의 사업모델을 모방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가 될
정도
하면서 성장 노력
전망
데이터 ∙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구매 패턴 분석에 ∙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구독자의 성
기반
기반한 맞춤형 추천, 예측 배송, 고객 응대 향을 분석하고 맞춤 추천을 해주는 추천 기
혁신
및 상품 주문 지원
능 발달

기술

기타
기술
혁신
기타
혁신

∙ VR/AR 기술 활용한 제품 전시, 최근 메타
버스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
∙ 결제 단계 간소화 위해 다양한 기술혁신 시도

∙ 배송시간 단축(새벽배송, 당일 배송 등)

∙ Netflix식 사업 모델: 월정액제 구독 모델,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오리지널 컨
텐츠의 양적/질적 확대, 콘텐츠 제작과 유통
의 통합, 수출시장 중심의 글로벌 현지화

제도

∙ ESG: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환경 오염 등 ∙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불 역차별 이슈
∙ 온라인 플랫폼 규제
∙ 담당 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제도적 혼선

시장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시장 점유 가능성은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지속, 토종 OTT가
낮음(국내 점유율 5% 미만)
국내 시장 수성은 어려워 보임
∙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낮음 ∙ 해외 시장 진출은 OTT 사업자보다는 콘텐츠
(해외 매출 5% 미만)
제작자가 용이

∙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 온/오프를 연계하
기업의 전략적
는 옴니채널 구축
선택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친환경 포
장재, 노동자 보호, 불공정 행위 대응)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술표준 구축, 기술인증 지원
∙ 플랫폼 간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
록 게임의 룰 정립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분야 정책목표
달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 거대 해외자본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 틈새전략을 활용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
∙ 수직결합과 요금제 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 콘텐츠 성공 예측 모델 개발 지원
∙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폐지
∙ 영상 제작 인력 공제제도 신설
∙ OTT 영상물 등급 평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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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례연구 종합: 원격근무와 메타버스
항목

경쟁
구도
조직

원격근무

메타버스

∙ 현재 시장과 산업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초기 단계
- 빅테크: 인프라와 플랫폼 선점, 지배력 확보
∙ 기존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기업(시스코,
- 중견/스타트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웹엑스), 빅테크 기업(MS, 구글, 네이버), 스
영역에서 선전
타트업(Zoom, 토스랩)이 경쟁하는 구도
∙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혁신과 시장 진입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가격/품질 경쟁이 벌
어지는 시장 경쟁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

∙ 현재는 국내외 모두 플랫폼 형성기
플랫폼
∙ 한국 기업 대다수는 플랫폼 형성 중인 도입기
∙ 향후 국내는 다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이행기
발달
∙ 네이버, SKT 등은 기존 사업을 토대로 메타
로, 해외는 소수 플랫폼이 지배하는 안정기
정도
버스 영역으로 확장 중인 이행기
로 발전 예상
데이터
∙ 메타버스 공간 내에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를
∙ 시스코, 구글: AI를 활용한 다국어 번역 서
기반
바탕으로 AI가 선호 캐릭터를 산출하는 실감
비스
혁신
형 아바타 서비스
기술

기타
기술
혁신

∙ MS: SW 운영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광범위
∙ MS: VR/AR을 이용한 원격협업 시스템 한 원격업무가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출시
Mesh 플랫폼
∙ 메타(FB): 오큘러스 인수를 통한 인프라 지
배력 강화

기타
혁신

∙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거나 고객별 맞 ∙ 제페토: 주요 아티스트, 패션 브랜드 IP와의
춤 어플리케이션 제공
제휴를 통한 IP/콘텐츠 중심 전략

제도

∙ 빅테크 반독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원격 ∙ 개인정보보호, 유해 콘텐츠 노출, 가상재화
근무자 복무 관리 등
의 소유권/저작권 등의 제도적 이슈 존재

시장

∙ 글로벌/국내 시장 구분 없음. 점유율은 ∙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인프라는 이미 해외
Zoom, 구글, MS, 시스코 순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지배가 시작, 한국은 경쟁력 취약
국내 업체인 토스랩은 10위
∙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콘텐츠/IP 쪽이
∙ 국내 업체들은 국내 시장 수성과 글로벌 시 유망: BTS 원격 콘서트(제페토), K-웹툰의
장 진출 전략을 동시에 추진
인기 등이 가능성을 보여줌

∙ 플랫폼 기업: 기존 서비스의 독점 지위 활용
∙ 콘텐츠/IP 연게형 전략: K-Pop, 드라마, 영화
∙ 국내 중소/중견기업: 가격 경쟁력, 맞춤 서
기업의 전략적
등의 경쟁력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비스, 국내 중소기업 시장 공략
선택지
∙ 메타버스 기기: 완제품은 빅테크가 장악하고
∙ VR/AR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있으나 핵심 부품은 국내기업이 공략 가능
∙ 메타버스형 원격근무 시장 선점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 금융회사의 경우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
록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개선
∙ VR/AR/XR 등 가상환경 기술 개발 지원
∙ 중소/중견기업들의 원격근무 솔루션 구매와 ∙ 망중립성 예외 범위 확대
수출용 솔루션 개발 지원
∙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창작 및 경제 활동
∙ 원격근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을 지원하는 거래환경 조성
AR/VR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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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연구 종합: 원격교육과 원격의료
항목

원격교육

원격의료

∙ 플레이어: 공교육(학교), 사교육(학원, 인강 ∙ 국내: 원격의료 전문 스타트업, 중소중견기
대기업), 교육기업(학습지, 교재), 빅테크(구 업, 대기업(삼성, 네이버 등)의 경쟁 구도, 병
글, 네이버), 스타트업
원들은 원격의료 기업과 협력
경쟁
∙ 기존 교육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 AI 기반 ∙ 미국: 원격의료 전문기업, 글로벌 헬스케어기
구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놓고 경쟁구도 형성. 업, 빅테크기업, 보험사 등이 각자의 플랫폼
∙ 빅테크 기업은 교육지원시스템(LMS) 시장 을 기반으로 원격의료 시장에 진입하는 춘추
조직
에서 경쟁 중이고 교육 콘텐츠에는 미진입 전국시대, 1위 텔레닥의 점유율 하락
∙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 단계라
∙ 전제 시장을 포괄하는 플랫폼은 없음
플랫폼
서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직 없음
∙ 세부 시장별 플랫폼 발달 및 과점화(사교육
발달
∙ 미국: 텔레닥 플랫폼이 가장 크고, 빅테크 기
시장 인강 플랫폼, 대학 강의 시장 MOOC,
정도
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 다수 플랫폼 경
LMS 플랫폼, 성인사교육 플랫폼 등)
쟁 구도
∙ 국내: 원격의료 도입 단계로 단순 온라인화가
데이터 ∙ AI/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주류를 이루며, 데이터 기반 혁신은 미미
기반
학생 역량 진단 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미국: 인공지능/클라우드 이용 진료 과정 디
혁신 ∙ 대학의 AI 조교: 챗봇, 채점 등
지털화(구글) 등 데이터/AI 기반 혁신 활발
기술 기타
∙ 아바타를 이용한 학습 성장 계획과 점검 ∙ 미국: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웨어러블 기
기술
∙ 네오의 디지털펜: 학생의 학습이력 저장
기 를 이용한 환자 모니터링 등
혁신
기타 ∙ 성인 대상 온라인 강의에서 지식 마켓 개념
∙ 미국: 가격파괴형 원격의료 모델 등장
혁신
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예: 클래스 101)
∙ 코로나19 이후 규제 방향: 국내는 국회 입법
∙ 공교육의 진학 및 평가제도의 경직성
추진 시 어느 범위에서 시행하느냐가 관건, 미
∙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입 미흡
제도
국은 코로나19 이후 규제 변화가 주별로 차이
∙ 교사의 에듀테크 참여 제한
를 보이며 진행 중이고, 기업들의 로비가 활발
∙ LMS 시장을 공공 시스템이 장악
∙ 개인정보보안, 의료사고 책임도 주요 이슈
∙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낮음 ∙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은 낮음
∙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사례가 (작은 시장 규모, 규제 불확실성)
시장
나타나고 있음(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에서 ∙ 국내 기업 중 해외 시장 진출 준비 중인 기업
AI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이 있으나 아직 미미한 단계
∙ 국내 시장: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의 공교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육 침투(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개별
- 헬스케어 ICT기업이나 대기업의 해외 현지
기업의 전략적
학습 시도), 사교육 학원과 협력 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업 인수 및 합작기업 설립
선택지
(대형 학원의 프랜차이즈화 가능)
- 니치시장의 특수성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 진출: AI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특정 - 원격의료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과목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로 진출
진출
∙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원격의료 허용 후 확대
∙ 공교육 LMS 시장을 민간에 개방
및 가치기반지불 제도 등 관련제도 정비
∙ 교사 기업가(티쳐프러너) 허용
∙ R&D/디지털전환 지원,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
∙ 교육 데이터 센터 설립 및 데이터 개방
∙ 기업간 M&A/협력 활성화, 예방 및 건강관리
정책 과제
∙ 교육 콘텐츠 센터 설립 및 콘텐츠 개방
분야에서 건보나 민간보험사와의 협력 촉진
∙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서 ∙ 원격의료의 디지털헬스로의 확장을 고려해서
비스를 각 학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 설계
유통 채널(마켓플레이스) 구축
∙ 환자중심성을 고려한 연결의료 관점에서 원
격의료 정책 추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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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구조) 산업 지형의 변화: 플랫폼 발달
○ 경쟁 구도
분석적 결론
2

∙ 원격경제로의 전환은 산업의 경쟁 구도를 ① 기존 기업, ② 빅테크 기업, ③ 신생 스타
트업의 3자 구도로 재편하며, 이들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산업 지형을 재편한다.
∙ 경쟁 구도가 3자 구도로 재편되는 것은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전
형적인 패턴이다.

○ 플랫폼
분석적 결론
3

∙ 원격경제가 의존하는 온라인에서는 플랫폼의 발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격경제는 온라
인 경제, 플랫폼 경제라고도 볼 수 있다.
∙ 플랫폼의 발달 정도는 섹터별로 차이가 있다. 오래된 섹터(온라인 쇼핑)는 플랫폼이
발달했고, 신생 섹터에서는 플랫폼이 형성 중에 있다.
∙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모든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 (혁신 패턴) 데이터 기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석적 결론
4

∙ 원격경제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 원격 서비스가 초기인 섹터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 중요하다.
∙ 원격경제에서 와해성 혁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제도) 원격의료: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분석적 결론
5

∙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크다.
∙ 원격의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 (시장)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
분석적 결론
6

∙ 원격경제는 한국 서비스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 사업
자보다는 콘텐츠 제공자 부문의 가능성이 크다.
∙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도 수출산업으로 유망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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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과 정책 과제

[그림 13]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과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
○ 각론에 해당하는 섹터별 혁신 전략은 각 챕터에서 제시했고, 여기서는 사례연구
를 종합해서 도출한 원격경제의 공통적 특징에 근거해서 총론에 해당하는 혁신
전략을 제시(전략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의미)

① [출발점: 소비 행태의 전환 전략]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온라인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혁신 전략이 필요

② [포지셔닝: 플랫폼 vs.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와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콘텐츠 제
공자가 중에서 선택해야 함. 한국은 대체로 콘텐츠 쪽에 경쟁력을 보유

③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vs. 비즈니스 모델 혁신]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용이하지만, 섹터 형성 초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더 중요.
생태계의 진화 정도와 기업의 사업 단계를 고려해서 혁신의 우선순위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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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와해성 혁신 전략]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저 사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
진입한 뒤 점차 고 사양 서비스로 이동하는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기가 용이

⑤ [수출 병행 전략] 온라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환경으로 국경이 주는 한계를 극복하
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을 병행 공략

□ 원격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① 규제 정책
①-1 진입 규제 완화: 원격의료의 지속(영구 허용) 여부를 결정해서 업계가 놓여 있
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온라인 수업 지원 소프트웨어만 사
용하고 있는 공교육 시장을 민간 기업에게 개방

①-2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감시, 노동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을
포함한 ESG 경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나, 과도한 중복 규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국내 스타트업을 국내 플랫폼 기업이 인수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됨

② 지원 정책
②-1 데이터 인프라의 지속적인 강화: 원격경제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진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야 함

②-2 콘텐츠 산업용 펀드 확충: 시장에서 투자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Grant 형식
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의 원천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콘텐츠 전용 펀드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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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코로나191) 이후에도 줄지 않는 비대면 활동
2021년 5월 연세대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헤럴드경제, 2021.05.24.). 총 2,987명의 응답자 중 41.6%는 “전면
비대면 강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6.8%는 “비대면 강의 원칙, 30인 이하 소규모
강의 대면 허용” 조건을 택했다. 이 두 응답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비대면
강의를 더 선호한다고 답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므로(Our World in Data, 2021.06.21.), 2학기가 되면 어느 정도
대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즉, 학생들은 이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비대면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헤럴드
경제(2021.05.24.) 기사는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를 더 선호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예시하고 있다. 주로 시간과 비용의 절약(특히 학기 중 주거
비/생활비 절약)과 학습 효율성(동영상 학습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 반복 시청, 잠시 멈춤, 몰아보기 가능) 측면이 언급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이 더 빠른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크게 늘어났는데,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대면
활동이 상당 부분 정상화된 뒤에도 원격의료 수요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들어 약간 감소 추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 건수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1). 이 조사는 미국의

1)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2020년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보건
기구(WHO)가 정한 공식 명칭은 “Coronavirus disease-2019”이고 약자는 “COVID-19”이다. 한국 정부는 WHO
의 정의를 참고해서 한국어 정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정하고 약자로는 “코로나19(일구)”를 사용
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0.0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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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 330억 건을 분석한 것으로,
2021년 3월의 경우 전체 청구 건수의 5.6%가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였다.

[그림 1-1] COVID19 전후 미국의 원격의료 활용도 변화

자료: Healthcaredive(2021.6.9.)

2. 원격경제의 도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어 가는 시
점에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교육, 원격의료, 원격근무(재택근무), 온라인/모바일 쇼핑, 음식 배달 서비스,
OTT 서비스2), 메타버스 등을 들 수 있다(그림 1-2). 본 연구는 이런 현상들을 묶어서
“원격경제”로 부르고자 한다.

2) OTT는 Over-the-top의 약자로, 여기서 “top”은 TV 셋톱박스를 가리킨다. OTT 서비스란 TV 셋톱박스를 거치지
않은 동영상 서비스, 즉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한다.

제1장 서론 3

원격경제란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일종의 “강제된 사용 환경” 하에서 기업과 소
비자가 비대면 서비스(혹은 활동)를 일정 기간 경험한 뒤, 이 비대면 서비스가 여러
단점이 있지만 기존의 대면 서비스가 주지 못하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팬데믹 종료 후에도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기
업)과 활용(소비자)을 지속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간단하게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과 생활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격경제는
“비대면 경제”, “언택트(Untact) 경제”와 같고, 영어로는 “Contactless Economy”3),
“Stay-at-Home Economy”4), “Shut-in Economy”5)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1-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활동)의 증가 사례

자료: 연구진 작성.

3. 연구의 필요성
원격경제를 위와 같이 정의했을 때, 원격경제의 확산은 서비스업의 구조, 생산성,
시장 규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활동의
지원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서비스가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전환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외에 신규 스타트업이나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새롭게 열리는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 결과 산업의 경
쟁 지형이 크게 바뀌고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 시장을 주도하던 서비스 업체가

3) Deloitte Consulting(2020); Funabashi(2020.05.10.); XinhuaNet(2020.02.28.); Oswald.(2020.10.28.);
Morgan(2020.10.19.) 참조.
4) Brown(2020.12.10.); Ingilizian(2020.05.14.); Lin(2017.05); Mims(2020.11.21.) 참조.
5) Stainton(2020.07.05.); Wham(2020.04.02.); Zaghi(2020.0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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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의 과정은 시장에서 다양한 혁신이 제안되고 실험되는 장으로 기
능한다. 특히 서비스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전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최신의 디지털 신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
부터 컴퓨팅 가능한 고객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시장 규모도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몫도 커질 수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온라인화를 통해 플랫폼
의 발달이 더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토대 역할을 한
다(파커 외, 2017: 32-36). 이러한 플랫폼이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사람들이 모이기
가 훨씬 쉽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머물 때는 플랫폼이 형성되지 않았던 서비스도 온라
인화를 계기로 플랫폼이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의 발달은 산업 구조를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원격경제의 확산이 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격경제로
인해 촉발될 서비스업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면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
스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 혁신 패턴의 변화, 시장과 제도의 변화
등을 두루 분석하고 전망해서 서비스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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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원격경제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과 산업적 이슈들을 제
기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산업적 이슈에 국한해서 원격경제의 여러 측면들을 관찰
하고 분석한 뒤 한국 서비스업을 혁신하는 계기로 원격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등장한 원격경제의 현황과 특징을 몇몇 서비
스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원격경제의 부상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첫째, 원격경제의 현황과 확산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새롭게 등장하
거나 확대 중인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몇 가지를 선정해서 비대면 서비스의 현황과
코로나19 전후의 변화를 조사한다. 둘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해당 업종의 산업
구조와 혁신 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생태계의 진화 정도를 가늠해본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원격경제 생태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해갈지를 전망하고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2. 연구 질문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 (현황)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하거나 확대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에
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 (산업 구조: 플랫폼 발달)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해당 업종의 산업 구조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특히, 온라인화로 인한 플랫폼의 발달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 (혁신 패턴: 데이터 기반 혁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은 해당 업종의 혁

6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신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데
이터 기반 혁신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 (제도의 영향)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발전하는 과정
에서 진입 규제, 플랫폼 규제 등 제도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전략과 정책)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생태계의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새롭게 발전 중인 이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는 무엇
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3.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원격경제는 크게 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각 개인들이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일차적인 관심은 이런 급작스런 변화에 적응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 직장인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대부분의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해야 하는 상
황, 또 집 밖에서 소비나 여가 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가정의 삶, 직업
적 활동,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 등에 미칠 영향이 일차적인 관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원격/비대면 서비스와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산업 섹터들의 시장 니즈,
비즈니스 모델, 가치사슬, 경쟁 구도, 혁신 패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
화가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 요인이 될 것인지, 또 한국의
서비스업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본 연구의 관심이다.
한편 코로나19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조업은 대
부분 일시적인 공장 폐쇄나 부분적인 원격 근무로의 전환 정도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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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혁신정책 관점에서 다룰만한 이슈가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
에 국한해서 원격경제의 부상을 다루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1: 사례연구
위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경제의 특성
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몇 개를 선정해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현
시점에서 관찰해볼 때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한 분야는 다음 6
개 정도로 압축된다. ① 온라인 쇼핑, ② OTT 서비스, ③ 원격근무, ④ 메타버스, ⑤ 원격
교육, ⑥ 원격의료. 이 6가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 1-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6가지 분야를 공통의 분석 틀로 분석해서 각각 한 장씩을 할애하
여 정리한 뒤, 결론에서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원격경제의 특징을 도출하
고 원격경제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해당 섹터
를 깊이 분석하는 본격적/종합적인 섹터 연구가 아니고 원격경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 조사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해당 섹터의 모든 것을 다루지 않고 원격경제의
특징과 변화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정한 몇 가지 측면들(조직, 기술, 제도, 시
장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섹터를 살펴본 것이다.
<표 1-1> 사례연구 분야의 개념 정의
분야

개념

온라인 쇼핑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OTT 서비스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

원격근무

∙직장 외 공간(집, 스마트워크센터, 공유사무실, 현장/이동 시 등)에서 일하는 것

메타버스

∙광의의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구분됨
∙본 연구에서는 가상세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원격교육

∙정규 학교나 학원의 수업을 사전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화상회의 도구(예: Zoom)를 활용해서 실시간/원격으로 진행하는 것.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등 신기술을 이용하는 에듀테크도 포함

원격의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원거리에서 전달하는 것
∙서비스의 내용에는 진단, 치료, 관리(모니터링), 교육, 예방, 건강관리가 모두 포함되며,
∙의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 뿐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포함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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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방법2: 두 가지 설문조사
6개 서비스 섹터에 대한 사례연구에 앞서 국내의 원격경제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전국의 14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 경험, 만족도, 장점, 단점과 한
계, 코로나19 이후의 활용 의사, 향후 보완 방향 등을 물어보았다. 이 설문에 사용한
설문지 양식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6개 서비스 섹터별로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현황 진단과 전망,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
고 본 과제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것임을 고려해서 모두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
다. 6개 분야 각각에 대해 7~11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 사
용된 질문지 역시 부록에 수록하였다.

자료: 연구진 작성

사례연구 분야

전문가 서면 자문(명)

온라인 쇼핑

8

OTT 서비스

9

원격근무

10

메타버스

11

원격교육

7

원격의료

8

합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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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틀: 혁신체체론으로 본 원격경제 생태계
1. 분석 틀 설정을 위한 기본 관점: 산업혁신체제론
기술 변화가 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
로 어떤 범주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혁신체제(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SSI)론이 가장 보편적이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Malerba(2004)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산업혁신체제는 크게 ① 지식과 기술, ② 주체와 네트워크, ③
제도로 구성되며, 여기에 ④ 시장 수요 측면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Malerba,
2004: 17-29). 이 네 가지 요소들이 한 산업의 혁신체제를 구성하며, 이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해당 산업은 공진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중에서 주체와 네트워크는 크게
보아 조직(기업 조직, 산업 조직, 산업 구조 등)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혁신체제를 간단하게 규정하면 “기술, 조직, 제도의 복합체”로 요약될 수 있고, 기술적
변화로 인한 산업의 진화 과정은 “기술과 조직과 제도가 상호작용해서 공진화하는 과
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술, 조직, 제도의 공진화 과정”은 산업 섹터의 구성과 변화를 가장 포
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서, 각 요소들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분
석할 것인지는 분석 대상과 기술 변화의 내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적 변화로 인해 개별 산업 섹터가 진화해가는 과정을 분석할 때는
이 산업혁신체체론의 틀을 기본적으로 고수하되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분
석 틀을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경제라는 특정한 변수에 직면한
6가지 서비스 섹터의 변화를 다룰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산업혁신체제론의 시각을
유지하지만 분석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 틀을 설정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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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틀이 담아야 하는 원격경제의 산업적 이슈
원격경제의 산업적 영향을 어떤 분석 틀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지 결정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체제론의 관점을 가지고 6가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초 조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기초적인 현황과 주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우선적으로 분석 틀에 담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원격경제의 가장 큰 의미는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디지털 기술이
나 온라인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McKinsey가 2020년에 시행한 한 소
비자 설문조사에서 3/4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쇼핑 방법을 시도해보았
다고 답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식료품 배달 서비스와 같이 팬데믹 시기에
활용했던 서비스들을 팬데믹 이후에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McKinsey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10년 걸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팬데믹 덕분에 3개월로 압축되
었다”고 평가하였다(Torry, 2020.11.15.).
[그림 1-3]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자료: 연구진 작성.

이런 의미에서 원격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더 큰 흐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코
로나19로 인해 일부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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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그림 1-3).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된 사용 환경”이 주어지면서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디지털화 자체가 거의 난망했거나, 가능하더라도 확산 속도가 느렸을 분
야에서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원격학습, 원격의료(한국의 경우), 원격근무는
디지털화 자체가 어렵가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큰 분야였으나 극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된 사례로 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 OTT 서비스, 메타버스는 이미
진행 중이던 디지털화의 속도를 크게 높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나. 온라인 시장의 확대
이러한 디지털화는 일차적으로 온라인화를 통해 진행된다.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으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온라인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활동의 장소도
온라인 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원격경제의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그림
1-4). 하나는 온라인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장
이 등장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시장이 존재하던 곳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에는 모두 “비사용자”,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
인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새롭게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생기거나
확대된 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변화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림 1-4] 원격경제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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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경쟁 지형의 변화 및 플랫폼 발달
이상 살펴본 두 가지(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온라인화)를 원격경제의 기본적 특성으
로 전제하고, 이제 산업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별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조직’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은 산업의 경쟁 지형을
바꿀 것이다. 새롭게 온라인 시장이 열리면 이 시장을 얻기 위해 ① 신생 스타트업과
기존의 ②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③ 기존 기업들
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강화할 것이다. 그 결과 시장 경쟁은 이들 세 기업군
사이의 3파전 양상이 될 것이고 이들은 생태계 및 가치사슬의 진화 양상에 따라 경쟁
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할 것이다.
‘조직’ 측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플랫폼의 발달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온
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플랫폼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 플랫폼 기업은 오
프라인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 넘어 더 많은 사람들
이 더 쉽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화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구글(검색엔진), 페이스북(SNS), 아마존(쇼핑), 애플(스마트폰), 넷플릭스(OTT) 등 현
재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모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은 온
라인화가 플랫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플랫폼의 본질과 시장 파괴력을 오래 연구한 파커 등(2017)은 정보 집약적 산업,
확장 가능하지 않은 게이트키퍼가 있는 산업, 고도로 분화된 산업, 극단적인 정보 비
대칭성이 특징인 산업이 “플랫폼 혁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파커
외, 2017: 418-419). 즉 이런 특성을 지닌 산업일수록 온라인화 되었을 때 플랫폼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즉, 진입 규제가
높은 산업), 실패 비용이 높은 산업, 자원 집약적 산업은 플랫폼이 발달하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보았다(파커 외, 2017: 420). 이들은 교육과 의료 분야는 플랫폼이 발달하
기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규제를 많이 받고(교육, 의료) 실패 비용이 높기 때
문에(의료) 아직까지 거대 플랫폼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보았다(파커 외, 2017: 420).
경쟁 구도의 변화 및 플랫폼의 발달은 해당 서비스업의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꿔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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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플랫폼이 발달하고 이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시장을
과점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등장하면 산업 구조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
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본 연구의 분석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라. 기술: 데이터 기반 혁신의 증가
‘기술’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예상한 3파전 구도 속에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다양한 기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예: 마케팅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이 시도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 기반 혁신
이다.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온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
되고 축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등과 같은 최신의 디지털 기
술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기반 혁신’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그림 1-5]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기반 혁신 과정

자료: 최병삼･양희태･이제영(2017), p. 3.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 혁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병
삼 등에 따르면, 현실세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상세계에서 이를 분석한 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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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에 적용하는 연속적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
명’의 전형적 과정이다(최병삼･양희태･이제영, 2017: 14)(그림 1-5). 앞서 원격경제
는 크게 보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
기반 혁신은 그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혁신들
중에서도 데이터 기반 혁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은 결국 오랫동안 낙후된 상태였던 서비스
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은
증가할 것이고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의 어두운 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플랫폼의 발달은 플랫폼 노동의 문제와 거
대 플랫폼 사업자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배태하곤 한다.
혁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중요한 이슈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가능성이다. 코로나19는 갑자기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한 환경을 제
공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 시장에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기술도
일정 기간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원격경제가 와해성 혁신이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음을 시사한다(Christensen, 1997). 와해성 혁신이
란 기존 기업들이 고가 시장을 얻기 위해 과잉 성능 경쟁을 할 때 신기술을 사용한
저가 제품이 저가 시장에 침투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뒤 점차 성능을 개선해서 주류시
장까지 진입하고 결국 선도 기업을 압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격경제가 와해성 혁신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팬데믹 상황 속에
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기술을 소비자들이 “별 수 없이”, “강제된
사용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격교육, 원격의료, 화상회
의 등은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활동보다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기 서비스 플랫폼
들이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조악할지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 기간 동안 초기의 디지털 도구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더 완전한 모습으로 개
선된다면,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사용자들은 오프라인/대면 서비스로 다시 돌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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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 의료 등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영역들이 비대면화 된다면 기존의 관련 산업은 큰 와해성 혁신
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 제도: 규제 등 제도적 이슈
산업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인 ‘제도’의 측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진입규제일 것이다.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온라인에
의존하게 되면, 새로 열리는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스타트업이나 기존
플랫폼 기업과 같은 외부 플레이어들이 해당 서비스업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의
료와 같이 진입 규제가 높은 산업은 기존 플레이어(병원, 의사) 외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입규제와 같은 규제 이슈도 분석 틀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노동조건 규제 등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바. 시장: 내수 시장 수성 vs. 해외 시장 진출
원격경제를 서비스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숙원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
루어졌는데, 제조업은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반면 서비스업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내수 시장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싸이월드 사례가 이
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싸이월드는 Facebook보다 먼저 등장해서 국내에서 큰 성
공을 거두었음에도 미국 시장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주류 시장에 한국의 IT
서비스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수 시장에 갇혀서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의 서비스업이
원격경제라는 외적 충격을 계기로 디지털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
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 지형 속에서 한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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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국내 서비스 시장을 국내 기업이 수성할 수 있느냐 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이 해외의 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이다.
예를 들어 OTT 서비스 시장은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 업체들이 이를 극복하고 국내 시장을 수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메타버스 분야에서 네이버의 제페토가 많은 외국인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도 중요한 이슈이다.

3. 사례연구의 분석 틀과 연구의 주안점
가. 분석 틀 요약
이상 살펴본 원격경제의 산업적 이슈들 중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
는 주요 이슈들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그림 1-6]과 같은 분석 틀이 제안될 수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원격경제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온
라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화되면 두 가지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화되는 순간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근의 디지털
신기술(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적용한 “데이터 기반 혁신”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 보
면, 플랫폼화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오프라인에서도 생길 수 있지
만, 온라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화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플랫폼의 발달은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진입 규제와 같은 제도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생산성 증가라
는 긍정적인 결과와 더불어 플랫폼 노동, 환경 오염, 양극화 같은 부정적 결과도 나타
날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해외의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내수 시장을 지키는 것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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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출은 제조업 수출에만 의존해서 성장한 한국의 성공 방정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1-6] 사례연구의 분석 틀

자료: 연구진 작성

이 분석 틀에 입각해서 6가지 서비스 섹터를 분석할 것인데, 사례연구에서는 앞서
이슈를 정리한 부분에서는 언급되었지만 [그림 1-6]에는 들어가지 않은 이슈들도 다
룰 예정이다. 즉, 조직 영역에서는 경쟁 지형의 변화도 분석할 것이고, 기술 영역에서
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아닌 기타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같은 비기술적
혁신도 다룰 것이다. <표 1-2>에는 사례연구의 공통 목차가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는 [그림 1-6]보다 더 많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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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례연구의 공통 목차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1. 개념
2. 주요 현황
3.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1.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1) 주요 기업과 경쟁 구도
- 3파전 구도(기존 기업, 스타트업, 빅테크/플랫폼 기업)
(2) 플랫폼화의 정도
- 플랫폼 미형성, 다수의 소형 플랫폼, 플랫폼 간 경쟁, 지배적 플랫폼 등장
2. (기술) 혁신 사례
(1)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AI 등)
(2) 기타 기술혁신(AR/VR 등)
(3) 비즈니스 모델 혁신
3. (제도) 제도적 이슈
- 진입 규제,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노동조건 규제 등
4. (시장)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5. 생태계의 진화 정도
제3절 전망 및 정책 과제
1. 생태계의 진화 전망
2.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3.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4. 규제 개선 과제 및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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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계의 진화 정도
본 사례연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촉발한 원격경제의 여러 측면들 중에
서도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혁신(기술적 측면)과 플랫폼의 발달(조직적 측면)을 원격
경제의 핵심 이슈로 보고, 이 두 변수를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생태계가 진화한 정도
를 진단하려고 한다. 이러한 진단 작업은 6가지 섹터의 혁신의 정도와 플랫폼의 발달
정도를 각각 평가한 뒤, 이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하는 평면 상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림 1-7] 원격경제 생태계의 진화 정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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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원격경제 트렌드: 소비자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트렌드를 살펴
보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1). 전국 만 14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부록1 참조)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으며, 설문지는 배영임･신혜리(2020.05.20.)의 설문 내용을 참고해서 이를 좀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만들었다.

<표 2-1> 원격경제 트렌드 설문조사 개요
구분
모집단(조사대상)
조사 표본수

주요 내용
∙ 전국 만 14세 이상 일반 국민
∙ 2,000명(목표 표본)

조사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시기

∙ 2021년 6월 5일 ~ 14일 (10일간)

조사 대상 서비스

∙ 원격학습
∙ 온라인/모바일 쇼핑

∙ 원격의료
∙ 음식 배달앱 서비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메타버스

∙ 원격근무

조사 내용
(주요 문항)

∙ 이용 만족도
∙ 서비스의 좋은 점
∙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이용 의향 ∙ 서비스 개선 과제

조사 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자료: 연구진 작성

원격학습을 비롯한 7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 이용 만족도, 서비스의 좋은 점,
서비스의 한계,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이
용 의향, 서비스 개선 과제 등을 물어 보았다. 이 중에서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의 경험
자만 응답했고, 나머지 질문은 모든 응답자가 응답했다. 즉, 만족도 이외의 문항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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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문항이었고, 응답자 수는 전체 응답자와
같은 2,000명이다. 또한 서비스의 좋은 점 등 판단의 이유나 근거를 묻는 문항들은
모두 두 개의 보기를 복수로 선택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런 문항
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응답을 기준으로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00명의 목표 표본을 채울 때까지 응답을 받되, 응답자의 성별,
지역별 분포는 인구 비례를 유지하였으나,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인구 비례를 따르지
않았다(표 2-2). 이는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활용 양태의 세대별 차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
이다. 10대도 응답자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IT 서비스 영역에서
이들의 참여도가 크기 때문이다.

<표 2-2>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 특성
사례수
(2000)

비율(%)
100.0

남자

(998)

49.9

여자

(1002)

50.1

서울

(381)

19.1

경기, 강원권

(703)

충청권

구분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사례수

비율(%)

대학 재학 이하

(537)

26.9

2/3년제 대학 졸업

(340)

17.0

4년제 대학 졸업

(931)

46.6

35.2

대학원 졸업 이상

(192)

9.6

(210)

10.5

200만원 미만

(579)

29.0

호남권(제주)

(214)

10.7

200만원~300만원 미만

(536)

26.8

경북권

(191)

9.6

300만원~500만원 미만

(548)

27.4

경남권

(301)

15.1

500만원 이상

(337)

16.9

14세~19세

(117)

5.9

사무직

(1003)

50.2

20세~29세

(497)

24.9

생산직

(259)

13.0

30세~39세

(606)

30.3

자영업

(102)

5.1

40세~49세

(477)

23.9

전업주부

(118)

5.9

50세 이상

(303)

15.2

학생

(279)

14.0

기혼

(907)

45.4

프리랜서 및 무직

(239)

12.0

미혼

(1080)

54.0

기타

(13)

0.7

자료: 연구진 작성

구분

학력별

월평균
총수입별

직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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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경제 활용 경험에 대한 기초 응답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7가지 비대면 서비스 중 경험해본 서비스는 모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온라인/모바일 쇼핑, 음식 배달앱 서비스, 온라
인 동영상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해보았다고 응답했다(그림 2-1). 이 세 가지 서비
스는 “이제까지 활용해본 서비스”,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 이용해본 서비스”, “코로
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이용할 서비스”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 이용해본 서비스”는 원격학습이 1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음식 배달앱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쇼핑, 원격근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1~5위까지는 응답자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원격의
료와 메타버스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정리하면, 4가지 문항에서 1~5위를 차지한 다섯 가지 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 서비스이고, 특히 원격학습과 원격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부상
한 서비스(혹은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원격경제 서비스 활용 경험에 대한 기초 설문
SQ4. 이제까지 활용해본 원격경제 서비스 (복수 응답)

A1.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활용해본 서비스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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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코로나19 발생 후 그 전보다 더 많이 활용한 서비스 (복수 응답)

A3.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 (복수 응답)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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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원격학습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993명이 원격학습을 직간접으로 경험했
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간접 경험이란 “자녀의 원격학습을 옆에서 부모가 지켜본 경
우” 등에 해당한다. 이들 원격학습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의 48.3%가 만족한다(다소 만족 + 매우 만족)고 응답했고, 16.9%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고 응답했다(그림 2-2).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36
점이었다. 불만족 보다는 만족하는 응답자가 많은데, 코로나19를 맞아 원격수업을 급
하게 진행하느라 HW 조건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원격학습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원격학습의 장점과 한계
원격학습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장 많
이 꼽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동영상 학습)”, “반복 시청 등을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동영상 학습)”, “주거비/생활비 절약” 순으로 응답했다(그림 2-3).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원격학습도 매우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성 높은 학습 수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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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타 시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학기 중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원격학습이 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
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런 인식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 등 원거리 학생을 유인하
려 할 때 원격학습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3] 원격학습의 장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한편 원격학습은 오프라인 대면 학습에 비해 여러 한계와 문제를 지닌다. 원격학습
의 한계와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학습 집중도 저하”와 “원활한 소통에
한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고, 그 외에 “실험/실습 등의 제약”, “네트워크 끊
김 등의 기술적 문제”도 지적했다(그림 2-4).

[그림 2-4] 원격학습의 한계 및 문제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6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3. 코로나19 종식 후 전망
원격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코로나19 시기에 시작되거나 활발해진 비대
면 서비스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다. 원격학습의 경우에는 응답
자들의 전망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그림 2-5). 응답자의 48.1%는 원격학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 수준을 유지하거나(37.8%) 더
확대될 것으로(14.1%) 보았다. 유지/확대 쪽이 약간 더 많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의 의향을 묻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
답보다 많았다(그림 2-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원격학습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3%(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인 반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
람은 25.4%(매우 그렇지 않다 + 다소 그렇지 않다)에 머물렀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16점으로, 긍정 쪽에 좀 더 가까웠다.
[그림 2-5]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학습의 지속 여부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6]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학습 활용 의향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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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습의 미래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원격학습에
개선할 부분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격학습의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교사/교수의 수업 준비 강화 등 원격학습 역량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그림 2-7). 그 외에 “재미있고 학습 효과가 뛰어난 콘텐츠 개발”, “실험
/실습의 보완, 시험 방식의 개선”, “신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발전”, “원격학습 전용
화상회의 SW 개발”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격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준비가 부실했던 점
에 비하면 매우 좋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격학습이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 비해 더 좋은 점도 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원격학
습의 장점을 발견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원격학습을 계속 활용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 개선 과제들이 해결
된다면 원격학습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중요한 학습 방식으로 남거나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원격학습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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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격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인지 여부 및 활용 만족도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계속 금지되어 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
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37.3%만이 알
고 있었다고 응답했다(그림 2-8).
이렇게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실제 원격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도 많지 않았
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95명만이 원격의료를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절반인 50.5%가 만족한다
(매우 만족 + 다소 만족)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못한다(매우 불만족 + 다소 불만족)고
응답한 사람은 9.5%에 불과했다(그림 2-9).. 매우 적은 표본이기는 하지만, 제한적으
로 허용된 원격의료에 대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림 2-8]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인지 여부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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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원격의료 이용 유경험자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의료 전망 및 찬반 의견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어떻
게 될까? 다시 금지로 돌아갈까, 아니면 유지되거나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로 들어설
까?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 원격의료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
는 문항에 대해 금지나 축소를 예상한 응답자(41.3%)보다는 유지나 확대 쪽으로 예상
하는 응답자(58.8%)가 더 많았다(그림 2-10).

[그림 2-10]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의료 허용/금지 여부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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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격의료의 미래에 대한 예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응답자 개인들은 원격의
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52.3%가 원격
의료의 허용을 찬성한다고(찬성 + 적극찬성) 답했고, 응답자의 10.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반대 + 적극반대)(그림 2-11). 중립적인 의견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응답자(
90%)들이 원격의료의 허용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11]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의료 계속 허용 찬성 여부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원격의료의 허용을 찬성한 응답자들은 “편리성”, “시간 절약”, “의료 접근성 향상”
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그림 2-12). 그 외에 “병원 방문이 곤란한 특정 질환의 치료
에 도움”, “비용 절감”, “만성 질환 관리”, “급성 질환 치료” 등도 선택되었으나 앞의
세 가지 이유에 비하면 많은 표를 얻지 못했다.

[그림 2-12]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의료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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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허용을 반대한 사람들은 “오진의 위험”, “의사와의 소통 제약”, “의료
서비스의 남용”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그림 2-13). 이 외에 “대형병원으로 쏠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병원의 민영화 촉발” 등은 소수의 응답자들만 택하였다.

[그림 2-13]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3. 원격의료 제도화 이후 이용 의사 및 개선 과제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
에 대해 53.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의사가 약간 있다 + 매우 있다), 21.9%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의사가 별로 없다 + 전혀 없다)(그림 2-14). 이 응답을 원격
의료에 대한 찬반 의견과 비교해보면 찬성 의견(52.3%)과 이용하겠다는 의견(53.8%)
은 비슷한 수를 유지하였으나, 반대 의견(10.6%)에 비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
(21.9%)은 두 배 가량 많이 나온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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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원격의료가 제도화될 때 이용 의사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원격의료가 제도화된 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상황에
서 원격의료를 이용하게 될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초진 후 동일 처방이
필요한 재진의 경우”와 “가벼운 질환의 치료”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그림 2-15).
즉, 여러 번 앓아 본 감기와 같이 환자도 그 치료 내용을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경증 질환
인 경우, 또 그런 경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대해 동일한 처방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에 원격의료가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원거리 병원 이용”, “만성 질환의 주기적 관리”, “피보호자 진료”, “상시 모니터링이 필
요한 질환의 관리”, “병원 방문이 곤란한 질환의 치료” 등도 10~30%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특정 질환에 대한 2차 소견이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긴급 상황”
등은 10%에 못 미치는 응답을 받아서 중요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원격의료 제도화 이후 이용 목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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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격의료의 개선 과제를 물어본 결과, 55.3%의 응답자가 “원격진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택했다(그림 2-16). 이는 앞서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응
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택한 “오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외에 “원격의료 인프라”, “의료법 개정”, “의료 전달체계 개선”, “원격의
료 남용 방지책 마련”,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그림 2-16] 원격의료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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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격근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원격근무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550명이 원격근무를 직간접으로 경험했
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간접 경험이란 “남편의 원격근무를 옆에서 아내가 지켜본 경
우” 등에 해당한다. 이들 원격근무를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의 69.7%가 만족한다(다소 만족 + 매우 만족)고 응답했고, 6.2%는 만족하지 못한다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고 응답했다(그림 2-17).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8
점이었다. 불만족 보다는 만족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2-17] 원격근무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원격근무의 장점과 한계
원격근무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 “업무 공간과
시간의 자율성”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그림 2-18). 이 외에 “삶의 질 향상”, “주거
비용 절감”, “원격지 고객과의 협업 용이” 등도 선택되었으나, 앞의 두 가지에 비해서
는 적은 수의 응답자만 선택했다.
이와 달리 원격근무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기들이 비
교적 고르게 선택되었다(그림 2-19). “긴급 사안의 처리에 한계”, “동료 직원과의 협

제2장 원격경제 트렌드: 소비자 설문조사 35

업에 한계”, “경계선 혼란”, “진장 내 소통 및 조직문화 약화” 이 네 가지 문제가 비슷
한 빈도로 선택되었다, 이에 비해 “경력개발 기회 부족”, “원격근무로 불가능한 업무의
처리”는 소수의 응답자만 선택했다. 이상 원격근무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장점은 뚜렷한 반면 단점은 여러 작은 문제들에 고루 퍼져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8] 원격근무의 장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19] 원격근무의 한계 및 문제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3. 코로나19 종식 후 전망
원격근무의 경우도 코로나19 종식 후에 지금의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가 중요
한 관심거리이다.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근무의 지속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답은 대략 6:4 정도의 비율로 지속 쪽에 무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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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그림 2-20). 응답자의 43.8%는 원격근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 수준을 유지하거나(42.0%) 더 확대될 것으로
(14.3%) 보았다.

[그림 2-20]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근무의 지속 여부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러나 응답자 본인의 의향을 묻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
답보다 많았다(그림 2-21).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원격근무를 (소속 조직이 허용한다
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8.2%인(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반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1.4%(매우 그렇지 않다 + 다소 그렇지 않다)에 머물렀
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64점으로, 긍정 쪽에 더 가까웠다.

[그림 2-21] 코로나19 종식 후 원격근무 활용 의향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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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의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원격근무 지원용 디지털 도
구의 발전”, “새로운 조직문화 혁신”, “원격근무 관련 직장 내규 제정”, “가정 내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네 가지의 과제를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했다(그림 2-22). 나머지
보기는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그림 2-22] 원격근무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격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그 장점
에 대한 인식도 명확한 반면, 한계와 문제점은 어느 한 가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유지/확대될 것으로 본 사람이 많았고, 소속 조직만 허락한
다면 본인 자신도 원격근무를 더 활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개선과제 역시
문제점과 비슷하게 어느 한 가지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여러 요소가 비슷한 비중으
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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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온라인/모바일 쇼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1,868명이 온라인/모바일 쇼핑을 경험했
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88.9%가 만족
한다(다소 만족 + 매우 만족)고 응답했고, 0.3%만 만족하지 못한다(다소 불만족 + 매
우 불만족)고 응답했다(그림 2-23).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4.23점이었다.

[그림 2-23]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장점과 한계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그림 2-24). 이 외에 “가격이 저렴하고 최저가 비교 가능”, “오프라인보다 다
양한 제품 검색 가능”, “과거 구매자들의 리뷰 참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 등도 장점
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들 요인들은 “편리성”만큼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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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장점(오프라인 쇼핑 대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진만으로 제품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그림 2-25). 이 외에 “반품 과정이
번거롭다”,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오프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라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결제 과정이 번거롭다”는 문제는 11.6%의 응답자만
지적해서 온라인 쇼핑의 한계로 많이 인식되었던 인터넷 상의 결제 문제가 많이 해결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25]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한계 및 문제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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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종식 후 전망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98%
의 응답자는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그림 2-26). 이는 다른
비대면 서비스들과 달리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응답자 본인이 온라인/모바일 쇼핑을 계속 활용할 의사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9.8%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2-27). 이
역시 앞의 문항에 대한 답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온라인/모바일 쇼핑
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된 것이다.
[그림 2-26] 코로나19 종식 후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지속 여부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27] 코로나19 종식 후 온라인/모바일 쇼핑 활용 의향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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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사진과 실물의 차이 줄
이기”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그림 2-28). 이는 앞서 확인한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가장 큰 한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외에 “포장재 문제”, “배송
문제”, “택배 노동자 문제”를 30%대의 응답자들이 선택했다. 결제 문제는 거의 문제
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온라인/모바일 쇼핑은 편리성을 무기로 소비자
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고, “사진과 실물의 차이” 외에는 큰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가 종료된 뒤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8]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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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음식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1,692명이 음식 배달앱 서비스를 경험했
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77.9%가 만족한다(다소 만족
+ 매우 만족)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못한다(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고 응답한 사
람은 2.0%에 불과했다(그림 2-29).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4.01점이었다.

[그림 2-29]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장점과 한계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0.2%가
“편리함”을 꼽았고, “다양한 선택지”, “시간 절약”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선택했
다(그림 2-30). 그 외의 이유들은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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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장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31]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한계 및 문제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포장재의
환경 호르몬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그림 2-31). 이 외에 “배송비 부담 및
느린 배송”과 “식당에서 먹는 음식 맛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절반 가까운 응답
자들이 선택했다. 그러나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나 “플랫폼 의존도 심화”와 같은
공급측의 문제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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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종식 후 전망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음식 배달앱 서비스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의 절대다수인 94.5%가 유지나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그림 2-32). 이는 앞서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식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이 착
근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음식 배달앱 서비스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코로나19는 소비자들의 이
용도를 변화시키는 일시적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2] 코로나19 종식 후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지속 여부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음식 배달앱 서비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4.2%가 긍정적인 답변(다소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을 했고, 부정적인
답변(다소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을 한 응답자는 4.6%에 머물렀다(그림
2-33).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4.01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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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코로나19 종식 후 음식 배달앱 서비스 활용 의향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친환경/생분해
포장재 개발/사용”,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배송비 인하, 빠른 배송” 등 세 가지 이슈
를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그림 2-34). 이 외에 “배달 가능한 음식과 식당의 확대”, “배
달 노동자의 보호 제도 강화”도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림 2-34]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마찬가지로 음식 배달앱
서비스는 편리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고, “포장재 쓰레기”, “배달
앱 수수료”, “배송 시간” 외에는 큰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19가 종료된 뒤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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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OTT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OTT 서비스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1,661명이 OTT 서비스를 경험했다.6)
이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76.3%가 만족한다(다소 만족 + 매우 만족)고
응답했고, 1.3%만 만족하지 못한다(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고 응답했다(그림
2-35).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4.01점이었다.

[그림 2-35] OTT 서비스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OTT 서비스의 장점과 한계
OTT 서비스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콘텐츠가 다양하고 방대하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그림 2-36). 그 외에
“시리즈물 몰아보기가 가능하다”도 35.8%의 응답자가 선택했으나, “이용료가 저렴하
다”,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준다”는 10% 내외의 응답자만 선택했다.
OTT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콘텐츠 품질의 편차”, “동영상 시청 시
간 증가”, “소수 업체의 독과점화”, “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몰입”, “국내 미디어 시장의

6) 설문조사에서는 “OTT 서비스” 대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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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 종속”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그림 2-37). 이 외에 가격, 광고 등
다른 이슈들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36] OTT 서비스의 장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37] OTT 서비스의 한계 및 문제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3. 코로나19 종식 후 전망
코로나19 종식 후 OTT 서비스의 전망에 대해 절대 다수인 95.9%의 응답자가 유
지와 확대를 예상했다(그림 2-38). 이 역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앱 서비스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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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이미 확립된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종식 후 응답자 본인의 OTT 서비스 활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0.1%%(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인 반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4%(매우 그렇지 않다 + 다소 그렇지 않다)에 불과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94점이었다(그림 2-39).

[그림 2-38] 코로나19 종식 후 OTT 서비스의 지속 여부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39] 코로나19 종식 후 OTT 서비스 활용 의향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OTT 서비스의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이용료 인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그림 2-40). 그 외에 “국내 콘텐츠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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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육성”, “이용자 편의성 향상”, “초고속 인터넷 보급”, “타 서비스와의 연계”, “불건
전 컨텐츠 제작자 처벌” 등은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2-40] OTT 서비스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매우
탄탄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과
이용료 인하 문제 정도만 개선하면 더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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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메타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메타버스의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227명이 메타버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남자가 112명, 여자가 115명으로 성별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 13명,
20~29세 84명, 30~39세 74명, 40~49세 44명, 50세 이상 12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20대와 30대에 메타버스 유경험자가 집중되어 있고, 10대도 소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52.9%가 만족한다(다소
만족 + 매우 만족)고 응답했고, 5.7만 만족하지 못한다(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고
응답했다(그림 2-41).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55점이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현
상은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41.4%로 앞의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중립적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다. 이는 메타버스가 서비스 초기여서 아직 호/불호를 판단한 정
도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41] 메타버스의 만족도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한편, 메타버스 이용자들에게 1주일 평균 사용시간을 물어본 결과, 2시간 미만 이
용하는 사람이 45.4%로 가장 많았다(그림 2-42). 2~4시간 사용하는 사람은 25.1%였
고, 4~6시간은 17.2%, 6~8시간은 5.7%, 8시간 이상은 6.6%였다. 이는 90%의 사용
자가 1주일에 6시간 이하로(1일 평균 1시간 이하)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아직 국내에
는 메타버스 이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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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메타버스 이용 시간(1주일 평균)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2. 메타버스의 장점과 한계
메타버스의 장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제시된 5가지 보기를 비교적 고르게 선택했다
(그림 2-43). “거리의 제약을 뛰어 넘는 소통”,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경제 활동”, “자
존감의 대리 만족”, “일상 탈출”, “감각적 몰입감” 등이 보기로 제시되었는데, 응답자들
은 이들을 고르게 선택했다. 메타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기로
제시된 6가지 이슈들이 고르게 선택되었다(그림 2-44). 이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초기이
고 이용자도 매우 적어서 뚜렷한 장점이나 단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림 2-43] 메타버스의 장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52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그림 2-44] 메타버스의 한계 및 문제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3. 코로나19 종식 후 전망
코로나19 종식 후 메타버스 서비스의 지속 여부에 대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 2-45). 그러나 응답자 본인의 사용 의향을
묻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과 중립적 응답이 많았다(그림 2-46). 코로나
19 종식 후 메타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6%(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에 머물었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2.9%(매우 그렇지 않다 +
다소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보통” 의견을 낸 응답자는 46.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판단을 유보했다.
[그림 2-45] 코로나19 종식 후 메타버스 예상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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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코로나19 종식 후 메타버스 활용 의향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앞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응답과 유사
한 패턴의 응답이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다섯 가지 보기를 고르게 선택한 것이다
(그림 2-47). 이 역시 메타버스 서비스가 초기이고 활용 경험이 있는 사람도 소수인 상황
에서 메타버스의 장/단점 등 그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림 2-47] 메타버스의 개선 과제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이상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메타버스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를 얻지 못한 초기
단계 서비스라는 사실이 잘 나타난다. 이용자 수가 2,000명 중 227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만족도는 중립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2,000명의 응답자가 모두 응답한 다른 질문들의 경우 장점, 단점, 개선 과제
는 모두 1~2가지 뚜렷한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향후 활용 의사도 중립적인
“보통”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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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설문조사 결과 종합
이상 7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의 종
합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문항들 중에 질문과 보기가 같은 3개의 질문에 대해 7가지 서비
스의 응답은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해보자. 질문 중 질문과 보기가 같았던 3개의 문항에
대해 7가지 서비스별 응답들을 한 그래프에 모아서 비교해 보았다(그림 2-48, 49, 50).
[그림 2-48] 7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그림 2-49] 코로나19 종식 후 7가지 비대면 서비스의 전망 비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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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코로나19 종식 후 7가지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향 비교

자료: STEPI 원격경제 설문조사.

위의 세 그래프를 보면 7가지 비대면 서비스는 만족도, 코로나19 이후의 전망, 코
로나19 이후 활용 의향의 세 가지 문항에서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몇 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진다(표 2-3). 첫째 그룹은 원격학습과 원격의료 그룹이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 시작된 서비스들인데, 만족도, 전망, 활용 의향 모두에서 중
간 정도의 응답자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이 그룹은 “초기-느린 수용”, 즉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면서 소비자의 수용은 다소 느린 그룹”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표 2-3> 7가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응답 패턴 비교
그룹
초기-느린 수용
초기-빠른 수용

성장기

만족도

코로나19 이후
전망

코로나19 이후
활용 의향

∙ 원격학습
∙ 원격의료

중

중

중

∙ 원격근무

상

중

중상

∙ 메타버스

중

상

하

∙ 온라인/모바일 쇼핑
∙ 음식 배달앱 서비스

상

최상

상

서비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료: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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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그룹은 원격근무와 메타버스로, “초기-빠른 수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
다. 원격근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점은 첫 번째 그룹과 동일하지만, 만족도가
더 높고 코로나19 이후의 활용 의향도 약간 더 적극적인 응답이 나왔다. 메타버스는
만족도는 중간이고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반면 활용 의향은 매우 낮은 특이한 응답
패턴을 보였다. 이는 실제 이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가 아직 적어서 응답자 자신의
의향은 불확실하지만 서비스의 미래는 모두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에 향후 전체 시장에서 서비스의 빠른 수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서 이 그룹은 같은 “초기 단계이지만, 소비자의 수용도가 더 높은 그룹”이라는 의미로
“초기-빠른 수용”으로 이름을 붙였다.
세 번째 그룹은 온라인/모바일 쇼핑, 음식 배달앱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룹이다. 이 서비스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 있던 서비스들로,
만족도, 전망, 활용 의향 모두에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미 “서비스가 성장 단계”라는 의미로 “성장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성장기”로 분류된 세 가지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 소비
자 수용 과정이 끝난 서비스들이고, “초기”로 분류된 네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는 원격
근무가 상대적으로 소비자 수용도가 빨라서 시장에 빨리 정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메
타버스는 전망은 좋지만 아직 소비자 수용도는 낮아서 초기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격학습과 원격의료는 여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요인이 결합해서 시장 수용이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경제의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성장기 서비스들에서 원격경제의 특징이 잘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하 3장부터 8장까지는 설문조사에서 다룬 7개
서비스 중 음식배달을 제외한 6개 서비스에 대해 사례연구 결과를 정리할 것인데, 설
문조사지의 순서와 다르게 성장기, 초기-빠른 수용, 초기-느린 수용의 순서로 챕터를
배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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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온라인 쇼핑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1. 개념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은 소비자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
인 쇼핑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7) 과거에는 사이버 쇼핑, 인터
넷 쇼핑 등의 용어도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이 부상하면서 이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온라인 쇼핑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
을 이용하여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인터넷쇼핑몰,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온라인쇼핑몰로 정의한
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5. 6.).
전자상거래(e-commerce)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
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전자문서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
보를 말하며, 주문, 결제, 이행 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
상거래가 성립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고,8) 음식 배달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거래(B2B, business-to-business)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에
서 이루어지는 거래 전체를 의미하므로, 엄밀하게 보면 온라인 쇼핑은 전자상거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9)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온라인 쇼핑과 전자상거래를 혼용하여 사
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
하도록 한다.
7) 한경 경제용어사전, ｢온라인 쇼핑｣의 정의를 일부 수정.
8)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9) Cunningham(2019. July 23).

58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2. 주요 현황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은 1996년 6월에 최초로 거래가 시작된 이후 빠르게 규모
가 확대되어 왔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6. 16.).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0
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20.3% 성장하여 2020년에는 159조 원에 이르렀다(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각 년도).10)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16년
21.8%, 2017년 39.1%, 2018년 24.6%, 2019년 18.9%, 2020년 17.9%로 나타나서,
과거에 비해 점차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2010-2020)
(단위: 십억 원, %)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각호.

10) 국가통계포털에서는 2017년 이후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통계청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계청 보도
자료 간에도 데이터의 정합성이 낮아서 일괄적으로 특정년도의 데이터는 그 다음년도의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인용
하였다. 또한, 통계청이 2013년까지는 ‘사이버쇼핑’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온라인쇼핑’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였으며, 다시 2017년 1월부터 표본을 재정비한 데이터를 발표하여 그 이전 데이터와의 단층이
발생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3. 6.).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여기에 제시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요하며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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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더한 ‘전체 쇼핑 거래액’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
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액’에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음식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 거래액
이 포함되지 않아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대신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위의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과 비교할 수 있다. 2020년
국내 소매판매액(서비스 제외)은 475조 원,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127조 원이므
로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비중(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소매판매액)은 26.7%
이며, 이는 2010년 6.7%에서 크게 증가한 값이다. 국내 소매판매액도 2010~2020년
연평균 4.5% 성장해왔지만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이 그보다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을 더한 전체 쇼핑 거래
액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2] 국내 소매판매액 및 온라인의 비중(2010 vs. 2020)
(단위: 십억 원, %)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각호.

온라인 쇼핑은 주로 PC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모
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 쇼핑, 즉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통계청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2013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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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성장하여 2020년 108조 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9%로 2/3 수준을 넘어섰다. 즉, 최근의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는 상당 부분 모바일
쇼핑의 성장에 기인한다.

[그림 3-3] 국내 모바일 쇼핑 거래액 및 온라인 쇼핑 중의 비중(2010-2020)
(단위: 십억 원, %)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각호.

2020년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군은 “음･식료
품”(12.4%), “가전･전자･통신기기”(11.8%), “음식서비스”(10.8%), “의복”(9.5%), “생
활용품”(9.0%) 등이다. 이와 비교하여 모바일 쇼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
군은 “음식서비스”(15.2%), “음･식료품”(13.2%), “가전･전자･통신기기”(10.5%), “생
활용품”(9.3%), “의복”(9.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거래되는
상품군과 모바일 쇼핑에서 거래되는 상품군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음식서비스 거래는
모바일 쇼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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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20년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2. 3.), p. 14.

[그림 3-5] 2020년 상품군별 모바일 쇼핑 거래액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2. 3.),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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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retail e-commerce sales)은 2014~2020년 연평
균 증가율 21.4%를 기록하여 2020년 약 4.3조 달러(약 4,800조 원)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a, 2021. 3. 26.).

[그림 3-6] 글로벌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추이 및 전망(2014-2024)
(단위: 십억 달러)

주: 연도 옆의 *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Statista(2021. 3. 26.).

3.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등 유통산업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진단한다. 감염 우려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강제된 사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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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배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
한 혁신을 실험하여 고객 경험을 개선하였고, 이것이 다시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에 대해 상품 확인이나 반품 등과 관련하여
막연한 거리감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도 실제 경험을 하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온
라인 쇼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의 판도가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다...2030년 마주했어야 될
유통업의 모습이 2020년으로,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졌다...구조적인 변화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영구적인 소비 패
턴의 변화이며...”(삼성증권, 2020. 11. 17.)

코로나19 전후로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늘어났고 전체 쇼핑 거래액에서 온라인 쇼
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의 월별 거래액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판매액에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음식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
비스 거래액이 포함되지 않아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과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위의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을 살펴보았다.

[그림 3-7] 국내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및 소매판매액 중 비중(2019~)

주: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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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 20%대 초반에 머물던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비중이 최근에는 20%대
후반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상으로는 국내에서 2020년 이전과
이후에 단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해외 주요 국가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체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증가한 정도는 자료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

[그림 3-8]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전후의 온라인 쇼핑 비중

자료: 삼성증권(2020. 11. 17.), p. 7.

[그림 3-9] 전 세계 및 주요 국가의 전체 소매유통 중 온라인의 비중 추이 및 전망

주: Europe-5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자료: Economist(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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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이전과 이후에 단절
적인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황처럼 국내 통계 데이터가 실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 두 번째는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의 변화는 연속적
이지만 그 내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온라인 쇼핑 상품군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가
(-94.4%), 여행 및 교통서비스(-70.0%)가 크게 감소한 반면, 음식서비스(109.1%), 농
축수산물(100.1%)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코로나19 전후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변화(2019.12 vs. 2020.12)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2. 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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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 산업 및 온라인 쇼핑의 현황과 전망, 이슈와 대안을 살
펴보기 위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고, 정부 부처 보도자료, 관련 서적, 국내외 시장조
사업체, 컨설팅업체, 증권사 등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유통, 물류, 마
케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15명의 전문가에게 서
면 인터뷰를 요청하여 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서면 인터뷰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기업 대표, 금융기관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학 교수,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유통 산업 및 온라인 쇼핑에 대한 산･학･연의 다양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1> 서면 인터뷰에 응답한 전문가
전문가

소속

A 대표

물류･유통 컨설팅 기업 대표

A 연구원

금융기관 산하 연구소 연구원

A 애널리스트

증권사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B 연구원

공공 연구기관 연구원

A 조사관

국회 입법조사관

A 교수

해외 대학 마케팅 전공 교수

B 교수

국내 대학 마케팅 전공 교수

C 교수

국내 대학원 마케팅 전공 교수

자료: 연구진 작성.

이하에서는 문헌 조사와 전문가 서면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외 유통 산업 및
온라인 쇼핑의 현황과 전망, 이슈와 대안에 대해 고찰한다. 유통산업 및 온라인 쇼핑
생태계 및 플랫폼의 관점에서 생태계 및 경쟁 지형, 기술 혁신, 제도, 국내외 시장,
생태계의 진화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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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가. 주요 기업과 경쟁 구도
국내 유통산업은 기존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기업(빅테크), 버티컬 스타트업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유통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강점을
가진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
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쿠팡, 네이버, 이베이 등이며,
버티컬 스타트업은 특정 상품군에 집중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패션 분야의 무
신사, 지그재그, 식품 분야의 마켓컬리, 정육각, 오늘회, 명품 분야의 머스트잇, 발란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
향”의 조사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국내 주요 유통업체 현황
구분

업체
백화점
(3)
대형마트

오프라인
유통업체

(3)

(13개사)

편의점
(3)
준대규모점포(SSM)
(4)
온라인 유통업체
(13개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지에스더후레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마트몰,
신세계몰, 에이케이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마트, 롯데온,
위메프, 티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1. 28.).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2019년,
2020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21. 5). 신세계,
롯데 등 기존 유통업체가 여전히 매출액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신세계,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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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의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비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즉, 온라인 플
랫폼 기업이 기존 유통업체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 2019-2020년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2020년 순위

업체

2019년

2020년

1

신세계

24,816

24,751

2

롯데

24,580

20,502

3

쿠팡

12,532

20,095

4

네이버

8,334

14,278

5

이베이

12,345

13,370

6

GS홀딩스

11,228

11,217

7

현대백화점

10,808

10,155

8

SK텔레콤

7,776

8,441

9

BGF리테일

6,919

6,803

10

홈플러스

7,144

6,488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2021. 5), p. 20.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점유율은 관련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연구진이 추정한 바는 다음 그림과 같다. 2020년 기준 네이버(18%), 쿠팡(13%), 이베
이코리아(12%), 11번가(6%), 롯데온(5%), SSG닷컴(3%), 카카오(2%), 기타(41%) 등
이다. 즉,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현재 상대적으로 신규 진출 기업인 네이버와 쿠팡
이 주도하는 가운데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베이, 11번가 등)과 신규 스타트업들이 시
장을 분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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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점유율(%)

자료: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연구진 작성.

최근 유통 분야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특정 상품군에 집중하는 버티컬 스
타트업들이다. 서면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버티컬 스타트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쿠팡과 네이버의 이커머스 양강 구도 공고화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의 강세...2021년 8월 기준 몇몇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들이 메이저 이커머스 플
랫폼을 트래픽으로 앞지름. 이 업체들은 커뮤니티, 블로그마켓, 개인화 추천 등 운영과
기술 측면의 차별화 요소 보유...전통적인 SPC(Selection, Price, Convenience) 측
면의 경쟁이 아니라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우고 있음. 주목할 만한 업체로는 패
션 버티컬 커머스 지그재그, 무신사. 인테리어 버티컬 커머스 오늘의집. 명품 버티컬
커머스 머스트잇, 리셀 버티컬 커머스 크림, 카카오톡 선물하기, 로컬 커머스의 당근마
켓, MD상품 커머스의 위버스 등이 있음.” (A 대표)

나. 플랫폼화의 정도
온라인 플랫폼 간의 경쟁 단계를 플랫폼 미형성, 다수의 소형 플랫폼 등장,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 지배적 플랫폼 등장 등으로 구분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유통
산업은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 시기로 판단된다.11) 기존 유통업체에 도전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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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라인 플랫폼(쿠팡, 네이버 등)이 등장하여 현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
략적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세계와 네이버가 2021년 3월 2,5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 계약을
맺어서 향후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물류 거점화, 배송 등에서 폭넓게 제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6월에는 신세계 이마트(SSG닷컴)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여 신세
계그룹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네이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또한, 카카오는 이커머스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글
로벌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인 11번가에 30%의 지
분을 참여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다.
가까운 미래, 즉 3~5년 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국내 유통산업의 시장구
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서면 인터뷰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
견은 3가지로 나뉘었다. 현재의 시장구조를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
라고 할 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2명이었고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상위 플랫폼(쿠팡, 네이버)의 양분이 예측됨. 쿠팡은 그간 수천
억 원이 넘는 물류 투자로 진입장벽을 형성...현재 기존 유통업체 중 쿠팡 수준의 대단
위 이커머스 물류 투자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음...‘검색’ 트래픽이
네이버의 주도권을 만듦...그간 부족했던 물류 서비스 또한...연합군 구조로 역량 확충
중...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은 온라인과 나눠서 봐야하는 영역이라 판단됨. 코로나19 시
대가 종식되더라도 상당 부분의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파이는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됨.”
(A 대표)

현재보다 소수가 생존하는 “3~5개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3명이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통산업의 기본은 물류 기반의 확보이므로 기존 유통 기업과 물류 관리가 가능한 유
통 플랫폼 기업이 공존하는 과점적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됨” (A 조사관)
11)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들도 광의의 플랫폼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인 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플랫폼은 디지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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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를 크게 음식료(30%), 패션 & 뷰티(30%), 기타(40%)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음식료는 공급사슬 관리(재고 관리), 패션 & 뷰티는 상품 수, 기타는 배송
에 강점을 가진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각 부문에 강점을 가진 업체들이 유통업계
주류가 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잠식하려 경쟁하는 구조가 3-5년 뒤 유통
업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 (A 애널리스트)

현재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10개 이상의 기업 간 완전경쟁적 구조”가 될 것이라
고 응답한 전문가는 3명이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강자들의 경우 온라인 대전환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온라인과 차
별화된 유인 전략 및 사업 모델들을 시험하며 정착시키고 있음...플랫폼 기반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성장/독식은 이론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장 진화의 방향이지만...정부의
규제나 개입, 지배적 사업자들의 점유율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해 볼 때 10개 이상의 기
업 간 완전경쟁적 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 (B 교수)

2. (기술) 혁신 사례
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AI 등)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유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리테일(retail)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하여
‘리테일테크(retailtech)’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데이터분석과 인공지
능(AI)이다.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은 상품 탐색, 주문, 배송 등 온라인 쇼핑의 전 단
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첫째,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
은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의 방대한 상품 간 매칭의 효율성을 높인다. 온라인 쇼핑몰
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갖는 대표적인 강점은 보유한 상품의 종류 수가 많다는 것이
다. 각 쇼핑몰이 보유한 상품의 종류 수는 수시로 달라지지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
면 오프라인 매장은 2~4만 가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3~8억 가지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1만 배 이상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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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발견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서면 인터뷰에
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 모델에 적용하고 소비자를 광범위하게 이해하여 그들이 원하
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임...소비가 온라인
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에 비해 데이터 축적이 쉬워졌고...구축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면서 알고리즘은 더 정교하게 진화될 수 있음...빅 데이터로 소비자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더 만족스러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음.” (A 교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유통
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성별･나이･지역･
구매습관 등을 수집하고 분석, 재가공하여 상품 큐레이션이나 상품 추천, 온디맨드 쇼
핑 등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B 연구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도 이
용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오프라인 슈퍼마켓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오프라인 서점인 ‘아마존 북스’(Amazon Books), 아마존 웹사이트
에서 고객 평점 4점 이상을 받은 상품만을 판매하는 매장인 ‘아마존 4-스타’(Amazon
4-star) 등의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나가는 이유
는 이들을 오프라인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기 위함이
다(황지영, 2019).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매장은 카메라로 고객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
는지, 어떤 상품을 집었다가 놓았는지 등 고객의 모든 동작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데이
터를 축적한다.
둘째,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은 상품 주문 단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5월
구글은 전화 응대용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듀플렉스(Duplex)’의 시연 모습을
공개했다.12) 영상에서 듀플렉스는 고객을 대신하여 실제 헤어숍 직원과 통화하여 시
간을 예약하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알람 설정을 한다. 구글 CEO 선다 피차이는 “우리
는 듀플렉스에 자연어 처리, 딥러닝, 문자･음성 변환 등 그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12) 시연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D5VN56jQMW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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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했다”고 했다(황지영, 2019). 향후 인공지능 시스템은 소비자와 함께 생활하며 쇼
핑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인공지
능 챗봇도 개발되고 있다.
셋째,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은 배송 단계도 효율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미래
구매 패턴을 미리 예측하여 상품을 소비자 근처로 미리 이송하여 더 빠른 배송을 제공
하는 아마존의 ‘예측 배송(anticipatory shipping)’은 잘 알려진 사례이다. 또한, 자
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로봇이나 드론은 상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배송
할 수 있다.

나. 기타 기술혁신(AR/VR 등)
VR, AR 등 가상현실 기술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처럼 실제 상품을 보고 만져볼 수
없다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이케
아는 모바일 앱 ‘이케아 플레이스’를 통해 AR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황지영, 2019).
예를 들어 거실에 놓을 소파를 쇼핑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거실을 비추고 쇼핑몰의
소파를 선택하면 실제 거실의 모습과 가상의 소파가 겹쳐져 보인다. 최근에는 메타버
스(Metaverse)가 유통 부문을 혁신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서면 인터뷰에서 전문가
들은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타버스의 이커머스 적용에 성공하는 기업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를 것으
로 기대됨...아직까지 실용화에 근접한 업체를 찾기 어렵지만 보유 기술진의 능력과 자
본력을 고려할 때 아마존이 가장 앞장설 것으로 예상됨.” (A 애널리스트)
“메타버스에 한국이 특히 관심이 높고 한국형 메타버스 등의 모델이 나오고 있음...현실
공간을 넘어 가상 공간에서 브랜드를 소통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며 새로운 관계
들을 만들어나가는 등의 활동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과거 세컨드라이프와는 다른 경험
을 제공함.” (A 교수)

결제 단계에서도 다양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온라인 쇼핑에서는 공
인인증서 설치 등 결제 과정이 어렵고 번거로웠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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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모바일 앱은 초기에 입력한 결제수단,
배송지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과정이 편리하다. 원클릭 쇼핑,
QR코드 결제 등 결제와 관련된 기술 혁신도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했다.
지문, 얼굴 등 생체인식 결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배송시간 단축은 온라인 쇼핑의 확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바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송시
간이 단축되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즉시 소유’의 가치를
이제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서 주문부터 제품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Click-to-Door Speed)은 2015년 8.0일에
서 2020년 2월 5.1일로 단축되었고, 특히 아마존의 경우 2015년 5.9일에서 2020년
2.2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의 발달이 빠르고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에서는 주문 후 몇 시간 내에 배송이 완료되는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이 이미 보편화
되었다.

[그림 3-12] 미국에서 온라인 구매 시 소요되는 배송시간

주: 2020년 2월 기준.
자료: 삼성증권(2020. 11. 1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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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배송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퀵커머스 사업
모델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모델 측면에서 배송 시간이 극단적으로 단축된 퀵커머스가 이커머스의 대세로 자
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높은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 →
1인당 배송권역 축소 → 배송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고려하면 퀵커머스 역량을 보유한
업체로의 고객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A 애널리스트)

3. (제도) 제도적 이슈
현재 국내 유통 산업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묻는 서면 인
터뷰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통 산업에서도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
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다수 전문가가 배달 노동
자의 근로조건 개선, 쓰레기 및 폐플라스틱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어야 함. 새벽배송 및
일일배송 등 더욱 단축된 배달환경 속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커지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B 연구원)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불편함을 동반한다...음식 배달로...쓰레기
대란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택배 배송도 마찬가지다. 배송 주문이 늘자 상품을 포장하
는 데 쓰이는 택배 박스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배송 속도가 느려지면 물류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은 가치 있는 배송 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있다.” (A 대표)

국내 유통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서 제기된 플랫폼 노동자 보호, 포장재/플라스틱 규제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유통구조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당부하였다.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는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함. 알리바바의 사례처럼 무인
배송을 새벽 및 심야 시간에 활용하고 주간 시간에 운송업 종사자분들을 활용.” (A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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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ping Rocks Lab 같이 생분해성 포장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더 많은
업체가 이를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함.” (C 교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앱 내에서 환경과 배송 시간에 대한 옵션들을 옵트인(opt-in) 방식
이 아니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바꾸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친환경 옵
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A 교수)
“적정한 입점 수수료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제도 구축 등 정부 측면의 역할이 수
행되어야 함. 디지털 기반의 유통환경 변화로...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
임.” (B 연구원)
“유통구조의 개선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특히 농산물의 경우 생산
지와 유통가격의 차이가 글로벌 기준으로도 너무 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산업임...에그테크(agriculture+techology) 기업들을 육성하는 한편, 생
산단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로 인한 생산지와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 적극
적으로 시도되어야 함.” (A 교수)
“국내 유통업계의 혁신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외 유통업에 잠식 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국내 유통업계가 발달한 다음에야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
할 것.” (A 애널리스트)

4. (시장)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가까운 미래, 즉 3~5년 후에 글로벌 유통기업(아마존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어
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는 서면 인터뷰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5%
내외로 낮게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 시점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물품 조달, 물류 등의 측면에서 국내에 들어와 차이를
만들어 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현재 1~2% 수준인 해외직구 시장이 향후 20%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해외 이커머스업체들의 국내 시장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A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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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1~2%로 매우 낮게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글로벌 유통기업이 들어와서 실패한 대표적인 시장임. 과거 월마
트, 까르푸가 진출했으나 실패했던 역사가 있음...유일하게 오랜 시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코스트코인데, 전세계 코스트코 중에서 매출이 1위를 기록하는 매장도 있
지만 매장 수를 늘리고 있지는 않음...아마존도 직접 들어오는 대신 SK의 11번가와 합
작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다양한 계산이 있었겠지만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는 목적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움...한국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구매 금
액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고 배송시간이 로켓배송/새벽배송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임.” (A 교수)

반대로, 3~5년 후에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내 유통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이 5% 미
만이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해외에 진출하여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
워 보임. 이미 2010년 이후 세계 각국에 한국의 쿠팡, 네이버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
지배 사업자가 등장했기 때문. 동남아시아의 쇼피, 라자다, 일본의 아마존재팬, 라쿠텐,
중국의 알리바바그룹, 미국의 아마존의 영향력을 깰 만큼의 업체를 3~5년만에 만나기
는 쉽지 않아 보임.” (A 대표)
“현 시점에서 3-5년 뒤 해외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는 쿠
팡, 네이버, 이마트 정도임.” (A 애널리스트)

국내 유통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이 10% 이상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
을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했다.
“유통기업들은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해외 온라인 채
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소비자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신라면세점의 경
우 타오바오 글로벌에 기획관을 설치하고, 동남아 온라인 쇼핑채널 ‘Shopee’ 등을 활
용하고 있다. K쇼핑도 국내 홈쇼핑업계에서 최초로 중국 ‘티몰 글로벌’ 등을 통해 온라
인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B 연구원)

78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5. 생태계의 진화 정도
앞서 기술한 “1.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2. (기술) 혁신 사례”, “4. (시장)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내외 유통 산업 생태계의
진화 현황 및 전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X축은 “플랫폼의 발달 정도(조
직적 측면)”를, Y축은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기술적 측면)”를 나타낸다.
[그림 3-13] 원격경제 생태계의 진화 정도: 유통 산업

자료: 연구진 작성

플랫폼의 발달 정도를 보면, 현재 국내 유통산업은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 시기로
판단되고, 해외 주요국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과점화”의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미
래에는 국내에서도 플랫폼 경쟁 결과 지배적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전망인데, 그 시장
구조는 앞선 전문가 서면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를 보면, 국내 유통 기업들이 해외 주요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
하며 거의 유사한 사업전략과 운영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국내 기업의 혁신 정도가
해외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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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망 및 정책 과제
1. 생태계의 진화 전망
향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가속화
하면서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을 ‘가파(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라고 부르듯이, 우리나라에
서 유통 산업을 넘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을 통상 ‘네카쿠배’라고 부른다. 네이버는 구글, 카카오는 페이스북, 쿠팡
은 아마존에 자주 비유된다. 유통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고 전망하는 이유는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견인한 요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각 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에 대해 전망하
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늘어
나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점과 같은 편익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수요가 크게 증가했
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들이 배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늘림으로써
상품 다양성 확대, 배송시간 단축, 반품 편의성 제고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시
수요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온라인
쇼핑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코로
나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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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온라인 쇼핑의 성장 요인과 코로나19 이후 전망
구분

요인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 이후 전망

상품 다양성

△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맞춤형 추천

×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점점
효과성이 높아질 전망

시공간 제약 없음

△

온라인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유지 전망

상품 파악

×

기술 혁신을 통해 점차 개선될 전망

가격 비교

×

온라인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유지 전망

결제 편의성

×

기술 혁신을 통해 점차 개선될 전망

배송시간 단축

△

온라인 쇼핑이 확대될수록 규모의 경제로
유지 또는 단축될 전망

반품 편의성

△

온라인 쇼핑이 확대될수록 규모의 경제로
유지 또는 개선될 전망

수요

1인 가구 증가

×

상당 기간 동안 증가할 전망

측면

밀레니얼 세대 및 Z세대의 부상

×

거시적인 트렌드로서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

공급
측면

주: ○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 약간 영향을 미쳤음, ×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자료: 연구진 작성.

단, 이와 같은 전망이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계속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전체 쇼핑 거래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기적으
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의 중요
성은 매출, 광고(제품 정보 전달), 데이터 확보(고객 이해) 등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
속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상품을 전달하고 고객들에게 유
용하고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미래에 유통산업의 관건이 될 것이다.

2.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통 산업의 온라인 플랫
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아마존고(Amazon Go)’ 같이 상품을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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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무인매장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하려면
고객이 출입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만약 도난 또는 정지된 카드로 출입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이를 방지할 것인가? 상주하는 점원이 없기 때문에 상품 안내 등을
위해 AI 챗봇을 설치할 수 있는데 최근 AI 챗봇 ‘이루다’의 경우처럼 챗봇이 고객에게
부적절한 응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결제 금액을 변조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가? 최근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무인매장에서
절도 등의 범죄나 파손, 취식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가? 고객이 잘못 구매한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 현재까지의 기술이나 경험만으로는 완전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수히 많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실제로 무인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잉 규제와 중복 규제 우려이다. 국내 유통 산업
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근로자의 근로환경 악화 및 사고 위험, 플랫폼
이용업체에 대한 부당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
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
이 커지고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9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규제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천억 원 이
상인 업체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준 적용 시 30개 정도의 플랫폼이 규제 대상
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회원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한다(매일경제, 2021. 9. 13.). 이
는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초대형 빅테크 기업에만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대
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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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되어 발의되어 있는 법안
법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의원 등 10인

2021-04-20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 의원 등 20인

2021-03-18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1인

2021-03-1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의원 등 10인

2021-03-0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1-01-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2021-01-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2인

2021-01-2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2인

2020-12-11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0인

2020-07-13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 (검색일: 2021. 10. 30.).

규제 주무부처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일부에
서는 특정 부처를 주무부처로 결정하지 않고 각 부처에 각각의 규제 권한을 주는 방안
도 논의되고 있다.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주도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게 정해
지지 않는다면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온라인 쇼핑은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가
치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며 국가적으로 성장동력으로 성
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기술혁신, 사업모델 혁신, 기업 간 제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
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유통 부문은 단순히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Omni-Channel)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옴
니채널은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연계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
다(Offline to Online, Online to Offline).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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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
고, 오프라인 매장을 판매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쇼룸으로만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
고 있다(예. 월마트가 인수한 온라인 남성복 보노보스). 즉, 최근 유통산업의 변화가
한국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기술을 통해 한국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신유통
(New Retail)’을 제안했는데 이는 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온･오
프라인 체험, 현대화된 물류를 융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을 말한다(유윤, 2019).

신세계가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에 구축한 ‘완전스마트매장’
입장하려면 휴대폰과 결제할 카드를 가지고 QR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QR코드 하나당
4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매장에 들어서면 AI 챗봇 ‘스파로스’에게 상품 위치나 매장 사
용 방법을 물어볼 수 있다. 매장 내에서 라이다(LiDAR) 카메라와 딥러닝 알고리즘이 고객
의 동선과 행동, 상품 등을 인식한다. 상품을 그냥 들고 나오든, 가방에 넣고 나오든 자동
으로 결제가 된다. (자료: 동아일보, 2021. 9. 14.)

둘째,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탄탄한 재무 구조
와 사회 공헌이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환경･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가
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고 있고 이는 유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고,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측면을 보면 친환경/생분해 포장재 개발, 친환경적 배송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마트에 인수된 쇼핑몰 제트닷컴(Jet.com)의 공동창업자가 설립한
올리브(Olive)는 집 앞에 쌓인 택배상자 더미를 보며 새로운 상품 배송방식을 착안했
다(김철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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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Olive)의 친환경 배송방식
고객이 올리브(Olive)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배송 주소지가 자동으로 고객
이 사는 지역에 있는 올리브(Olive) 물류센터 주소로 연결되고, 각 쇼핑몰은 주문된 상품
을 그 물류센터로 보낸다. 이렇게 모인 상품은 올리브가 일주일에 1회, 고객이 지정한
주간 배송일에 고객에게 배송한다. 올리브(Olive)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재활용 플라스
틱 박스에 담아 보내고 택배 상자를 처리한다. 이렇게 고객을 대신하여 각종 포장 쓰레기
를 올리브가 대신 처리해 주고,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할 때에도 올리브가
대신 수거한다. (자료: 김철민, 2021)

물류센터 노동자의 처우 및 환경, 판매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논란 등 사회적인 이슈
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잘못 대응할 경우에는 회원 탈퇴 등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제대로 대응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고객 충성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비용이 드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
능한 성장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4. 정책 과제
국내 유통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는
첫째, 시범사업 추진, 기술 표준 구축, 기술 인증 등을 활용하여 국내 유통기업의 경쟁
력 있는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
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 중인 ‘완전무인점포 보안성 향상 및 취약점 발굴･개선 지원사
업’이다. 앞서 소개한 신세계의 ‘완전스마트매장’은 이 사업의 1차 실증매장이다. 2차
실증매장에서는 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 판매, 원격 매장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수반되는 불확
실성과 리스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둘째, 국내 유통 산업이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에서 지배적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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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게임의 룰인 규제를 공정하게 정립해야 한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온라인 플랫
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외 플랫폼 기업이나 국내 기존
유통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해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필요하다. 최근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상
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도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 예를 들어, 국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
용하여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매칭 해야 한다. 최근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되던
화천군 애호박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자 온라인 주문 증가로 품절된 사례도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과 투자가 필요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정
부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는 경우 전 과정에 걸쳐 민간 기업을 활용하거나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적인 구축과 운영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등 민
간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화천군 애호박의 산지 폐기 위기 극복
화천군은 전국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애호박 최대 주산지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 물량 부족 등을 겪으며 한때 한 상자(8kg)에 1만원이 넘었던 애호박 가격이
2,423원까지 떨어지면서 화천군은 애호박 213톤을 산지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
시에 화천군은 ‘화천스마트마켓’에서 애호박 한 상자(8㎏)를 6000원에 판매했는데, 산지
폐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화천스마트마켓’에 몰려들었고, 이틀 동안 112톤의 주문이
접수되었다. 결국 화천군은 폐기처분을 중단했다. (자료: 한겨레,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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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표기업 사례
1. 아마존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 시장
에도 진출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에도 진출해
있다. 국내에도 SK 11번가와의 제휴를 통해 진출해 있다.

<표 3-6> 미국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기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

시장점유율

1

Amazon

$ 367.2

15.3%

40.4%

2

Walmart

$ 64.6

21.2%

7.1%

3

eBay

$ 38.7

3.0%

4.3%

4

Apple

$ 33.6

11.7%

3.7%

5

Best Buy

$ 20.3

13.0%

2.2%

6

Target

$ 20.2

23.7%

2.2%

7

Home Depot

$ 20.0

13.2%

2.2%

8

Kroger

$ 15.0

17.8%

1.7%

9

Costco

$ 14.6

19.2%

1.6%

10

Wayfair

$ 13.9

14.0%

1.5%

자료: Droesch (2021. April 27).

아마존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자로부터 매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했지만(“온라인 직매입”) 2000년부터는 개인이나 기업 등 외부 판매자도 아마존 쇼핑
몰인 Amazon.com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Sell on Amazon” 서비스(“3자판매”)
를 시작했다. 외부 판매자는 아마존의 온라인 인프라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배송 및
고객서비스는 직접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외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및 고객서비스를 아마존이 직접 제공하는 “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시작
했다. 아마존은 북미에 110개, 전 세계에 175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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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2020), 여기에 판매자들의 상품이 보관되어 관리되고 주문이 발생하면 포장
되어 고객에게 배송된다. 아마존은 페덱스(FedEx), 유피에스(UPS) 등 물류기업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고 점차 직접 배송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최근 시작한 아마존
플렉스(Amazon Flex)는 일반인을 택배 기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1년에 119
달러를 내면 아마존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
1억 개의 상품에 대해 무료로 2일내 배송(Two Day Delivery)을 제공하는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익일배송(약 1,000만 개 상품)과 당일배송(약 300만 개 상품), 즉시배
송(약 1만 개 생필품)도 지역에 따라 제공한다(이승훈, 2020). 이 외에도 아마존이 보
유한 비디오, 음악, 전자책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단점인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계산대가 없
는 무인매장 ‘아마존고(Amazon Go)’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용자는 매장에 들어가
면서 휴대폰으로 본인을 인증한 뒤 원하는 상품을 그냥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현재 시애틀과 시카고에 3개의 정식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1
년까지 약 3천 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한다(이승훈, 2020). 또한 아마존은
식품잡화 유통업체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을 인수하기도 했다. 2015
년 시애틀에서 시작된 ‘아마존 북스(Amazon Books)’도 또 다른 사례이다. 많은 서적
보다는 의미 있고 인기 있는 서적만을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책을
표지가 전면에 드러나도록 전시하고 온라인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 현재 미국에
서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 1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승훈, 2020).
아마존은 1994년 설립되어 1995년 온라인서점으로 출발하여 판매 품목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왔다. 아마존 로고를 보면 알파벳 a에서 z로 향하는 노란색 화살표가 보
이는데 이는 ‘A부터 Z까지 모든 상품을 팔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현재 32가지 카테고리에 4억 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한다(이승훈,
2020).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AWS), 전자책 단말기 및 앱(Kindle), 인공지능
플랫폼(Alexa) 및 스마트스피커(Echo)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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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3-14] 아마존의 시가총액 추이 및 주요 이벤트

자료: 삼성증권(2020. 3. 3.), p. 101.

[그림 3-15] 아마존의 매출 구성(2014 vs. 2019)

자료: 삼성증권(2020. 3. 3.),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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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팡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며 거의 유사한 사업전략과 운영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아마존이 “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통해 물류를 내재화한 것처럼
쿠팡은 물류센터의 전국망을 이미 구축했고 전체 상품 중 상당 부분을 자체 물류 시스
템을 통해 배송하고 있다. 아마존이 2일 무료배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
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쿠팡도 2018년 10월부터 ‘로켓와우클럽’ 운영을 시작하여 고객이 매월 2,900원의 멤
버십 비용을 지불하면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쿠팡은 2020년 12월 자사 온
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론칭하여 ‘로켓와우클럽’ 멤버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 이 또한 아마존과 유사한 전략이다.

[그림 3-16] 쿠팡의 판매자 및 고객 전략

자료: 한화투자증권(2019. 5. 27.), p. 45.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하였고 2021년 6월 18일 현재 시가총액이
683억 달러(약 77.4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하
면 삼성전자(476조 원), SK하이닉스(89조 원)에 이은 3위 규모이며 카카오(68조 원),
네이버(65조 원)보다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쿠팡이
제출한 자료13) 에 따르면, 쿠팡의 매출액은 2018년 1분기 9억 달러에서 2020년 4분
기 3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수익은 2018년 –11억 달러, 2019년
13)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신고서(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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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달러, 2020년 –5억 달러 등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 또한 1994년
설립 이후 온라인 거래시스템, 물류센터 등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2001년 4/4분기
에야 최초로 수익을 냈던 아마존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7] 쿠팡의 매출액 및 수익

자료: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신고서(S-1)

쿠팡의 혁신적인 전략과 현재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노동자의 처우
및 환경, 판매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 또한 롤모델인
아마존과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쿠팡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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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OTT 서비스
제1절 개념과 현황
1. OTT 서비스의 개념
가. OTT 서비의 개념과 특징
OTT(Over The Top)는 개방형 또는 범용 인터넷망에 기반하여 동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곽동균, 2019; BEREC, 2016). OTT의
원어인 ‘Over The Top’에서 ‘Top’은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광의
적으로는 셋톱박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인터넷망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동영상 서비
스를 포괄한다(Layton, 2014; Urgellés, 2017; 리테일온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2021.3.26.).
[그림 4-1] OTT 서비스 구현 과정

자료: 배병환(201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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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유통방식은 다양하다. 주로 PC, 모바일 등 ICT 기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 기능, 영화･TV프로그램 등 다
양한 콘텐츠를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시청 방식, 장르 구성, 수
익 창출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OTT 서비스를 정의하기 어렵다(이상
원, 2020).

<표 4-1>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OTT 서비스 유통 플랫폼
OTT명

서비스 제공
사업자

주요 서비스

티빙(Tving)

CJ헬로

CJ계열 케이블TV 실시간 방송 및
VOD(다시보기, 영화 포함

지상파 3사 및

지상파TV 및 종편 실시간 방송 및

EBS

VOD(다시보기, 영화 포함

푹(Pooq)

사용 가능 기기
PC와 스마트 기기
(유선 초고속인터넷 및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

실시간 종편+유료채널+해외채널 방송 및

스마트 기기

영화 VOD(다시보기)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

LG U+

영화 및 지상파TV 주요 프로그램

스마트 기기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

옥수수

SK브로드밴드

실시간 종편+유료채널+해외채널 방송 및
영화 VOD(다시보기)

PC와 스마트 기기

에브리온TV

HCN

종편 등 케이블PP 및 독립 채널

스틱형 동글을 이용한 PC

판도라TV

판도라

곰TV

곰&컴퍼니

Youtbe

Google(미)

네이버TV

네이버

카카오TV

다음

Africa TV

Africa TV

Netflix

Netflix

영화 등 VOD(다시보기, 월정액)

Watcha Play

Watcha

영화 등 VOD(다시보기, 월정액)

Facebook

Facebook(미)

SNS를 통한 비디오공유 가능

Dailymotion

Orange(프)

Youtube형 서비스

네이버TV

네이버

유명인들의 Africa TV형 서비스

엠군

시냅스M

UCC 공유 서비스

Twitch

아마존(미)

세계 최대의 Africa TV형 서비스

텔레비

스카이라이프

실시간채널 및 영화 VOD 등 제공

올레TV 모바일

KT

LGU+ HDTV
(LTE비디오포털)

자료: 곽동균(2019), pp.12-13.

UCC나 기존 방송 콘텐츠 VOD 등

방송 및 웹 전용 콘텐츠 UCC나 기존
방송 콘텐츠
PC와 스마트기
(유선 초고속 인터넷 및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

셋톱박스
(TV 연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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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OTT 서비스를 사회에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현상을 투영한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라
고 한다(이상원, 2020: 3). 전문가들은 일찍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콘텐츠와 플
랫폼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할 것으로
예견해 왔으며 콘텐츠 산업 내 다양한 가치사슬 요소들이 결합할 것으로 예측했다(김
해원, 2017; 이상원, 2020 재인용).
일반적으로 OTT 서비스는 ‘실시간’과 ‘다시보기’로 양분화된 콘텐츠를 채택하고
있다(곽동균, 2019). 기존의 방송매체는 실시간 중심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데 반해, OTT 서비스는 실시간 동영상과 더불어 다시보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표 4-2> OTT 플랫폼별 첫 화면 콘텐츠 맵
Tving

Pooq

옥수수

Youtube

Africa TV

올레TV

라이브
다시보기
영화

VOD
LIVE
TV컷

무료
실시간TV
방송VOD

홈
인기
최근 본 영상

전체
게임
스포츠

TOP100
라이브
TV방송

픽클

영화

영화
스포츠
클립

인기 YOUTUBE

보이는 라디오
스타BJ
신인BJ

테마

모바일
VOD
네이버TV

LGU+
비디오포털

카카오TV

Netflix

Watcha Play

Twitch

실시간TV
무료

나의무료
실시간TV

전체
오리지널

Home
TV Show

홈
탐색하기

Browse
Esports

TV다시보기
영화/시리즈
애니메이션

TV다시보기
최신영화
아프리카TV

라이브

Movies
New&Popular
My List

평가하기

Music

키즈랜드
오리지널
클립/뮤직

영화 3만 편
골프
프로야구

교육/다큐
자료: 곽동균(2019), pp.12-13에서 일부 발췌하여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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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의 자유는 ‘드라마 몰아보기’ 등 ‘다시보
기’ 기능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주로 ‘다시보기’ 활동과 관련한 영화, 드라마, 오락연예 프로그
램이 인기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난다(곽동균, 2019: 22).
<표 4-3> 분석대상 인기 콘텐츠의 장르별 비중
구분

Tving

Pooq

옥수수

네이버TV

올레 TV

생활교양
다큐
드라마
영화
만화어린이
보도
생활정보
홈쇼핑
스포츠게임
시사교양
라디오음악
오락연예
기타

0.2%
0.0%
22.3%
38.0%
0.8%
0.3%
0.9%
0.0%
0.1%
0.8%
1.5%
34.9%
0.2%

2.4%
0.9%
20.8%
29.6%
1.5%
1.4%
1.0%
0.8%
1.0%
2.4%
4.0%
34.1%
0.1%

0.3%
0.1%
46.3%
9.8%
0.1%
0.4%
0.5%
0.0%
1.1%
2.5%
0.8%
37.9%
0.1%

3.9%
2.2%
24.1%
0.5%
4.0%
6.1%
11.4%
0.0%
2.1%
1.8%
8.4%
35.0%
0.5%

0.8%
0.5%
40.8%
27.9%
1.0%
1.0%
1.8%
0.9%
5.3%
0.8%
0.7%
17.4%
0.5%

주: 음영은 OTT 서비스별 인기 콘텐츠 1~3위를 의미함
자료: 곽동균(2019), p.22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그림 4-2] OTT 서비스 이용빈도별 유료서비스 이용률

주: 2019년 조사사업에서는 4,583 가구와 10,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심동녘(2020), p.4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LGU+
비디오포털
0.9%
0.0%
13.7%
42.3%
0.0%
2.7%
1.4%
0.0%
0.0%
4.7%
1.4%
32.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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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의 핵심은 동영상 제공으로서, OTT 동영상 유통이 전통적인 방송 중
심의 영상 미디어 지형을 변화시켜 왔다(곽동균, 2017). 특히, Netflix, Youtube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월정액 유료 구독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면서 국내 시
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황유선, 2018).
2019년에 10,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OTT 서비스 이용빈도별 유료서비스 이용
률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4.2%, 하루 한 번 이
상 이용하는 비율은 25.9%(14.0%+11.9%), 일주일 동안 한 번 이상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54.8%(14.0%+11.9%+8.9%+10.2%+9.8%)에 달한다(심동녘,
2020). 이처럼 OTT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 속에 뿌리내려 미디어 서비스산업의 주요
수익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 OTT 서비스의 유형
OTT 서비스의 유형은 수익모델, 사업자, 서비스 방식, 제작주체 등 다양한 기준으
로 나뉠 수 있다(최세경, 2019).
우선 수익모델에 따라 ① 유료모델과 ② 광고 기반 무료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유료
모델은 동영상의 주문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거래모델’과 OTT 서비스 가입을 조
건으로 월정액 이용료를 받는 ‘가입모델’로 나뉜다. 더 나아가 가입모델은 이용자가 콘
텐츠를 빌리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임대/소장형’과 Africa TV의 별풍선이나 Youtube
의 슈퍼챗 등 가상화폐를 콘텐츠 창작자에게 기부하는 ‘후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자에 따라 OTT 서비스는 ① 플랫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인터넷 기반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예, Netflix, Watcha play), ② 방송, IPTV,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예, Hulu, Pooq, Tving), ③ MCN(Multi-Channel
Network)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예, Youtube, Africa TV)으로 나
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방식에 따라 ① 인터넷 기반 단말기로 여러 OTT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예, Roku, Apple TV, Amazon fire TV, Sony Playstation Vue)과 ②
앱에 기반하여 이용자가 보유한 여러 단말기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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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수익모델, 사업자, 서비스 방식에 따른 OTT 서비스 유형의 분류
수익모델
임대/
소장

거래

사업자

서비스 방식

부두

디바이스 기반

아마존 비디오

앱 기반, VOD

브이라이브 채널플러스

앱 기반, 실시간 채널

Africa TV

앱 기반, 실시간 채널, UGV

Youtube

앱 기반, VOD(실시간 가능)

Netflix

앱 기반, VOD

Whatcha play

앱 기반, VOD

Hulu

앱 기반, VOD, 실시간 TV(광고)

CBS All Access

앱 기반, VOD, 실시간 TV

HBO Now

앱 기반, VOD, 실시간 TV

Sling TV

앱 기반, 실시간 TV, VOD

DirecTV Now

앱 기반, 실시간 TV, VOD

아마존 파이어 TV

디바이스 기반, VOD

아마존 비디오

앱 기갑, VOD

YoutubeTV

앱 기반, 실시간 TV, VOD

Pooq

앱 기반, 실시간 TV, VOD

Tving

앱 기반, 실시간 TV, VOD

옥수수

앱 기반, 실시간 TV, VOD

올레모바일TV

앱 기반, 실시간 TV, VOD

MCN형

Youtube 프리미엄(레드)

앱 기반, VOD, 광고 없음

독립형

로쿠

디바이스 기반, 실시간 TV, VOD

네이버TV

앱 기반, VOD(실시간 가능), UGV

브이라이브

앱 기반, 실시간 채널

카카오TV

앱 기반, VOD(실시간 가능), UGV

페이스북

앱 기반, VOD(실시간 가능)

Youtube

앱 기반, UGV(실시간 가능)

Africa TV

앱 기반, 실시간 채널, UGV

독립형
확장형

모델
후원

MCN형
독립형

유료
모델
가입
모델

광고 기반

확장형

확장형

무료모델

MCN형
자료: 최세경(2019), p.7.

앞서 살펴본 수익모델에 따라 OTT 서비스를 광고형(AVOD), 거래형(TVOD), 가
입형(SVOD), 혼합형(Hybrid)으로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중 혼합형은 광고형, 거
래형, 가입형을 조합한 형태로서 앞의 세 가지 유형보다 진화한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이상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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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수익모델에 따른 OTT 서비스 유형
유형

광고형(AVOD)

거래형(TVOD)

가입형(SVOD)

혼합형(Hybrid)

수익
모델

광고수익

개별 영상콘텐츠 구매

월정액 요금

월정액 요금, 개발 영상
콘텐츠 구매 혼합

예상 가능한 수익 창출

거래형 가입형의 혼합,
실시간 채널과 VOD

특징

콘텐츠
수급

고객 한명당 창출
가능한 이윤이 적음

수익 예측이 어려움

이용자 제작 콘텐츠,
최소보장금을 PP에
MCN 등 무료 콘텐츠 제공해야 하며, 수급
및 방송 콘텐츠 클립 등 가능 콘텐츠가 제한적

가능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판권 구매로 콘텐츠

제공 혼합
판권 구매, PP에
최소보장금 제공

수급에 유리
거입형보다는 비용

비용
지출

이용자가 콘텐츠를
필요한 콘테츠만 확보 판권 구매에 따른 비용
제작하는 형태 → 적은 가능 →가입형이 비해 지출이 거래형에 비해
투자로 수익 창출 가능
비용부담 경감
큼

대표

Youtube, Facebook,

아이튠즈, 국내

Netflix, Disney+,

Tving, Wavve, CBS

서비스

네이버TV, 카카오TV

유로방송 단품 구매

Watcha Play

올 엑세스

지출이 적지만,
거래형보다는 비용
부담이 큼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2017); 주혜민･이상원(2019); 이상원(2020), p.16 재인용

제작주체(콘텐츠 종류)와 수익모델(요금 부과방식)을 기준으로 OTT 서비스 유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다. 먼저 제작주체에 따라 UCC(사용자제작콘텐츠:
User Created Contents)와 RMC(기성제작콘텐츠: Ready Made content)로 나뉜
다(아래 그림 내 가로축). 다른 축으로는 크게 영상의 처음이나 끝에 삽입된 광고를
보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AVOD(광고식 주문형 비디오: Advertising Video On
Demand)와 일정 금액으로 정기 구독하는 SVOD(가입식 주문형 비디오 :
Subscription Video On Demand)로 양분할 수 있다(아래 그림 내 세로축)(디지털
타임스, 2007.7.23.)14).
한편, OTT 서비스 사업자는 비즈니스의 중심을 플랫폼, 단말기, 콘텐츠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시장 진출 전략과 맞물려 있다. Apple이나 MS 등은
플랫폼과 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자들과 제휴를 하며, Netflix,

14) 이 외에도 콘텐츠별로 요금을 지불하는 TVOD(Transactional VOD), 콘텐츠를 구입한 후 무한 시청할 수 있는
EST(Electronic Sell Through), 인터넷에서 관람하는 IVOD(Internet VOD) 등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영화
진흥원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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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Google 등 플랫폼 사업자는 단말기와 콘텐츠 제작 업체들과 협력을 추구
한다. Roku나 Boxee와 같은 단말기 사업자는 OTT 전용 셋톱박스를 활용하여 시장
진출을 꾀한다. Hulu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콘텐츠 자체를 활
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배병환, 2013).

[그림 4-3] 제작주체 및 수익모델에 따른 OTT 서비스 유형 구분

자료: 닐슨코리아 홈페이지(최종접속일: 2021.4.7.)

<표 4-6> OTT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 분류
구분

주요 사업자

플랫폼과 단말기 중심 사업자

Apple, MS 등

플랫폼 중심 사업자

Netflix, Amazon, Google 등

단말기 중심 사업자

Roku, Boxee 등

콘텐츠 중심 사업자

Hulu 등

자료: 배병환(2013), p.47을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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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현황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5년
161억 달러에서 2019년 46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868억 달러 수준으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입형 서비스(SVOD) 시장이 전체
글로벌 OTT 시장의 82.1%(381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4.5%로 같은 기간 전체 글로벌 OTT 시장의 증가율
인 13.4%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문형 서비스(TVOD)는 2019년 전체 글로
벌 OTT 서비스 시장의 17.8%에 불과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증가
율은 SVOD 시장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인 7.2%일 것으로 예상된다(PwC, 2020).

<표 4-7> 글로벌 OTT 시장 규모 추이(2015~202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p)

2021
(p)

2022
(p)

2023
(p)

2024
(p)

2019~2024
연평균
증가율

전체
글로벌
16,145 22,401 30,175 38,089 46,383 58,456 65,082 71,179 79,363 86,822
OTT 시장
(백만 달러)
글로벌
SVOD
시장
(백만 달러)
글로벌
TVOD
시장
(백만 달러)

13.4%

10,707 16,085 23,124 30,401 38,116 49,443 55,270 60,906 68,392 75,144

14.5%

5,438 6,316 7,051 7,688 8,267 9,013 9,812 10,273 10,971 11,678

7.2%

주: (p)는 예측치를 의미함
자료: PwC(2020), p.3을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대륙별로는 북미의 시장 규모가 2019년에 200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 규모의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시아(150억 달러, 32.4%), 서유럽
(75억 달러, 16.1%) 순을 보였다. 현재 북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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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의 축이 아시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2024년 사이에 아시아
의 OTT 시장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16.2%로 6개 대륙들 중 가장 빠른 확장을 보일
전망이다(PwC, 2020). 아시아는 대륙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잠재력 있
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북미 OTT 시장을 대체할 만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표 4-8> 대륙별 OTT 서비스 시장 규모
2019

대륙

시장 규모(백만 달러)

2019~2024 연평균증가율(%)

비중(%)

북미

20,067

43.3

11.3

서유럽

7,473

16.1

12.1

중유럽 및 동유럽

1,161

2.5

16.0

중동 및 아프리카

793

1.7

12.4

아시아

15,046

32.4

16.2

중남미

1,844

4.0

15.0

합계

46,384

100.0

13.8(평균)

자료: PwC(2020)에서 발췌하여 연구진 재작성

글로벌 OTT 시장만큼 국내 OTT 시장도 가파른 확장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
1억 7,100만 달러였던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19년에 9억 6,200만 달러로 4배
이상 커졌다. 2024년에는 2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PwC, 2020).
<표 4-9> 국내 OTT 시장 규모 추이(2015~2024)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p)

2021
(p)

2022
(p)

2023
(p)

2024
(p)

2019~2024
연평균 증가율

171

326

485

617

962

1,187

1,406

1,629

1,827

2,017

15.95%

주: (p)는 예측치를 의미함
자료: PwC(2020), p.78을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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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많은 신규 OTT 서비
스 가입자가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가 늘어나면서 Netflix는 2020년
1분기에만 1,60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했다(PwC, 2020).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OTT 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인 2018년 42.7%였던 이용률은 2019년에 52.0%를 기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본
격화된 2020년에는 66.3%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사이에 한국인의 Netflix 결제금액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9년 9월 총 카드 결제금액이 241억 원
이었는데, 2020년에 들어서 400억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천지일보, 2020.10.16.).
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이었던 2월 직후와 2차 유행이었던 8월 직후에 한국인의
Netflix 카드결제 금액이 급상승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림 4-4] 한국인 Netflix 결제금액 추이

자료: 천지일보(2020.10.16.)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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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람들을 OTT 서비스 소비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현상을 ‘코로나
19 : 2차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이용률이 높아진
미디어 콘텐츠로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1위(75.9%)를 차지한 가운데, OTT 서비
스는 5위(41.3%)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TV(70.2%),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67.7%), PC 및 노트북
(56.9%) 순으로 답했다(KBS, 2020.4.6.).

[그림 4-5] 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어난 미디어 이용

자료: KBS(2020.4.6.); 유건식(2020), p.59 재인용

[그림 4-6]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활동

자료: KBS(2020.4.6.); 유건식(2020), p.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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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조사 결과와 맞물려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OTT 서비
스의 장점이 이용자의 시청 습관을 비가역적으로 만들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OTT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 OTT 서비스보다는 복수의
OTT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각 서비스의 콘텐츠 차이로 인해 글로벌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를 조합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OTT
서비스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면적 대체보다는 일부
대체와 OTT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출이 혼합한 형태로 OTT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15)

15) 본 내용은 OTT 서비스 분야 산학연 전문가 8명의 서면자문을 요약・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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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1. 생태계 및 경쟁 지형
가. 주요 기업과 경쟁구도
글로벌 OTT 시장은 Netflix가 주도하고 있다. 2020~2021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OTT 시장에서 Netflix, Amazon Prime, Disney+ 순으로 구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etflix는 약 2억 400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된 9개
OTT 서비스 플랫폼의 총 구독자 수(5억 9,200명 ~ 6억 1,500명)에 대비할 때 1/3가
량 차지하는 수치이다(Business of Apps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2021.6.17.)16).

<표 4-10> 글로벌 OTT 기업의 구독자 수 현황
OTT 사업자

구독자(백만 명)

자료 수집일

OTT 사업자

구독자(백만 명)

자료 수집일

Netflix

204

2021.1월

Peacock

33

2021.1월

Amazon Prime

150

2020.1월

CBS All Access/

Disney+

87

2020.12월

Paramount+

18

2020.11월

Hulu

39

2020.12월

Curiosity Stream

13

2020.6월

HBO Max

38

2021.1월

Apple TV Plus

10-33*

2020.2월

주: *는 추정치를 의미함
자료: Business of Apps 홈페이지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우리나라 토종 OTT 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됐는데, 광고 기반 무료 서비
스가 유료 서비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타났다.

16) 여러 OTT 서비스를 동시 구독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OTT 시장을 Netflix가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OTT 서비스 105

<표 4-11> 국내 OTT 사업자 연혁(2004~2019)
연도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

2004

∙ 국내 최초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판
도라TV’가 UCC 시장에 진출

-

2006

∙ Africa TV가 개인방송 시작
∙ 곰TV가 VOD형 서비스 시작

-

2007

∙ 카카오가 한국어 서비스 시작

-

2008

∙ Youtube가 한국어 서비스 시작

-

2010

-

∙ 2000년 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던 VOD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변화
∙ CJ헬로비전이 Tving 서비스 시작
∙ 현대HCN이 실시간 채널 위주의 서비스 시작

2011
2012

∙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 시작

∙ 통신사업자들은 IPTV를 모바일 앱으로 시작
∙ SK플래닛 ‘호핀’ 서비스 시작
∙ 지상파 3사가 Pooq 서비스 시작

2016

-

∙ Watcha 서비스 시작
∙ Netflix가 한국 서비스 시작

2019

-

∙ 지상파 3사와 SKT가 Wavve 서비스 시작
∙ KT가 Seezn 서비스 시작
∙ JTBC와 CJ ENM의 합작법인이 Tving 서비스 시작

주: Tving의 경우, 2016년 CJ헬로비전이 CJ ENM에 양도, 2020년 CJ ENM에서 분할해 독립법인 출범
자료: 장성욱․임장현(2020), p.3을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2004년 우리나라 최초 동영상 사이트 ‘판도라TV’가 UCC 시장을 열었으며, 이후
2006년에는 Africa TV와 곰TV가 개인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Youtube가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0년에 들어서 유로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바일의 대중화와 맞물려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바일 앱으로 VOD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듬해에는 SK플래닛과 지상파 3사가 각각
Hoppin과 Pooq 서비스 운영에 착수했으며, 2016년에는 우리나라 대표 OTT 플랫
폼 중 하나인 Watcha Play가 등장했다. 마침 Netflix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해이
기도 하다. 2019년에 들어서 Wavve, Seezn, Tving 등 국산 OTT 서비스가 시작됐
다(장성욱․임장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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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토종 OTT 4사 서비스 현황
구분

Wavve

Seezn

Tving

Watcha Play

대주주

SKT

KT

CJ ENM

Watcha

출범시기

2019년

2019년

2010년

2016년

콘텐츠 특징

지상파 콘텐츠 실시간
방송

(내용 넣기)

CJ, JTBC 등 종편
콘텐츠

영화 중심의 사용자
취향 기반 큐레이션

콘텐츠 저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자막 및 더빙
설정 변경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월 구독료

7,900~13,900원

5,500~13,200원

7,900~13,900원

4,900~12,900원

오리지널 콘텐츠

좀비탐정 등 16편

가시리잇고 등 숏폼
/미드폼 160여편

백종원의 사계,
여고추리반 등 6편

한화이글스 다큐 등
하반기 공개

투자 계획

1조 원
(~2025년)

4,000억 원
(~2023년)

4,000원
(~2023년)

360억 원 투자 유치
(2020년)

제휴사

NBC유니버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아마존프라임(추진)

Netflix
Disney+(추진)

네이버
JTBC

HBO맥스
Disney

자료: 비즈니스왓치(2021.4.1.); KT 홈페이지; 닐슨코리아(2020); 장성욱･임장현(2020), p.8 재인용을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그림 4-7] 국내 OTT 서비스 산업구조

자료: 애플경제(20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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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OTT 시장도 Netflix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020년 5월 기준, Netflix의 순이용자 수가 736만 명인데 반해, 국산 OTT 플
랫폼인 Tving은 395만 명, Wavve는 394만 명, Watch Play는 9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비즈니스왓치, 2020.8.4.).
[그림 4-8] OTT별 통합 국내 순이용자수(2020.5.)
(단위: 만 명)

자료: 비즈니스왓치(2020.8.4.)

2021년 2월의 안드로이드 OS와 iOS 사용자를 기준으로 국내 OTT 시장에서
Netflix가 최초로 1,000만 사용자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월 대비
약 113%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OTT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2021년 2월 안드로이드 OS +iOS 사용자 수)을 살펴보면, Netflix, Wavve, Tving,
U+ 모바일tv, Seezn, Watcha Play 순으로 나타나는데, Netflix가 약 45.9%로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한국경제, 2021.3.15.).

<표 4-13> 국내 주요 OTT 앱 월 사용자 수 현황(2021.2월)
사업자

사용자 수(만 명)

비중(%)

Netflix

1001

45.9

Wavve

395

18.1

Tving

265

12.2

U+모바일tv

213

9.8

Seezn

168

7.7

Whatcha Play

139

6.4

자료: 한국경제(2021.3.15.)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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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국내 Netflix 앱 월 사용자 수 추이(2020.1월~2021.2월)

자료: 한국경제(2021.3.15.)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Netflix가 국내 OTT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가운데, 신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생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Netflix와 더불어 이미 Marvel, Pixar
등 풍부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Disney+가 총공세를 펼칠 전
망이다. 여기에 HBO Max, Apple TV+, Amazon Prime Video 등 해외 사업자들
의 진입으로 우리나라는 극렬한 OTT 서비스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매일경
제, 20201.3.24.).

<표 4-14> 주요 OTT 사업자의 국내 시장경쟁 전략 비교
Netflix
∙ 2021년 5,500억 원 K콘텐츠에 투자 예정
∙ KT, LGU+ 제휴 맺고 서비스 제공
KT
∙ 콘텐츠 기획․제작․투자 등 선순환 구조
∙ 2023년까지 1,000개 이상 원천 IP 확보
∙ 빅데이터로 인기 콘텐츠 예측
Tving
∙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한 JTBC와 협력 강화
∙ 네이버플러스 혜택으로 Tving 무제한 이용권 제공
자료: 매일경제(20201.3.24.)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Disney+
∙ Marvel, Pixar 등 방대한 디즈니 콘텐츠 활용
∙ 올해 하반기 디즈니+ 서비스 앱 한국 출시
∙ 국내 통신사를 통해 IPTV로도 제휴 서비스
Wavve
∙ 방송 3사, 종편 3사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 NBC유니버설과 협력해 글로벌 콘텐츠 확보
∙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 확충
Coupang Play
∙ 기존 쿠팡 와우 멤버십(월회비 2,900원) 통해 무료
서비스 제공
∙ Spotv 협력으로 손흥민 EPL 경기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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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화 정도17)
OTT 서비스는 수익모델을 기준으로 광고형, 거래형, 가입형, 혼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플랫폼의 형태가 다소 상이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OTT 시장을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
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etflix의 플랫폼은 다른 경쟁기업들에게 있어서
최종 지향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많은 국내외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월정액제 시
스템 중심의 수익 창출, 가입형과 거래형의 조합(혼합형), 막대한 투자를 통한 오리지
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통합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맞
춤형 서비스 제공, 수출시장 중심의 글로벌 현지화 등 Netflix의 데이터 기반 기술혁
신과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고 있다. 즉, 현재 글로벌 OTT 서비스 플랫폼은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형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Netflix형의 단일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
화해가고 있다.

[그림 4-10] 글로벌 OTT 서비스 플랫폼의 지향점

자료: 연구진 작성

17) OTT 서비스 분야 산학연 전문가 8명의 서면자문을 요약・정리한 결과, ‘<표 4-5> 수익모델에 따른 OTT 서비스
유형’, ‘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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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Netflix와는 달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Disney+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콘텐
츠 제작사(Marvel, Pixar, ABC, National Geographic 등)를 활용하여 Netflix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단계를 건너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며, Africa TV는 개인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다18). 또한
Youtube는 개인 스트리밍과 결제식 영화 다시보기 등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광고를
주요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OTT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과 생태계 전반의 행태를 볼 때 Netflix의 플랫폼은
가장 선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지
고 있다.

2. 혁신 사례 : Netflix의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 OTT 분야 선도자로서의 Netflix
현재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Netflix이다. 1997년에 Reed
Hastings가 설립한 비디오 대여기업 Netflix는 대여료와 연체료에 의존하는 기존 비디
오 대여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월정액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수 제한과 연체
료 부과 없이 비디오를 대여해주었다. 또한 소비자는 온라인 주문으로 우편 서비스를
활용하여 영화 DVD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었다(비즈니스포스트, 2015.3.26.; 최용
주․김진호, 2017)19). 한 때 Netflix와 같이 비디오 대여 비즈니스 분야에서 직원 수 6만
명과 대여점 수 8,000개를 갖고 있었던 미국 최대 기업이었던 Blockbuster가 파산한
데 반해, Netflix는 2002년 상장, 2005년 구독자 수 420만 명 달성 등 큰 성과를 이루
었다(AI 오디세이, 2021.5.26.). 2002년에 220억 달러였던 Netflix의 시가총액은 현재
2,209억 6,500만 달러로 상장 후 20년 사이에 1,000배 가량 높아져 NASDAQ 상장
기업들 중 44위에 놓여 있다(2021.6.17. 기준)(Companies Market Cap 홈페이지)
18) Netflix는 2017년에 콘텐츠 제작사 Millarworld를 인수했다(방송과 기술, 2018.2.7.).
19) 1999년에는 반납기간 없이 최대 4편의 DVD를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00년에 월정액제를 추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2015.3.26.; 최용주․김진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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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OTT 서비스를 시작한 Netflix는 기존 미디어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
하고 있는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Netflix는 비디오 대여 시장에
월정액제와 우편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비디오 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Netflix의 CEO인 Reed Hastings는 ‘TV방송 시대는 2030년까지
만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OTT 서비스가 기존 미디어 서비스를 대체할 만큼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신조어 ‘넷플릭스 당하다(netflixed)’가 만들어
질 정도로 Netflix는 비디오 산업을 넘어서 OTT 서비스를 바탕으로 방송,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산업과 심지어 드라마 ‘몰아보기’ 등 190여 개 국가 구독자의 소비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 2015.3.26.; 시사IN, 2021.2.22.).
2021년 1분기,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Netflix가 글로벌 OTT 시장의 50.2%를 차
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다. Amazon Prime Video(12.2%)가 뒤를 잇고
있으나 38.0%의 큰 차이를 보였다. Netflix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Netflix와
Amazon Prime Video 간 시장점유율의 차이는 2위부터 7위를 합친 36.3%를 상회
하는 수준이다(Bloomberg, 2021.4.19.).

[그림 4-11] OTT 사업자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주: 구독자 수 기준(2021년 1분기)
자료: Bloomberg(2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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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Netflix는 여전히 글로벌 OTT 시장에서 최강자에
속한다. 그러나 2019년 세계 점유율 64.6%에 비해 14.4%가 줄어들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2021년 Netflix의 시장 점유율은 48.1%로 2007년 서비스 개시 후 50.0%
아래로 처음 떨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Netflix의 시장 점유율
이 31% 줄었다고도 한다(Wrap, 2021.4.5.). 이는 Disney+, HBO Max, Peacock,
Apple TV+, Paramount+, Amazon, Hulu와 같은 강력한 경쟁업체가 등장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Netflix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Netflix가 1위 기
업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Netflix의 경쟁력은 빅데이터 리더십 기반 개인화(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의 노력, 수출시장 중
심의 글로벌 현지화(이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로 설명할 수 있다.

나.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Netflix는 Marriott Hotel, Harrah’s Casino 등과 함께 빅데이터 리더십으로 성
공한 기업으로 여겨진다. Netflix가 현재의 글로벌 OTT 서비스를 선도하는 업체로
변모하는 데에는 ‘시네매치(cinematch)’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영화 추천
엔진의 힘이 컸다. 시행 초기에는 약 10만 건의 영화 장르를 구분하여 100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의 대여 영화 순위, 감상 후기, 대여 이력 등을 분석했다. 지금에 와서는
각 구독자의 클릭 패턴, 검색 패턴, 실제 대여 목록, 평점, 시간대, 활용 디바이스, 시
청 중단 지점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개별 구독자의 성향을 토대로 정교하게 콘텐
츠를 추천하기에 이르렀다(AI 오디세이, 2021.5.26.; 최용주․김진호, 2017). 이 알고
리즘을 활용하여 시청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성향과 가까운 시청자 그룹
을 정의하고 콘텐츠에 태그(#)를 부여한 후 해당 그룹이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한
다(AI 오디세이, 2021.5.26.).
Netflix가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는 rating, watch history,
searches, device, program pause time, re-watch program, nature of show,
credit calculation이다(AI 오디세이, 2021.5.26.). 여타 OTT 플랫폼도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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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Netflix는 동일한 영화를 추천하더라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
독자별로 다른 삽화(예, 영화 포스터)를 보여준다(AI 오디세이, 2021.5.26.). 시스템
이 추천한 영화가 구독자의 실제 영화 감상행위로 연결되는 비율은 75%에서 80% 이
상까지 달하고 전체 매출의 20% 정도 차지하며 고객유지율 93%를 보여주는 등 빅데
이터 분석이 Netflix의 비즈니스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AI 오디세이,
2021.5.26.; 최용주․김진호, 2017)20).

[그림 4-12] Netflix의 시청자 성향 파악을 위한 수집 데이터 종류

자료: AI 오디세이(2021.5.26.)

한편, 시청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원천은 방대한 콘텐츠에 있다. 이러
한 점에서 2019년 OTT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Disney+는 Netflix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2021년 현재, Disney+의 세계 구독자 규모는 1억 명으로 2020년 2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Netflix와는 비견할 만하지는 않으나, Marvel, Pixar,
ABC, National Geographic 등 많은 제작사를 거느린 Disney+의 콘텐츠는 8,000
여 편에 달한다(AI 오디세이, 2021.5.26.).

20) AI 오디세이(2021.5.26.)에서는 75%, 최용주․김진호(2017)에서는 80% 이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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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내 OTT 사업자인 Wavve가 2018년 딥러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2020년에 서비스 개편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개인화를 선보였다. 더 나아가 Tiktok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쌍방향 서비스인데 반해 Netflix는 일방향 서비스에 가
깝다. 이는 최근까지 Netflix가 진출하지 않았던 숏폼(15초에서 10분 내외의 짧은 동
영상)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OTT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영역으로 대두되고 있
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Netflix는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게 영상을 제공
하는 Fast Laugh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화 전략을 고도화하기 시작했다(AI 오디세
이, 2021.5.26.).

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의
노력 및 수출시장 중심의 글로벌 현지화
Netflix의 비즈니스 모델은 후발 사업자들이 추격하는 일종의 목표점이라 할 수 있
는데, Netflix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그리고 수출시장 중
심의 글로벌 현지화를 통해 수익 창출 경로를 개척해 왔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과 관련하여, Netflix는 원래 동영
상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배급사’와도 같았다. 그러나 Netflix의 배
급사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요구하는 계약금과 옵션에 대한 부담감, 콘
텐츠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 배급사로서의 한계, 글로벌 시장 진출 시 필요한 국가별
라이센스 계약의 불편함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 이에 Netflix는 콘텐츠 배급 영역에서 제작 영역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배급사로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방송과 기술, 2018.2.7.).
Netflix의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은 영국 BBC의 원작 ‘House of Cards’를 2013
년에 리메이크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Netflix는 원작에 대한 시청자 성향, 반응
등 콘텐츠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했고 1분기에 300만 명이 가입하는 큰 흥행을 이루었
다(민병준 외, 2020; 방송과 기술, 2018.2.7.). 이에 Amazon 등 여타 OTT 서비스
경쟁사들은 Netflix 사례를 참고하여 OTT 서비스 콘텐츠 배급에서 제작으로 활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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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넓히기 시작했다(방송과 기술, 2018.2.7.).

[그림 4-13] Netflix 영화 오리지널 콘텐츠 화면

자료: Netflix 홈페이지b.

그러나 2017년 Netflix는 적지 않은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과 신규 OTT 서비스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에 따라 오리지널 드라마인 ‘The Get Down, Sense 8’의 차기
작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OTT 서비스 시장을 형성해 왔던 21세기 Fox社
등 기존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자체 플랫폼(예, Fox社의 FX+)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
함으로써 Netflix와의 제휴 중단을 선언했다(방송과 기술, 2018.2.7.).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은 초기에 Netflix의 강점이었으나, Netflix보다 풍부한 양질
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기존의 콘텐츠 제작사들이 OTT 서비스 플랫폼의 낮은 진입
장벽을 뚫고 Netflix와 경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Netflix는 양(量) 중심의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질(質)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의 일환
으로 2017년에 Netflix는 The King’s Man(2015), Wanted(2008) 등을 제작했던
코믹스 회사 Millarworld를 인수했다(방송과 기술, 2018.2.7.).
아울러 Netflix는 비용 절감과 마케팅 목적으로 현지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
재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 현지 법인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류열풍을 중심으로
한 Netflix의 아시아 시장 공력의 거점으로서 한국 법인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EBN,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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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Netflix 해외 현지법인 정보
국가

법인명

국가

법인명

네덜란드

Netflix InternatioB.V.

영국

Netflix Services UK Limited

브라질

Netflix Entretenimento Brasil, Ltda. 싱가포르

Netflix Pte. Ltd.

인도

Netflix Entertainment Services India
LLP

프랑스

Netflix Services France S.A.S.

일본

Netflix G.K.

스페인

Netflix Servicios de Transmisión
España, S.L.

한국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

멕시코

Netflix México S. de R.L. de C.V.

자료: Netflix 홈페이지a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주로 현지 통신업체와의 요금제 협력(예, 한국 LG U+), 셋톱박스 제공 업체와의
협력(예, 영국 Vergin Media), 콘텐츠 제작업체와의 협력(예, 브라질 Boutique
Filmes)을 추진해 왔다(민병준 외, 2020). 이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콘텐츠
로서 Netflix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OTT 서비스 포털에 있기 때문에 현지 콘
텐츠 제작자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Netflix가 우리나라 시장에 처음 진출했던 2016년 당시에는 국내 OTT 서비스 플
랫폼인 Pooq, Tving, 올레tv 모바일 등이 선점하고 있어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
려웠다. 이에 Netflix는 JTBC의 ‘비정상회담(2014~2017)’, CJ ENM의 ‘미생(2014)’
등 인기 콘텐츠를 라이센싱하고 JTBC 사전제작 드라마 ‘맨투맨(2017)’에 투자하여 글
로벌 시장으로 역수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콘텐츠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같은 해에 서바이벌 시리즈 ‘Ultimate Beastmaster(2017)’를 한국 등 6개
국가별 버전으로 서비스함과 동시에 영화 ‘옥자(2017)’를 Netflix에서 공개했다.
이어서 Netflix는 김성훈 감독과 김은미 작가를 영입하여 한국 최초의 Netflix 오
리지널 드라마 ‘킹덤(2019)’을 제작했다. 더불어 Netflix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한류
열풍을 활용하기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한국 상주팀 구성, 한국 제작업체들과의 해외
방영권 독점 계약 등을 이끌어 냈다. Netflix의 이러한 행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그치
지 않고 ‘범인은 바로 너(2018)’와 같은 예능 콘텐츠까지 제작하기 시작했다(민병준
외, 2020).
Netflix는 ‘See What´s Next Korea 2021(2021.2.25., 콘텐츠 로드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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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만 한국 콘텐츠 제작에 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Netflix
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
할 때 매우 큰 규모이다.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예, 승리호)와 드라마(예, 킹덤, 스위트
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Netflix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하여 한국 문화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
을 펼치고 있다(매일경제, 2021.3.24.). 2021년 9월 17일에 방영을 시작했던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오늘 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중 한 달 이상 세계 Netflix 시청률
1위로 롱런을 달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84개 국가에서 평균 1.6위로 나타났다(뉴
스1, 2021.10.26.).

3. 제도적 이슈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etflix에 대한 국내 통
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 이는 흥행작이 나올 때 시청률의 급속한 증가로 발생하는
트랙픽 부담을 국내 통신사들에게 떠넘기는 역차별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첫 방영됐던 2021년 9월 17일 전후로 KT-Netflix 트래픽은 39%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9월과 10월 사이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 통신망을 두 차례 증설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Netflix는 국내 통신망 이용
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Netflix는 글로벌 현지에 오픈커넥트를 자체 운영하고 구독
료에 이미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필요
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시 데이터 저장 서버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콘텐츠를 송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의 망이용
료 미지불과는 달리 Netflix는 2014년 이래 미국과 프랑스 시장에서 Comcast,
Orange 등에 통신망 이용료를 지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와 Netflix
간 소송 분쟁에서 재판부는 통신망 이용료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으나 Netflix
의 항소로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2021
년 11월 12일에 국내 OTT 시장에 진입 예정인 Disney+는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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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Naver, Kakao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통신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어 Netflix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 문제가 더욱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2021.10.23.)
OTT 서비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 정부도 법・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로 문체부, 방통위, 과기부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 세제지원 등 국내 OTT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Netflix는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는데 반해 흑자를 기록한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
서 정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ZD Net Korea, 2021.9.30.).

<표 4-16>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부처별 법적 지위 부여 추진 현황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팀

OTT콘텐츠팀

OTT정책협력팀

OTT활성화지원팀

소관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2021.8월 개정 발의)

시청각미디어법
(발의 예정)

전기통신사업법

법적
지위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
(신설)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신설 예정)

부가통신사업자

자료: ZD Net Korea(2021.9.30.)

4. 국내 시장 수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이슈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은 해외 공룡 OTT 사업자들의 침투 대상인데 반해 우
리나라 토종 OTT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국내 시장은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이
미 Netflix가 한국 시장의 절반(45.9%)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한국경제,
2021.3.15.), Disney+처럼 Marvel, Pixar, ABC, National Geographic 등의 콘텐
츠 경쟁력을 갖춘 신규 글로벌 사업자가 조만간 한국 시장에 들어올 예정이다(시사저
널, 2021.10.28.).
최근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의 경우, Netflix의 공격적 투자로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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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거뒀으며 국내외 곳곳에서 많은 패러디물과 밈(meme)으로 재생산되고 있다(조
선비즈, 2021.9.28.). 이러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성과는
대부분 Netflix로 귀속됐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etflix의 ‘오징어 게
임’ 투자액은 200억 원이었으며 제작사((주)싸이런픽쳐스)의 수익은 220억 원에서
240억 원인데 반해 Netflix의 시가총액은 ‘오징어 게임’ 첫 방영일 대비 3주 간 28조
원이 증가한 337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뉴시스, 2021.10.14.). 물론 Netflix의 투
자가 없었다면 ‘오징어 게임’은 존재하기 어려웠으며 200여 억 원의 제작사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위 K-콘텐츠의 해외판로 개척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
도 국내 OTT 서비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해외 공룡 OTT 서비스 기업과 국
내 콘텐츠 제작사 간 지식재산권 독점의 불공정성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하청기지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5. 생태계의 진화 수준 분석 및 진화 전망21)
우리나라 OTT 서비스 생태계의 진화 수준을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수준과 플랫폼
발달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등
OTT 서비스 분야 선도국에 비해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과 플랫폼 발달 정도에 있어서
후발주자의 위치를 보이고 있다.
먼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측면에서 볼 때 국내 OTT 서비스 생태계의 수준은 ‘혁
신 미미 단계’ 또는 ‘혁신 시도 등장 단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단순
온라인화를 의미하는 ‘혁신 미미 단계’보다는 활발한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환되어
가는 ‘혁신 시도 등장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정도는
OTT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기반 개인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데, 국내 OTT 서비스
생태계에 이용자의 서비스 활용 패턴(시청 시간, 선호도 등)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개인
의 성향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플랫폼 발달 수준에 있어서 국내 OTT 생태계는 플랫폼 형성
21) 본 내용은 OTT 서비스 분야 산학연 전문가 8명의 서면자문을 요약・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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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입에 해당하는 ‘도입기’ 또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이 있는 ‘이행기’에 놓여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많은 국내외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비즈니
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Netflix형 플
랫폼 중심의 과점화 현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14] 선도국 및 한국 OTT 생태계 진화 전망

자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향후 10년 내 국내외 OTT 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데
이터 기반 기술혁신 수준과 플랫폼 발달 수준에 있어서 선도국과 한국 모두 진보하면
서도 한국 대비 선도국 OTT 서비스 생태계의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측면에서 선도국은 자기학습력을 갖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만의
OTT 서비스’ 제공을 구현하고 일부 OTT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과점시장이 더욱 공
고히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Netflix와
서비스의 핵심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Disney+와 같은 새로운 해외 공룡기업들의
기술혁신과 플랫폼 장벽이 높아 신생 기업의 수월하게 진입하기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경쟁위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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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및 정책 과제22)
1.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가. 거대 해외자본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는 국내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
문에 해외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etflix 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고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긴 다른 대기업들과의 제휴를 다각화하여 글로벌 자본을 수
용함과 동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을 유치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는 한류열풍에 편승하여 큰 인구를 가진 중국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 중국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중국 플랫폼과
제휴하고 중국 자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를 계기로 국산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중국 시장의 대안
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와 인구수와 감안할 때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도 잠재
적인 목표시장이 될 수 있다.

나. 틈새전략을 활용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국내 OTT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글로벌 업
체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틈새시장을 우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Africa TV와 같은 경우
크리에이터의 개인방송을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 왔다. 또한 OTT를 커머스와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도 한 가지 틈새전략이 될 수 있다. 물리적 재
화의 거래가 결부될 경우, 최종 이용자와의 근접성이 경쟁우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라
이브커머스 등의 수단을 통해서 비디오 영상 유통의 기대수익 제약을 보완하는 전략
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좁은 국내시장에 의존한 콘텐츠 비즈니스의 한계 극
복을 위해 범위의 경제를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측면에서
22) 본 내용은 OTT 서비스 분야 산학연 전문가 8명의 서면자문을 요약・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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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oupang Play처럼 현재 글로벌 OTT 사업자가 다루지 않고 있는 스포츠 중계
등 비주류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유료방송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유료방송플랫폼과 OTT 서비스 사업자 간 제휴로 유료방송플랫폼의 기존 가입자
보유수와 OTT 서비스 사업자의 신규가입자 유치 역량을 조합한 윈-윈 전략이 필요하
다. 2021년 8월 KT는 OTT 서비스 Seezn을 독립 법인으로 출범시킨 후 11월 국내
시장에 진입할 Disney+와 모바일 제휴 계약을 맺고 신규 무선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이다. LG U+는 Disney+를 LG U+ IPTV･모바일 그리고 LG헬로비전 케이블TV 서
비스와 연동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Disney+의 공식 출시 시점에 맞춰 모바일･
IPTV 제휴 요금제와 U+tv를 통한 Disney+ 전용 리모컨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유료방송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 규모를 활용하여 OTT 서비스의 경제적 성과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수직 결합형 가치사슬 구조화 및 요금제 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OTT 비즈니스는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
라서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과 네트워크 기
업 간의 결합은 경쟁우위의 원천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Wavve는 콘텐츠 기업
(지상파)과 네트워크 기업(통신사)을 통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국내 OTT 플랫폼 중
에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1차 경
쟁요소는 자본의 규모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수직 결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IPTV 3사와
의 조율을 통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이용층도 흡수할 수 있는 TV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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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가. 콘텐츠 성공 예측 모델 개발 지원
현재 글로벌 OTT 서비스 생태계에서 한국의 강점은 콘텐츠 제작 역량에 있다. 양
질의 콘텐츠 제작은 자금력에서 비롯되는데,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서는 수익성이 일
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대규모 자본 유치가 가능하다. 콘텐츠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콘텐츠 성공 예측을 위한 모델
들을 만들고 적용하고 있다.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독이나 출연자의 명
성 외에 정교한 성공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출시된 OTT 흥
행작과 실패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토대로 성패요인을 분석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분석기업이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 활용 권한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으며 수차례의 시행착오, 시범운영, 막대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군 지원의 형태로 정부의 지원하에서
콘텐츠 성공 예측 모델 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OTT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폐지
정부는 망중립성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OTT의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망중립성 논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재판부에서는 Netflix에게 국내 통신망 이용료 납부 이행을 통
보했으나 Netflix의 항소로 재판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Netflix의 조세회피 사
례로 볼 때 글로벌 기업도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낼 경우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제도
적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이나 TV수신료를 통해
제작된 OTT 콘텐츠가 글로벌 사업자의 해외영업에 활용될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사
와 글로벌 OTT 사업자 간 수익배분률의 제한을 두는 등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보호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24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다.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공제제도 신설
콘텐츠 제작은 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글로벌 OTT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기회삼아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니라 제작환경은 제작 인력 중 상당수가 저임금의 열정페이를 하는
상황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기 어렵다. 따라서 OTT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속성상 소수의 핵심인력이 창출하는 경제적 수익의 일부를 잠재력 있는 생계형 제작
인력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이 유입되고 훈련되며 성공하는 선
순환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 OTT 영상물 등급 평가기준 완화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의 실험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낮은 수준
의 내용규제가 필수적이다. Netflix의 연이은 흥행작 출시는 막대한 자금만큼 주어지
는 창작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경제적・법적 불이익이 제작자에
게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있어서 Netflix는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와도 같다. 우리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주제, 선정성, 폭력
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2021.10.28) 다소 보수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OTT 콘텐츠 시장의 경우, 창작여건과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가 전통 방송시장보다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적인 영화나 방송 영상물등급 평가 기준보다
유연한 별도의 OTT 콘텐츠 심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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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원격근무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1. 개념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 분야에 걸쳐 비대면
(non-face-to-face)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업과 기관들이 업무 현
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비롯해 유연근무, 순환근무, 스
마트워크 등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4월 매출 100대 기업의
재택근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무직 기준으로 91.5%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43.6%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재택근무를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
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2021.04.11.).
원격근무는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표 5-1>
과 같이 국가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권혁(2020)에 따르면 원격근무에 대한 명
문화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공간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소통성’을 개
념 요소로 가진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업무 공간을 물리적으로 벗어난 차원을 넘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협
업하는 근무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표 5-1> 주요 국가별 원격근무 정의
국가

정의

유럽

고용 계약 및 고용 관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사(고용주가 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원격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구성･수행하는 형태(Eurofound, ILO)

일본

IT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자택, 위성사무소, 원격
근무 센터 등에서 정규직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고용 형태(총무성)

미국

직원들이 통상의 유급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이 인정한 자택, 지정된 원격근무
센터의 대안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 유형 중 하나(인사관리처)

한국

ICT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재
택근무, 스마트오피스, 유연근무제 포함(과기정통부․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강민정･박선미(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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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근무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며 빠르게
진화･발전하고 있다. 권영환 외(2020.04.29.)에 따르면, 원격근무 솔루션 시장은 이
동전화와 이메일 중심의 1990년대 태동기로 시작해 2000년대 VoIP(Voice over IP)
중심의 발전기, 2010년대 클라우드와 서비스화를 통한 성숙기를 거쳐 2020년대부터
5G,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융합･확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하
에서는 원격근무 생태계 현황을 IT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CPND(ContentPlatform-Network-Device)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C)
원격근무에서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가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하는
업무 관련 프로그램 및 SW를 의미한다. 원격근무의 태동기부터 살펴보면 이메일,
VoIP 프로그램, 재무, 회계, 인사, 공급망 관리 등을 원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등이 해당된다.
[그림 5-1] PC와 모바일로 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한 SaaS형 ERP 사례

자료: 영림원소프트랩 블로그(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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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은 비디오 컨퍼런싱(Video
Conferencing) 기반의 협업도구이다. 업무 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폭넓게 활용
되고 있는 줌(Zoom)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회계연도 실적결과
를 발표했는데, 26억 5136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26%가 성장하였다
(디지털데일리, 2021.03.02.). 현재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 스카이프
(Skype),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space) 등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림 5-2] 세계 협업 도구 선두 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 EmailToolTester Blog(2021.3.24.)

VR/AR 기술도 원격협업에 도입되어 비대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형태의 업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VR의 경우,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한 후 가상으
로 만들어진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과 브레인스토밍 회의 등을 진행하고, AR은 회
의실 등 현실공간에 3D로 모델링된 가상의 객체를 띄워놓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빈번하게 시연되고 있다. 최근 VR/AR 기반의 메타버스
(Metaverse)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원격근무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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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P)
원격근무 플랫폼은 원격근무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HW 및 SW 솔루션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클라우드를 들 수 있다.
원격근무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래 시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2020
년 3월 IDC가 조사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ICT 관련 시장에서 클라우드는 원격
근무 솔루션과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IDC,
2020.03.), 이어 5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도 45.3%의 기업들이 클라
우드 컴퓨팅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IDC 홈페이지, 2020.08.04.).
클라우드와 함께 전사적 콘텐츠 관리(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솔
루션의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전사적 콘텐츠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면 중앙 서버에
문서를 안전하게 저장해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문서 조회 및 수정, 삭제, 공유가 가
능하며, 관련해 동료 직원들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한 원격접속 솔루션도 원격근무를 위한 핵심 솔루
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자체 운영체제(OS)를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리눅스 등 오픈소스 운영체제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다 (권영환 외(2020.04.29.)

[그림 5-3] 전사적 콘텐츠관리(ECM) 개념도

자료: 사이버다임 블로그(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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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트워크(N)
현재 네트워크 분야에서 단연 화두는 5G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성공한 후 일반 가입자 뿐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등 업무 현장에서
5G 네트워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격근무에서도 VR/AR과 같은 대용량의 콘텐
츠가 활용되기 시작해 5G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실시간에 가까운
초저지연과 초고속의 특징을 지닌 5G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콘텐츠의
실감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원격
근무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구동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는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이다. 가상사설망은 회사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별적으로 구축된 사설망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
공하는 기술이다. 다만,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가설사설망만으로는 개인 PC 및 기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개인용 단말처럼 이용하는 데스크톱 가상화(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I)
기술이 보완적으로 함께 활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0년 5월 재택근무
보안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623명의 참여자 중 16.6%가 해킹 및 악
성코드 감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답변이 34.9%를 차
지해 보안 위협 증가가 원격근무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 데스크톱 가상화(VDI)가 적용된 가상사설망(VPN) 개념도

자료: Geni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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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바이스(D)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격근무 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은 텍스
트 및 문서, 음성, 영상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구동될 수 있다. 가
장 일반적인 원격근무 절차는, 이용할 수 있는 PC나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원격근무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로그인 과정을 거쳐 내부 시스템에
접속 후 업무처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회의 등 협업을 하는 것이다. IDG와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가 2020년 9월 공동으로 발표한 ‘2020 재택근무
동향 및 PC 구매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디바이스는 노트북이며, 추가적으로 보조 모니터와 헤드셋 등 원격회의용 액
세서리 기기에 대한 니즈도 확인되었다.

[그림 5-5] 재택근무 시 이용 선호 디바이스 및 필요 추가 장비

자료: IDG･델 테크놀로지스(2020.9.)

향후 VR/AR 기반의 원격근무 지원 어플리케이션이 확산될수록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수요 증대도 예상된다. 사업자들도 원격근로 확산에 따른 디바이스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53.5%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는 오큘러스(Oculus)는 자사
홈페이지에 ‘재택근무’ 메뉴를 별도로 두고 오큘러스 기기에서 구동되는 생산성 어플
리케이션들을 소개하고 있다(Oculu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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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원격근무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박선미(2021)에 따르면, 1973년 미국 캘리포니
아 대학의 잭 닐스(Jack Nilles)가 당시의 석유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절
감과 출퇴근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방안으로 ‘telecommu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 teleworking, flexible working, home-based
work, outwork, piecework, cottage industry, flexiplace, remote work,
work-at home, home telework(ing), home-based telecommuting 등이 혼용되
어 원격근무를 지칭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정책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유럽 주요국들은 노동
유연성 제고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미국은 인력관리 효율화와 원격지 근로자 유치
를 위해,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를 배경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각각 원격근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표 5-2> 주요 국가별 원격근무 정책
국가
영국

내용
텔레워크에 관한 기본 협정을 기반으로 원격근무 가이드를 제작, 2014년 이후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 사용을 2년 이내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스페인

조직 혁신, 일과 삶의 균형, 고용 기회 증대 등을 목적으로 Law 3/2012(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에 원격근무 관련 기준을 포함

네덜란드

2012년부터 노동관련법(Working Conditions Act)에 원격근무와 재택근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해 지리적으로 독립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함

핀란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근무 방식 장려를 위해 2006년부터 원격근무 촉진 정책 실시,
2007년에 노동부에서 유럽사회기금의 지원을 받아 고용주 역할 가이드 발표

미국

2010년 텔레워크 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제정 후 연방정부가 원격근무 적
극적 도입. 이후 트럼프 정부의 원격근무 축소 기조 속에 특허청, 국방부, 총무청 등은 우수
인력의 확보와 재난 및 악천후 시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원격근무 지속 추진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법(2018) 이후 총무성과 일본 ‘텔레워크 협회’33를 중심으로 원격근무 관
련 정책 추진. 저출산/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저조 등 노동력 감소 대응 차원

자료: 박선미(2021)가 인용한 내용 일부를 연구진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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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조사결과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도입
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 Work Trend Index“를 발표했는데, 31개국의 3만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66%의 기업가들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사
무실 구조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73%의 직장인들은 원격근무의 확산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리서리 기관인 마크로빌엠브레인은 2020년 5월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재택근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84.4%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14.2%를 압도하며 글로벌 트
렌드와 유사한 인식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6]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료: Microsoft(2021.03.); 마크로빌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원격근무 솔루션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원격근무 솔루션 중 하나인 IP전화나 별도 구축이 필요한 비디오컨퍼런싱
시스템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한 인터넷 기반
의 협업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의 SasS 서비스(Hosted/cloud voice and UC,
Contact Center as a Service)가 미래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IDC,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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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원격근무 솔루션 시장 규모 전망 ($Mil)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IP telephony
lines

3,112

2.980

2,837

2,693

2,546

2,394

-5.1

IP Phones

2,627

2,611

2,580

2,534

2,467

2,372

-2

Videoconferenci
ng systems

2,310

2,349

2,395

2,381

2,323

2,226

-0.7

Hosted voice
and UC(UCaaS)

10,483

11,282

12,769

13,599

14,311

14,929

7.3

Contact Center

2,865

2,680

2,533

2,478

2,319

2,262

-4.6

Contact Center
as a Serevice
(CCaaS)

3,159

3,777

4,454

5,200

5,868

6,489

15.5

9,688

11,341

12,729

14,199

15,929

17,655

12.8

34,234

37,560

40,298

43,084

45,764

48,237

7.1

Collaborative
applications
Total
자료: IDC(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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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1. 생태계 및 경쟁 지형
가. 주요 기업과 경쟁 구도
본 절에서는 1절 주요현황의 분석 틀인 CPND 중 C에 해당하는 원격근무 어플리케
이션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동향 및 경쟁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격근무 어플
리케이션의 주요 기업군은 1) 기존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기업, 2) 빅테크 기업, 3)
스타트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군은 원격근무 확산 이전부터 화상회의 또는 협업 솔루션을
상용화한 전문업체들이다.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인 시스코(Cisco)는 2007년 화상
회의 솔루션 기업인 웹엑스(WebEx)를 32억달러에 인수해 시장에 진출했는데, 통화
및 메시징, HD비디오 및 오디오, 화면 공유가 포함된 비디오 회의 호스팅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답게 경쟁사 대비 강력한 보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코
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제품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웹
엑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림 5-7]에서 보여주듯 IDC가 2020년 8월
발표한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WebEx Blog, 2020.08.26.). 어도비(Adobe)의 커넥트
(Connect)는 시스코의 웹엑스보다 조금 앞선 2005년 매크로미디어(Macromedia)를
인수하면서 기존 회의 솔루션을 리브랜딩하며 탄생했다. 현재는 원격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교육, 데스트탑 공유, 실시간 투표 등을 제공하며 화상회의 외의 다양한 기능
제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권영환 외, 2020.04.29.).

제5장 원격근무 135

[그림 5-7] 2020년 IDC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평가 결과

자료: WebEx Blog(2020.08.26.)

기존 기업군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격근무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아마존에 이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20%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서
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용자 증가에 힘입어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상회의 및 채팅, 협업 도구, 기타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들
이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되어 있는 팀즈(Teams) 솔루션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확산세에 따라 2019년 1300만명 수준에서 2020년 11월 기준 약 1억2천만명으
로 일일 이용자수가 급증했다 (Richard Waters, 2021.1.5.). 기술력 및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그림 5-7]와 같이 IDC의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평가
에서 시스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136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그림 5-8]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의 이용자 증가 추이

자료: Richard Waters(2021.01.05.)

구글은 줌과 유사한 화상회의 솔루션인 구글 미트(Meet)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
한 협업 도구를 제공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spage)로 원격 근무를 지원하고 있
다. 특히, 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선두기업들을 추격하기 위해 2021년 6월 유료로 제
공되던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무료로 전환되었고 (Frederic Lardinois, 2021.06.14.),
지메일 내에서의 채팅 및 구글 드라이브 내 자료 공유, 스마트 캔버스를 이용한 공동
문서 작성, 주제 별 공간 설정 등 기능을 강화하였다. 가트너(Gartner)는 2021년 7월
30일 자사 블로그에 게시한 기사에서 생산성 도구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고 하고 있으나, 구글이 매년 1~2%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으며
UCC(Unified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와 이메일, 저작도구 분야에서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Gartner,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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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메일/채팅/자료 공유 기능

자료: Frederic Lardinois(2021.06.14.)

스타트업군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줌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1년 중
국계 미국인 에릭 유안(Eric S. Yuan)이 창업한 줌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
를 보여주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6천만달러에 불과
했던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8.83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9월에
는 2019년 말 대비 주가가 6.7배 성장한 457.69달러를 기록하며 1,291억의 시가총액
으로 IBM의 1,099억달러를 뛰어넘기도 했다 (Statista, 2021.03.02.). 줌은 2020년
한해 400개가 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 다른 생산성/협업 도구를 연동하는
Zoom Apps, 줌 유료사용자가 공연, 수업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OnZoom, 고해상도 카메라와 마이크,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전용 디바이스 디
텐미(DTEN ME)가 포함된 재택근무 솔루션인 Zoom for Home이 대표적이다
(Zoom Blog,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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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줌의 화상회의 전용 디바이스인 디텐미가 포함된 Zoom for Home

자료: Zoom Blog(2020.12.29.)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들도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클라우드는 2021년 4월 네이버웍스, 워크플레이스,
워크박스를 통합한 ’Naver Cloud for SMARTWORK“를 공개했다. 네이버 메일, 캘
린더, 드라이브 등 이미 국내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서비스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강
점이며, 자체 개발한 IT 시스템인 워크플레이스를 통해 근태관리, 회계, 비용처리, 그
룹사간 기업정보 공유 등을 제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IT동아, 2021.05.31.).

[그림 5-11] 네이버클라우드의 ‘Naver Cloud for SMARTWORK’ 기능 구성

자료: IT동아(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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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또 다른 자회사인 NHN은 2021년 6월 협업 솔루션인 두레이(Dooray)
사업 강화를 위해 NHN두레이를 분사하였다. 두레이는 프로젝트, 메신저, 메일, 드라
이브, 주소록, 결재 등 온라인 협업관련 도구들을 통합해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2021년 3월 2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 서비스
로 선정되기도 했다 (NHN 홈페이지, 2020.05.25.).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0년
9월 협업 솔루션인 카카오워크를 출시했다. 국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
카오 메신저와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워크는 채팅 및 화상회의, 검색, 근태관리, 전자결재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한다. 또한,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등 타사 협업 서비스 내 일정 알림 및 이슈
진행 상황을 실시간 봇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고, 전사공지, 장애전파 등 필요한 알람
봇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카카오워크 홈페이지(1)).

[그림 5-12] 카카오워크로 제작할 수 있는 봇(Bot)과 메시지 조합용 빌더 예시

자료: 카카오워크 홈페이지(1)

대기업 중심의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토스랩의 잔디
(Jandi)는 2021년 7월 기준 사용 기관이 누적 기준 30만곳을 넘었다고 밝혔다 (머니
투데이, 2021.07.14.).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대만을 비롯해 70여개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잔디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내부 시스템과의 손쉬운 연동, 다양한 파
일 검색 필터 제공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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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대비 토스랩 잔디의 강점

자료: 잔디 블로그(2021.03.26.)

나. 플랫폼화 정도
[그림 1-7]에서 제시한 대로 본 연구는 원격경제 생태계의 진화 정도를 플랫폼 발달
정도와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로 진단하고자 한다. 그 중 원격근무의 플랫폼 발달 정도
를 살펴보면, 원격근무 시장이 형성되는 도입기를 거쳐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이
행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
략’을 수립했는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발전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근무방식으로 개
념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적자원과 정보통신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 형태
의 업무 방식으로 정의되어, 전체적인 개념과 구성요소 측면에서 원격근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서형준, 2021). 따라서 2010년대부터 공공부문에서 이메일, 채
팅, 화상회의 등을 이용한 스마트워크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전문기업 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과 스타트
업들의 원격근무 관련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현재는 다수의 플랫폼들이 경
쟁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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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사례
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사례는 실시간 번
역이다. 시스코의 웹엑스는 2021년 5월 원격회의 참여자들이 말하는 영어를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WebEx 도움말센터,
2021.09.06.). 이어 구글도 2021년 9월 워크스페이스 내에 실시간 자막번역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는데,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루투칼어를 지원한다
(Google Blog, 2021.09.27.).

[그림 5-14] 시스코 웹엑스(좌)와 구글 워크스페이스(우)의 실시간 번역 기능

자료: WebEx 도움말센터(1)(2021.09.06.); Google Blog(2021.09.27.)

줌은 2021년 6월 머신러닝 기반의 번역 도구 개발 스타트업인 독일의 카이츠
(Kites)를 인수한 데 이어, 9월 14일 열린 ‘줌토피아2021’ 행사에서 내년 2022년 말
까지 30개국 언어로 지원되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와 12개국 언어의 실시간 번역 서비
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oom 유튜브 채널, 2021.09.14.).
AI 챗봇도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으로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음
성 및 텍스트 인식 기반의 정보검색이 가장 일반적인 기능인데, 카카오워크에는 캐스
퍼라는 AI챗봇이 탑재되어 일반정보 검색, 업무 검색, 사내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카
카오워크 홈페이지(2)). 네이버 워크플레이스도 2021년 3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서 설정한 알림을 받는 WorkNoti에 이어 사용자가 메뉴 또는 카드를 선택해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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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챗봇인 WorkTalk를 출시했다 (네이버웍스 블로그,
2021.03.04.). 구체적으로 WorkTalk 사용자는 출퇴근 처리, 처리 문서 확인 및 승인
/반려, 본인 연차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부재 일정 작성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5-15] 카카오워크의 캐스퍼(좌)와 네이버웍스의 WorkTalk(우)

자료: 카카오워크 홈페이지; 네이버웍스 블로그(2021.03.04.)

집을 비롯해 외부에서 원격근무 수행 시 단점 중 하나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들에
회사 구성원 및 논의 내용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업계는 AI 기반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21
년 7월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피앤피시큐어가 출시한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인 ‘페이
스 락커’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ZDNet Korea, 2021.07.26.). 페이스락커는 카메
라를 통해 얼굴을 식별하고 허용된 원격근무자에게만 접속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 3자가 카메라에 잡히거나 원격근무자가 자리를 이탈하면 화면 노출을 자동으로 차
단해 핵심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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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신한은행의 페이스 락커 시연 예시

자료: ZDNet Korea(2021.07.26.)

나. 기타 기술혁신
앞서 소개한 VR/AR 기술은 현재의 주류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가치와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
는 VR/AR 기술을 접목해 원격협업을 지원하는 메시(Mesh) 플랫폼을 공개하였다. 마
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에저(Azure)에서 구동되는 메시는 자사 헤드셋 기
기인 홀로렌즈(hololens), 페이스북의 오큘러스와 호환이 가능한데, 기존에 SF 영화에
서 보던 사람과 가상 아바타와의 회의를 비롯해 3D 가상 차트와 같은 홀로그램 공유
및 조작을 지원한다 (Microsoft Homepage).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를 이용해 공동
훈련, 전문가 회의, 공동 설계 등 다양한 원격 협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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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마이크로소프트 메시 플랫폼의 사람-아바타간 협업 및 3D 가상객체

자료: Microsoft Homepage

2020년 5월 21일 페이스북의 부사장 앤드루 보스워스(Andrew Bosworth)는 페
이스북이 구상 중인 차세대 원격근무 시스템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Nick Statt,
2020.05.21.). 특히, 페이스북은 세계 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는 오큘러스 플랫폼
과 기업용 업무용 채팅 소프트웨어 ‘워크플레이스’, 화상회의 앱 ‘메신저 룸스’, 왓츠
앱,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어 원격근무의 자사 내 확산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림 5-18] 페이스북이 공개한 VR/AR기반 차세대 원격근무 환경

자료: Nick Statt(2020.5.21.)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국내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VR/AR 기반 원격협업
서비스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항규, 2020.07.09.). SK텔레콤은 2019년 6월 AR
기반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공개하였고, KT는 자사의 슈퍼 VR 기기를 통해 가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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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중국의 AR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인 엔리얼, 퀄컴 등과
AR 협업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그림 5-19] SK텔레콤 버추얼 소셜 월드(좌)와 LG유플러스 AR협업 솔루션 데모(우)

자료: 김항규(2020.07.09.)

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혁신 사례는 기업
별로 파편화된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플랫폼이다. 한국 창업자들이 실리
콘밸리에 설립한 스윗(Swit)은 호환이 되지 않는 다수의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동
시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스윗을 출시했다. 스윗
의 국내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스윗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
크로소프트 팀즈 등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끌어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한 이용이 가
능하다 (매일경제, 2021.03.01.). 기업들이 다양한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파편화된 솔루션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한 스윗
과 같은 올인원(All-in-on) 솔루션은 향후 원격근무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스윗은 2017년 설립 후 총 3번에 걸쳐 1,230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며 미래 유망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밀크, 2021.08.06.). 한편 기존 기업들도
이러한 올인원 솔루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연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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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21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 내에서 시스코의 웹엑스 미팅을 예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하였다 (WebEx 도움말센터(2), 2021.05.25.).

[그림 5-20] 스윗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통합 사례

자료: Swit 홈페이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원격근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시장이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
(CRM) 등 주요 기업지원 솔루션들은 이전부터 도입하는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조직 구조 및 기타 요구사항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해왔고, 여전히 IT서비
스 기업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원격근무 솔루션 역시 시장 내에서 커스터
마이징에 대한 니즈가 확인되고 있다. 현대 모비스는 협업툴 솔루션 제공 기업인 ’플로
우‘의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등록된 협업 게시물이 사내 그룹웨어와 연동되지 않는 문
제가 발생하자 자사 협업툴에 등록된 협업 게시물을 그룹웨어의 이메일 시스템과 연동
해 이메일로 작업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DB금융투자도 영업사원들
이 금융상품 정보 확인을 위해 사내망의 PC 그룹웨어에 접속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 게시판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협업툴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했다 (IT조선,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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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이슈
가.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는 가
운데 미 하원은 2020년 10월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조사: 보고서 및 권고사항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place: 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구글, 애
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행위들을 지적하
고 있는데, 구글의 원격 근무 어플리케이션도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COVID-19로 인해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구글은 사용자들이 Zoom 대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화상회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는데, 1) Gmail에 구글 워크
스페이스의 화상회의 접근용 위젯 배치, 2) 구글 캘린더 상에 “일정에 구글 화상회의
를 추가하세요.”라는 메시지 노출, 3) 구글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Zoom 확장 프로그
램을 사용하는 경우, “Zoom 회의로 설정하세요” 옵션 바로 위에 ““일정에 구글 화상
회의를 추가하세요.” 옵션 배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2020). 따라서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이 선두 기업들을 추격 중인 가운데,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020년 초 국내외에서 줌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의 회의
참여, 다크웹에서의 계정 거래, 중국 내 서버의 데이터 저장･관리 등 다양한 보안 문제
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줌은 90일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엔지니어와 제품 인력을
투입해 100가지 이상의 보안 강화 기능을 개발하고, 제품/기능 개발 단계별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Zoom Blog,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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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줌의 제품/기능 개발 단계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단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설계

보안 요구 사항, 위험 평가, 위협 모델링

구축

보안 코드 지침, 셀프 서비스 스캔, CI/CD 도구

테스트

보안 테스트, 자동 테스트 실행, 웹 테스트 도구

개발검증

보안 구성, 무결성 모니터링, 요구 사항 검증

프로덕션

시스템 보안 , 시스템 상태 및 위협 환경 모니터링

자료: Zoom Blog(2020.07.03.)

이어 2020년 1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줌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정
보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내･외부 보안위협 평가 및 문서화, 사용자 보호수단
개발, 취약성 관리프로그램 제공, 다단계 인증 배포, 데이터 삭제 지원, 유출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사용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FTC
Homepage, 2020.11.9.).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는 비단 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
니기에 앞으로 국내외 규제 당국들의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다. 원격근무자 복무관리
2021년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 일부 국내 기업들이 필수 출근
일을 정해놓지 않고 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원격근무의 장점을 살리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
격근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복무관리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설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재택근무 종합 메뉴얼’을 2020년 9월
발표했다. 본 메뉴얼은 재택근무 개요, 재택근무 도입 및 설계, 재택근무 관련 규정
작성, 재택근무 인사조직 관리, 재택근무 법적 쟁점, 컨설팅과 정비지원제도, 활용 기
업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재택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조직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히 그림 [5-21]에서 볼 수 있듯이 복무관리 등 아직까지 모호한 재택근무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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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규정 예시

자료: 고용노동부(2020.09.)

4. 국내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앞서 언급한 대로 원격근무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기존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기
업과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분석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위
가 뒤바뀌는데, 예를 들어 2020년 11월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아이지에이웍
스에 따르면, 일평균 4,000만 모바일 기기의 20억건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
석했을 경우 2020년 10월 기준으로 줌이 1위, 구글 워크플레이스가 2위, 마이크로소
프트 팀즈가 3위, 시스코 웹엑스가 4위를 차지했다. 국내 스타트업인 토스랩의 잔디는
10위에 그쳤다 (Venture Square, 2020.11.10.).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021년
6월 앱 다운로드와 리뷰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스랩의 잔디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2021.07.14.). 또
한 앱마켓이 허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각 기업들이 국가별
다운로드 수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의 선호도 차
이를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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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월 사용자(MAU) 기준 순위 (2019.12~2020.10, 안드로이드 OS)

자료: Venture Square(2020.11.10.)

따라서 국내시장 수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중 하나를 전략 방향으로 선택하기는 어려
우며, 실제 국내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수성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히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워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과 유사하게 구성해 출시 1년도 되기 전
인 2021년 6월 기준으로 38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다 (AI타임즈, 2021.06.28.).

[그림 5-23] 네이버웍스 글로벌 고객사 추이

자료: 네이버클라우드 홈페이지(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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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또한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라인 메신저
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라인이 평정한 일본 메신저 시장에서 네이버웍스는 매출과
계정 수 기준으로 2021년까지 5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클라우
드 홈페이지, 2021.10.12.).

5. 생태계의 진화 정도
앞서 살펴본 원격근무의 플랫폼화 정도와 또 다른 진화 정도의 진단 축인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를 살펴보면 현재 원격근무는 단순한 실시간 화상회의 기능에 더해 자
료 공유 등을 통한 업무 협업과 기업시스템 연계가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경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회계 및 재무, 운영 및
관리, ERP 및 물류, 인사, 마케팅 등의 기업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
공하고 있고, 네이버클라우드의 Naver Cloud for SMARTWORK도 워크플레이스를
통해 기업 핵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토스랩의 잔디 또한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 팀
즈 대비 장점 중 하나로 ERP, 그룹웨어 등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꼽고 있다.
[그림 5-24] 원격근무 생태계의 진화정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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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국내 원격근로 분야에 종사하거나 유관 연구를 수행한 10명의 산･학･연 전
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했는데, 종합하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원격근무 생태계
의 플랫폼 발달정도는 도입기에서 이행기로, 데이터 기반 혁신정도는 단순 화상회의
에서 원격협업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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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망 및 정책과제
1. 생태계의 진화 전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년 후 원격근무 생태계의 진화 정도를 예상해보면,
국내 원격근무 생태계는 플랫폼 발달정도는 다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이행기,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는 화상화의를 넘어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활발한 원격협업 단계에 접
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글로벌 원격근무 생태계의 경우 플랫폼 발달 정도는 소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안정기와 VR/AR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원격근무가 활성
화된 데이터 기반 혁신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5-25] 원격근무 생태계의 진화 전망

자료: 연구진 작성

이러한 향후 원격근무 생태계에 대한 전망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에 맞서
선전하는 형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포털, 메신저, 스트리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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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국내 시장을 수성한
현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2.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데이터 기반 혁신의 가장 진화된 단계인 메타버스형 원격근무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까지 다양한 기술적 장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우선 현재 대부분의 가상현실 기기는 한
쪽 패널 기준으로 3.5인치의 1640×1640 해상도를 지원하는 OLED 패널을 사용하는
데, 이정도 수준의 해상도로는 픽셀 사이에 존재하는 BM(Black Matrix)이 우리 눈에
더 띄는 ‘모기장 현상(SDE, Screen Door Effect)’을 해결하기 어렵다 (삼성디스플레
이 뉴스룸 홈페이지, 2020.10.22.). 또한, 모든 방향에서 입체감을 만들고 양안 시차
를 활용하는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3D 기술을 사용하는 현재의 디스플레이
는 인체의 반응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지럼증과 멀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헤드셋의 중량감, 입력장치의 늦은 반응속도 및 조작의 불편함, 네트워크 대역폭 한계
에 따른 콘텐츠 전송 지연 등 다양한 기술적 한계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진화 측면에서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데 가장 큰 장애는 국가별로 파편화된 IT서비스 시장 구조이다. 화상회의와 같은 낮은
수준의 원격근로 솔루션은 기존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원격협업과 메타버스형
원격근무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이 원격근무 솔루션과
연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 IT서비스 회사 또는 H/W, S/W 납품
기업의 기존 사업 영역이다. 특히, 국내 중소형 업무 솔루션을 주로 이용하는 중소기
업과 IT서비스 그룹사를 통해 업무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국내 대기업으로 양분되
는 국내 B2B 시장의 특성상 소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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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사 솔루션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원격근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메신저, 클라우드 등 기존 솔루션에 원격근무 솔루션을 연계해 제공하면,
인지도가 높은 국내 시장 수성 뿐 아니라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
할 것이다. 국내 1위 IT서비스 회사인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라는 원격근무 솔루션을
상용화했는데, 표준 솔루션으로 지정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거점 곳곳에 퍼져있는
자회사 및 관계사들의 업무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다년간의
업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통해 산업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비 편리하고 고도화된 원격근무 솔루션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중견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
력과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내 중
소기업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특히, 업무 시스템을 기공급한 고객사들의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원격근무 솔루션을 통합 제공할 경우, 기존 업무 시스템과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가 일부 제한되어 있고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공IT시장에 특화된 원격근무 솔루션을 개발해 진출할 수 있는 기
회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는 화상회의 기
능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파상공세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책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 변화를 고려해 VR/AR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아직 태동기인 ‘메타버스형 원격근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앞서 기술한 VR/AR의 기술적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
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 주요국 대비 우수한 국내 5G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메
타버스형 원격근무 솔루션을 레퍼런스로 구축한 후 5G 도입국에 핵심 서비스로 수출
하는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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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개선과제 및 정책과제
원격근무 확산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규제는 망분리 규제이다. 금융회
사의 통신회선을 폐쇄적인 내부망과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
미하는 망분리는 2010년대 초 대형 금융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3년 전자금융감독규
정의 세칙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부터 금융사의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고 망분리 제도
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9.18.). 그러나 1년여가 지
난 2021년 10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무 및 데
이터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인 원격접속 원칙을 수립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
으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태생기인 국내 원격근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도 필
요하다. 무엇보다 중소･중견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원격근무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
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 서비스 바우처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원격근무 솔루션 구매를 지원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해
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의 해외향 솔루션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정부의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도 요구된다.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해 원격근무 솔루션을 고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VR/AR 기
술 관련 연구개발도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상현실 기반의 원격근무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버전 및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어 중장기적으
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응용 서비스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앞서 기
술한 여러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가상공간 내에서 현실 세계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기
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헤드셋 등 관련 기기 경량화와 디스플레이 해상도 개선,
입력장치 다각화, 사용자 몰입감 제고를 위한 실감형 인터랙션 SW 개발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과제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 수성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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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메타버스
제1절 개념 및 코로나19 전후의 현황
1. 메타버스의 개념
가. 메타버스의 개념과 주요 특징
‘메타버스(Metaverse)’는 20여 년 전부터 시도되었던 서비스들이 최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ICT 산업 패러다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아직 부재하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써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
존하는 ‘집합적 가상공존세계(virtual shared space)’라는 의미(Smart et al., 2010:
4)로 통용되고 있다.23)
최근 하드웨어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의 진화로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와 시장이 형성되는 등, 메타버스의 대중화 여건
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것이 상당부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컴퓨터 웹-모바일에 이어 VR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혁명 시대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개념적으로 메타버스는 가상의 인지 공간과 연결돼 공존하는 3차원의 인터넷의 모
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아직은 가상 환경 시스템 사이의 공통 표준이나 인터페이스,
통신 프로토콜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기능적 차원
에서 메타버스가 상정하는 세계관의 기저에는 늘 새로움을 탐닉하면서도 안전을 추구
하고 새로운 도전을 염원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가 초래한 사회적 제약과 비대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속에서,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23)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SF소설 ‘Snow Crash(1992)’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는 인터넷 기반의 3D
가상세계에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융합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김상균(2020)은 메타버스를 현실과 동일한 시간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이자, 리셋이나 중단 없이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경제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김상균･신병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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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현불가능한 수많은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공간
개념으로 변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를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
존하는 세계로서, ‘나’를 의미하는 아바타 및 ‘부캐’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
메타버스의 개념을 유형화하고 논의의 기반을 제공한 것은 미국의 비영리 미래예측
기술연구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의 네 가지 분류틀이라 할
수 있다. ASF는 기술의 적용 형태(증강 or 시뮬레이션) 및 대상의 지향 범위(내적 개
인 or 외적 환경)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
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ASF 2007: 17).

[그림 6-1] ASF가 분류한 네 가지 메타버스 유형

자료: ASF(2007),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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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에 따르면, 증강현실은 현실 속 공간에서 가상의 2D나 3D 물체가 중첩되어 상
호작용 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2017년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Go’의 경우가
해당된다. 모바일 폰으로 현실의 세계를 비추면 가상의 포켓몬이 보이는 형태이다. 자
동차 운전석 앞 화면에 내비게이션과 속도가 표시되는 ‘HUD(Head Up Display)’ 역
시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로깅은 현실 세계의 일상적인 경험 정보를 가상의 공간에 저장해둔 세계를
의미한다. 운동용 어플리케이션 ‘나이키 러닝+’, ‘삼성 S헬스’, ‘애플 헬스’ 등에 스마
트 워치를 통해 기록되는 현실 세계의 기록을 의미한다. 방대한 현실세계의 경험과
정보를 가상의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다.
거울세계는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투영하는 확장된 세계를 의
미한다. 사례로는 GPS를 통해 송수신되고 있는 지도가 해당된다. ‘구글 Earth’, ‘네이
버, 카카오 지도’ 는 현실세계의 국토정보를 가상의 공간에 고스란히 데이터를 저장하
고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의 정보와 데이터가 그대로 활용됨으로써 연결된
현실의 활동을 이어가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진화적 특징과 가장 부합하는 세계이자 그 자체로 협의의 ‘메타버스’ 볼
수 있다. 이 같은 4가지의 메타버스 세계는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최근 상호
경계를 허물며 융・복합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이승환, 2021.3.17).

[그림 6-2]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주요 특징

자료: 김상균(2020), 김상균･신병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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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과 사례
구분

정의

구현가치
(니즈)

서비스
사례

주요
대표기업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 현실공간에 가상의 - 현실 세계의 일상적
- 현실 세계의 정보를 - 현실과 동일하게 구
2D 또는 3D 물체가
인 경험의 정보를 가
가상 세계에 그대로
현된 디지털 데이터
겹쳐져 상호작용하
상의 공간에 저장해
투영하는 확장된 세계
활용 가상세계
는 세계
둔 세계
- 현실세계와 판타지,
편의성을 결합한
몰입 콘텐츠 제공
- 포켓몬Go
- HUD
- 가상 피팅서비스
- 나이앤틱
- 잉그레스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페이스북

- 방대한 현실세계의
- 외부정보를 가상 공 - 현실과 같이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언제
간에 통합, 확장함으
활동들이 가능한 새로
든지 확인 가능하며
로써 활용성 극대화
운 가상공간을 제공
타자와 공유 가능
- S-health, Apple
- 나이키+러닝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북 등)
- 나이키
- 삼성전자, 애플
- 메타(舊페이스북),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트위터

- 구글 Earth, 네이버,
- 로블록스
카카오 지도
- 동물의 숲
- 에어비앤비
- 제페토
- Zoom
- 구글, 네이버, 카카오
- 로블록스
- 에어비엔비
- 네이버Z, 닌텐도
- 마이크로소프트
- 마이크로소프트
- 아마존
- 페이스북
- 페이스북

자료: 이승환(2021.3.17.), ASF(2007), 김상균(2020)을 토대로 재구성

최근 하드웨어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의 진화로 완결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이 형성되는 등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대중화 여건이 조성
되었으며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것이 상당부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컴퓨터 웹-모바일에 이어 VR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혁명 시대를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2. 주요 현황
글로벌 조사업체 Statista에 따르면, 현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AR･VR･MR)의 규모는 2021년 현재 307억 달러(약 36조 원)이나, 2024년에는
2,969억 달러(약 350조 원)로 무려 10배가량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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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메타버스 시장규모 전망(2021-2024)

자료: Statista(2021).

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최근 메타(Meta)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Facebook),24)
엔비디아(NVIDIA) 등 제조 분야와 플랫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관
심을 갖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메타버스 관련 인력으로 약 1만 명을 고용
하고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매일경제, 2021.10.18.).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메타버스의 투자 영역도 다원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 구현에 활용되는 VR･AR･MR･XR 관련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게임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스
케어와 의료용 기기, 교육, 국방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24)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페이스북(facebook)기업은 2021년 10월 이후 메타(Meta)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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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VR･AR･MR･XR 기술에 대한 투자규모

자료: 이덕우(2020.10.14.), p.5; Statista(2020.3)

3. 코로나19 전후의 변화
가. 비대면 트렌드가 촉진한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확장25)
코로나19의 충격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일상에서 온라인 가상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광범위하게 확장시켰다. 동시에 비대면 패러다임에서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증가시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감형 체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메타버스 세계와 구현 서비스에 대한 관심 역시 이 같
은 팬데믹 환경이 낳은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구글 트렌드가 제공하는
“Metaverse” 용어의 검색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증가세였던 2021년
3･4월을 기점으로 추이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메타버스 대표기업의 상장과
25) 이 소절은 본 연구과제의 중간 산출물인 윤정현(2021)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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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소식은 메타버스를 IT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림 6-5] “Metaverse” 구글 트렌드의 최근 추이

자료: Electrodealpro(2021).

또한, KDI 경제정보리뷰의 ‘온라인 미디어 채널별 메타버스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미디어에서 ‘메타버스’는 2009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2020년 하반기에
관련 언급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2021년 2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그림 6-6] 기타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메타버스 언급 추이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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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조사된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자료(2020: 18)에 따르
면, 가상현실(VR) 게임을 경험한 이용자의 26.6%가 코로나19 이후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VR 게임 콘텐츠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5.7%는
이전보다 콘텐츠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이용자가 할애하는 시간의 양적 증가가 아니다. 가상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의 특
징과 범위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게
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대다수였던 VR 서비스는 교육, 친교, 기타 다양한 비즈
니스의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가상세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오감을 접목시켜 한층 진화된 상
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상의 경험들이 현실과 긴밀히 연결되고 사용자 또한
두 세계의 공존을 익숙해하는 ‘혼합세계’가 구현 가능해졌다. 나아가 가상의 공간이
현실과 구분이 안될만큼 보다 정교해지고, 일상의 대부분이 구현됨으로써 두 세계의
영역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대체세계’의 단계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정현 2021: 5). 이처럼, 양자가 융합됨으로써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진화 양상은 메타버스가 ‘확장가상세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7] 가상과 현실이 분리된 패러다임에서 ‘확장가상세계’로의 진화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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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이후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서비스 혁신 변화
코로나 19 이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활동 성격에 대한 질적 변화
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여가뿐 아니라 생활양식 범위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재택, 여가, 경
제활동, 문화생활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흡수하는 형태가 되도록 기업들은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Fortnite)’ 게임
에서는 2019년 2월 DJ 마시멜로의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2020년 4월 트레비스 스캇(Travis Scott)의 온라인 콘서트 개최, 2020년 9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개최 및 신곡 안무 공개하는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는
공간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8] 트레비스 스캇의 온라인 콘서트 장면

자료: Travis Scott(2020.04.27.), Youtube 동영상 자료

또한, 메타버스의 대표기업인 미국 게임사 로블록스(Roblox)에서는 로블록스 사용
자가 오픈 플랫폼 형태의 저작툴을 통해 직접 하위 게임과 아바타 캐릭터의 아이템,
맵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만들고 판매하는 등 ‘게임 개발자’로서 경제적 활
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게되는 ‘로벅스(ROBUX)’라는 게임 내 통용화
폐는 실제 화폐로도 환전이 가능하다(1만 ROBUX=350달러).
게임이나 SNS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부문으로 구축･확대하려는 주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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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전략 또한 공개되고 있다. 로블록스를 업무 플랫폼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협업 플랫폼 ‘Mesh’를, 메타(舊 페이스북)는
‘인피니트 오피스(Infinite Office)’를 공개하였다(이승환･한상열, 2021.4.20.). 코로
나19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자 화상회의의 이용 건수가 큰 폭으
로 증가하였는데 현재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서비스는 화상회의를 넘어 근무 환경
을 가상의 공간에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6-9] 화상회의 사용자 및 설치 현황

자료: AI타임즈(2020.5.12.).

<표 6-2> 초기와 현재의 메타버스 특징 비교
구분

자유도/
기술기반

경제활동

초기 메타버스

현재 메타버스

∙ (게임) Mission 해결, 목표 달성, ∙ 게임과 가상 생활･소통 공간(협력, 교류, 여가, 문화) 융
경쟁중심(ex. RPG. MMORPG)
합 형태의 등장 → 이용자가 선택적 활용 (ex. Roblox,
∙ (가상 생활･소통) 게임과 융합 되
Minecraft, 포트나이트)
지 않는 PC 기반 독립적 생활･소 ∙ 3D, 모바일, 콘솔 기반의 가상공간/아바타를 활용한 생
통 공간
활→소통 플랫폼(ex. ZEPETO, 동물의 숲)
(ex. Cyworld, Second Life) ∙ XR+D.N.A(Data Tech, Network, AI) 진화, 융합↑
∙
∙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및 소비 중심
∙ 공급자가 제공/제약하는 아이템
거래(Service Provider Centric) ∙

자료: 이승환･한상열(2021.4.20.), p.5

이용자가 게임/아이템을 쉽게 개발/제작할 수 있는 생산
플랫폼이 존재(User Created) (Ex. Rolobx Studio,
ZEPETO Studio)
판매가 가능하고 게임 내 수익은 실제화폐로의 환전이나
현실경제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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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코로나 19이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활동 성격에 대한 질적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치중되어 있던 VR 서비
스는 친교활동과 교육,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가상세계가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는 오큘러스 퀘스트2 라는 VR장비를 통해 두 가지 서비스 사례를 선보이고 있
다. 먼저,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페이셜(Spatial)’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본 애
플리케이션은 VR 장비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아
바타를 통해서 회의에 참석한다. 스페이셜 내에서는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고, 프레젠
테이션도 할 수 있으며 3D 화면 구현도 가능해 디자인도 논할 수 있어 사용자간 협업
이 유용하도록 구현하였다(Byline Network, 2021.4.6.). ‘인피니트 오피스’ 는 현재
개발 중인 플랫폼으로 역시나 오큘러스 퀘스트2 VR 장비를 활용해서 가상의 공간에
접속 가능하다. 가상의 공간에 모니터를 여러개 띄워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증진을 추구한다. 2021년 겨울에 베타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O코리아, 2020.9.17.). 스페이셜은 협업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인피니트 오피스
는 개인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에 구축하고 물리적 장치를 최소화하고 가상에서 작동
이 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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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메타버스 생태계
1. 메타버스 생태계의 경쟁 지형
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산업 생태계 구조
광범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분류하는 기준은 그 정의만큼이나 다양하며, 마찬가지
로 합의된 설명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통적 IT 산업의 기술 생태계 분류 방식
인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중심의 관점과, ‘HW-SW-Service
-Tool’의 관점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대표적인 접근이 있다. 첫 번째, 전통적
IT 생태계 기반의 ‘C-P-N-D’ 관점은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
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관점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활용 장비와 게임과 교육훈련에 국한된 AR･VR 기술들의 구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나, 부캐(아바타)를 통해 문화와 사회적 교류를 넘어 비즈니스 산업 영역
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폭넓은 사용자 경험과 잠
재적 서비스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6-10] C-P-N-D로 분류한 AR･VR 생태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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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분류방식인 ‘HW-SW-Service-Tool’의 관점은 VR, AR 기기 등의 하드웨
어와 그 위에 탑재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SW 플랫폼,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킬러앱 서비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와 각종 엔진 등의 저작툴까지를 포함하는 접근이다(김지현, 2021, p. 15). 이 같은
메타버스 기술생태계 분류방식은 앞서의 디바이스와 플랫폼, 콘텐츠를 HW와 SW, 서
비스로 재분류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고객의 유입과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된
사용자 경험을 주도하고 있는 킬러앱에 보다 초점을 둠으로써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과 스타트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 가상세
계가 가진 역동성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림 6-11] HW-SW-Service-Tool로 바라본 메타버스 게임 생태계

자료: 김지현(2021), p.15.

하지만, 앞서의 C-P-N-D의 분류방식이 안고 있던 문제처럼, 아바타 기반의 메타
버스 가상세계가 가진 특징적 소통방식과 경제적 확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용자 경험 장비와 통신 네트워크, OS와 같은 응용 제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부문들이 혼재되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들의 역할과 상충하는 문제
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새로운 구현가치를 반영한 대안
적 생태계 분류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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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 C-P-N-D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의 요소를
보완한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는 개
방형 오픈 플랫폼 게임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수많은 연계 게임과 아이템
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아바타에 새로운 가치와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부 지식재산
권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주
된 이용층인 10~20대 중심으로 이들을 홍보･소통 타겟으로 설정한 패션, 엔터테인먼
트, 교육, 제조,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IP 사업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메타버
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에서 홍보활동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이승환･한상열, 2021.4.20.: 18), 실제로 이용자들은 특정 IP 기반 아이템(의
상,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자신의 아바타에 착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현실 제품을 구
매하기도 한다. 이에따라, 이용자가 아이템 및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창
작 도구들의 도입’, 수익화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양면시장형의 특징을
지닌 생태계 구축’ 등 통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로 발전이 가능해지고 있다(한상열,
2021: 20).
따라서 향후,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C-P-N-D의 상호 유기
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독창성이 핵심
이 되는 IP 영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메타
버스 가상세계의 확장을 반영한 ‘인프라(D･N)-플랫폼(P)-콘텐츠(C)-IP’의 대안적 생
태계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3>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로 구성되는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인프라

∙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5G), 몰입적 경험을 지원하는 실감형 디바이스

플랫폼

∙ 실감형 콘텐츠의 개발, 유통, 서비스를 구현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운영 기반

콘텐츠

∙ VR･MR･XR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산업 분야 등의 실감형 창작물

지식재산권(IP)
자료: 연구진 작성

∙ 패션, 엔터, 게임, 캐릭터 등 독창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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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의 주요 기업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주요 기업과의 경쟁 구도
1) 글로벌 빅테크 기업군
현재 메타버스 가상세계 시장은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IP의 네 영역 중 특히 인프
라와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
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
분야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는 중이다. 2014년 VR제조사 오큘러스를 20억 달러
에 인수한 바 있는 메타는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에 나섰으며 자체 개발한
킬러앱 ‘Horizon’을 선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콘텐츠 부문에서 2014년 전세
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소유한 개발자 Mojang
Studio를 인수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증강현실 HMD 홀로렌즈를 통해 혼합현실 시
장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이후 윈도우 및 ‘Azure’ 등과 연동하여 PC에서의 사용자 경
험을 AR로 확장하였다. 2017년 가상현실용 소셜 앱 기업 알트 스페이스 VR을 인수
한데 이어, 2021년에는 자체 메타버스 개발 툴 ‘Mesh’를 발표, 가상 업무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구글은 2013년 AR기기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 이후 2016년
‘Cardboard’라는 스마트폰 기반 VR툴킷을 선보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3차원 영
상대화가 가능한 ‘구글 스타라인’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애플은 2022년 자체 AR 기기
를 출시할 예정이다(김지현, 20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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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는 SNS 플랫폼에서 게임,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핀테크에 이르기까지 메타
버스 시장 확대를 위한 ICT산업 전분야의 강점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게임개
발, 퍼블리싱, 라이브스트리밍 분야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장악한 텐센트 생태계에
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포함된다(산업경제리서치, 2021: 76). 뿐만아니라 위
챗, 스포티파이 등 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소셜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니티(UNITY)는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글로벌 상위 100개 게임사 중
94개가 고객일 만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서드파티 게임 엔진이
다. 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PC, 콘솔, AR/VR 기기에 활용되는 3D 콘텐츠
제작용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활성 엔드 유저는 27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경 글로벌마켓, 2021.2.21.).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는 국내 1위의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웹툰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자회사 네이버Z가 개발한 ‘제페토(ZEPETO)’
는 가상현실 기반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간 내에서 사용
자의 고유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일상을 경험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으며 아바
타간 친교와 아이템 거래, 개발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코인(Coin)과 젬
(Zem)이라는 자체 재화를 통해 플랫폼 내 결제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
된다. 또한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하여 가상 캐릭터 의류를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으
로서도 수익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의 대표기업이라면, 하이브(HYBE)
는 콘텐츠 기반의 메타버스 시장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2020년 유가증권 상장
전후로 YG, JYP엔터테인먼트 등과 협업을 통해 K-POP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회사
‘위버스(Weverse)’를 세웠으며 네이버와 지분스왑 등을 통해 단순히 아티스트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
(좋은정보사, 2021: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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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시리즈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평정한 엔씨소프트는 최근 K-POP 플
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출시하고 게임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사업확
장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이다. 아티스트와 팬을 이어주는 소통 역할
과 동시에 사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아티스트 무대를 꾸며볼 수 있는 ‘스튜디오
(Studio)’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및 소품들을 손
수 스타일링할 수 있고, 카메라 앵글과 조명까지 직접 선택함으로써 자신만의 뮤직비
디오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자체 플랫폼 기반 라이브 콘서트 ‘유니콘’에서 VR･AR 뿐만 아니라 혼합현실(MR)과 확장현실(XR)이 적용된 콘서트가 열리
기도 하였다(News1, 2021.1.22.).

3) 국내 주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자이언트스텝은 광고 VFX(Visual Effect) 사업을 시작으로 게임, 영화, 영상 제작
등의 영상 처리 제작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버추얼 휴먼, 실감형 콘텐츠를 생산해왔던 자이언트 스텝은 특히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와 수준높은 VFX, CG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객
군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 부문에는 스코텍엔터테인먼트와 벤
타브이알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이들은 세계 최초로 VR 건
슈팅 게임을 상용화 했으며, VR복합문화공간인 VR SQUARE를 오픈한 바 있다. 벤타
브이알은 최근 교과 과정 및 발달 학습 과정을 고려한 역사 유적지, 미술작품 등을
XR 실감 스캔 및 모델링하여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이다 ’벤타버스‘를 발표하기도 하였다(전자신문, 2021.10.8.).
그 밖에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스타트업으로는 초경량 AR 스마트 글라스, HOE
광학 모듈, HOE 설계 제작하는 ‘페네시아’,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융합 전문가,
VFX 그래픽 아티스트, 영상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융･복합 영상콘텐츠 교육 플랫폼을
출시하는 ‘아트엑스컴퍼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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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화의 정도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플랫폼 발전단계는 현재 시장과 산업지형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초기단계와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혁신적
플레이어들이 출현하고 있는 이행기의 복합적 모습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구글, 메
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산업계의 지배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네이버,
유니티, 하이브 등 국내외 중견기업,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등 신생스타트업과 중소기
업들이 혼재되어 경쟁과 협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인프
라-플랫폼-콘텐츠-IP의 다층적 구도로 이루어져있어, 이 중 어느 한 영역에서의 경
쟁력을 갖출 경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다만 인프라-플랫폼(특
히 하드웨어) 부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플랫폼(소프트웨어)
일부와 콘텐츠 영역에서의 중견-스타트업들의 선전이 관찰된다. 또한, 산업구도와
시장, 혁신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한 경로의 형태로 확립되지 못하
였고 가격과 품질경쟁 위주의 시장 경쟁의 단계로 접어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주 사용자층의 연령 및 지역별 분포, 활용분야 등의 편중성이 아직 높아 시장은 향후
부문별･연령별･지역별 균형있는 성장으로의 여력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사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의 서비스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중견기업들이 인프라, 콘텐츠 부문과 연계하여 합
종연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소셜파티 부상과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서비스 출현,
기존 서비스의 메타버스 대체 등이 대표적 현상이다. 아직은 MR의 보급 저조로 앱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게임에서의 소셜파티 서비스 확대,
게임 서비스의 저변 확장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아직 도입기이긴 하지만, 기업혁신 측면에서 보았을 때, MR센서, 칩셋, 메모리 등
을 생산하는 부품 업체와 관련 액세서리 시장의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엣지컴
퓨팅, 저작툴, 3D 엔진, 메타버스 스튜디오 등의 인프라 활용 기회가 제공되는 중이며
이는 메타버스 연계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주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MR
과 연동된 스마트팩토리 혁신, 메타버스 마케팅과 일하는 문화 혁신 시도, 메타버스
회의, 협업, virtual computing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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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인터넷 산업 구조에서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는 웹, 모바일에 이은 혁
신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드웨어 기기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킬
러앱 등 전반적인 시장이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메타버스 스타트업
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고
도화의 수단으로서의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
에서의 가속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버스, 유니버스 등이 시도하는 콘서
트, 공연 시장의 발빠른 메타버스화가 보여주듯이, 향후 플랫폼화가 본격화되면 전통
적인 오프라인 산업의 메타버스 경험 확산으로 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

2. 기술혁신 사례
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AI 등)
사용자를 디지털 세상에 복제해 놓은 아바타(부캐)의 활발한 활동은 메타버스 공간
에서의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시킨다. 최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적, 경
제적 활동들은 증강현실을 넘어 3D 공간에서의 아바타로 구현되는 가상세계로 발전
하였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사용한 아이템, 방문한 공간, 그 안에서의 활동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엄청난 빅데이터가 된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불가한 입체적
이고 다채로운 기록의 흔적으로 기능하는데, 이제 아바타를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다
양한 선호와 취향, 표현방식들은 3D 공간을 넘어 움직임, 감각 등의 형태로 4D 이상
의 데이터를 품으며 발현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또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치열한 데이터센터 구
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3분기까지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20곳이 쓴 예산은 990억달러(약 108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수치
이다(조선일보,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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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의 일종인 ‘생산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을 이용한 실감형 아바타 구현은 메타버스에 축적된 사용자의 선호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찍이 2016년 미국 스타트업 브러드가 만든 가상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Lil Miquela)의 경우 한 해 수익만 1170만 달러(133억 원)에
달했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 하나당 8500달러(983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
였다. 국내에서는 싸이더스 스튜디오엑스가 AI 기술을 활용해 MZ세대가 가장 선호하
는 얼굴을 바탕으로 800개의 표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가상 인플루언서)인
‘로지’를 개발했다. 로지는 가상의 아바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명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TV, 보험, 호텔, 전기차 등 와 다수의 광고를 촬영했으며 2021년 홍보수익
만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기업이 인플루언
서 마케팅에 지출하게될 비용은 150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상당
부분을 가상 인플루언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앙일보, 2020.8.11.).

나. 플랫폼 기반 기술혁신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의 플랫폼 주도형 혁신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
프트(MS)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홀로렌즈(Hololens)라는 HMD 증강현실
기기를 공개하고 2019년 홀로렌즈 2를 공개하였다. 홀로렌즈는 가상현실(VR)기기가
아닌 증강현실(AR)기기이다. 윈도우10과 호환이 가능해 사용자는 별다른 프로그램의
설치나 이용에 제한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제조업, 헬스케어, 교육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Dynamics 365’라는 혼합 현실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원격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접속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협업할 수 있고 장점은 기존에
윈도우즈와도 호환이 가능해 호환성, 보안성에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다. 2021년에는 메쉬 프로그램을 공개하였다. 메쉬는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 및 협업
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
‘MS teams’와 ‘Dynamics 365’ 의 기능과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의 공간에서
작업을 함께하고, 원격으로 회의를 하며 가상의 공간에 작업물을 기록할 수 있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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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가상세계 구현이 기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폭넓은 사용자층
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통합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플랫폼을 주된 강점으로
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애저(Azure)’도 보유하고 있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요구되는 데이
터처리나 관리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을 기반으
로 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콘텐츠 서비스 또한 자사의 업무용 플랫폼 ‘Teams’
에 연동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림 6-13] MS의 ‘Azure’ 매출액 및 성장률

자료: 삼성증권(2021.3.11.), p.54.

다. 인프라 기반 기술혁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 사례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메타(舊 페이스북)이다. 메타는 2014년 3월에 ‘오큘러스(Oculus)’를 20억 달
러(약 2조 2,000억 원)에 인수하였으며(The science times, 2014.4.2.) 인수 후 오
큘러스의 VR기기는 총 다섯 번의 리뉴얼이 있었다. 오큘러스 리프트(2016), 오큘러스
GO(2017), 오큘러스 리프트S(2019), 오큘러스 퀘스트(2019), 오큘러스 퀘스트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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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은 좀 더 가벼워지고, 활용은 간편하고 성능도 좋아
지는 진화를 보여주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2는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이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 3G의 판매량에 버
금가는 수치이다. 국내에서도 SKT를 통해 출시되었는데 3일 만에 1만 여대가 판매되
는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림 6-14] 글로벌 메타버스 가상세계 헤드셋 매출 전망

자료: 삼성증권(2021.11.5.), p.22.

글로벌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장비 시장 조사에 따르면 메타의 오큘러
스는 53.5%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위 5개의 헤드셋을 살펴보
더라도 5개중 3개가 오큘러스가 차지하고 있다(Counterpoint, 2021.3.10.). 2020
년 8월부터 오큘러스 기기와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메타의 아이디로만 가입과 접속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오큘러스 장비는 그만
큼 메타로의 유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글, MS, 삼성전자, Sony 등 VR기기를 개발
하는 기업들은 존재하지만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선도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을 확보한 메타가 장비업체 오큘러
스를 인수함으로써 더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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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메타는 VR 콘텐츠를 풍부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도 함께 인수하고
있다. 2019년 말에는 ‘비트게임즈’, 2020년 초에는 ‘산자루게임즈’, ‘레디엣다운
(Ready at dawn)’ 2021년 초에는 ‘다운푸어 인터렉티브’ VR 게임기업들을 인수하
였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인수를 통해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게임
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자들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본사 내에서 VR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메타가 펼치는 다
양한 사업들 중에서 VR･AR 부분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 2~3%정도로 조사되
었는데, 인력 비중은 2021년 기준 17%가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echg,
2021.3.12.). 매출 비중에 비해 많은 인력들이 메타버스 가상세계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메타느 오큘러스 퀘스트2를 활용해 ‘스페이셜(Spatial)’이라는 어
플리케이션으로 가상공간에서 컨퍼런스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스페이셜에서는 사
람들이 아바타로 등장하여, 같이 협업도 하고 가상공간에 회의 내용을 부착도 가능하
다. 이와 유사하게 메타는 ‘호라이즌(Horizon)’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가
상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본인의 모습을 찍어 유사한 모양을 한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세계 내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현재는 베타테스트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향
후 메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도 수행하고, 게임
이나 영상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큘러스 장비까지 더해지
면 더욱 실감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가입자를 보유하
고 활발하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능을 하고 있던 메타는 VR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지
배력을 기반으로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라. 콘텐츠/IP기반 기술혁신
콘텐츠와 IP 주도형 혁신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 제트
의 ‘제페토’ 서비스가 있다. 2018년 8월에 출시된 제페토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다운
로드 수는 2020년 12월까지 지속해서 상승중이며 매출액 역시 동일하게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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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 빌드잇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템은 실제로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익
이 창출가능하다. 제페토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로 변환이 되는
것이다. 현재 제페토 빌드잇으로 활동한 크리에이터 수는 6만 명 이상이며, 초기에 툴
을 공개한 이후 8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매일경제, 2021.3.10.).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참여자들에게 제작 툴을 제공하여 콘
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창작자들을 탄생시키고, 실제 경제활동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게임사 ‘로블록스’와 유사한 비즈니스 형태이다. 한 가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제페토에는 사회･문화적 기능이 더 많이 접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6-15] 제페토 월간 다운로드수 및 매출액
제페토 다운로드 수(월간)

제페토 매출액(월간)

자료: 미래에셋대우(2020.12.3.), p.5

특히, 제페토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이브(舊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YG,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17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용자
들을 락인(lock-in) 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9월 YG는 자사 그룹
블랙핑크의 가상 팬사인회를 제페토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는 실제 아티스트가 아닌 이
들과 유사한 모습의 3D 아바타들로 가상의 공간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한 것이며, 전세
계 무려 4,600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패션 브랜드 구찌
(Gucci)는 제페토 아이템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 60여종을 공개하였고, 브랜드의 특색
이 반영된 ‘구찌빌라(Gucci Villa)’공간도 마련한 바 있다. 즉, 구찌의 IP를 활용해 제
페토와 제휴를 맺고 수익을 창출하며, 제페토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
하고 있는 것이다. 제페토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는 10대이고, 전 세계 165개국 누적

제6장 메타버스 181

가입자가 2억 명, 90%이상이 해외 사용자임을 감안할 때(매일경제, 2020.11.23.), 이
들 유명 브랜드 IP를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향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익
을 창출할 수 있어 해당 브랜드에게도 가상세계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요 브
랜드 IP와의 제휴는 제페토의 사용자들을 소구하는 한편, 제페토의 메타버스 세계를
보다 현실처럼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다. 제페토의 혁신경로는 콘텐츠-IP에서의 우위
를 토대로 플랫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적 이슈와 쟁점
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선순환적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
안문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메타버스 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들은 부재한 상태이다. 메타버스는 각 개인을 상징하는 아바타를 통한 개인간 상호관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정에서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존 블로그･SNS 환경과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고, 그 차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다른 사람 아바타의 사적 공간에 동의를 구하
지 않고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바타가 다
른 아바타가 있는 가상공간의 사물(건물, 조형물, 차량 등)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문제
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아주경제, 2021.8.20.).

나.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
최근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들 공간에는 게임 요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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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플랫폼의 등급 분류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게임의 분류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게임
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현행 규제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
츠가 통제받지 못하고 유통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6)
이미 불법 성인물의 이미지를 삽입한 메타버스 아바타와 아바타 간 성폭력 등 논란
이 해외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인 10대에게 유해한 불법
콘텐츠가 메타버스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메타버스 공간 내 아동 성
범죄(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의 발생 가능성도 마찬가지이다(아
주경제, 2021.8.20.).

다. 가상재화의 소유권･저작권 이슈
최근 메타버스 세계를 통해 가상 재화의 소유권 및 저작권의 보호, 모호한 침해 기
준의 정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 내의 아이템이나 창작물 등 가상
재화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향후 플랫폼이 종료 시, 메타버스 운영자가 이
용자에게 해당 자산 가치를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전
자신문, 2021.9.16.). 실제 메타버스 내의 활동에 대한 현실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상거래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세 문제와 창작 및 표현물에
대한 권리의 정의 등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며, 더 나아가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중대
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해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지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아주경제, 2021.8.20.).

26) 마인크래프트는 2013년 게임으로 구분되었으나, 제페토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분류
되기도 하였다. 이코노믹리뷰(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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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법･제도적 보완 이슈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세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심지어 현실세
계를 대체하는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현실의 문제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실제 공간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정합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는 VR･AR 기술을 바탕으
로한 융복합 의료기기를 따로 구분하는 품목 자체가 없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품목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전자신문, 2021.09.16.). 교통 분야는 도로교통법상 영상표
시장치 유형으로 정착형과 거치형만 열거돼 AR 글라스를 도입하려면 영샹표시장치
범위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코노믹리뷰, 2021.10.15.).
정부는 2020년 12월, 가상융합경제 전략 추진 및 2021년 5월에는 민관 메타버스
산업발전 협력체계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메타버스 산
업은 점차 영역간 융합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지원, 관리하기 위
해서는 파편적인 지원 기관과 거버넌스의 형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이슈가
존재한다. 현재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이며,
콘텐츠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여 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파
편화된 접근은 정책 운용 간의 시너지를 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민간
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도출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전자신문, 2021.09.16.).
그밖에 가상자산을 통한 경제적 활동과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 포탈 같은
이슈도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 탈취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아왔던
VR방이나 VR테마파크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체험시설이 향후 메타버스 콘텐츠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서로간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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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전망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인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지식
재산권(IP)’의 측면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시장 전망을 하고자한다. 이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메타버스 관련 기업 종사자 및 증권사, 학계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표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메타버스 생태계 전체를
고려할 경우, 국내 기업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수성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는 ‘플랫폼’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연구개발의 진척도가 낮으며 점유율
측면에서도 경쟁이 시작되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플랫폼’ 측면에서는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 서비스를 구현 가능하
게 해주는 운영 기반을 의미하는데, 유니티(Unity)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유
니티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사가 개발한 3D 제작툴을 가진 게임 엔진을 의미한다.
2005년 첫 출시 이후에, 맥(Mac) OS, 윈도우즈(Windows),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모
바일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 호환가능하고 활용되고 있다. 소니(Sony),
닌텐도(Nintendo) 등의 게임기업 등이 활용하면서 유니티를 활용해 제작된 게임의
비중이 50%가 넘고, 모바일 게임의 경우 상위 1,000개 중 71%가 유니티 엔진을 활용
하였다(유니티 홈페이지). 네이버Z의 ‘제페토’ 서비스 역시 유니티 엔진을 활용하였다.
또한 유니티 엔진이 아니더라도, 에픽 게임즈 사의 언리얼(Unreal)은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임 엔진이다. 2021년 기준, 유니티 엔진의 3D 시장 점유율이 48%,
언리얼 엔진이 13%인 것을 감안하면(Valuecoders, 2021.3.10.) 한국에도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와 같은 VR･AR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있지만 기존 플랫폼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프라’ 측면에서는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5G), 몰입적 경험을 지원하는 실감
형 디바이스를 의미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망을 상용화한 이력이 있으나 미국과
중국 역시 빠르게 5G망을 구축하고 있어 한국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전략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메타버스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몰입 경험
을 제공하는 실감형 디바이스이다. 헤드셋, 안경 등의 형태의 VR･AR 기기 개발이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 주요 VR･AR 기기로는 해외는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2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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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2가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의 기어 VR이 있다. 이 외에도 애
플이 AR 글래스를 2023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 6-4> 주요 메타버스 기업의 VR･AR 기기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2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2

(Meta Oculus Quest2)

(Microsoft HoloLens2)

삼성전자 기어 VR

자료: 오큘러스 홈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삼성전자 홈페이지.

2021년 실감형 디바이스에서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오큘러스 기기가
53.5%로 과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잇따라 소니, HTC 등의 순이다.
이처럼 한국도 삼성전자의 기어VR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오큘러스사와 협업을 하여
진행을 한 부분도 있으며, 시장 점유율에서는 후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 삼성
XR 관련 사업을 철수한다는 발표를 하였다가(한국경제, 2020.5.18.) 2021년 1월 혼
합현실(MR) 헤드셋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오큘러스는 점점 경량화 되고 있으며, 가
격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아졌다. 또한, 기기를 활용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해 한국은 연구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인프라’
분야의 한국 기업의 국내 시장 수성과 해외 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콘텐츠’나 ‘지식재산권(IP)’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있어서
는 긍정적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콘텐츠 창작물은 ‘K-POP’, ‘K-웹툰’, ‘K-드라마’,
‘K-포맷’ 등으로 지칭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K-포맷’의 경우 한국에서 제작된 드
라마, 예능의 형식이 해외로 수출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65개국에 200여건 이상이 수출되어 리메이크된 바 있다(한국콘텐츠진흥
원 보도자료, 2020.12.23.).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콘서트로 빠르게 전환하여 대응하였는데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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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2020년 6월 첫 시도에 유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총 107
개국의 나라에서 최대 75만 6,600여명이 동시 접속을 하였다(중앙일보, 2020.6.16.).
이는 오프라인 공연장의 수용인원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동의 제약을 상쇄하여 메타버스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K-웹툰 분야
는 해외시장 수출액이 2020년 1조 원을 돌파하였다. 네이버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서 만화 카테고리에서 수익이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뉴시스, 2020.8.29.). 위와 같은
콘텐츠 창작물의 성과는 독자적 지식재산권(IP)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해당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에 타 지식재산권(IP)분야가 결합될 가능성도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강점을 가
질 것으로 전망된다.

5. 메타버스 생태계의 진화 정도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에서 주요한 두 핵심 변수인 ‘플랫폼 발달 정도’ 와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진화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한국의 생태계 진화정도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반영
하여 판단해보았다.
우선 메타버스 가상세계 산업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분야로 대기업, 중견･중소
기업, 스타트업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의 발달 정도’ 측면으로는
다수의 기업들이 플랫폼 미형성인 ‘도입기’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 한국, 중국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주요한 IT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으
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다수의 플랫폼 간에 경쟁이 시작된 ‘이행기’에도
일부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기업은 메타이다. 메타는
과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주력으로 해왔던 기업이나, 최근에 사명을 페이스
북에서 메타로 바꾼 것처럼 메타버스에 주안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VR기기 업체인 오큘러스(oculus)를 인수하고, 호라이즌
(Horizon) 이라는 가상 세계의 커뮤니티를 2019년에 개발하는 등 이와 같이 IT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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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포털 기업인
‘네이버’ 역시 ‘네이버Z’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였다. 네이버Z
에서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를 2018년에 출시하고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이 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듯 주요한 IT 기업들 간에 메타버스 산업의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아 ‘이행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
사례로 살펴보면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VR, AR 등의 기업들은 ‘도입기’에 해당되고,
기존이 IT 주요 기업은 ‘도입기’와 ‘이행기’의 일부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혁신의 측면에
서도 데이터의 혁신이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메타버스 가상세계 자체가 도입이
되는 시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만, 기존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미국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대기업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가 활용될 여지가 있고, 기술 활용
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정도가 높은 곳에 위치
한 기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6-16] 한국･미국･중국 메타버스 가상세계 기업 발전 수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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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국은 메타버스 관
련하여 VR, AR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 또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스타트업들이
있고 ‘도입기’에 해당한다. 아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이 일어나는 단계는 아
니지만 메타버스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스타트업으로는 메타버스 관
련하여 콘텐츠,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속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메
타버스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중견, 대기업
에 속하는 그 외에의 네이버Z(제페토), SK텔레콤(점프 스튜디오)은 해외의 메타 및
MS, 로블록스와 유사하게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가상 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
스를 제공한 상황이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 주요 기업이라 손꼽히는 주요한 기업들
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수의 플랫폼 간에 경쟁이 시작된 ‘이행기’로 구
분하였다. 기반이 없이 시작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플랫폼 미형성의 도입기와, 데
이터 기반의 혁신 정도도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기존의 IT 사업이나, 지배적인 비즈
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플랫폼이 발달이 진행된 ‘이행기’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정도도 성숙된 위치로 판단된다.

[그림 6-17] 한국의 기업별 메타버스 가상세계 분포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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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망 및 정책 과제
1. 10년 후 생태계의 진화 전망
10년 후에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진화 정도는 소수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
랫폼의 ‘안정기’, 혹은 ‘이행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
은 전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미국과 중
국)은 소수 기업이 플랫폼을 과점하는 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렇지 않은
국가(한국)는 여전히 경쟁이 활발한 이행기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은 네이버Z와 카카오, 엔씨소프트를 중심으로 현재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는 데이
터기반의 혁신이 보다 활발해지고, 일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견줄만한 활용을 보
여줄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림 6-18] 한국･미국･중국 메타버스 가상세계 기업의 10년 후 전망
미국

주요 기업

∙ 메타(舊페이스북)
∙ NVIDIA
∙ MS
∙ 구글
∙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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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기업

∙ 네이버Z
∙ 카카오
∙ 엔씨소프트

중국

주요 기업

∙ 알리바바
∙ 텐센트

자료: 연구진 작성

2.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정도는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플랫폼 진화 정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확장성 때문이다. 현재 메타버스 생태
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대부분은 글
로벌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기존에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가 뛰어나
고, 플랫폼 측면에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B2B 비즈니스도 도전
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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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략적 M&A와 관련 기술개발 인력 육성에 투자를 아끼
지 않는다. 페이스북의 경우 실감형 디바이스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인수하였으며, 관련 연구를 위해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확장현실 프로그램
과 연구 기금(XR Programs and Research Fund)’를 2년간 5천만 달러(약 200억)
를 지원한다고 밝혔다(ZDNet, 2021.9.28.). 본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홍콩대학교 등
의 세계 각국의 유수한 기술 인력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관련 기술 고도화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실감형 창작물인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IP) 분야인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세계에서
도 인정받고 있는 네이버Z의 ‘제페토’ 서비스에는 나이키, 구찌 등의 브랜드들이 참여
하고, K-Pop의 엔터테인먼트들이 참여를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일시적인 인기
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3.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 구조 요소인 ‘인프라(D/N)-플랫폼(P)-콘텐츠(C)-지식재
산권(IP)’에서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활
발히 진출하고 있는 부문은 ‘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라 할 수 있다. 인프라와 플랫
폼 시장에서 미국은 이미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VR･AR 하드웨어 장비를 개발하고 상
용화에 성공하였으며, 플랫폼도 글로벌 차원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하지만, ‘콘텐츠’는 온라
인에서 선점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K-포멧’,
‘K-POP’ 등은 충분히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콘텐츠’ 산업은 VR･AR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즐길 수 있
는 실감형 창작물을 의미하며, 이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콘텐츠 창작물’
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킬러앱을 보유한 기업이 매출액과 이용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듯이 특히나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더욱이 그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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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한국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국내에서 자동차, 반도체 다음의 높은 산업으
로 2019년 기준, 126조 7,123억 원으로 조사되었다(매일경제, 2021.6.22.). 최근 ‘넷
플릭스(Netflix)’라는 OTT 플랫폼에 한국이 제작한 ‘오징어 게임’은 첫 출시 4주만에
세계 1억 4,200가구가 시청하였고 94개국에서 1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Siliconrepublic, 2021.10.20.).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로블록스’ 사가 주요 메타버스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
지만, 한국의 네이버Z사가 제공하는 ‘제페토’ 서비스 역시 인기를 얻고 있다. 비록 네이
버Z는 미국의 유니티사의 엔진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였지만 네이버Z는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비전펀드에서 약 2,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잠재적 성장 가능
성을 보이며 주목 받고 있다(한국경제, 2021.10.24.). 제페토는 현재 세계에서 약 2억
명 가량 이용하고 있는데, 제페토의 강점은 IP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페토 안에서
는 가수들이 팬사인회도 개최하고, 뮤직비디오도 공개하며 그 외에도 유명 브랜드들 구
찌, 루이비통, 디올, 나이키 등이 입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펠탑, 서울의 한강공원
등 유명한 장소도 가상세계 내에 구축하였다. 이는 현실에서 시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였던 가치들을 가상 세계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하고, 브랜드 노출을 통해 잠재적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표 6-5> 메타버스 플랫폼과 IP 사업자 간 제휴･협력 사례
구분

브랜드

주요 내용

패션

구찌

SNS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제휴하여 구찌 IP를 활용한 아바타 패션
아이템 출시 및 브랜드 홍보 전용공간을 구축

엔터

YG, JYP

‘제페토’에 소속 연예인에 특화된 전용 가상공간을 만들고 소속 연예인 아바타들
을 배치하여 사인회, 공연 등 이벤트 개최

제조

LG전자

게임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동물의 숲’ 게임 공간에 LG 올레드 TV소개, 게임 이
벤트 등을 개최하는 올레드 섬(OLED ISLAND) 마련

방송

다이아TV

교육

순천향대

공공

한국관광공사

‘제페토’와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 사업 다이아TV(DIA TV)가 제휴를 맺고
상호 인플루언서(Influencer) 진출 협력 추진
SKT 메타버스 플랫폼, ‘점프VR’ 내 순천향대 본교 대운동장을 구현한 뒤에 대학
총장과 신입생들이 아바타로 입학식 진행
‘제페토’에 익선동, 한강공원 등 서울의 관광지를 모사한 가상공간을 만들고, 제페
토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여행 홍보 이벤트 진행

자료: 한상열(2021), p.21; 이승환･한상열(2021.4.20.), p.1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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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나, 콘텐츠를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화 하는 기술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콘텐츠 디지털 기술
경쟁력은 다소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정부는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해 제조,
의료, 건설, 교육,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에 가상융합기술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중소, 스타트업 등의 다양한 민간 기업 주도의 협의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출범, 450억원 규모의 ‘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 사업지원 등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구현 능력을 보완하게 된다면, 충분히 메타버스 내에서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규제 개선 및 정책 과제
가. 가상실감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력 강화 지원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훌륭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내놓더라도, 이를 보다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장비의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의 디스플레이가 차지하
고 있는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예를들어, 실리콘 기판용 OLEDoS(OLED On
Silicon)인 마이크로 OLED의 경우, 일반적인 유리기판용 OLED에 비해 가상 스크린
에서 사용자의 시선이 끊기거나 흔들림이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를 투영
하는 아바타 생성 및 소통 시 얼굴인식 AI기술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
다. 또한, 더 얇고 작으며 전력 효율이 더 높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는 사용자 경험의
몰입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서비스의 보편화의 또다른 관건인 휴대성과도 직결된다.
실제 애플 등은 2023년 출시예정인 자사 AR글래스의 디스플레이로 마이크로 OELD
기술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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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완제품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핵심이 되는 디스플레이 요소기술에서는 국내기업의 공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MicroOLED, OLEDoS 등 요소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메타버스 확산에 따른 디스플레이 폼팩터의 다양화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OLED 시장에서 거센 추격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격차
를 간극을 벌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

나. 메타버스 환경에 부합하는 ‘망중립성’ 제도의 개선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통신은 언제 어디
서나, 글로벌 사용자와 연결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데
이터 송수신 영역을 모두 5G 무선망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SA(standalone)표준
과 ‘네트워크 슬라이싱(초광대역의 주파수를 여러개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술이 요구된다(전자신문, 2018.3.19.). 특히, 고도화된 가상
실감기술의 구현･활용 기반으로서 기존 LTE보다 38배 이상 빠른 고성능 5G 시스템
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스펙트럼 대역폭과 네트워크 용량이 대폭 증가한
‘mmWave(밀리미터파, 24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한 ‘MEC(모바일에지컴퓨팅)’의 도입 역시 시급하
다. MEC는 최근 급증한 데이터 전송량으로 중앙 데이터센터에서의 모든 관할이 어려
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개 현장마다 곧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 결과의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예상되는 막대한 투자에 민간 통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망중립성에 대한 예외 규정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의 5G 기술이 갖는
의미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5G 기술은 그 자체로 서비스 간
의 요구하는 속도와 저지연성에 대한 차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자신문
(2018.3.19.) 일반통화나 포털 검색에는 5G가 크게 요구되지 않지만, 광범위한 데이
터를 사용하는 메타버스에서의 실감경험에는 5G의 원활한 활용이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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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합리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27) 콘텐츠의 성격에 따
른 효과적인 트래픽 처리와 분산을 금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2020년 12월
예외를 둔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여기에는 ‘VoIP(인터넷전화)’, ‘IPTV(인터넷TV)’,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만이 전송 품질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예
외적 서비스로 허용되었다. 따라서 향후 메타버스 시대의 실감콘텐츠 구현을 위한 예
외 적용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다. 범용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독자적인 운영체계와 플랫폼 서비
스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요구되는 최적화된 기기 및 소프
트웨어 개발은 메타버스 생태계의 기업 전부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처럼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에
서 높은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는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범용성과 유연성에 초
점을 두고 개발 언어 공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
점을 가진다. 따라서, 분야별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유연하게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
고 설계 내용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저작툴의 범용성을 높이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부문과 교육 전문가 양성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전략적 인수합병 및 협력 제휴 시 세제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 가능하다.

라. 메타버스 공간 내 창작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거래환경 조성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기존 온라인 세계와 차별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용
27) ‘인터넷 종단점의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 않거나 범용 서비스가 아닌 특수한 목적에 국한된 서비스’,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하여 이용하거나 트래픽 관리기술을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전송 품질을 일정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서비
스’ 등이 적용된다.

196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자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을 단지 잠깐
의 여가를 보내는 차원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따라서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락인과
몰입을 유인하기 위해 저마다의 사용자 리워드 및 수익 모델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로
서 플랫폼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자체 화폐를 가지고 실질화폐로 교환까지 가능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사용자가 시장의 경제 주체로서 창조적인 행위와 상업적인 행위를 적극 수행하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보상의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검토는 향후 이어질
당연한 논의주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2차 창작자로서 사용자의 저작권,
원저작툴을 제공한 플랫폼과의 사용권한 등을 중심으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
구하게 될 수 있다. 이 때, 각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과 법적 분쟁의 소지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합리
적인 메타버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정품 인증서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NFT(대체불가토
큰: Non fungible token)의 적용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가상과 현실에서의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가 실제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창작물에 선택적으로 소유권 부
여･양도가 가능’, ‘희소성･상징성 및 제작자 명성 등에 기반한 가치 산정’, ‘디지털 창
작물의 상품화 실현’, ‘기타 수익 창출 및 또 다른 창작 활동에 대한 재투자’ 등이 원활
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보다 성숙한 NFT 생태계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창작물을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NFT거래소들도 다수 출범하고 있
다. 그러나 NFT 거래를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및 블록체인 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국내외 거래소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고 편의성과 보안성이 증진된 환경이 구축되도
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크리에이터 전문가에 대한 육성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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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원격교육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1. 원격교육의 개념
가. 교육부의 개념 정의
코로나 이후, 원격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에 대해
원격수업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발표한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에서 원격수업을,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으로 정의하고,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
수업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함을 언급하
였다(교육부, 2020.3.27).

<표 7-1> 원격수업 개념 및 정의
유형
원격 수업 정의

정의 및 개념

비고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
- 본 기준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
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
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의
태를 의미함”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원격 수업 개념

원격 수업 기준
적용 범위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
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2020.4.6.수업개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집합)수업이 곤란하
여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며, 향후 정상적인 교육과정(출석수업) 운
영 시 원격수업 기준은 별도 제시 예정

자료: 교육부(2020.3.27), p.5.

198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나. 관련 개념: 에듀테크
원격 교육과 함께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 용어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전통적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AR,
VR, 3D 등 ICT 기술이 융합하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로 정의되며, “전통적 e-러닝과 학습 알고리즘,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참여자 간 소통 및 공유를 위한 협력도구,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등을 수반하여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환경을 제공”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강주 외, 2021: 56).
또 다른 에듀테크 정의에서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교육 서비스가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 제공을 의미”하며, “에듀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를 집합해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지적하였다(이코노믹리뷰, 2020).

<표 7-2> 에듀테크 개념 및 특징
출 처

이강주 외
(2021)

구 분

운영 형태

에듀테크 -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전통적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AR, VR, 3D
정의
등 ICT 기술이 융합하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
에듀테크
특징

- 전통적 e-러닝과 학습 알고리즘,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참여자 간 소통
및 공유를 위한 협력도구,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 등을 수반하여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환경을 제공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에듀테크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교육 서비스가
정의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 제공을 의미
이코노믹 리뷰
- 에듀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
에듀테크
(2020.5.20.)
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를 집합해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
특징
- 결과적으로 에듀테크는 교육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이러닝과의 - 1990년대 말 인터넷 확산으로 등장한 이러닝은 주로 디지털교과서와 온라인 학습
차이점
에 활용, 소위 말하는 ‘인강(인터넷 강의)’이 이러닝임
이혜연
(2020)

에듀테크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 서비스가 VR･AR, AI, 빅
정의

데이터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분야

자료: 이강주 외(2021), p.56; 이코노믹리뷰(2020.5.20.); 이혜연(2020)을 토대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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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개념: 이러닝
원격 교육과 관련해 활용되는 용어로 이러닝이 있다. 이러닝은 “이러닝(전자학습)산
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
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
닝 산업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
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으로 구분하였다
(법제처, 2021). 본 법률에서는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의
무,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개발 등의 지원, 표준화의 추진, 창업의
활성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개인･기업･지역･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을 담고 있다(법률 제18358호, 2021.7.27.).

<표 7-3>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상 이러닝 개념
유형

제2조
(정의)

구 분

운영 형태

이러닝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이러닝
콘텐츠

-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이러닝
산업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
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이러닝
사업자

- “이러닝사업자”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 법률 제18358호(2021.7.27.)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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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현황
가. 교육부 원격교육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 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0.10.5).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해 일어난
교육 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관련 기술 및 교육환경 변화를 주요 요소로 지적하
고, 미래교육위원회(’19.2월~), 원격교육 정책자문단(’20.4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월) 등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교육부,
2020.10.5.).

<표 7-4> 교육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분야

유･초･중등교육

추진 목표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10대 정책과제(안)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자료: 교육부(2020.10.5), p.2.

특히,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9번째 과제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는데, 디지털 환경 조성에서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K-MOOC 고등화,
평생배움터를 제시하고, 학습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 2020.10.5.).
교육부는 현재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LMS), 학습도구 등을 K-에듀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해, 유 초 중 고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교육부,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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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자료: 교육부(2020.10.5), p.25.

[그림 7-2] K-에듀 통합 플랫폼 개념도(안)

자료: 교육부(2020.10.5), p.26.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는 AI 및 학습자 특성, 학습시간, 출결 등 학습데이터를 AI
를 활용해, 학습자별 수요 기반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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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교육 시장과 대상 인구
1) 글로벌 교육 서비스 산업 규모
글로벌 교육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2000년 2.8조 달러 규모에서 연간 약 3.9% 증
가해, 2020년 5.4조 달러규모로 추정되며, 2025년 7.3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는 전 세계 GDP 추정치 85조 달러의 약 6.3%에 해당하는 규모로 헬스케어
분야에 이어 단일 서비스업종 중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서비스 산업분야이다(Holon
IQ, 2021.1.25.).

[그림 7-3] 글로벌 교육 서비스 산업 규모(US Tril.$)

자료: Holon IQ(2021.1.25.).

[그림 7-4] 글로벌 교육 서비스 필요 인구 및 교육 영역

자료: Holon IQ(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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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교육 서비스 산업 대상 인구
글로벌 교육 서비스산업에서 교육 서비스 전체 대상 인구는 2020년 약 78억명에
서, 2050년 94억명으로 약 18억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상 중등 교육(Secondary)과 대학 및 대학원 대상 고등 교육(Post Secondary)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비중(중등 교육 12억명 증가, 고등 교육 9.7억명 증가)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반면에 초등 교육 필요 인구는 1.8억명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Holon IQ, 2021.1.25.).

다. 글로벌 에듀테크 기술 지출과 전망
글로벌 교육 시장 중 디지털 기술과 관련(디지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
스)해 소비된 비중은 0.227조 달러로 비디지털 분야(교육 교사/근로자, 교육 물리 장
비, 아날로그 콘텐츠, 부동산 및 건축, 수도･전기가스 유틸리티) 지출 6.2조 달러에
비해 4% 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였다(Holon IQ, 2021.1.25.).

[그림 7-5] 글로벌 에듀테크 지출 증가 전망(US Bil.$)

자료: Holon IQ(2021.1.25.).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향후 디지털 관련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 지출은
2020년 0.227조 달러에서 연평균 12.2% 증가해, 0.404조 달러로 약 78% 가량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에듀테크 지출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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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되며, 아울러 전체 교육 지출 비중 중 디지털 관련 에듀테크 지출은 2020년
3.6%에서 2025년 5.2%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Holon IQ, 2021.1.25.).

[그림 7-6] 글로벌 교육 시장 중 기술 지출 비중(US Bil.$)

자료: Holon IQ(2021.1.25.).

[그림 7-7] 글로벌 에듀테크 기술 영역별 지출 전망(US Bil.$)

자료: Holon IQ(2021.1.25.).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 지출 영역에서 향후 2025년 가상 및 증강현실
(AR/VR) 분야가 126억 달러로 가장 높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 영역은
61억달러, 로보틱스 분야가 31억 달러, 블록체인 영역이 6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Holon IQ,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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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가.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교육부, 2020.3.27)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자,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
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기준안에 규정하였고, 기준안에서는 원격수업의 운영형태
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4가지로
구분해, 학교와 학생의 학습 환경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교육부,
2020.3.27.).

<표 7-5>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 및 예시
유형

구 분

1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2

운영 형태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 네이버 라인 웍스, 구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
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
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교

활용 중심
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수업
-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3

과제 수행
중심 수업

4

기타

예시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로 정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2020.3.27), p.2. p.5, p.7 재편집.

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
스코 Webex 등 활용

- (예시) EBS 강좌, 교
사 자체 제작 자료 등

운영 기준
- 학교급별 단위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
시간 고려
-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
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
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 (예시) 과제 제시 →
-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독서 감상문, 학습지,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습자료 등 학생 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
동 수행 → 학습결과
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
제출 → 교사 확인 및
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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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개학(교육부, 2020.3.31)
교육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4차례의 휴업 명령을 내려 2020.4.3일까지 신학기 개
학을 연기한 후, 2020년 3월31일,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교육사상 처음으로 4월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 2020.3.31).
교육부는, 휴업 1주~3주차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자율형 콘텐츠(e학습터, EBS
등)를 안내해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마련했고, 휴업 4주차부터는 교사 관리형 온라
인학습을 추진하였고,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켜 휴업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수업 인프라(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를 확충했고, 원격 수업 민간자원(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활용을 안내하였으며, 관계
기관(EBS･KERIS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교육부, 2020.3.31).
또한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과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 마련
을 통해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
을 통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였다(교육부, 2020.3.31).
교육부는 원격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 어려웠던 교육이
가능해 지는 부분이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과의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교육부, 2020.3.31).

다. 원격수업 민･관 협업(교육부, 2020.4.21)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통신3사,
삼성, LG, 에듀테크 국내 민간기업을 통해 EBS 방송채널 추가 확보, 교원 영상제작
연수 및 기술 지원, EBS, KERIS 시스템 부처 합동 점검,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관련 저작권 지원, 검인정교과서(748종) 한시적 저작물 이용 허락, 원격수업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하였다(교육부,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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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원격수업 민･관 기업 협업 내용
구 분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과기정통부
문체부
과기정통부･통신3사
통계청･삼성･LG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에듀테크 국내 민간기업(62개)

협 업 내 용
EBS 방송채널 추가 확보, 교원 영상제작 연수 및 기술 지원
EBS, KERIS 시스템 부처 합동 점검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관련 저작권 지원
교육콘텐츠제공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제로레이팅 도입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10,000대) 및 기증(36,000대)
검인정교과서(748종) 한시적 저작물 이용 허락
원격수업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자료: 교육부(2020.4.21), p.9 재편집.

라. 코로나 이후 에듀테크 기술 지출 비중
코로나 이후 에듀테크 분야는 코로나 이전 연평균 13.1% 성장 보다 높은 연평균
16.3%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19년은 초기 원격 교육의 시작,
2020~2021년에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2023년은 기업대 소비자간 B2C 에듀테크 모델의 증가, 2024~2025년에는 모
바일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Holon IQ, 2020.8.6.).
[그림 7-8]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에듀테크 지출 전망(US Bil.$)

자료: Holon IQ(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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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 경제로의 전환과 원격 교육 생태계의 변화
1. 원격교육(에듀테크) 생태계 및 경쟁 지형
가. 국내 원격교육 시장 생태계와 규모
국내 원격 교육 시장에 대한 조사가 통일된 것은 없는 상태이며, 영역별로 별도 조
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국내 이러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이
다. 국내 이러닝 산업 전체 매출은 2020년 4조 6천억원 규모이며, 서비스가 약 3조3
천억원, 콘텐츠가 8400억원, 솔루션이 4000억원을 차지하며, 2015~2019년까지 완
만하게 매출액 증가 비율이 감소(2019년 2.8% 증가)하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매출
액이 17.2%로 대폭 증가하였다(산업부 외, 2021.5.27.).

[그림 7-9] 국내 이러닝 산업 매출액 추이(백만원, %)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22.

이러닝 관련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5.2% 증가해 1905개 기업
으로, 서비스 분야가 1163개, 콘텐츠 분야가 464개, 솔루션 분야가 279개며, 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 31,747명으로 나타났다(산업부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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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국내 이러닝 산업 공급기업 사업자수 추이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22.

국내 이러닝 산업 수요자 시장 규모는 개인이 약 2조3천억원 51.8%로 가장 비중이
높고, 사업체가 1조6천억원 36.3%, 정규교육기관 2천6백억원 5.9%, 정부공공기관 2
천4백억원 5.4%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산업부 외, 2021).

[그림 7-11] 국내 이러닝 산업 수요 시장 규모 추이(백만원, %)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23.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의 이러닝 이용 분야는 외국어(17.3%), 자격(16.0%), 직무
(14.7%), 초중고 교과과정(11.0%), 정보기술(10.4%) 등의 순이었다(산업부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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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 이러닝 이용 분야(%)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92.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의 이러닝 이용 방법은 교육방송 시청(50.4%), 인터넷 전문
교육 제공강의(43.2%), 학교운영 정규 교육과정(25.0%), 공공기관 이러닝 서비스
(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산업부 외, 2021).

[그림 7-13] 국내 이러닝 수요 시장 이러닝 이용 방법(%, 중복응답)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89.

나.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
글로벌 교육 서비스 시장은 5조 달러 규모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8조 달러와 함
께 전세계 GDP(85조 달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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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88조 달러로 GDP 규모인 85조 달러와 유사한 규모이다. 헬스케어 기업들의
시가 총액은 5조 달러로 헬스케어 시장 8조 달러의 63%를 차지한다. 반면 글로벌 교육
기업들의 시가 총액은 0.3조 달러로 글로벌 교육 시장 5조 달러의 6%에 그치는 상태이
다(Holon IQ, 2021). 벤처 캐피털의 활발한 투자로 인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인 교육 서비스 기업의 수는 2015년 10개 내외에서 2018년 30개, 2020년 40개,
2025년 100개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Holon IQ, 2021.1.25.).

[그림 7-14] 글로벌 헬스케어 및 교육 시장의 기업가치(US Tril.$)

자료: Holon IQ(2021.1.25.).

<표 7-7> 시총 10억 달러 이상 교육 서비스 기업 수
연 도

주식 시장 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 수

2015

~10

2018

~30

2020

~40

2025

~100

자료: Holon IQ(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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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US Bil.$)
No.

기업명

국가

기업 가치(US Bil.$)

교육 분야(Cluster)

1

ByJu’s

인도

$ 16.5

개인교습(Tutoring)

2

Yuanfudao

중국

$ 15.5

개인교습(Tutoring)

3

Zuoyebang

중국

$ 10.0

개인교습(Tutoring)

4

VIPKid

중국

$ 4.5

언어(Language)

5

Udemy

미국

$ 3.3

온라인 고등(대학, 대학원) 교육/기술
(Online Post Secondary/Skills)

6

ApplyBoard

캐나다

$ 3.2

국제 학생 모집(International Recruitment)

7

Masterclass

미국

$ 2.75

숙련도 향상(Upskilling)

8

Duolingo

미국

$ 2.4

언어(Language)

9

Kajabi

미국

$ 2.0 +

학습 환경(Learning Environment)

10

Unacademy

인도

$ 2.0

시험 준비(Test Prep)

11

Handshake

미국

$ 1.5

진로 계획(Career Planning)

12

Degreed

미국

$ 1.4

숙련도 향상(Upskilling)

13

Outschool

미국

$ 1.3

자기주도적 체험학습(Alternative Learning)

14

Course Hero

미국

$ 1.1

학습 노트(Study Notes)

15

Udacity

미국

$ 1.1

온라인 고등(대학, 대학원) 교육/기술

16

Guild Education

미국

$ 1.0 +

온라인 고등(대학, 대학원) 교육/근로자
(Online Post Secondary/Employers)

17

Knowbox

중국

$ 1.0 +

개인교습(Tutoring)

18

Yunxuetang

중국

$ 1.0

기업 학습(Corporate Learning)

19

Newsela

미국

$ 1.0

교육 자원(Education Resources)

20

Quizlet

미국

$ 1.0

학습 노트(Study Note)

21

iTutorGroup

중국

$ 1.0

언어(Language)

22

Huike

중국

$ 1.0

온라인 고등(대학, 대학원) 교육

23

Age of Learning

미국

$ 1.0

온라인 교육과정(Online Curriculum)

24

HuJiang

중국

$ 1.0

온라인 교육과정(Online Curriculum)

자료: Holon IQ(2021.6.22.).

유니콘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이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의미한
다. 교육 에듀테크 기업중 유니콘 기업은 2021년 기준 24개 기업이 존재하며, 미국
기업이 13개로 가장 많고, 이후 중국 기업이 8개, 인도 2개, 캐나다 1개의 순이다.
유니콘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는 기업은 인도의 ByJu’s로 165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기업가치 2위에서 4위까지는 중국 기업으로 개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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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ng) 영역과 언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다섯 번째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미국의
Udemy는 온라인 고등(대학, 대학원) 교육에 특화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ApplyBoard
는 국제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생 유치를 원하는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교육분야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은 개인교습(Tutoring) 영역과 언어
(Language) 영역에 특화된 기업이 많은 반면,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온라인 고등
(대학, 대학원) 교육/기술(Online Post Secondary/Skills) 분야를 중심 영역으로 하
는 기업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다. 글로벌 에듀테크 벤처케피털 투자
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글로벌 벤처 케피털 투자는 2010년 5억 달러 수준으로 미약
했으나, 2020년 161억 달러로 약 32배가량 증가해, 2010년 이후 누적 52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2010~2014년 5년간 연간 약 35%가량 투자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
다, 2015년 42억달러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 이후 2019년의 70억 달러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6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1분기에도 39
억 달러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Holon IQ, 2021.3.31.).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283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있었으며, 이어 미국에서 141
억 달러, 인도 48.8억 달러, 유럽 29억 달러로 중국, 미국, 인도 3개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의 영향은 인도와 중국에서 두드러졌다. 인도는 2019년 5억
달러에서, 2020년 23억 달러로 약 4.6배 증가하였고, 중국도 2019년 39억 달러에서
2020년 102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미국(39% 증가)과 유럽(33%)에서는 점
진적으로 증가해, 급격한 투자금액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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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글로벌 에듀테크 벤처캐피털 투자(US Bil.$)

자료: Holon IQ(2021.3.31.).

[그림 7-16] 국가별 에듀테크 벤처캐피털 투자 추이(US Bil.$)

자료: Holon IQ(2021.3.31.).

2. 에듀테크 혁신 사례
가. 에듀테크 적용 분야 및 사례
에듀테크를 교실에서 구현하는 경우, 과학시간에는 로봇을 활용해 거리에 따른 물
체의 빠르기를 실험하고, 실험 결과를 디지털 교과서로 정리하며, 교사는 자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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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보를 받아, 학생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며, 역사시간에는 가상현실(VR)을 활
용해 역사 속 장면을 경험할 수 있다(이코노믹리뷰, 2020.5.20.).

<표 7-9> 에듀테크 적용 사례
과목/유형

과학
시간

한국사
시간

AI 교사

구 분

에튜테크 내용

과거

- 과거 교실 안 학생들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 빠르기’를 책속에 담긴 수많은
공식과 그림으로 이해해야 했음

- (로봇) 에듀테크가 적용된 교실에서는 속도를 각기 다르게 코딩한 로봇이 정성적 실
험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
- (로봇실험) 학생들은 모형 실험으로 ‘거리에 따른 물체의 빠르기’를 직접 보며 비교해,
에듀테크
로봇 실험을 통해 ‘이동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가능
적용 교실
- (학생) 실험결과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
- (교사) 교사는 자동 관리시스템으로 전달된 학생별 정보를 전달받아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에 집중
과거

- 책을 통해 한국사 내용 암기

에듀테크 -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역사 속 한 장면에 들어가 한국사를 경험
적용 교실 - 취약한 부분은 AI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학습
중국
공교육

-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말과 서 있는 모습, 필기하는 모습 등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을 인식하고 상태를 파악
- 지루해 하는 학생이 있으면 AI가 교사에게 정보를 전달

알리바바
(마윈)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은퇴후 교육자로 돌아가 에듀테크 분야에 올인할 것을 선언

AI 수학
교육

대교

- AI 수학교육 플랫폼 ‘노리’ 인수
- AI 학습서비스 ‘써밋 스피드 수학’, ‘써밋 스코어 수학’ 개발

AI 학습,
수학

웅진씽크
빅머

- 실리콘밸리 머신러닝 스타트업 ‘카드앱티브’ 지분 인수(100%)
-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학습행동 패턴을 분석해주는 서비스 ‘북클럽
AI 학습 코칭’, ‘AI 수학’, ‘AI 독서케어’ 개발

코딩 교육

교원

- 코딩교육 로봇제작 스타트업 ‘럭스로보’와 제휴
- ‘럭스로보’와의 협력으로 코딩로봇 모듈을 활용한 컴퓨터･코딩 교육 서비스 ‘레드펜
코딩’ 개발

AI 수학

천재교육

- 에듀테크센터(창업보육센터) 설립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 입주기업 ‘클래스큐브’와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 수학 플랫폼 ‘닥터매스(Dr. Math)"론칭

자료: 이코노믹리뷰(2020.5.20.); 이혜연(2020), p.10, 재편집.

중국에서는 AI 교사를 활용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학생들의 말과 서 있는 모
습, 학생의 필기하는 모습 등의 여러 행동을 인식하고 상태를 인공지능(AI)이 파악해,
상태 파악 결과 지루해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AI 교사가
도입되었다(이코노믹리뷰,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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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에듀테크 분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교는 AI 수학교육
플랫폼 ‘노리’를 인수해 AI 학습서비스 ‘써밋 스피드 수학’, ‘써밋 스코어 수학’을 개발
하였고, 웅진씽크빅은 미국의 머신러닝 스타트업 ‘카드앱티브’ 지분을 100% 인수해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학습행동 패턴을 분석해주는 서비스 ‘북클럽
AI 학습 코칭’, ‘AI 수학’, ‘AI 독서케어’를 개발하였다. 교원은 코딩교육 로봇제작 스
타트업 ‘럭스로보’와 제휴해 코딩로봇 모듈을 활용한 컴퓨터･코딩 교육 서비스 ‘레드
펜 코딩’을 개발하였다. 천재교육은 자체적으로 에듀테크센터(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입주기업 ‘클래스큐브’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
반 수학 플랫폼 ‘닥터매스(Dr. Math)" 서비스를 개발하였다(이혜연, 2020: 10).

나.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사례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기반 학습, 외국어 교
육, 코딩 교육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학습자 성취도, 학습이
력 등) 분석에 기반해 능력 진단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분야가 특징으로
지적받고 있다(이혜연, 2020: 10).

<표 7-10> 국내 주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야

기업
뤼이드
(Riiid)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기반
학습

노리
(KnowRe)

주요 사업모델
- AI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로 학습자가 틀릴 문제를 예측하고,
- 점수가 가장 빨리 오늘 수 있는 문제를 추천해,
- 최단시간내에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산타토익’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
- 딥러닝 수학교육 기술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능력을 진단하고,
-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제공

매스프레소
(Mathpresso)

- 질문･답변(Q&A)과 풀이 검색이 가능한 플랫폼 ‘콴다(QUANDA)’ 운영
- AI 기반의 광학문자판독(OCR) 기술을 개발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사진 촬영
해 올리면 5초 안에 해설을 제공하는 ‘5초 풀이 검색’ 서비스 제공

에누마
(Enuma)

- 중요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반복학습 할 수 있는 게임 형식의 수학학습 프로
그램 ‘토도수학(TODO Math)’ 서비스 제공
- 유아~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커리큘럼 제공

캐치잇플레이
(Catchitplay)

- 게임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캐치잇잉글리시’ 애플리케이션 운영
- 머신러닝 기반의 AI 추천 시스템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학습법 제공
- 단어와 문장의 동시 학습이 가능하고, 듣기와 말하기 연습도 함께 가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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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업

주요 사업모델

튜터링

- 학생과 튜터를 실시간으로 1:1 매칭해주는 영어/중국어 회화 학습용 모바일

(Tutoring)
외국어
교육

텔라
(Tella)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원어민 튜터와 채팅을 통해 실시간 첨삭을 받는 영어교육 플랫폼 ‘텔라톡’
운영

에그번에튜케이션 - 인공지능(AI) 챗봇으로 학습하는 외국어 AI 튜터 서비스
(Eggbun
ducation)
엘리스
(Elice)

코딩

코드스테이츠

교육

(Code States)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중국어/일본어 학습
- 한국인 대상 영어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자체 개발한 코딩 플랫폼 ‘엘리스’ 운영
-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으로 비전공자 및 입문자에게 접근이 쉬움
- 별도 코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상으로 실습이 가능
- 비용 없이 배우고 취업 성공 후 연봉의 일부를 공유하는 코딩 교육 플랫폼
운영

- 초중등 대상 블록코딩기반 코딩 교육 서비스 코드모스(CODMOS) 운영
로지브라더스
- 학습자 스스로 게임처럼 플레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코딩
(Logi Brothers)
기본 원리부터 심화 컴퓨팅 사고력 학습까지 가능하게 함
자료: 이혜연(2020), p.11.

다.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 뤼이드
1) 뤼이드의 개요
뤼이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기업으로 2014년 5월 설립이후, 2017년 6월 산타토
익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서 선보인 후, 해외로 진출하여,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의
해외 교육 분야 기업 시장(B2B)에서, 해외 교육 기업과 뤼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엔진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조선일보, 2021.6.9.). 뤼이드의 해외 매출
비중은 90%에 이르며, 현재 해외 기업 및 기관 200 곳 정도와 협상중으로, 뤼이드는
해외 진출을 위해 세계 로컬 시장의 1위 교육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뤼이드가 개발한
AI 엔진을 제공한다(조선일보, 2021.6.9). 토익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미국
에 진출해 미국의 GMAT, SAT, GRE에 뤼이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엔진을 적용해
미국 교육 기업들과 협업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였다(조선일보,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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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뤼이드의 인공지능 튜터 서비스의 특징
뤼이드는 인공지능 튜터 서비스의 특징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10분 이
내, 7개 정도의 풀이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풀지 않은 많은 문항에 대해서도 어떤
답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뤼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1년간의 유저
데이터 기준, 산타 토익을 통해 20시간 학습시 평균 약 165점의 점수 향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뤼이드 홈페이지a).

<표 7-11> 뤼이드 인공지능 튜터 특징
항목

내용

실력 파악 AI 뤼이드 - 뤼이드 튜터에 적용되어있는 딥러닝 예측 모델은 최소 7문항에 대한 풀이 데이터 (보
산타 토익
기선택, 소요 시간, 학습자료 시청 여부 등)로 유저가 풀지 않은 13,000개 이상의 문
항에 대해 어떤 보기를 고를지 높은 정확도로 예측
- 강화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뤼이드 컨텐츠 추천모델은 2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다차원
으로 계산하고 분석해 각 유저가 실제 시험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 수’를 둬, 직관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비용으로, 완벽히 다른
방식으로 방대한 확률 계산을 통해 ‘이길 수밖에 없는’ 나만의 학습 루트를 제안

트랜스포머 기반의
딥러닝 뤼이드 예측
모델의 정확도

<정오답 예측 정확도 비교(좌)>
(*AUC 기준 - 높을수록 정확)

<유저 점수예측 오차범위 비교>
(*MAE 기준 - 낮을수록 정확(우))

- 딥러닝 기술력은 모든 교육영역에 적용되어 어떤 과목이든 10분 이내에 각 개인의
‘정확한 실력 진단’ 가능
10분이내 실력진단 - 교육 영역 뿐 아니라 인적성검사, 성격검사, 정신의학적 영역의 인지평가 및 발달평가
등 객관식 문항으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모든 툴에 적용되어 실제 진단에
투입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음
- 최근 1년간의 유저데이터 기준, 20시간 학습시 평균 약 165점의 점수 향상 효과

학습 효과

자료: 뤼이드 홈페이지a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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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이드의 인공지능 기술은 적용 영역에 관계없는 툴킷(AI, Backend, UX/UI,
Operation)과 적용 영역에 특화된 툴킷으로 구분된다(뤼이드 홈페이지b).

[그림 7-17] 뤼이드 인공지능 기술(R.INSIDE) 특징

자료: 뤼이드 홈페이지b

3) 뤼이드의 제휴 프로세스 및 파트너
뤼이드는 기본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외 기업 및 기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제휴 프로세스는 발
견(Discovery), 데이터(Data), 시범서비스(Prototype), 파일럿(Pilot)서비스 공식 서
비스 출시(Launch) 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제휴 프로세스를 통해, 일본 인공 지능 영
어 학습 기업, Langoo(산타 토익), 베트남 교육 기술 기업, Point Avenue,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스피커, 카카오 미니, 미국 교육 기업 KAPLAN, 아부다비 국제 교육
기업 CONNEC ME 등과 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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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뤼이드 제휴 프로세스 및 파트너
구 분

협 업 내 용

제휴 프로세스

파트너쉽
자료: 뤼이드 홈페이지b 기반 재편집.

4) 뤼이드의 투자 유치
뤼이드는 2021년 5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펀드로부터 2000억 원을 투
자 유치하였고, 2020년 KDB 산업은행 외 3개사로부터 약 500억원 등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약 2800여억원을 투자 유치하였다(조선일보, 2021.6.9.).
비전펀드는 뤼이드를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개인화 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교육시장에 양질의 교육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였고, 뤼이드는 “교육 패러다임을 콘텐트 제작 및 유통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재
편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육 기회 평준화를 이루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이코노미스트, 2021.5.25.)

<표 7-13> 뤼이드 투자 유치 추이
구 분

시 기

유치 금액

Series A/A2

2016~2017년

약 25억원

DSC인베스트먼트 외 4개사

Series B

2018년

약 115억원

한국투자파트너스 외 4개사

Series C

2019년

약 200억원

프리미어파트너스 외 5개사

Pre Series D

2020년

약 500억원

KDB산업은행 외 3개사

Series D

2021년

약 2000억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

자료: 조선일보(2021.6.9.)

투자자

제7장 원격교육 221

<표 7-14> 뤼이드 비전펀드 투자 유치 내용
구 분

내 용

투자 유치 2000억원(1억7500만 달러): 비전펀드가 국내 기업에 단독 투자한 건 쿠팡(3조3000억원)과 아이
내용
유노미디어(180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공동 투자보다 리스크가 큰 단독 투자를 결정

뤼이드

산타 토익

제공
서비스
미국 대학입학
자격 시험 (ACT)
성장성
비전 펀드
투자 요인

뤼이드
투자 금액
지출 계획

교육 패러다임

-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
- 대표 서비스는 영어 능력 시험인 토익(TOEIC)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 ‘산타’
- 10여 개 문제만으로 사용자의 실제 점수를 예측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연습
문제와 강의를 제공
- 2016년 한국과 일본에 출시해 지금까지 290만명이 사용
- 2021년 3월, 지난 3월 이집트･아랍에미리트･요르단･터키･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5개국에 미 대학입학 자격시험(ACT) 학습 앱인 ‘커넥미’를 출시
- 뤼이드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주목
- 뤼이드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에서 개인화 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

전환

는 기업
- 전 세계 교육시장에 양질의 교육을 확대

R&D

- 투자금액 대부분을 AI 연구개발에 쓸 것으로 밝힘

R&D 센터

- 미국 실리콘밸리와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연구개발(R&D) 센
터 등 설립을 추진

인재 영입

- R&D 센터 등을 통해 핵심 인재 영입을 지속해 기술 인프라를 다지겠다는 계획

교육 패러다임
재편

- 교육 패러다임을 콘텐트 제작 및 유통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재편,
- 진정한 의미의 교육 기회 평준화를 이루어,
-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

자료: 이코노미스트(2021.5.25.),

라.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어큐이투스28)
실리콘 밸리의 어큐이투스는 스타트업으로 50년 이상의 경험으로, 인지 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사회 심리학(social psychology), 컴퓨터 과학, 언어학
(linguistics),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튜터를 개발하였다. 어큐이투스가
개발한 디지털 튜터는 수년이 걸리는 교육을 수개월로 단축해 전문가로 교육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계획연구국(DARPA)로부터 최초로 해군의 정
보 기술 전문가를 훈련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되었다.
28) 이 소절은 대부분 The New York Times(2019.12.18.)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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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어큐이투스 교육 서비스

자료: 어큐이투스 홈페이지, https://www.acuitus.com/, 2021.6.22 접근.

어큐이투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는 어큐이투스는 가르치는 개념과 이해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은 교육 내용에 무관하며, 전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전반의 주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어큐이투스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정보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수학(Algebra)을 가르칠 프
로토타입 시스템 단계에도 진입하였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의하면, 어큐이투
스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6주 과정으로 15년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할 수 있음을 밝혔다(한상기, 2020).

마.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대학 챗봇 조교, ‘질 왓슨’
조지아 공대 아쇼크 고엘 교수는 ‘질 왓슨’ 챗봇 조교를 활용해 만개 이상의 학생
질문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질문이 대부분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
으로 단순한 강의 일정이나 시험여부, 수업 상황에 대한 질의는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한상기, 2020; The Washington Post, 20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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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 챗봇 조교 왓슨 사용 예시

자료: The Washington Post(2016.5.12.)

고엘 교수는 학생과 IBM의 도움으로 질 왓슨을 개발하였고, 기말 고사로 수업이
끝날 때 까지 조교의 정체에 대해 밝히지 않았는데, 학생 대부분은 놀라움을 보였고,
질 왓슨이 대단히 유능한 조교의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The Washington Post,
2016.5.12.). 고엘 교수는 질 왓슨의 질문-응답 챗봇 기능이 대단위 온라인 오픈 교과
과정에서 대단히 유용한 자산으로 사용될 것이며, 사람과 유사한 상호작용으로, 온라
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좀더 어필해 더 나은 교육 산출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The Washington Post, 2016.5.12.).

바.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성장형 아바타
조기성(2020)은 데이터에 기반해 성장형 아바타를 활용한 성장형 교육을 제안하였
다. 성장형 아바타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형 아바타가 만들고, 아바타만 클릭
하면 개인의 역량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 성장형 아바타를 통해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끼리, 또는 다른 성향과 역량의 친구들끼리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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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5> 성장형 아바타 특징
특 징

아바타 예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형 아바타가 만들어짐
아바타만 클릭하면 알 수 있는 개인의 역량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끼리
다른 성향과 역량의 친구들끼리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음
자료: 조기성(2020), p,19, 재편집.

성장형 아바타는 학생 개인의 최근 관심사, 컨디션을 나타내며, 같은 관심사에 대해
서는 협업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질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조기성, 2020). 데이터 기반 성장형 아바
타에는, 학생의 자발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기록되며, 디지털에 기반을 두므
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학생의 소질을 찾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기록을 활용해 학생이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조기성, 2020).

<표 7-16> 데이터 기반 성장형 아바타
아바타 데이터

특 징
학생의 자발적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
디지털 기반 → 조작하거나 꾸밀 수 없음
학생의 소질을 찾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기록
학생이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
학교의 역할 변화

자료: 조기성(2020), p.,22, p.23,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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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즈니스 모델 혁신: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1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초점을 맞춘 클래스101(CLASS101)은 성인대상 취미개발
교육 사이트로 2018년 출발해, 3년 만에 교육 참여 크리에이터(강사)가 9만 1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온라인 강좌 약 2000개, 인기강좌 100개 강사 수입은 1억 천만원 수준
이다(전자신문, 2021.6.16.). 클래스101은 초기 성인대상 ‘클래스101 크리에이티브’
(취미)(드로잉, 공예, 미술, 운동 등) 중심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 영역을 확대해, ‘클
래스101 머니’ (재테크 강좌), ‘클래스101 커리어’(자기계발과 직무 교육 분야), ‘클래
스101 키즈’(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 ‘클래스101 비즈니스’(기업간거래
(B2B) 전용 직원 복지를 위한 구독 서비스)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전자신문,
2021.6.16.). 클래스 101은 국내 인기 미국(2019), 일본(2020) 등 해외에도 진출하
였고 향후 국내 인기 강좌 번역과 해외 진출 국가 맞춤형 수업을 제작할 계획이다(전
자신문, 2021.6.16.).
<표 7-17> 클래스 101 강의 현황
구 분
클래스101 크리에이티브
클래스101 머니

분 야
취미 (드로잉, 공예, 미술, 운동 등) 분야
재태크 강좌 분야

클래스101 커리어

자기계발과 직무 교육 분야

클래스101 키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분야

클래스101 비즈니스
자료: 전자신문(2021.6.16.).

기업간거래(B2B) 전용 직원 복지를 위한 구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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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클래스 101 강의 예시

자료: 클래스 101 홈페이지.

3. 원격교육의 제도적 이슈
가. 진학과 평가 교육 제도 경직성
국내 정규 교육 시장은 교육제도, 특히 진학과 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경직성이 강한
편이다. 이로 인해 근시일내에 상당한 정도로 원격 교육과 관련한 산업구조가 변화하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교육제도의 유연성이 커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산업구조의 변
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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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교육 온라인 시장 독과점
국내의 경우, 특이사항은, 공교육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ERIS)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록 공
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실상의 독점 상태로, 민간
의 에듀테크나 이러닝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온라인-디지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으며, 다양
성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 교사의 에듀테크 참여 제한
대학교수와 연구원과 달리,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전문가인 교사의 에튜테크 분야에
대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벤쳐기업특별법의 특례 조항 등으로,
교수나 연구원이외 교사들은 영리겸직 제한으로 에듀테크 관련 참여 또는 진출이 제한
되어 있는 상태이다.

4. 원격교육 시장(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가. 국내 원격교육(이러닝) 기업의 해외 진출
국내 원격교육 기업의 해외 진출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국내 이러닝 기업의 해외 진
출은 전체의 3.2%에 그쳤으며, 1.7%는 과거에 진출했으나 현재 철수했고, 91.3%는 향
후 진출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9년 해외 진출 비율 6.4%에서 2020년
3.2%로 절반가량 해외 진출 기업 비율이 낮아진 상황이다(산업부 외,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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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8> 이러닝 기업 해외 시장 진출 현황(%)
향후 추진 계획 과거 진출, 현재 향후 진출 계획
있음
철수
없음

구 분

현재 진출 중

진출 추진 중

2020년 전체

3.2

0.5

3.4

1.7

91.3

콘텐츠

4.9

0.9

8.6

3.4

82.3

솔루션

4.6

0.0

5.8

3.7

85.9

서비스

2.1

0.5

0.8

0.5

96.2

6.4

0.5

4.5

0.6

88.0

2019년

주: 해외 진출 중은 수출액 발생 기업과 수출액이 없더라도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을 포괄하고 있음.
자료: 산업부 외(2021.5.27), 202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p.71, 재편집.

국내 원격교육 기업의 해외 진출시 주요 애로 사항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로는
자금부족(28,9%), 상품경쟁력 미흡(28.5%), 판로개척 및 해외유통망 확보 어려움
(26.8%), 현지화 미흡(22.9%), 기술력 미흡(22.1%) 순으로 지적되었다(산업부 외,
2021.5.27).

[그림 7-21] 국내 이러닝 기업의 해외 진출시 애로사항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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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2] 국내 이러닝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정부지원

자료: 산업부 외(2021.5.27.) p.99.

국내 이러닝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 1, 2순위를 합할 경우
기업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이 58.0%로 가장 높게 나왔고, 유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38.0%), 현지화를 위한 지원(27.7%), 판로개척 및 해외유통망 확보
(22.0%) 등을 제시하였다(산업부 외, 20215.27.).

나.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 원격 교육
플랫폼 기업의 교육분야 진출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도 구글 클래
스룸이 공교육 현장에 대세로 등장하였다. 국내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참여를 시도하
고 있는 단계이다. 네이버의 경우도 웨일 스페이스로 교육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을 자
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는 특정 시도교육청(약 2~3곳)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
태이다.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K12)과 관련된 거대 플랫폼 기업은 기능
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취업등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역
할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취업시장이 국제화되는 경향과 맞닿아
있고, 해외 플랫폼이 국제화되는 취업 시장과 관련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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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
구글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줌 등의 국내진출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다. 구글 클래스룸 이외에도 해외 교육 플랫폼의 국내 진출은 원격 교육의 여러분야
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원격 교육과 관련한
대응은 폐쇄적인 정책을 통해 해외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인데, 장기적으로 가
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경쟁력도 같이 쇠퇴하는 방향이므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태로 전망된다.

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 원격 교육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개별 기업의 다년간의 도전과 실패경험 등을
통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수준이다. 산타토익, 노리수학(노리와 대교가 합병) 등
은 활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노리는 미국에서 대교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며,
같은 수학 AI 알고리즘이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 등 세밀한 차이
들을 반영하여 미국 현지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격 교육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특히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교육현장(학교)에서의 성공 경험에 기반하여야 하나, 학교 현장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공공기관 스스로만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고(예, e학습터),
민간은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하며, 오
히려 국가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5. 원격교육 생태계의 진화 정도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의 진화를 “플랫폼의 발달 정도”
와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7인 설문 응답)
을 통해 현재와 10년 내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과 국내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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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의 혁신 정도와 플랫폼 발달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7-23]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진화

자료: 연구진 작성

조사결과 현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은 혁신 정도 측면
에서는 혁신이 활발하고, 플랫폼 발달 정도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하는 이행기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은 혁신 정도 측면에서는
혁신 시도 등장, 플랫폼 발달 정도 측면에서는 플랫폼 미형성의 도입기와 다수의 플랫
폼 간 경쟁이 나타나는 이행기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10년 내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은 혁신 정도
에서는 혁신 활발 단계, 플랫폼 발달 정도에서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이 과점화 되는
안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원격교육(에듀테크) 기
업들은 혁신정도에서는 혁신 활발 단계로, 플랫폼 발달 정도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이 일어나는 이행기와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과점화가 나타나는 안정기에 걸쳐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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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격교육(에듀테크) 전망 및 정책 과제
1. 원격교육(에듀테크) 생태계의 변화 전망
가. 원격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시장의 보완재로서의 역할
공교육에서 원격 교육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동영상
을 탑재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원격교육 방식은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필
요로 하는 인간 학습자의 특성상 크게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직된 교
육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 공교육 시장의 생태계는 파괴적 변화 또는 혁신이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 변화 이전에는 기존 교육 산업구조의
보완재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학점제 등의 도입으
로 외부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새롭
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하이브리드 사교육 시장 성장
오프라인에만 의존하는 사교육 학원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은 혼합
수업(hybrid instruction : 비대면 실시간 수업 및 동영상 제공 수업과 함께 주기적인
대면 수업을 하는 방식)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존 학
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 등장하는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들이 기존 학
원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진화하는 에듀테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군소 학원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완재 역할을 맡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의 영어, 수학 관련 사교육 학원들
은 전국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및 피드백 시스템에 종속되어 프랜차이즈 분원
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앙단위 학원에서는 콘텐츠 및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제공하고 지역학원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공
부방 및 조교 형태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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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듀테크 기업과 교육 콘텐츠 기업의 경쟁
현재 도입하는 에듀테크 관련 기업들의 맹점은 자체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
비스 영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다. 교육 관련 기존 콘텐츠를 보유한 회사
(출판사, 대형 학원 등) 들이 자체 에듀테크를 접목･협력 하거나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
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술 기반 에듀테크 기업들
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성인 교육 에듀테크 생태계
취업, 자격시험, 취미 등 분야에서 원격 교육은 완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클래스 101같은 서비스는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강
의 교재나 재료와 함께 상시 업데이트 되는 지식을 판매하는 등 그 영역을 확대해 나
가고 있으며, 특히, 누구나 자신의 지식을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지식 마켓과 같은
형태부터, 오프라인 모임까지 연계한 강의 수강권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공교육과 달리, 동기부여 측면에서 자격 시험이나 취업 준비처럼 절박한 경우에는
동영상 인터네 강의 활용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취미나 다이어트 등 인간과의
교류 및 동기부여가 필요한 활동은 원격 실시간 교육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성인 교육은 학생대상 교육과 달리 성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강의
를 수강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 등이 이미 부여 되어 있으며, 더 나은 강의가 있을 경
우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어서, 능동적 사용자에 의해서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마.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영향력 확대
성인 교육에서 원격교육은 소수의 공급자 중심의 체제에서 유튜브와 같은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제공자가 각자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
편될 것이다. 성인교육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컨텐츠 공급자가 나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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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사용자 생산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확산될 것이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영업자의 노
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미 성인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여러 한계로 인해 원격 교육 영역에서 현재의 AI 기술이 범용 AI 기술 수준으로 진
화한 단계는 아니며, 특정 기능별 AI 솔루션이 존재하는 시대적 수준을 본다면, 과목별
기술 혁신 적용(산타토익, 토도수학 등)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이다. 향후 원격 교육
관련 범용적 기술(예: 빅데이터(Big Data) 기술 기반 학습분석,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기반 개인 포트폴리오 등)이 발전함에 따라 적용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온라인 강의를 넘어서, 인공지능(AI)이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도로
학습자의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은 교육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학습 분석에 관한 부분이며, 진화된 학습 분석을 위해
서는 정형･비정형 데이터 확보가 가장 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데이터 확보방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저연령층, 저학년일수록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해
서 학습 분석의 발전이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스마트펜을
이용한 학습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입하는 방식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장애가 있지만 이 정도의 편의성을 확보해야 학습분석의 데이터 확보가 진화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앙집중식 vs. 분산식 공교육 플랫폼
국가 단위의 원격 공교육 플랫폼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1)중앙 집중식 단일 플랫
폼을 지향하는 방식(한국 교육부 경우), (2)생태계 관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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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권을 제공 하는 분산된 방식(영국 교육부 경우)이 있다. 중앙집중식과 분산식
공교육 플랫폼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중앙집중식에 비해 분산식이 혁신의 관점, 미
래교육 서비스의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가. 국내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의 강점과 약점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크)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후발주자이지만 혁신성, 기
민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높은 사교육열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
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에듀테크 분야 창업 시도가 활발하다. 또한
국내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공교육 교사, IT강국으로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 빠르고
쉽게 가능해, 한번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면 데이터가 빠르게 쌓이고 분석되어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크)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공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공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공교육에서의 학습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국가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는 상태로, 시도 교육청에서 기
존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되는 등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비
우호적인 환경도 가지고 있다.

나. 국내 공교육 시장 참여를 통한 우수 성공 사례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들을 위해, 국내 공교육 원격 교육(에튜테크) 관련 정책이 개방형으
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혁신성과 결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방어와 해외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공교육 시장에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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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대기업의 스타트업･중소기업 협업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디지털 대기업들이 원격 교육(에
튜테크)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쳐 일정 수준 제한을 완화시키고, 국내 대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사업에서 이들을 배제시
키는 대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국내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에튜테크 기업의 협업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 국내 컨텐츠 기획 능력은 글로벌 수준이며, 관련
기업과의 협업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분야의 보편적인 외국어, 음악, 체육
등의 실기 능력을 학습시켜 주는 온라인 증강현실(AR) 튜터 시스템 등을 메타버스 등
을 기반으로 구현하여 전 세계인의 유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원격교육(에듀테크) 개선 과제 및 정책 과제
가. 폐쇄형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과 테스트 베드 제공
현재 공교육과 관련한 국내 원격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독과점 플랫폼
정책으로,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진입이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원격 서비스의 공교육 시장 진입이 어렵고, 국내 원격 교육산업
자체의 경쟁력과 비교우위에도 악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
원격 플랫폼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해, 다양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과 교육용 솔루션, 콘텐츠 등이 유통될 수 있는 교육존
으로서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가 개발한
에듀테크 적용 테스트 베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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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과 민간 협력 생태계 구축
에듀테크 서비스 측면에서 공교육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
하다. 현재는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학교에 들어
갈 관심을 두지 않고 사교육 시장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기보다 공공과 민간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협력 생
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 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 개방, 교육 콘텐츠센터 설립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콘텐츠 개방, 학교 현장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 유통 및 학교
선택 가능한 마켓플레이스(영국의 경우 LendEd) 제공, 공공 제공･지원 교육 서비스
개방형 클라우드 우선 정책(Public Cloud First) 정책 적용 등이 필요하다.

다. 교사 기업가 허용
영국과 이스라엘 등의 해외 선진국은 에듀테크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현장의
교사이기 때문에, 에듀테크 기업에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교사 기업가(티쳐프러너:
Teacher + Entrepreneur)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벤처기업특별법의 특례 조항에 교수나 연구원만 겸직이 허용
되어 있고, 초･중･고 교사들의 겸직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현장과 괴리된 에듀테크를 개발함으로써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
는 서비스를 만드는 주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해외의 서비스가 국내로 출시되는 것
은 막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외 서비스 벤치마
칭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에듀테크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는
겸직 및 고용 휴직이 가능한 교수나 연구원과 같이, 교사의 에듀테크 벤처기업 겸직
허용, 고용 휴직 허용 등의 법적･제도적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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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성공사례와 ODA 연계 국내 에듀테크 기업 수출 지원
국내 원격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 공교육에서의 성공 사
례가 필요하다. 학교 공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독과점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 원격 교육 서비스에도 개방해, 공공과 민간이 양립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
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공교육에서 성공한 원격 교육 서비스를 해외 시장 수출과
글로벌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외 한국학교 및 세종학당 등에서 국내 에듀테크 기
업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한국어 과정 개설･운영, 해외 ODA사업 등에서 교육 플
랫폼 도구로 국내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해,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 공공+민간 교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에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교육 분야에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공 교육과 민간 교육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데이터의 종합적인 수집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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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원격의료
제1절 개념 및 코로나 전후의 현황
1. 개념
원격의료라는 용어는 양방향 텔레비전과 오디오 통신에 사용되었던 1920년대에 공
식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Gogia, 2020: 11). 현대적 의미의 원격의료는 1960
년대 소수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장비를 사용하는 소수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사 및 우주 분야에 의해 시작되었다(Craig and Patterson, 2005; Currell et al.,
2000). 현재도 원격의료는 다양한 정의와 범위가 사용되고 있으며, 원격의료와 관련
된 용어도 Telemedicine, Telehealth, Telecare, eHealth, eVisits/eCare,
mHealth, Video Visits, Virtual health/Care, uHealth, Digital health, Smart
health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마다 의미하는 개념과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원격의료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Telemdicine과 Telehealth
는 맥락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하게는 구분하여 사용한다(Lee
et al., 2020)
원격의료의 상세한 정의는 제공자의 사용과 수가에서 차이를 이해하는데 있어 법
률, 정책, 규제 조사에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Restrepo, 2018). 넓은
정의로는 WHO(2010: 9)가 Telemedicine를 “거리가 문제가 되는 환경에서 모든 유
형의 보건의료 인력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개인과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위에 ① 질환과 부상의 진단,
치료, 예방, ② 연구와 평가, ③ 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2020)에서는 Telemedicine을 “원거리 헬스케어서비스(임상
서비스에 한정) 전달을 위한 ICT 활용”이라고 정의하며, Gogia(2020)은 “환자와 의
사의 접촉이 원격으로 일어나는 임상서비스”를 말하며 진단, 모니터링, 조언, 알림, 교
육, 처치, 원격 입원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4조에 제1항에서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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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Telehealth의 경우 OECD(2020)와 Gogia(2020) 모두 건강증
진을 위한 비임상서비스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Telemedicine(원격진료 또는 원격
의료)은 주로 ICT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행해지는 임상서비스를 의미하며,
Telehealth(원격의료 또는 원격헬스)는 임상서비스에 더해 건강관리, 교육 등을 포함
하는 더 광의의 개념이다(OECD, 2020; HIMSS, 2020).

[그림 8-1] 원격의료와 eHealth 생태계

자료: OECD(2020), p.10

원격의료는 다음 4가지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WHO, 2010). ① 원격의료의
목적은 임상적 지원의 제공이다. ② 원격의료는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 있지 않은 사용
자들을 연결하고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려 한다. ③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종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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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된다. ④ 원격의료의 목표는 보건 성과의 증진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언급하는 원격의료는 주로 광의의 개념인 Telehealth로 ‘ICT 기
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원거리 전달’을 의미하나, 임상서비스에 한정하는 의
미의 원격의료인 원격진료(Telemedicine)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표 8-1> 원격의료 기존문헌 분류
출처

원격의료 분류

Frost & Sullivan
(2020)

Virtual Visits, Remote Patient Monitoring(원격환자 모니터링), mHealth(모바일헬
스),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김종엽⸳이관익
(2020)
Flodgren et al.
(2015)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블로그
(2019.02.26.)
WHO(2010)

Gogia(2020)

NEJM
Catalyst(2018)

Live video conferencing, Store-and-forward, Remote patient monitoring,
mHealth
Interactive telemeidicne, Telemonitoring, Store and forward,
∙ 원격진료(화상진료, 전화진료, 채팅진료, 2차 소견, 온디맨드 처방, 데이터분석),
∙ 원격의료(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 수술, 원격 판독, e-ICU, 원격임상시험)
환자 모니터링, 원격 컨설팅, 원격수술, 재택 케어, 원격 병리, 원격 검진(심전도, 초음파,
유방조영술) 등
∙ 원격의료 전송방식: 실시간 또는 동기성, 축적전송방식 또는 비동기성, 원격 모니터링
또는 원거리 모니터링, 모바일헬스
∙ 원격헬스 흐름: 환자와 의료진 사이, 다른 수준의 의료진 사이, 동급의 의료진 사이,
기업내에서, 공중보건목적, 재택 보건의료
∙ 원격의료 전문분야: 상처치료, 방사선과, 피부과, 심장학, 안과학, 정신과, 병리학, 집중
치료, 응급치료, 재활의학,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학, 성형수술
m-Health, Video Conferencing/Video-Scopes/ High-Resolution Cameras,
Remote Patient Monitoring, Store and Forward

자료: ‘출처’의 문헌 참고

원격의료는 전송방식, 흐름, 전문분야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표 8-1). 원격의료와 관련한 여러 문헌 등을 종합해보면 원격의료 전송방식에 따라
① 동기식 원격의료(Interactive telemedicine), ② 비동기식 원격의료(Store and
forward), ③ 원격 모니터링(Remote monitoring)로 구분하며29), 원격의료 서비스
29) 상당수 문헌에서 모바일헬스(mHealth)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OECD(2020)에서 분류하는 바와 같이 mHealth는
ehealth와 같이 기술적인 촉진자(enabler)의 한 형태로 보고 제외하는 것이 원격의료 전송방식 분류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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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용분야에 따라 ① 원격진료(Telemedicine), ② 원격교육(Tele-education),
③ 원격관리(Telecare)으로 구분한다.

<표 8-2> 원격의료 분류체계
진단
구분

치료

관리

원격진료(Telemedicine)

교육

예방 및 건강관리

원격교육
(Tele-education)

원격관리(Telecare)

원격의료(Telehealth)
실시간 또는 동기성
∙화상진료 ∙전화진료 ∙원격검진
(Interactive
∙원격협진 ∙원격상담
telelmedicine) ∙2차소견
∙원격판독 ∙원격병리 ∙원격수술
축적전송방식 또는 ∙원격입원(e-ICU 등)
∙원격 환자 모니터링
비동기성
∙원격처방
∙온라인약국
∙원격교육
(Store and
∙개인응급 대응시스템(Personal Emergency
Forward)
Response System)
원격 모니터링 ∙문자 및 메시지 기반 진료
∙온라인 환자포털
(Remote

∙원격건강검진
∙행동변화 건강관리
∙원격 건강 모니터링

monitoring)
자료: 연구진 작성

2. 주요 현황
코로나19 이전 국내 원격의료 현황은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였다. 국내 원격의료는
1988년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영상 판독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학교병원과 연천보건소 간 진행된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초로 본다(김종엽․이관
익, 2020). 2002년 3월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2006
년 7월에는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15년 가까이 시범사업을 반복해왔다(이준영, 2008; 김종엽․이관
익, 2020; 김선희, 2020: 426-427; 박선아, 2021). ‘원격의료’를 구글트렌드를 통해
분석했을 때 2004년 이래로 가장 높은 피크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 12월로 당시 논란이 뜨거웠는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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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엿볼 수 있다(Google Trends).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했다. 보건복
지부는 2009년 7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
고 한 후 3차례 의료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번번이 보건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폐기되었다.30) 현재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진찰’한 의료인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고, 제 33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법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인 원격
협진만을 허용하고 있다.31)32)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0. 12. 15.)되어 제49조의3에 따라 감염병 관련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한해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으로 원격의료도 가능해졌다.
국외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범위나 조건에 차이가 존재하나 원격의료를 일반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OECD(2020)에서 OECD 회원국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원격
의료 현황을 국가간 비교한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33)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원격의
료 법률과 정책, 허용기준 및 범위, 지불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정부는 2010년 4월 8일, 2014년 4월 2일, 2016년 6월 22일 3차례에 걸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0년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안이었으나 2014년과 2016년은 도시지역 재진 및 경증환자
간 원격의료 진료로 제한한 안이었다(대한민국 의안정보시스템)
31)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 “의료인(의료업
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2)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
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
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
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찰
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현두륜, 2020).
33) 동보고서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OECD 29개국이 설문에 참여하고 13개국이 인터뷰에 응했으나 한국은 설문이나 인터뷰
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명시하고 제한적인 원격의료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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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보면 OECD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등 28개국
에서 원격의료를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페
인, 스웨덴 등 4개국에서는 법률이나 정책은 없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티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 캐나다, 독일 및
미국은 국가적인 법률이나 정책 하에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
임하고 있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원격의료 사용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있지만 원격의료는 단순히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건의료 법규로 규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
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원격의료에 국한한 법률이나 정책은 없지만 광범위한 보건의료
법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원격의료 관련 국가 법률,
전략, 정책이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기준 및 범위 측면에서 보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32개국에서
도 국가마다 원격의료 이용시 중요한 법적 제한이 있다. 헝가리는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최종 진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치료 방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 하고, 전자처방전은 허용되나 처방은 대면
진료시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의료제공자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2018년부
터 허용됐지만, 초기 대면진료 이후에만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김수정,
2021), 원격 보건의료가 적절하고 안전한지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 책임이다.
미국의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는 원격의료 이후 환자가 대면 추적관찰을 약속해야 한다.
일본, 그리스, 미국 38개 주에서 환자는 원격의료를 이용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슬로바키아는 원격의료 이용에 특별한 법률이 없으며, 국가
전략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어 있으나 의료 책임은 완전히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있
다. 리튜아니아는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원격의료도 허용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지불제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49개 주와 컬
럼비아 특별구에서 실시간 영상상담 형태의 원격의료 제공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격모니터링은 20개 주에서만 허용하고, 저장 및 전달 서비스는 11개 주에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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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대부분 농촌 지역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실시
간 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만 허용하고 있고, 저장 및 전달의 경우는 알래스카
와 하와이에서 시범프로그램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31개 주에서는 개인 보험에
대한 원격의료 관련법이 있어 원격의료 서비스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상환된다. 호
주는 메디케어 수가 제도(Medicare Benefit Scheme; MBS)에 의해 행위별 수가제
를 통해 실시간 원격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원격의료서비스는 특정한
주나 국가 블록 펀드에 의해서 지원된다. 노르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차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병원은 정부 예산에 의해 지원된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오슬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가능하
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원된다. 프랑스는 2018년 11월부터 환자가 보험자로부터
실시간 영상컨설팅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개월 이전 의사와의 대면진료
시 사전상담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아이슬랜드는 대면 상담과 원격상담의 보험수가에
차이가 없다.

3. 코로나19 이후 주요변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3일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6월 2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일부 대
학병원에 한해 2년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임시 허가했다. 최근, 5년간
‘원격의료’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 데이터랩 분석결과에서도 2020년 6월 25일 검색
피크가 가장 높았을 만큼 국민적 관심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네이버 데이터랩).
2020년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감염병이 심
각단계 이상이 될 때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원격 진료 허용
근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이전 전체 소비 금액 중 35.0%를 차지했던 비대면 소비
비중은 코로나19 기간 중 45.3%로 증가, 코로나 이후는 57.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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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휘․강민영․조민준, 2020). 원격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총 276만건이며, 1만 1,936개 의료기관
이 참여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76.5%, 진료 환자는 50세 이상 환
자가 53.4%, 진료 질환은 고혈압(18.6%), 비합병증당뇨(5.6%) 등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았다(최혜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10.18.). 분석기간이 약 5개월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화상담․처방 현황 및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면진료와 비교해 만성 질환자의
평균 처방일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제외하고 진료 및 처방행태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이용자는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인 반면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체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김지애･김수민･유혜림･김한상, 2020). 원격의료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허용범위를 담고 있긴 하나 강병원 국회의원과 최혜
영 국회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2021년 9월과 10월에 각각 발의하였다(박선아,
2021). 의료계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의료 연구회
(2021년 3월)와 서울시 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2021년 10월)를 설립하는 선제적인
변화도 있었다(청년의사, 2021.04.08.; 2021.10.22.)
국외에서의 움직임은 더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2025배나 빨라졌으며(McKinsey & Company, 2020.10.05.), 디지털 전환은 비
대면 서비스를 촉진하는 핵심 동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비대면 트렌드
는 지속될 것이며(박현지･이강원･진승후, 2020), 비대면 서비스인 원격의료도 규제방
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요한 흐름은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트렌드를 활용
하여 ‘telemedicine’과 ‘telehealth’를 검색 트렌드를 확인한 결과 호주, 캐나다, 미
국과 같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원격의료가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피크를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나라마다 검색어 선호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호주, 캐나다, 미국은 ‘telehealth’
검색 비중이 높고, 영국, 독일, 한국과 같은 나라는 ‘telelmedicine’ 검색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35) 미국의 경우 2020년 3월 Center for Medical Services(CMS)는
34) 영국은 2020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 독일은 2021년 2월 21일부터 2월 27일, 대한민국은 2020년 5월 31일
부터 6월 6일까지의 기간이 관련 검색어 피크를 이루고 있다(Google Trends)
35) Google Trends를 활용해 telehealth와 telemedicine을 비교한 결과(Googl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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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메디케어 수가를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한시적으로 적용
하고, 기존에는 특정 지역 및 의료시설에 국한해 실시간 영상형태만을 인정했으나 가
정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해 메디케어 환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CMS, 202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는 건강보험이동성및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규정을 완화하여 애플 페이스타임이
나 줌과 같은 일반적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의한 원격의료를 허용하였고, FDA에서
도 코로나19로 인해 완화된 원격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였다(FDA,
2020.10). 2021년 2월 원격의료 청구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인 전년
동월 대비 38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미국 내 60개 원격의료 기업 매출도 전년
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McKinsy & Company, 2021.07.09.). 최근 원격의료
청구건수 비율은 5.0%(2021년 5월)에서 4.2%(2021년 7월)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 1월보다는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Fair Health 홈페이지). 미국의료협회
(AMA)가 2021년 5월 의사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코로나 사태 이
후에도 원격 진료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만성 질환 장기 치료
(73%), 전반적 건강 관리(64%), 진료 과목 간 협진(60%) 등에서 원격 진료가 유용하
다고 답했다. 2020년 5월 프랑스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여 12개월 전
기존 진료 내역 없이 원격의료가 가능하며, 진료비를 100% 보험 청구할 수 있게 되었
다(박도휘․강민영․조민준, 2020). 원격의료 1,900만회가 이뤄진 상황에서 2020년 10
월 의사 25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원격의료를 해봤다”고 답했으
며, 원격의료를 해본 의사 중 ‘만족한다’는 응답은 75%로 ‘불만족(24%)’의 3배를 넘
었다(조선일보, 2021.06.03.). 영국은 2020년 3월 National Health Service(NHS)
에서 한시적으로 1차 병원의 모든 진료를 전화나 화상을 통한 원격의료로 권고하여
대면진료를 줄이도록 조치했다(박정희, 2020).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기존 재진환
자만을 대상으로 허용해왔던 원격의료를 초진환자까지 확대하는 특례조치를 취하여,
2021년 4월 기준 일본 전체진료 중 원격의료 비중은 15.2% 초진도 6.5% 달한다(백
경희, 2020; 김령희․구혜경․안지원, 2020;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2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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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개월간 정체상태에 있는 원격의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진료 대비 낮
은 원격의료 보험급여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의료를 2022년부터 순차적
으로 항구화할 계획이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22.).

[그림 8-2] 미국 원격의료 이용 동향(2020년 1월-2021년 3월)

자료: Healthcaredive(2021.6.9.).

원격의료 시장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이용량 증가, 소비자와 의료인 인식 변화, 투자
확대로 인해 202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할 전망이다(McKinsey & Company,
2021.07.09). 대부분 시장조사 전문기관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급
성장하여 5-7년간 원격의료 시장 연평균성장률은 최저 17.7%에서 최대 38.2% 수준
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8-3 참조).
2020년 한 해 동안 원격의료(Telehealth) 거래건수와 투자금액이 급증하였고,
2021년 2/4분기 원격의료 투자금액은 약 50억 US$로 전년 기록을 모두 갱신하고
있다(CBinsights, 2021a), 2021년 1/4분기에도 디지털헬스 전체 VC(Venture
Capital) 투자규모 대비 원격의료 투자비중은 27.8%로 세부분야별로는 1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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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MERCOM Capital Group, 2021). 2020년 한 해 동안 특히 원격의료 스
타트업에 대한 후기단계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 이익실현에 대한 기대도 높
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3> 원격의료 시장전망(2019-2030)
(단위: 억달러)

자료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Frost&
Sullivan
(2020)

175

288

401

536

717

946

1,223

2026

2028

2030

연평균
성장률
38.2%
(2019-2
025)

Research
and
Markets
(2021a)

264

702

17.7%
(2020-2
026)

Mordor
Intelligence
(2021)

382

1,684

28%
(2021-2
026)

Markets
and
Markets
(2020)

387

Grand View
Research
(2021)

559

Statista
(2020)
Facts and
Factors
market
research
(2021)
Fortune
Business
Insights
(2021)

499

2,989

1,941

625

1,444

주: 소수점 이하의 시장규모는 반올림 처리
자료: 1열의 자료들에서 참조.

37.7%
(2020-2
025)

1,917

22.4%
(2021-2
028)
22.4%
4,598 (2019-2
030)

2,779

26.5%
(2021-2
026)

4,755

6,364

32.1%
(2021-2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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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격경제로의 전환과 생태계의 변화
1. (조직) 생태계 및 경쟁 지형
가. 주요 기업과 경쟁 구도
1)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범사업만 가능하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었다.
2019년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 의사회 반발로 인해 실제로 원격의료 실증이
추진된 시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였다(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06.07.).

<표 8-4> 국내 원격의료 스타트업 현황
업체명

사업분야

약배송

원격진료

닥터나우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올라케어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닥터콜

원격진료

○

○

바로필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엠디톡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원격진료

×

○

굿닥

병원 예약 및 접수

×

○

똑닥

병원 예약 및 접수

×

○

메디팡팡

원격진료

○

○

아는닥터

안과 기반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솔닥

카카오톡 기반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메듭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나만의닥터

원격진료 및 약배달

○

○

닥터히어

자료: 전자신문(2021.10.19.)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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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원격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스타트업 들이 생겨나고 중소․중
견 기업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메디히어는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
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나온지 19일인 3월 10일 원격진료 스마트폰앱 ‘닥터히어’를 출시했다. ‘닥터히어’는
예약, 진료, 결제, 처방에 이르는 병원진료 워크플로우를 스마트폰앱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구현하도록 하는 게 핵심 기능이다(임정욱, 2020.04). 최근에는 해외한인환
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시장까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엠디스퀘어의 엠디톡
(MDtalk)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병의원의 전화처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한국경제, 2020.12.28.). 닥터NOW(이하 닥터나우)의 경우 스마트폰앱을 통한 의약
품배송 비즈니스가 핵심이다. 약사사회의 반대로 2020년 9월 ｢배달약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11월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재개했다. 닥터나
우는 앱을 통해 의사를 연결해주는 전화 원격의료를 제공하며 진료 후에는 이용자에
게 픽업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2020.11.24.).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도 재외국민 대상 비대민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은 이
후 국내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전자신문, 2021.10.19). 바로필은 의약품 배송서비스
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부는 바로필이 제공하는 일반의약품 배송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허
용조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의약뉴스, 2021.07.20.). 재외
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하이케어넷, 제이엘케
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 비플러스랩이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산업통상
자원부 공고 제2021-488호).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의 규제특구사업
을 통한 당뇨, 고혈압 재진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사업 실증사업에 휴레이포지티브
등이 참여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05.27.). 메디히어, 닥터나우, 바
로필 외에도 10개를 상회하는 스타트업들이 원격의료를 서비스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단일 사례이긴 하지만 솔닥은 국내 메신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원격진료 및 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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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대기업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은 자사 스마트TV나 스마트기기
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솔루션을 탑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스마트 TV는 겟웰네트
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스마트 기기는 시스코, 비비파이, 마시모 등과 협약을 맺어
원격의료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다. LG는 EMR기업인 이지케어텍과 협력하여 기존에 판
매하던 병원용 디스플레이에 원격진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지
케어텍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병원(MNGHA: Ministry of National
Guard Health Affairs) 산하 70여 개 클리닉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체
결하고, 국내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비대면 협진에 이 솔루
션을 활용한다(LIVE LG 홈페이지). 네이버는 2019년 일본에서 일본자회사인 라인과 일
본의사․약사 포털인 M3가 공동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매일경제, 2019.01.15.),
2020년 12월 원격의료서비스인 ‘라인닥터’를 출시했다. 라인 앱을 통해 병원 검색, 예
약, 진료, 결제, 처방전 배송이 가능하며, M3가 보유한 의료인 회원 중 전체의사 중
90%가 참여하고 참여약사도 약사 회원 수 절반이 넘는 19만 명에 달한다(매일경제,
2020.12.17.). 네이버는 이전에도 2018년 대웅제약,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합작
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하였고(조선일보, 2021.10.21.), 2021년 1월 헬스케어연구
소를 설립하여 로봇수술 전문가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나군호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
기도 했다(테크엠, 2021.12.15.). 2021년 8월에는 EMR기업인 이지케이텍에 대한 지
분 10%를 인수하고 의료데이터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플랫폼기업인 메디블록에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조선일보,
2021.10.21.; 전자신문, 2021.12.15.). 2021년 11월 ‘네이버 케어’를 상표 등록하고
원격의료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관련 기업경영업, 의료분야 컴퓨터 SW,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의료․건강관리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구축․가공편집 및 분석업 등을
상표 업종과 지정상품에 포함시키며 원격의료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전자신문,
2021.12.15.). 카카오다음은 아직까지 원격의료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시장에 본격적으
로 진출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8월에는 서울아산병원 현대중공업지주와 합작법인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하고 2019년 12월에는 파이디지털헬스케어를 설립한
바 있다(Financial Economic TV, 2021.10.18.). 최근에는 의료 빅데이터 기업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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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스케이프를 기술협력차원에서 투자하여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의 퍼블
릭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의료 블록체인 서비스 레어노트를 서비스 하
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대형병원, 제약사 등과 10여건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Financial Economic TV, 2021.10.18.; 테크엠, 2021.12.15.). 다양한 보
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해 정밀의료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매일경제, 2021.01.27.). 2021년 12월 헬스케어 사내독립기업
을 정식 출범시켜 회사의 기술과 디지털 역량, 이용자 서비스 경험을 녹인 디지털헬스케
어 사업을 본격화하는 구상을 밝히고 의료정보 전문가인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대표로 선임했다(테크엠, 2021.12.15.). 시스템통합 및 통신업체의 원격의료 진출도 활
발해지고 있다. SK C&C는 GC녹십자홀딩스와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삼성SDS 미국법인은 아일랜드 기업인 원뷰헬스케어와 원격진료서비스 협
력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경제, 2021.12.06.). KT는 생체데이터 AI 분석 스타트업 제나
와 헬스케어 키오스크 사업을 시작하고, SK 텔레콤은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 케이에이
트디엔에이(care8 DN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엠쓰리솔루션과 치
매예방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경제, 2021.12.06.)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경쟁구도를 정리하자면 국내 원격의료 시장 경쟁구도는 코로
나19 이후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기업
은 자사가 보유한 TV, 통신망, 메신저 등 기존 플랫폼 내에 원격의료를 편입 또는 통
합시키기 위한 원격의료 기업과의 탐색과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형의료기관들은
주로 원격의료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 협력병원과의 원격
의료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격의료 규제 불확실성
으로 인해 아직까지 원격의료 기업 및 대형의료기관의 경쟁은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
한 상황이다.

2) 국외
로슈와 Babyscripts의 임신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Biofourmis사와 브링
햄 여성 병원과의 재택 병원 케어를 위한 기술 솔루션 공동개발, Amwell사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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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TytoCare사와의 원격의료검진 파트너십, 리봉고사와 Fresenius Medical Care
와의 만성 신장 질환자 자가 관리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등과 같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의료 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원격의료기업, 의료기관 등간의 협력 사례가
두드러졌다(CBinsights, 2021b).
헬스케어 가치사슬을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례로 2011
년 메도패드(Medopad)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휴마(Huma)는 의료진이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지원하는 업체다.
환자가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해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와 같은 데이터를 앱으로 전송
하면 병원에 직접 가야하는지,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휴마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세가 극심했던 당시 런던 등 일부 병원 의료시스템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의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평균 환자 수가 기존 12명
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 입원 환자수 역시 휴마 사용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대면 진료 시간과 불필요한 입원
등이 두 배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현재 영국 국립보건원(NHS)과 독
일･아랍에미리트 정부와도 코로나19 대응차 협력하고 있다(조선비즈, 2021.05.13.).
디지털 ‘재택병원(hospital at home)’ 구현에 나서고 있는 휴마는 예측 알고리즘, 디
지털 바이오마커 및 실제 데이터를 결합해 사전 예방적 치료･연구를 진전시키고 있다.
또 원격의료를 위한 모듈식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제약･연구산업 역대 최대 규모의
분산형 임상시험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임상의와 공동 제작한 ‘디지털 재택병원’은
독립적 임상 용량을 약 두 배 확장하고, 재입원을 3분의 1 이상 줄이며, 환자 순응도
는 90%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의협신문, 2021.05.14.).
보수적인 의료서비스산업에서 기존 원격의료서비스 보다 더 저렴한 초저가 진료비
를 내세운 와해성 혁신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 10월 텍스트 기반 1차 진료
앱을 만드는 시애틀 기반 스타트업 98point6는 1억 1,800만 US$로 Series E 투자를
받았다. 98point6는 기본적으로 주머니 속의 주치의의 컨셉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의사로 언제든지 1차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 1차 진료의 70%는 텍스트로 진단
하거나 앱을 통해 비디오로 진단 할 수 있는데 환자 상태와 요구를 AI로 분석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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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를 찾아주고 진료 후 환자는 선호하는 약국이나 랩센터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데 자체보험사와 연계한 경우 10-12

US$만 지불하면 된다(Pitchbook,

2020.11.24.). K헬스는 웬만한 질환의 초진비를 19달러(약 2만원)로 통일한 서비스
를 내놓았고, ‘갈릴레오’는 불안･우울증 상담 기본료를 9달러(약 1만원)로 묶었다.
‘GoodRX 케어’는 피임약과 발기부전 진단･처방을 10-30달러에 해주고 있다(조선일
보, 2021.06.03.).

[그림 8-3] 원격의료 투자동향(2018 3분기-2021년 2분기)

자료: CBinsights(2021a)

원격의료 분야 M&A도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2020년 디지털헬스기업 M&A 169
건중 23건이 원격의료기업 M&A로 진료관리솔루션 기업 M&A 25건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MERCOM Capital Group, 2021).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제1위 원격의료
기업인 텔레닥(TelaDoc)은 2020년 8월 만성질환 관리 기업인 리봉고(Livongo)를 원
격의료 M&A 사상 최대규모인 185억US$ 규모로 M&A 계약 체결 후 미국연방거래위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대표기업인 23andMe는 원격의료기업인 Lemonaid
Health사를 4억US$에 인수하기도 했다. 23andMe의 앤 워치츠키는 23andMe의
DTC서비스와 Lemonaid Health사의 원격 의료 및 처방 약배달 서비스를 활용해 1
차 의료에 기반한 유전적, 선제적, 맞춤 의료를 제공할 비전을 밝힌바 있다(F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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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2021.10.22.).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마존은 PillPack(2018), 헬스
내비게이터(2019) 등과의 M&A 체결 후 원격약국 서비스인 Amazon Pharmacy 서
비스도 오픈하고 시애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보험인 아마존케어를 전국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마존 케어는 챗봇으로 시작하여 의료 전문가 가상내원, 모바일
의료진 방문, 처방 및 약품 배송 원격의료서비스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20.06.09).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자
회사인 월마트 헬스는 ’21년 5월 6일 원격의료업체인 MeMD 인수 발표하였으며, 전
국적으로 1차진료, 긴급진료, 행동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Healthcare
Finance, 2021.05.13.; Forbes, 2021.05.20.).
2021년 7월에는 미국내 1위 원격의료기업인 텔라닥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통합원격
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텔라닥의 솔로 플랫
폼(Solo Platform)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했던 의료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환경을 벗어나
지 않고도 EHR 시스템 내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Healthcare IT
News, 2021.07.15). 2021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EHR 커넥터를 통해 미국
EHR 2위 기업인 Cerner와 통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EHR 1위 기업인 Epic
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원격의료를 예약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Fierce Healthcare, 2021.10.22.).
구글은 2020년 8월 원격진료 회사 Amwell에 1억 US$를 투자하며 구글 클라우드
와의 협력을 발표했다. 구글은 자사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Amwell을
통해 혁신적인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가상 진료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고 환자 및 임상의의 경험을 개선하며 고유한 기능을 활용하여
진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새롭고 차별화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Amwell
보도자료)
애플은 2016년 ‘글림프스’(개인건강 데이터 수집 플랫폼), 2017년 ‘베딧’(수면추적
회사), 2019년 ‘튜오헬스’(천식증상 감시 스타트업) 등을 인수했다. 애플은 인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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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력기업 기술 등을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과 연동하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
를 점차 확대하여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보험사들은 일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
의 보험을 수용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보험사 United Healthcare에서 원
격진료와 연계된 하이브리드 신규 보험인 NavigateNOW 를 출시했다. 원격진료를 적
극 활용하여 비용은 낮추고 접근성은 높인 상품으로 보험료가 기존 보험 상품보다 15%
저렴하다(STAT, 2021.10.18.). United Healthcare 외에도 Priority Health,
Humana, Kaiser Permanente, Oscar도 유사한 상품을 추진 중이다. 원격 진료 우선
건강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모든 가입자들이 단시간내 예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응급상황시 환자들을 위한 응급 구조가 가능하거나, 원격진료 중에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험사 네트워크 내 현지 진료소나 전문의 의뢰도 가능하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 경쟁구도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2020년 미국 상위 10대 원격의료기업 기준으로 텔라닥의 시장점유율이 58.2%로
2016년 시장점유율 75% 보다 상당히 감소한 반면, 나머지 원격의료 기업 시장점유율
은 15%를 넘는 기업이 없다(Teladoc, 2017; BizVibe 홈페이지). 이는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원격의료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영향으로 보인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 여정이나 진료 분야별, 상황별, 환자 상태별로 전
문화된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남에 따라 시장이 세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원격의료 전문기업은 원격의료 전문기업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대로, 빅테크 기업은 빅테크 기업대로, 보험자나 헬스시스템은 보험자나
헬스시스템대로 자사가 강점을 가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시장
을 확보하거나 지키기 위해 헬스케어 가치사슬 내에서 협력 및 M&A를 시도하고 있으
며 건강관리시장까지 연계하여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원격의료 대표기
업인 텔레닥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Provider) 측면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평
적 통합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아마존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Provider)
뿐만 아니라 유통자(Distributor), 보험자(Insurer), 공급자(Supplier), 생산자
(Producer)를 모두 수직적으로 계열화하고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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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화의 정도
국내 원격의료 시장이 열린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
한 2020년 2월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본격적인 창업이 시작
되었고 아직까지 2년이 지나지 않는 상황으로 플랫폼이 형성되거나 도입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여전히 원격의료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인 원격의료 이용 증가가 원격의료 시장을 안정적으로 견인할지는 의문이 있다. 상당
수 원격의료 기업이 이를 대비해 해외진출 전략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텔레닥, 암웰과 같은 원격의료 전문기업 플랫폼은 의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과 환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을 하고 있는 ‘이행기’에
해당하며 수많은 스타트업이 후발주자로 이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존 빅테크 기업과 월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의
원격의료 시장 진입도 활발해지면서 거대 플랫폼 형성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헬스영역은
주로 건강관리나 리스크가 낮고 의료영역에서 사후관리가 어려워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일부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질환 등)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빅테크 기
업의 의료영역으로의 확장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그동안 헬스케어산업의 특성
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침투가 어려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빅테크 기업의 의료
영역으로의 확장이 빨라지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케어를 통해 원격의료를 자
사 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에게도 아마
존케어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텔레닥과
같은 원격의료 기업뿐만 아니라 Epic, Cerner 등과 같은 의료정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플랫폼 통합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할
수록 데이터가 비례하여 축적되고 이를 자산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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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혁신 사례
가. 데이터 기반 기술혁신(AI 등)
구글은 2020년 8월 원격진료 회사 암웰(Amwell)에 1억 US$를 투자하며 구글 클
라우드와의 협력을 발표했다. 원격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는 디지털 대기실(digital
waiting room)에서부터 진료, 처방, 보험청구까지 구글 인공지능이 지원하며 이 때
발생하는 의료정보는 구글 클라우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환자는 디지
털 대기실에서 챗봇을 통해 번역서비스와 자동문진을 하고, 진료시에는 증상, 병력,
복약 내역 등을 EHR에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처방전 보내기, 보험 서류 청구도 인공
지능이 자동으로 처리해준다(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블로그, 2020.08.27). 환
자 진료의 워크플로우를 자연스럽게 구글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연결하고 도중에
중단되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환자의 원격의료 경험을 향상시키고 의사는 진료에만 집
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애플은 2016년에는 ‘글림프스’(개인건강 데이터 수집 플랫폼)를 인수했고, 2017년
에는 ‘베딧’(수면추적 회사)을 인수했다. 이러한 기업들을 바탕으로 애플은 아이폰과
웨어러블 형태의 애플워치를 연동하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확대할 수 있었고 개인
의 수면패턴, 활동량, 심장 박동 수를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튜오헬스’(천식을 지닌 아이들이 자는 동안의 천식 증상을 감시해주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라는 천식 모니터링 회사를 인수했다. 애플은 호흡센서와 호환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의 호흡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주는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박민지, 2020.02.16). 최근 출시한 애플워치7 시리즈는 낙상감지, 심전도,
심박수 모니터링,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수면 추적, 호흡수 측정 등을 포함한 원격모
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다(Apple 홈페이지). 또한, 아이폰은 알러지, 건강상태, 백신
접종현황, 약복용, 치료, 임상 생체신호 등과 같은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Record; PHR)를 저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EHR과 연동이 가능하여 2020년 3월에
는 HHS와 ONC의 새로운 상호운용성 규칙도 통과했다(CBinsights, 2020). 미국 보
훈성,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홉킨스 메디슨, 파트너스 헬스케어, 랩코프, 퀘스트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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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노스틱스 등 수백개 헬스케어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더불어, 아이폰은
덱스콤, 얼라이브코어, 셀스코프, 코클리어, 지머 바이오멧, 버터플라이 등 의료기기
기업과 협력하여 혈당, 심전도, 초음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아이폰에 장착할
수 있다.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은 보청기, 체온, 발한, 심박수 데이터 측정까지 가능해
졌다. 애플은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원격모니터링 기반으로 삼고 병원들이 가지고 있
던 의료 정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폰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0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헬스케어를 위한 클라우드와 의료용 IoT 기기를 지
원하기 위해 FHIR 표준에 대응한 Azure IoT 커넥터를 시연용으로 출시했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기기는 환자의 장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해당정보를 검토하기 위
해 개별 의료 팀에 전달하며, 일반의 사무실과 병원 밖에서 환자 상태 관리 방식을
파악한다. 또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음성 지원 기술을 통합하고, 2021년 4월 197억 US$에 뉘앙스를 M&A한다
고 발표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가상 진료 중에 의사와 환자가 나눈
대화를 종합하여 임상 작업량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러한 행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 5월 의료 업계를 위한 ‘헬스케어 클라우
드(Microsoft Cloud for Healthcare)’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 플랫폼과 자연스럽게
통합하기 위함이다. 헬스케어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능동적 환자 참여, 의료진 협업 강
화, 운영 및 임상 데이터 관련 통찰력 증대, 상호운용성･보안･신뢰를 강화한 클라우드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었다(주간경향, 2021.06.21.). 이는 결국,
뉘앙스를 통해 그동안 디지털화하기 어려웠던 의료진과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마이크
로 소프트 헬스케어 클라우드로 모이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하
나의 전략이다(ZDNet, 2021.06.21.).
Frost&Sullivan SVP인 Gregg Pessin은 ZDNet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수많
은 기기를 생산하는 수많은 회사가 있고, 병원은 그 데이터를 원합니다. 애플워치와
그의 경쟁자인 혈압계, 체중계, 맥박산소 측정기,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측정기 등
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 데이터는 전세계 일반의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사실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

제8장 원격의료 261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엄
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ZDNet, 2021.06.21.). 마이크
로소프트는 미국 최대 전자건강기록(EHR) 회사 에픽(Epic)과 파트너십을 맺고, 에픽
EHR 플랫폼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원격의료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으
며, 2021년 10월에는 미국 EHR 2위 기업인 Cerner의 EHR 플랫폼과 통합이 가능하
도록 했다(Fierce Healthcare, 2021.10.22.).36)

[그림 8-4]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조직 업무솔루션 제품군

자료: CBinsights(2020)

2021년에는 미국 최대 원격의료기업인 텔레닥과 마이크로 팀즈를 활용을 위한 협
력을 발표했다. 임상의는 기존 병원과 의료시스템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텔레닥 헬스 솔로
(Teladoc Health Solo)를 통해 EHR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Teladoc 보
도자료, 2021.7.14.).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출시한 Healthcare bot을 활용해
CDC, 월그린 등에서 증상 분류, 코로나19 질문답변, 진료소 찾기 등에 활용하였는데
36) 이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마이크로소프트 영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임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헬스케어 클라우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CIO Korea,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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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에는 이를 Azure와 통합시켜 발전시킨 Azure Health Bot을 발표해 백신
적격성, 코로나19 선별 및 질문, 정신건강 스크린, 예약, 진료소 찾기, 청구 등의 시나
리오를 더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Microsoft Blog, 2021.01.06.). 이로 인해
Azure Health Bot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예약, 선별, 청구 등의 서비스를 원격
의료 서비스와 통합하여 제공하기 용이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강점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무직 업무솔루션을 기반으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기술을 강화하고 기존 헬스케어 플랫폼 플레이어들과 협력함으로
써 헬스케어 조직에서 거부감 없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업무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의 원격의료 기업인 Babylon Health는 2013년에 설립되어 2021년 10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인 Alkuri Global Acquisition
Corp.을 통한 상장으로 뉴욕 증권거래서(NYSE)에 공개된 기업이다(Babylon
Health 홈페이지, 2021.10.21.)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NHS)나 Mount Sinai Health Partners와 같은 미국병원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영
국, 르완다, 미국, 캐나다에서 2천4백만명 환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임상지원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American Telemed Association, 2021.5.4.). 런던
본사는 2020년에만 보건의료 결정을 위한 2백만번의 임상 상담과 3.9 백만번의 AI
상호작용을 제공하였다. 2021년 1분기 매출은 472%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394% 성장보다 증가한 기록이다(PYMNTS.com,
2021.11.02.). Babylon Health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현재 NHS와 제휴하여 영국인
102,000명에게 ‘GP in Hand’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차 진료지원기
능을 제공한다(Fierce Healthcare, 2021.10.05.). Babylon Health 투자자 발표자
료(2021.09)에 따르면 Babylon Health가 개발한 핵심기술인 AI Brain은 의사들의
진단결과 테스트와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중간값 수준의 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입증해 보인다고 주장한다. Babylon Health의 서비스는 크게 전문가에 의한 2차진
료와 재활 및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Value Based Care, 임상전문가와의 가상 상담을
제공하는 Virtual Care, 선별, 건강체크, 건강평가, 케어 모니터링, 디지털 케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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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디지털헬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및 모니터링 제품군인 Digital Health Suite로
구성된다. Value Based Care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연구독료(또는 월구
독료)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두제(Capitated model)를 기반으로 한 수익모델
로 미국에서 9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Value Based Care는 Virtual Care와 Digital
Health Suite을 함께 조합하여 2차 진료와 재활 및 건강 플랜에 있어 적절한 진료,
처방, 치료를 도와주고,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임상 진료 계획을 지원하고, 건강을 모니
터링 함으로써 보험자, 의료제공자, 고용주 등 고객에게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이나 외래 이용을 줄여주는 가치기반 의료를 제공한다.

[그림 8-5] Babylon Health 서비스 스펙트럼

자료: Babylon Health 투자자 보고서(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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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기술혁신
기술시장 인텔리전스 플랫폼기업인 CBinsights 설문조사(2020) 결과를 인용해 빅
테크기업 중 헬스케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았다(Statista,
2020.01). 아마존은 PillPack(2018), 헬스 내비게이터(2019) 등과의 M&A 체결하면
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의료 솔루션 및 플랫폼인 Amazon Web Services(AWS)
HealthLake, 아마존케어(Amazon Care), 알렉사(Alexa), 아마존 물류, Amazon
Pharmacy 등을 헬스케어 가치사슬에 따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Amazon
Care 프로그램은 원격 의료 및 대면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자체보험으로, 처음에 시애틀 Amazon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다(톱뉴스, 2021.03.16.). Amazon Web Services (AWS)는 2020년 4월 병원, 연
구원 및 공중 보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COVID-19 데이터 레이크를 대중에
게 공개했으며, 2020년 12월 건강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인 Amazon HealthLake
에 이어 2021년 7월 정보를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로 집계하고 기계 학습을 위해
자동으로 표준화를 지원하는 의료생명 과학 조직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인 AWS for
Health를 시작했다(톱뉴스, 2021.03.16.; Amazon Post, 2021.07.15; Amazon 보
도자료, 2021.07.15).
아마존 음성인공지능 알렉사는 2019년 4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인증을 받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Express Scripts, Cigna Health Today, Boston Children’s Hospital, Providence
St. Joseph Health, Atrium Health, Livongo 등 6개 의료관련 기업 및 병원과 알렉
사를 활용한 협력을 발표했다(Adriana Kraniansky, 2019.9.27.). 아마존은 2020년
9월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헤일로(Halo)’도 출시했는데, 이
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음성을 분석해 정
신건강 문제를 감지하는 독특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CIO Korea, 2020.10.07.).
2021년 9월 기존 헤일로 보다 저렴한 ‘헤일로 뷰(Halo View)’를 발표했고 월 4 US
$에 영양과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Fast Company, 2021.09.28). 이
외에도 아마존은 알렉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마존 에코닷과 같은 자사 인공지능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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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를 원격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알
렉사를 활용하여 24시간 노인 돌봄을 위해 월 19 US$ 구독모델 서비스도 출시하였는
데, 노인들의 목소리를 감지해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Fast Company,
2021.09.28). 또한, 2020년에 출시한 케어 허브(Care Hub)와 연결되어 낙상을 감지
하고 다른 모니터링 기기와 연결하여 가족 멤버에게 노인의 현재 상황을 전송할 수
있다(Fast Company, 2021.09.28). 2022년에는 알렉사 투게더(Alex Together)를
출시하여 개인별 돌봄과 관련된 다수 가족 멤버에게 알림기능을 제공하며, 원격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멤버들에게 노인을 위한 개인별 리마인더, 핸드프리 전화,
음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Fast Company, 2021.09.28). 아울러, 2021년 9월
모바일 로봇인 애스트로(Astro)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노인 감시기능을 기본으로 갖추
고 있으며, 혈압 체크를 비롯한 정기적인 일정을 알려주거나 응급시 돌봄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Fast Company, 2021.09.28).
Amazon Pharmacy는 환자가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구입 가능한 온라인 약국이다.
2018년 인수한 필팩(PillPack)은 50개 주 모두에서 우편 주문 약국(mail-order
pharmacy)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팩은 약 종류마다 약통째로 배송하는 기
존 우편주문 서비스와 달리 우리나라 약국처럼 1회분을 개별포장해 배송해준다(한주기,
2020.02.07.). 아마존은 2019년 11월 브랜딩을 ‘Pillpack by Amazon Pharmacy’
로 변경했다. Amazon Pharmacy는 보험 및 처방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약사를
고용해 전화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질문에 답한다(톱뉴스, 2021.03.16.).
Amazon Prime membership 회원은 2일 동안 무료로 약 배송을 받고, 보험 없이
처방약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일부 약을 최저 월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Mobihealthnews, 2021.06.09.). 아마존에서 약을 검색해서 혜택 적용 대
상이라면, 보험 유무에 따른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의료인으로 부터 처방받은 복용량
에 대해서만 해당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무제한 2일 배송 역시 제공한다
(Mobihealthnews, 2021.06.09.)
아마존케어는 원격의료을 비롯해 방문진료를 포함한 대면 1차 의료서비스까지도
확장하고 있다. 2019년 10월 환자 온라인 환자분류(Triage) 서비스 스타트업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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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를 인수하고, 아마존 직원 및 가족 건강보험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아마존 케어를 시작했다(한주기, 2020.02.07.). 2020년 7월 직원을 위한 의료 클
리닉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진료 클리닉 체인인 Crossover Health와 파트너십을 체
결했다. 이를 통해 5개 도시, 20개 직원 건강 센터를 개발하고 있다(톱뉴스,
2021.03.16.). 2021년 여름부터는 모든 아마존 직원에게 가상의료서비스 혜택을 확
대하고 다른 회사에도 제공하고 있으며 아마존케어 가입자만 4만명에 달한다(Fierce
Healthcare, 2021.09.08.). 더 나아가 2022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시카고, 댈러
스, 보스턴 등 주요 20개 도시에서 가상케어 서비스와 재택케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이다(Fierce Healthcare, 2021.09.08.). 아울러, 기존 보험 가입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헬스플랜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HIMSS, 2021.06.10.).

[그림 8-6] 아마존 헬스시스템 구조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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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텔라닥은 2002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원격의료 기업이자 미국내 유일한 원격의료
공개기업이다. 고객수 73.7백만명(구독고객 51.8백만명, 구독료 없는 고객 21.3백만
명), 만성질환자 59.6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0년 구독료 매출 8.6억 달
러, 원격의료 건수 10.6백만 건, 이용률 15%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대폭 성
장하였다(김충현, 2021.04.01.). 텔라닥은 AI 및 분석, 원격의료, 의료상담, 원격 의료
장치 등의 서비스를 175개 국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언어로 450개 이상
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Forbes, 2020.08.05.). 현재 약 5만명
의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까지 이끌어낸
다(이명진, 2020.05.08.).
텔라닥의 원격의료 비용은 그 목적에 따라 40~70 US$로 형성된다. 응급실 방문과
비교 시 환자 개인 또는 보험 회사는 방문 당 500 US$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알레르
기,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원격으로 진료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대체할 수 있다. 텔라닥은 수년간
M&A를 통해 원격진료 비즈니스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표 8-5> 텔레닥 M&A 역사
피인수기업
Consult A Doctor

연도

인수목적

2013년

중소형 기업 고객 시장으로의 채널 마련 목적

AmeriDoc

2014년

중소형 기업 고객 시장으로의 채널 마련 목적

BetterHelp

2015년

2015년 인수: 정신과 진료 분야로 서비스 확대 목적

StatDoc

2015년

더 많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HealthiestYou

2016년

중소형 기업 고객시장으로의 채널 마련 목적

Best Doctor

2017년

2차 소견 서비스 확보

Advanced Medical

2018년

남미, 유럽, 아시아 시장 진출 목적

Medicin Direct

2019년

프랑스 시장 진출 목적

InTouch Health

2020년

의료시설 대상 클라우드 기반 원격진료 플랫폼.

Livongo Health

2020년

만성질환 원격의료

자료: 최윤섭의 헬스케어이노베이션 블로그(2020.08.2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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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라닥은 B2B2C(Business To Business To Consumer) 형태의 사업구조를 띄
고 있다. 즉, 개인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이 텔라닥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B2B2C 모델로 주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여 피고용인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한다. 고
용주가 텔라닥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료비를 절감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회사에서 직원의 의료 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많다(김치원 블로그, 2020.05.11).

[그림 8-7] 텔레닥의 사업구조

자료: 김치원 블로그(2020.05.11.)

텔라닥의 매출 구성에서 구독료 없는 진료 수수료(Visit Fee Only) 보다는 ‘월구독
료(Per Member Per Month; PMPM)’ 매출 비중이 약 70%로 월등히 높고 이 비중
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Teladoc Health, 2021.11.18). 반복 발생하는 구독 매출액
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확대하려는 서비스에 연결하기
용이한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텔레닥은 자체 서비스인
Primary360을 확대하여 1회성 진료에서 벗어나 환자와 지속적 관계를 둔 주치의 개

제8장 원격의료 269

념의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격으로 건강 관리와 개인별 진료 계획서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Healthcare Dive, 2021.10.07.). 이를 위해 질환영역도 M&A
를 통해 정신건강(BetterHelp, 2016), 만성질환(Livongo Health, 2020) 등으로 점
차 확장해 왔으며, Primary360은 예비조사결과 사용자 절반 이상이 다른 텔레닥 서
비스를 하나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정신 건강, 만성 질환 관리를 비롯한 1차 진료 서
비스로의 연계를 증가시켜 줄 거라 예상하고 있다(Healthcaredive, 2021.10.07.).
더 나아가 가상 우선 1차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위험
을 감수하는 이른바 가치기반 지불방식 의료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밝혔다
(Healthcaredive, 2021.10.28.). 향후에는 영양을 비롯한 인구집단 건강관리에서부
터 일반의료,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 피부과, 전문 의료서비스 등 질환영역별 환자
진료 여정(journey)에 따른 1차 진료까지 전주기 서비스 스펙트럼을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혈압, 심박수 등 바이탈, 검
사, 처방, 백신접종 등까지도 집에서 측정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Teladoc
Health, 2021.11.18).

3. (제도) 제도적 이슈
첫째, 코로나19 이후 규제 방향 이슈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Center for
Medical Services(CMS)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로 인해 대면진료와 동일
한 수가를 받고 가정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144개 원격의료서비스가 추가되었으나 2020년 12월 연간 의
사수가규정(Physician Fee Schedule; PFS) 최종 규칙 발표로 60개 이상 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이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CMS,
2020.12.01.). 더 나아가 2023년까지 2022년 원격의료 의사수가규정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CMS, 2021.10.24.). 만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일시적
규제완화가 예정대로 철회된다면 원격의료기업 들의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초 대표적인 원격의료 기업인 Teladoc은 주당 308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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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ell은 37.60 US$였으나, 2021년 12월 1일 주가는 각각 달러, 93.33달러, 6.22
US$에 불과해 투자가들은 원격의료 시장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Google
금융, 2022.12.19) 주정부별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격의료 정
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어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 있다(STAT, 2021.07.13.).
코로나19 이후에도 실시간 원격의료 여부나 플로리다 면허와 관계없이 원격의료를 허
용하는 플로리다주와 같이 원격의료 규제가 낮은 주에서부터, 원격의료 장소를 엄격
히 제한하고 16개월 동안 진료를 본 환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테네시주와
같이 원격의료 규제가 높은 주까지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원격의료 허용 편차도 다양
하다(Archambault J. & Nastasi V., 2022.01.05.). 1차 의료 연합(Primary Care
Collaborative)과의 설문조사 결과 1차 진료의사의 약 41%는 원격의료 급여규칙이
코로나19 판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면 원격의료를 유지하기 어렵고 인력문제가 악화될
거라고 응답한 바와 같이 1차 진료의사 들의 원격의료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다
(Revcycle Intelligence, 2021.10.12.). 미국원격의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 연결의료연합(Alliance for Connected Care)37) 등은 코로나
19가 진정되더라도 규제완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다.
반면,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메디케어 수가가 유지될 경우 의료비 급증, 원격의료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STAT, 2021.05.12.; 최윤섭의 헬스케어 이노
베이션 블로그 재인용).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
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이 철회되면 그동안 제공하고 있
던 원격의료서비스는 불법에 해당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
나19 위기가 완화되면 현행 의료법에 의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 2021.10.19.). 전화상담․처방 건강보험수가도 대면진료수가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수가를 대면진료수가보다 인

37) 미국의 모든 공급자가 재량에 따라 원격 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위치 또는 서비스에 관계없이 일관된 속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및 규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협회로, AWS, Walmart, MDLIVE, intel, CVSHealth, CIRRUSMD, careinnovations 등이 참여(Alliace
for Connected Car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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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료계에서는 일부분야에 한해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면진료에 비해 제한된 정보로 진료를 봐야하는 진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오히려
건강보험수가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도 보험사가 대면진료보다 원격
의료의 수가를 비교적 매우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원격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Carmel Shachar, Jaclyn Engel & Glyn Elwyn, 2020),38)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수가를 대면진료에 상응할 정도로 상향하자 해결됐
다(Peter E. et al. 2020). 국내에서는 의약품 배송도 문제가 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철회된다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의약품 배송
이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배송이 허용된 상황에서 약사들의 반발로 2020
년 9월 택배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배달약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즈니스 리스크
가 상존하고 있다(데일리팜, 2020.11.23). 최근에는 원격의료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
해 의료법 개정 시도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강병원 국회의원 의료법
개정안(2021. 9. 30. 발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
저질환 재진환자에 한해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을, 최혜영 국회
의원 의료법 개정안(2021. 10. 18. 발의)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벽지거주자, 교정
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에 한해 필요한 비대면 진료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대상 환자, 진료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국회의원
최혜영 보도자료, 2021.10.18.).
둘째, 원격의료로 인한 개인정보보안 이슈이다. 미국 시민권리청(Office for Civil
Rights, OCR)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러한 비공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통신 제품을 사용하는 원격 의료의 선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HIPAA 규칙 미준수에 대
해 처벌하지 않도록 집행 재량을 행사하고 있다. 만일, 일반적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전문가
들은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여전히 원
격의료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장벽으로 생각한다. 벤더와 BAA (Business

38) 이 문헌에 따르면 루지애나주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대면을 통한 1차진료의 수가 62.65 US$에 대비하여 원격
을 통한 1차진료의 수가는 33.95 US$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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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Agreement)를 체결하고 데이터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
요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원격의료시 개인의료정보 보안기준(HIPAA)을 완화하여 페
이스타임, 비디오채팅 등을 통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으나 화상을 통
한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HIPAA 법 적용이 모호해서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유럽과 미국의 웨어러블 관련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국가는
웨어러블을 위험이 낮은 장치로 간주하고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서는 웨어러블 OEM업체들에게 공공 데이터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웨어러블 장치를 웰빙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안전에 매
우 낮은 위험을 나타내는 ‘일반 웰니스’ 제품으로 간주하여 웨어러블 장치를 규제하지
않으며, 웨어러블 OEM은 제품을 자체 규제하거나 의료기기 규정 준수 지침에 부합한
다. 디오코어(QardioCore), 얼라이브코어(AliveCor)의 카디아(Kardia) 등 시판제품
은 FDA에서 심장질환, 불안 등을 감지하는 모바일 심전도(ECG) 센서로 허가를 획득
했다. EU 전역에서 신체에 부착된 피트니스 장치를 통해 생성된 mHealth 데이터 보
호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데이터 조작 및 오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프레임워크에서는 OEM을
포함한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은 GDPR 제25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GDPR 제25조에서 규정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원칙은 제품 개발시부터 전체 생애주기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
호를 고려하는 적합한 기술과 정책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Mining Technology,
2021.03.25.).
셋째,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이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격
의료에 의한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원격의료 장비 및 기기에 의존하여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진료를 봐야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진료자인 의사에게 책임
이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원격의료를 무작정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
다. 원격의료시 진료 장면을 녹화하고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와 마찬가지로 전자서명을 통한 진료계약을 형성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이원복,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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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국내 시장 수성 vs.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 원격의료 제도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원격의료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수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당분간 해외 원격의료 전문기업의 국내진
출은 낮아 보이며 대부분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원격의료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시작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례는 상당
수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헬스케어 일본 원격의료서비스 라
인닥터의 일본 원격의료서비스 사례나 메디히어는 국내법인으로서 해외 한인환자를
대상으로 전세계 150개국에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인 ‘닥터히어’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메디히어의 닥터히어 서비스는 해외한인 대상 연간 199 US$ 멤버십으로 미국
한인의사와 한국 국내의사를 연결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로 무제한 원격진료(대면진료
포함시 연간 299 US$)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환자들은 원격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월 1만원 이하 구독료로 기업 임직원에게 온라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미
국내 원격진료 서비스는 뉴욕과 한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면진료 대상지역은 캘리
포니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상환자도 한인에서 중국인, 일본인, 미국 전국민
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라이프시맨틱스, 하이케어넷,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 비플러스랩 등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
가를 활용한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5. 생태계의 진화 정도
국내 생태계 진화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플랫폼 발달정도는 ‘도입기’, 혁신 정
도는 혁신유형에 따라 ‘혁신 미미’와 ‘혁신 시도 등장’ 단계에 해당한다. 국내 플랫폼
발달정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완화로 인해 플랫폼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도입
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는 ‘도입기’로 대표적인 원격의료 플랫폼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는 어렵다. 혁신 정도는 데이터나 기술혁신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혁신사례는 극 소
수에 불과하고 단순한 온라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혁신 미미’ 단계이며, 프로세스
나 사업모델 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시도 등장’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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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 생태계 진화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플랫
폼 발달정도는 ‘이행기’, 혁신 정도는 혁신유형에 따라 ‘혁신 시도 등장’과 ‘혁신 활발’
단계에 해당한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원격의료 서비스의 자사 플랫폼
통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아마존, 구
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헬스영역은 주로 건강
관리나 리스크가 낮고 의료영역에서 사후관리가 어려워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일부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질환 등)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빅테크 기업의 의료영
역으로의 확장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그동안 헬스케어산업의 특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침투가 어려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빅테크 기업의 의료영역으로의
확장이 빨라지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케어를 통해 원격의료를 자사 직원 전체
로 확대하고 있고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아마존케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텔레닥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플랫폼 통합 시도도 이
루어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할수록 데이터가 비례하여 축적되고
이를 자산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플랫폼 발달정도는 ‘이행기’에 해당한다.
[그림 8-8] 원격의료 생태계 현황

주: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8인 서면자문을 종합한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제8장 원격의료 275

데이터나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사례를 보면 EHR을 비롯한 건강
정보를 자사 클라우드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 기술기반 기업을 M&A 하거나 기존 건강
정보 플레이어 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Babylon Health, 휴마, 구글, 아마존 사례와 같이 진료의 워크플로우 효율화 측면에서
도 환자선별, 임상상담, 건강관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도 활발해지고 있다.
원격모니터링 분야도 생산되는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
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100 Plus, AiCure, Binah.ai,
Biofourmis, Cardiomo, ChroniSense Medical, ContinUse Biometrics(Cu-Bx)
은 원격모니터링기기와 인공지능과의 결합하여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Research and
Markets, 2021b).39)
프로세스나 사업모델 혁신측면에서 원격의료 기업의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활발해지고 있다. 와해성 혁신이란 덜 까다로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
단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텔레닥도 일반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
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의료비
파괴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텔라닥의 원격진료 비용은 40-60 US$ 수준으로
90-1,460 US$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미국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초진진료비의 경우
98point6는 자체보험사와 연계한 경우 10-12 US$, K헬스는 19달러 US$, ‘갈릴레
오’는 9 US$, ‘GoodRX 케어’는 10-30 US$로 기존 원격의료 플레이어인 텔라닥 보
다 훨씬 저렴하다. 특히, 경증질환, 만성질환 영역에서 이러한 와해성 혁신 현상이 두
드러지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Amazon pharmacy, Amazon Prime membership
등 자체 플랫폼을 이용한 건강보험인 Amazon Care를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39) Research and Markets(2021)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mote Patient Monitoring Market Research
Report by Product, by Solution, by Technology, by Application, by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26
- Cumulative Impact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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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망 및 정책 과제
1. 생태계의 진화 전망
미국은 이미 원격의료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 민간보험급여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CMS 메디케어 원격의료 PFS
도 상당부분 영구화되었으며 원격의료에 익숙해진 이용자들도 대폭 늘어났다. 이 때문
에 코로나19 종료되어 원격의료 정책이 이전으로 일부 회귀한다 할지라도 원격의료
기업간 플랫폼 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텔레닥이 원격의료
시장을 70%까지 독과점하는 상황이었으나, 미국의 공중 보건 비상상태 선포와 규제완
화로 인해 다양한 원격의료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할수록 데이터가 비례하여 축적되고 이
를 자산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는 빅테크 기업은
자체 강점을 기반으로 원격의료 전문기업간의 전략적 협력과 M&A가 성숙단계에 이르
러 소수 플랫폼이 독과점할 가능성이 높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들 모두 향
후 10년 후 소수 원격의료 플랫폼이 지배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할 정도다.
[그림 8-9] 원격의료 생태계 전망

주: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8인 서면자문을 종합한 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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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이후 규제가 어떻게 풀릴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국내
원격의료 규제가 일부 해결된다 해도 지배적인 플랫폼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K씨는 재진환자 중심의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워 플랫폼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경우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들은 지배적인 플랫폼이 생겨나기 어려워 기
존 EHR 기업이 원격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타트업 들이 주도하게 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혁신 정도에 있어서도 원격의료 서비스도 의료인과 환자를 단순 중
개하는 양면 플랫폼에 머무를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 전문가 C씨는 플랫폼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에 진입해야 원격의료
기술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M&A나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K2씨는 원격의료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야 대형 플랫폼 사업자 참여가 이뤄질 거라
고 보았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K3씨는 결국 빅테크 기업 위주로 대형병
원과 연합하는 형태로 시장이 진화하게 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기반의 빅테크가 원격 처방 플랫폼 비즈니스를 키우고, 물류 기반 빅테크가 약품
배달 비즈니스를 키우는 형태로 경쟁함에 따라 병원, 의원, 문전약국, 동네약국, 약품
도매 등 기존 사업자들이 종속되며 분절적,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던 산업 특화 솔루션
들은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극단적인 전망이다. K4씨는 원격의료 규제가 완화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형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주류를 이룰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 전문가 전망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다수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플랫폼간 경쟁단계에서 머무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격의료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기반 혁신도 가속화될 전망이
다. 구글 사례를 보면 진료의 워크플로우 효율화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 먼저 시도되
고 있지만 결국 건강정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학습을 통해 의료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료행위 영역도 상당부분 보조하거나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인공지능이 의료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원격의료 생산성을
높이고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질관리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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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의료비를 대폭 절감
하면서도 오진은 최소화할 수 있어 원격의료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의료인들의 참여 거부로 원만하
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기존 의료인이 아닌 신규진입 의료인
을 대상으로 확장해 나가거나 직접 고용을 기반으로 하되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격의료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질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반
면,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원격의료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과 같
은 데이터 기반 혁신에 매우 뒤처져 있으나 원격의료 규제방향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에 진입하면 데이터 기반 혁신의 방향과 속도도 달라질 전
망이다.
원격의료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이나 사업모델 혁신에 따른 와해성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증질환, 만성질환 영역에서
저렴한 진료비를 앞세운 미국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와해성 혁신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미국의 1차의료 시장이나 만성질환 관리 시장을 점차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있
다. 아마존의 경우 Amazon pharmacy, Amazon Prime membership 등 자체 플
랫폼을 이용해 파격적인 가격에 의료보험인 Amazon Care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원격의료에 대한 미국인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메디케어 원
격의료 수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한다고 할지라도 스타트업 중심의 원격의료 비
즈니스는 공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내에서는 당연지정제와 진료비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원격의료 진료비 관련 와해성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
이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다수는 10년 후 혁신의 정도 측면에서 글로벌 원격
의료기업 중 활발한 혁신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기업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았다. 반
면, 국내 원격의료기업은 여전히 혁신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보다는 다양한 혁
신을 시도하는 수준의 기업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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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기반 혁신과 플랫폼 진화의 장애 요소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방향이 원격의료 플랫폼 진화에 가장 큰 변수
이다.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의사회도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
다. 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원격의료연구회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구성한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사례만 봐도 의원급 병원 소속 의사차원에서도 원격의
료와 관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청년
의사, 2021.10.22.).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대상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7%가 원격의료 수요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
격의료 도입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 63.6%로 더 많았다(데일리메디,
2021.10.29.). 더구나, 대한약사회는 원격 약배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시
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하나 더 남아
있는 셈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원격의료의 범위, 주체, 대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규모와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되므로 플랫폼 진
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격의료 수가가 초기 시장형성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원격의료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 진료의 질 저하나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기 어렵고 의료기관 참여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플랫폼화
속도가 떨어지고 초기 시장 형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인 원격의료 허용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활성화 된 데에는 대면진료보다 높
은 전화진료 수가 신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원격의료가 본격화된다고 할지라도 협
소한 국내시장 자체가 원격의료 플랫폼 진화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K3씨는 원격의료의 기술적 차별화가 적어 규모의 경제 달성 방법
과 비즈니스 모델 구성이 중요하나 내수 시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특성상 미
국, 중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너무 작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지
적하고 있다.
디지털전환과 이에 따른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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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J씨는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여 인공지능화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K씨는 대면에서 비대면 진료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의 축적 및 라이프로그 등 추가적인 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새로운 헬스케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나 개인민감정보 보
호제도는 또 하나의 장애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
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 제한점이 많고,40) 시민단체는 가명정보
‘재식별’에 따른 정보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데
이터 주권을 명확히 정의해 데이터 유통을 촉진시킬 걸로 기대되는 2021년 10월 제
정된 데이터 기본법 제13조 데이터 이동권 특례조항을 의료법이나 생명윤리법 등 개
별법령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도 불확실하다. 또한, 지금까지 생산된 데이터도 임상데이
터는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통합형 유전체 데이터, 이종결합데이터 등 활용
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해 쓸만한 데이
터도 찾기 어렵다(보건복지부, 2021.06.03.).

3.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
당분간 해외 원격의료 전문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국내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할 가
능성은 낮은 편이다. 국내 원격의료 제도는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주요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비 절
감요인이 작고, 국내 언어, 문화, 의료서비스 전달방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유의미
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들도 원격의료 서비
스는 다른 보험 체계 및 규제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자국내 원격
의료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해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40) 보건의료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법적 근거보다는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같은 해석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 위반여부
를 예측하기 어렵다(보건복지부,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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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격의료 관련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
은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국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병원 상당
수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클라우드 애저(Azure)나 팀즈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Microsoft Korea News Center, 2021.09.14.),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통해
상호 통합되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원격의료 플랫폼에서
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국내시장 측면에서 카카오톡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닥 사례와 같이 국내 ICT 플랫폼 기업은 원격의료 솔루션을 포
함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다양한 원격의료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플랫
폼 역할을 하면서 원격의료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략은 대기업의 원격의료 참여가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벗
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헬스케어 서비스와 제도는 나라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
에 진출하여 현지 시장에 적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
다. 나라마다 가능한 원격의료 시장진출 전략이 상이하겠지만 국내 원격의료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다.
첫째, 헬스케어 ICT기업이나 대기업이 해외 현지 원격의료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
작기업을 만드는 전략이다.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 헬스케어가 M3와 합작해 라인
닥터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가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피인수기업의 비즈니스가 인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연결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시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둘째, 니치시장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재외국민
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장 진출, 국가간 협력을 중심으로 해외환자를 송출하거나
현지에 병원이 진출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서비스와 해외환자 사전진단 및 사
후관리와 연결한 원격의료서비스 진출, 저개발 도상국에 ODA 등을 활용하여 공공의
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에 진출, 동남아 지역 중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 진출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라이프 시맨틱
스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서비스 진출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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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원격의료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원격의료 솔
루션을 수출하여 사용자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하
는 전략이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인 K3씨도 SaaS 등을 기반으로 한 서비
스 솔루션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지케어텍이 사우디 국가방위부에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인 ‘이지온더콜’을 수출 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향후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구상도 가지고 있다(의학신문, 2021.7.14.). 또한, 글로벌 경쟁
력 있는 의료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플랫폼을 가진 국내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규제 개선 과제 및 정책 과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확대하
고 가치기반지불(Value based payment)41) 제도 등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
재 국내 의료인들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현 제도 내에서 의료인이 부담
해야할 법적책임, 기술의 한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수가, 대형병원 중심의
원격의료 독점화 우려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원격의료의 범위, 주체,
대상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위험도가 낮
고 환자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분야(예: 정신건강, 만성질환, 소아과 등)부터 1차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C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으로 발생한 실생활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범위와 형식을 설정하는 근
거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수가 정책, 환자 본인
확인 장치, 의약품 비대면 구매 허용, 진료 장면 녹화 증거 우려 해소, 원격의료 시설
기준 법제화, 의료인 책임에 관한 특칙,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41) 환자의 건강 성과(Health outcomes)에 따라 병원과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의료 전달 모델(NEJM Catalyst,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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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원복, 2021). 특히,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격
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비롯한 원격의료수가 이슈
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단위에서의 일률적인 시행은 관련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관련제도를 실험해
보고 보완해나가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 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
적인 원격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를 위한 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산업의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어 의료수가가 책정된다 할지라도 적정한 의료수가나 가치기
반 지불수가가 책정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 의료기관은 의료이익이 제한적
이고 외부투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디
지털 전환 및 IT 시스템 투자나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 원격의료기업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가 쉽지 않다. 원
격의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원격의료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R&D 지원, 디지
털전환 지원,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나 데이터중심병원사업은 일부 의료기관에 제한되어 있고 지원규모가 작다는 한계는
있으나 의료기관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
움이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원격의료 플랫폼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은 빅테
크 기업들이 국내 원격의료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언어적 장
벽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문제로 인해 국내 시장의 메리트가 작고, 의료
인 자격인정 문제 등 국내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뿐만 아니라 구글의 경우도 이미 40개
언어를 번역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워크플로우의 자동화하는 등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장하여 생각해본다면 미래에는 구글은 자사 원
격의료 플랫폼만 제공하고 다양한 국내 원격의료 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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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원격의료 관련 기업과의 M&A 및 협력 활성화, 예방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의 국민건
강보험이나 민간보험사와의 다양한 협력 시도 등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형성정책 수단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원격의료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선택지별로
맞춤형 지원 및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간(G2G) 글로벌 진출
이 중요한 중동과 같은 특수 시장은 정부간 신뢰 및 협력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현장
밀착형 지원 및 민관협력이 중요하다.
원격의료의 디지털헬스로의 확장과 연결을 고려하고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근, WHO에서는 ‘telelhealth’라는 단어보다는
‘digital health’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미, 원격의료와 디지털헬스와의 구분
이 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어떤 형태이던 간에 의료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의료행위의 최종 책임은 의료인이 져야하는 현
재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정의 일환이
며 데이터의 수집, 저장, 통합, 분석, 서비스 과정을 거치는 디지털 의료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패턴화된 의료행위는 디지털 치료제와 같
은 디지털화된 앱이나 소프트웨어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원격의료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형태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결국, 원격의료도 디지털 헬스라는 거시적 관
점에서 바라보고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정
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디지털헬스 관점의 원격의료의 혁신은 결국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혁신이 시작점이 된다. 국민, 공급자, 제공자, 유통자, 보험자 등
헬스케어 가치사슬 내 중요한 혁신주체의 디지털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의 자유로운 연계와 활용이 가능한 거버넌스, 자원, 환경, 제도와의 정
합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권도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모두 데이터 기본법 제정취지를 살려 개정하지 않으면 데
이터 기본법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
다.
환자중심성을 고려한 연결 의료(Connected health)42) 관점에서 원격의료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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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야 한다. 환자중심의료란 환자의 심리사회학적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환자가 진료에 참여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통합하는 의료를 말하며
(Shashi Gogia et al., 2020), 통합의료(Care coordination)는 의료의 파편화를 줄
이고 의료제공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환자의 치료성과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지나치게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환자는 소외되기 쉽고 의료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도 한계가 발생한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기존의 의료시스템에 자연스
럽게 연계되고 통합되어 예방, 진단, 치료,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료 연속체
(Care continuum) 관점에서 구현되어야 환자중심의료와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 연
결의료는 환자중심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비스 또는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성과를 증진시키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며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게 된다.
연결의료의 실현은 서비스 중재 및 건강 성과 측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가치기반 지
불체계 운용을 용이하게 해준다. 아울러, 연결의료의 실현은 서비스 대상자와 헬스케
어 가치사슬 이해관계자 전반에 데이터가 순환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시
킬 수 있다. 환자 유래 건강데이터(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PGHD), 의료
기관에서 생성된 건강정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등 건강데이터는
원격의료 서비스 혁신에 핵심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료를 실현하는데도 도
움이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는 제약기업이나 의료기기기업이 신약 및 의료기
기를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실생활 데이터(Real World Data)의 원천이다. 이러
한 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계와 순환구조를 통한 양방향 혁신 시스템은 헬스시스템의
가치기반의료를 촉진시키고 디지털헬스 기술의 가치향상과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혁신시스템이기도 하다.
미국 대표적인 헬스시스템 중 하나인 가이징거 헬스(Geisinger health)는 케어 연
속체(Care continuum) 관점에서 환자를 집 근처에서 치료하고 집에서 간호할 수 있
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가이징거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현재 신경학, 호흡기학,
치과, 행동 건강 등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환자를 지역 의사, 긴급 치
42) wireless, digital, electronic, mobile 및 tele-health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며 기기, 서비스 또는 중재가 환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건강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는 건강 관리에 대한 개념적 모델(Caufiled B.M. &
Donnelly S.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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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또는 1차 진료 클리닉 또는 지역 병원에 연결함으로써 가정 근처에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 간호를 위한 원격의료 모델도 개발 중에 있다(HIMSS21,
2021.07.13).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관점에서 연결 의료를 구현하기 유리한 위
치에 있다. 아마존의 경우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대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유도 결국에는 가능한 영역부터 의료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내의 경우 연결 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격의료산업이 1차 의료기관의 비
즈니스로 한정하지 말고 중증도나 위험도에 따라 3차 의료기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디지털전환과 상호연계를 위한 지원이 국가나 지역보건의료체
계의 연결 의료 차원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결 의료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연결의료 플랫폼을 지원하거나 보건의료 가
치사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혁신 주체가 연결 의료를 시험하기 위한 시범사
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북부 그레
이터 맨체스터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Connected Health City를 지정하여 연결 의
료를 시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낙후된 잉글랜드 북부 주민의 건강과 사
회복지를 개선하고 있다(Connected Health Cities 홈페이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는 개선된 광대역 통신망을 통한 원
격 의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넥티드 케어 파일럿 프로그램
(Connected Care Pilot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회계연도 기간 중 추
진된 총 2억 달러 규모의 540여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추진되는 두 번째 COVID-19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통합 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기초하여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mHealth
Intelligence,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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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결론: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
제1절 원격경제의 개념적 위치
1. 원격경제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 환경과 본 연구에서 다룬 6가지 서비스 섹터의 사례연
구를 종합해보면, 원격경제는 ‘경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경제 전체의 근본적 변
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격경제가 경제 전체로 만연해져서 모든 경제
활동이 원격화되는 것이 아니고, 원격화되는 산업 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시기 경제체제 전체의 특징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고, 특
정 영역의 경제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사한 용례를 생각
해본다면 ‘디지털경제’, ‘지식기반경제’는 한 시기의 경제 전체의 특징을 지칭하는 말
이지만, ‘지역경제’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 원격경제는 전자
보다는 후자의 용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원격경제의 개념적 위치
원격경제의 개념적 위치와 관련해서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원격경제로의 전
환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오프라인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기존 산업 외부의 빅테크 기업이나 신
생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 안으로 진입하고, 이들과 기존 기업 사이에 경쟁과 협력의
구도가 형성되며, 플랫폼 경쟁과 혁신 경쟁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이 새로운 플레이어
에게 넘어가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겪는 전형적인 과정
이다(김석관 외, 2017: 294-296). 따라서 원격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
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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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차별적 포인트라면 진행 중이던 디지털 전환의 추세가 팬데믹을 계기로 급
격히 가속화되고 더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팬데믹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것이고(온
라인 쇼핑, OTT 서비스, 메타버스), 다른 하나는 온라인화가 불필요하거나 난망했던
일부 분야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이다(원격교육, 원격의료, 원격근무). 특히 후자가
중요한데, 전자는 속도의 문제일 뿐 시간이 경과할수록 온라인 시장이 커질 것이 예상
되었지만, 후자는 이번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온라인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의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 변화로 굳어
지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단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님
을 시사한다.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온라인화되지 않았을 영역까지 온라인화되고 팬데
믹 종료 후에도 그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은 팬데믹으로 인해 우
리의 삶의 경로가 예정에 없던 길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개의 평행 우주가 있
는데 하나는 원격근무와 화상회의가 드문 팬데믹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우주A이
고, 다른 하나는 원격근무와 화상회의가 보편화된 팬데믹 이후의 삶을 사는 우주B라
고 가정하면, 우리는 팬데믹으로 우주A에서 우주B로 시공간 이동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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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례연구 종합: 분석적 결론들
원격경제 부문의 혁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격경제의 특징과 원격경제
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구조’ 혹은 ‘변화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특징과 구조를 잘 이해해야 가능한 전략적 선택지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3~8장까지 살펴 본 6가지 사례연구를 종합해서 원격경제로의 전환 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몇 가지 ‘분석적 결론’으로 요약하고
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원격경제에서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를 종합하기 전에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다시 살펴보자.
① (현황: 지속 여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하거나 확대 중인 비대면-온라
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② (산업 구조: 플랫폼 발달)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해당 업종의 산업 구
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특히, 온라인화로 인한 플랫폼의 발달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③ (혁신 패턴: 데이터 기반 혁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은 해당 업종의
혁신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④ (제도의 영향)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발전하는 과
정에서 진입 규제, 플랫폼 규제 등 제도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⑤ (전략과 정책)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생태계의 진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은
무엇인가? 새롭게 발전 중인 이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지는 무
엇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이 연구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는 형식으로 사례연구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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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 여부) 원격경제로의 전환: 비가역적 변화
연구 질문 ① (현황: 지속 여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하거나 확대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는 코
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서비스들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6개
사례들은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대체로 지속 내지 확대
가 예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계기로 갑자기 확대된 원격
서비스가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정화된 이후에도 과거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
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4단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비가역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사용 환경: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적으로 대면 서
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환경이 주어진다. 소비자들은 새로 주어진 비
대면 서비스의 품질과 무관하게 해당 비대면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한다.
② 기업들의 혁신 노력: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열어준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
들을 비대면 서비스에 붙들어 두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한다. 혁신의 방향은
비대면 서비스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혁신으로는 온라인 쇼핑의 단점인 제품 획
득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가능했던 제품의 ‘즉시 소유’를 가
장 근접하게 구현하기 위해 새벽 배송, 당일 배송, 편의점 배송 등의 혁신을 도입
한 것을 들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혁신으로는 전체 시리
즈를 동시에 공개해서 OTT의 장점인 몰아보기가 용이하도록 하거나 추천 알고
리즘을 정교화해서 더 나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시도
들 중에서 어떤 것은 시행착오를 겪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탈은 거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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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기업들에게 소비자 이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길을 찾아가게 된다.
③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습관 형성: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비대면 서비
스를 이용하다가, 점차 기업의 혁신이 누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과거의 대면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점
을 경험하게 되고, 불편한 점은 익숙해져서 불편감을 덜 느끼게 된다. 이런 식으
로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습관이 형성된다. 대학생들이 화상회의나 사전 제작된
동영상을 이용하는 원격학습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기 원하는 것, 정부 부
처와 산하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의 전문가들이 화상회의
를 더 선호하게 된 현상 등이 이러한 소비 습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④ 코로나19 종식/안정화 이후에도 원격 서비스 활용이 줄지 않음: 소비자가 비대
면 서비스에 더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소비 습관이 변화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종
식되거나 안정화된 이후에도 원격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줄지 않고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2021년 11월 현재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아니
라 상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With Corona> 정책을
1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상태가 지
속된다면, 원격 서비스의 활용은 더 고착화될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분석적 결론
1

∙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원격 서비스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정화되어
도 다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강제적 사용 환경 → 기업들의 혁신 →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습관 형성 →
지속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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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구조) 경쟁 지형의 변화와 플랫폼 발달
연구 질문 ② (산업 구조: 플랫폼 발달)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증가는 해당 업종의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특히, 온라인화로 인한 플랫폼의 발달은 어
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두 번째 이하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6개 사례연구의 요지를 3개의 표로 정리
했다(표 9-1; 9-2; 9-3). 3개의 표는 각각 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 원격근무와
메타버스, 원격교육과 원격의료의 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짝이 정리된 순
서는 원격경제의 성숙 정도에 따른 것이다. 즉, 첫 번째 두 서비스(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되어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두 번째의 두 서비스(원격근무와 메타버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거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나 비교적 빨리 수용되고 있고, 세 번째 두 서
비스(원격교육과 원격의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하게 허용되었고 시장 형성이 불확
실하거나 제한적인 분야이다. 이렇게 6가지 서비스 섹터를 그 성숙 정도에 따라 3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서 관찰해보면 생태계의 진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격경제 생
태계의 점진적 진화와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표 9-1> 사례연구 종합: 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
항목

조직

경쟁
구도

온라인 쇼핑

OTT 서비스

∙ 기존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빅테크 기
업(네이버, 쿠팡), 버티컬 스타트업(무신사,
마켓컬리 등)이 경쟁하는 구도
∙ 빅테크가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하면서 기
존 온라인 플랫폼(이베이, 11번가)과 버티컬
스타트업이 시장 분할

∙ 레거시 미디어(Disney+, HBO), OTT 전문
사업자(Netflix), 빅테크(Amazon Prime
Video, Apple TV+)가 경쟁 중 Netflix가 국
내/글로벌 시장을 주도
∙ 국내는 Netflix가 주도, 토종 OTT(Wavve,
Watcha 등)와 해외 후발 OTT(Disney+ 등)
가 나머지 시장을 분점
∙ 통신사, 콘텐츠 제작사 등도 생태계의 구성원
으로 중요한 역할 담당
∙ 레거시 미디어를 전부가 아닌 일부 대체, 복
수의 OTT 구독(멀티호밍) 보편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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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온라인 쇼핑

OTT 서비스

∙ 현재 국내는 플랫폼 간 주도권 경쟁 시기
플랫폼
∙ Netflix가 지배적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주도
∙ 3~5년 후 온/오프 포함 국내 유통산업은
발달
∙ 후발 사업자들은 Netflix의 사업모델을 모방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가 될
정도
하면서 성장 노력
전망
데이터 ∙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구매 패턴 분석에 ∙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구독자의 성
기반
기반한 맞춤형 추천, 예측 배송, 고객 응대 향을 분석하고 맞춤 추천을 해주는 추천 기능
혁신
및 상품 주문 지원
발달

기술

기타
기술
혁신
기타
혁신

∙ VR/AR 기술 활용한 제품 전시, 최근 메타
버스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
∙ 결제 단계 간소화 위해 다양한 기술혁신 시도

∙ 배송시간 단축(새벽배송, 당일 배송 등)

∙ Netflix식 사업 모델: 월정액제 구독 모델, 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오리지널 컨텐츠
의 양적/질적 확대,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통
합, 수출시장 중심의 글로벌 현지화

제도

∙ ESG: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환경 오염 등 ∙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불 역차별 이슈
∙ 온라인 플랫폼 규제
∙ 담당 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제도적 혼선

시장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시장 점유 가능성은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지속, 토종 OTT가
낮음(국내 점유율 5% 미만)
국내 시장 수성은 어려워 보임
∙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낮음 ∙ 해외 시장 진출은 OTT 사업자보다는 콘텐츠
(해외 매출 5% 미만)
제작자가 용이

∙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 온/오프를 연계하
기업의 전략적 는 옴니채널 구축
선택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친환경 포
장재, 노동자 보호, 불공정 행위 대응)

정책 과제

∙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술표준 구축, 기술인증 지원
∙ 플랫폼 간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
록 게임의 룰 정립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분야 정책목표
달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자료: 연구진 작성

∙ 거대 해외자본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 틈새전략을 활용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 유료방송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
∙ 수직결합과 요금제 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 콘텐츠 성공 예측 모델 개발 지원
∙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폐지
∙ 영상 제작 인력 공제제도 신설
∙ OTT 영상물 등급 평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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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사례연구 종합: 원격근무와 메타버스
항목

경쟁
구도
조직

원격근무

메타버스

∙ 현재 시장과 산업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초기 단계
- 빅테크: 인프라와 플랫폼 선점, 지배력 확보
∙ 기존 화상회의 및 협업 솔루션 기업(시스코,
- 중견/스타트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웹엑스), 빅테크 기업(MS, 구글, 네이버), 스
영역에서 선전
타트업(Zoom, 토스랩)이 경쟁하는 구도
∙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혁신과 시장 진입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가격/품질 경쟁이 벌
어지는 시장 경쟁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

∙ 현재는 국내외 모두 플랫폼 형성기
플랫폼
∙ 한국 기업 대다수는 플랫폼 형성 중인 도입기
∙ 향후 국내는 다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이행기
발달
∙ 네이버, SKT 등은 기존 사업을 토대로 메타
로, 해외는 소수 플랫폼이 지배하는 안정기
정도
버스 영역으로 확장 중인 이행기
로 발전 예상
데이터
∙ 메타버스 공간 내에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를
∙ 시스코, 구글: AI를 활용한 다국어 번역 서
기반
바탕으로 AI가 선호 캐릭터를 산출하는 실감
비스
혁신
형 아바타 서비스
기술

기타
기술
혁신

∙ MS: SW 운영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광범위
∙ MS: VR/AR을 이용한 원격협업 시스템 한 원격업무가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출시
Mesh 플랫폼
∙ 메타(FB): 오큘러스 인수를 통한 인프라 지
배력 강화

기타
혁신

∙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거나 고객별 맞 ∙ 제페토: 주요 아티스트, 패션 브랜드 IP와의
춤 어플리케이션 제공
제휴를 통한 IP/콘텐츠 중심 전략

제도

∙ 빅테크 반독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원격 ∙ 개인정보보호, 유해 콘텐츠 노출, 가상재화
근무자 복무 관리 등
의 소유권/저작권 등의 제도적 이슈 존재

시장

∙ 글로벌/국내 시장 구분 없음. 점유율은 ∙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인프라는 이미 해외
Zoom, 구글, MS, 시스코 순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지배가 시작, 한국은 경쟁력 취약
국내 업체인 토스랩은 10위
∙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콘텐츠/IP 쪽이
∙ 국내 업체들은 국내 시장 수성과 글로벌 시 유망: BTS 원격 콘서트(제페토), K-웹툰의
장 진출 전략을 동시에 추진
인기 등이 가능성을 보여줌

∙ 플랫폼 기업: 기존 서비스의 독점 지위 활용
∙ 콘텐츠/IP 연게형 전략: K-Pop, 드라마, 영화
∙ 국내 중소/중견기업: 가격 경쟁력, 맞춤 서
기업의 전략적
등의 경쟁력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비스, 국내 중소기업 시장 공략
선택지
∙ 메타버스 기기: 완제품은 빅테크가 장악하고
∙ VR/AR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있으나 핵심 부품은 국내기업이 공략 가능
∙ 메타버스형 원격근무 시장 선점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 금융회사의 경우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
록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개선
∙ VR/AR/XR 등 가상환경 기술 개발 지원
∙ 중소/중견기업들의 원격근무 솔루션 구매와 ∙ 망중립성 예외 범위 확대
수출용 솔루션 개발 지원
∙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창작 및 경제 활동
∙ 원격근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을 지원하는 거래환경 조성
AR/VR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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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사례연구 종합: 원격교육과 원격의료
항목

경쟁
구도
조직

원격교육

원격의료

∙ 플레이어: 공교육(학교), 사교육(학원, 인강 ∙ 국내: 원격의료 전문 스타트업, 중소중견기
대기업), 교육기업(학습지, 교재), 빅테크(구 업, 대기업(삼성, 네이버 등)의 경쟁 구도, 병
글, 네이버), 스타트업
원들은 원격의료 기업과 협력
∙ 기존 교육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 AI 기반 ∙ 미국: 원격의료 전문기업, 글로벌 헬스케어기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놓고 경쟁구도 형성. 업, 빅테크기업, 보험사 등이 각자의 플랫폼
∙ 빅테크 기업은 교육지원시스템(LMS) 시장 을 기반으로 원격의료 시장에 진입하는 춘추
에서 경쟁 중이고 교육 콘텐츠에는 미진입 전국시대, 1위 텔레닥의 점유율 하락

∙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 단계라
∙ 전제 시장을 포괄하는 플랫폼은 없음
플랫폼
서 대표적인 플랫폼이 아직 없음
∙ 세부 시장별 플랫폼 발달 및 과점화(사교육
발달
∙ 미국: 텔레닥 플랫폼이 가장 크고, 빅테크 기
시장 인강 플랫폼, 대학 강의 시장 MOOC,
정도
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활용, 다수 플랫폼 경
LMS 플랫폼, 성인사교육 플랫폼 등)
쟁 구도
∙ 국내: 원격의료 도입 단계로 단순 온라인화가
데이터 ∙ AI/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주류를 이루며, 데이터 기반 혁신은 미미
기반
학생 역량 진단 후 맞춤형 콘텐츠 제공
∙ 미국: 인공지능/클라우드 이용 진료 과정 디
혁신 ∙ 대학의 AI 조교: 챗봇, 채점 등
지털화(구글) 등 데이터/AI 기반 혁신 활발
기술

기타
기술
혁신

∙ 아바타를 이용한 학습 성장 계획과 점검
∙ 네오의 디지털펜: 학생의 학습이력 저장

기타
혁신

∙ 성인 대상 온라인 강의에서 지식 마켓 개념
∙ 미국: 가격파괴형 원격의료 모델 등장
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예: 클래스 101)

∙ 미국: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웨어러블 기
기 를 이용한 환자 모니터링 등

∙ 코로나19 이후 규제 방향: 국내는 국회 입법
추진 시 어느 범위에서 시행하느냐가 관건, 미
국은 코로나19 이후 규제 변화가 주별로 차이
를 보이며 진행 중이고, 기업들의 로비가 활발
∙ 개인정보보안, 의료사고 책임도 주요 이슈

제도

∙ 공교육의 진학 및 평가제도의 경직성
∙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입 미흡
∙ 교사의 에듀테크 참여 제한
∙ LMS 시장을 공공 시스템이 장악

시장

∙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낮음 ∙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은 낮음
∙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사례가 (작은 시장 규모, 규제 불확실성)
나타나고 있음(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에서 ∙ 국내 기업 중 해외 시장 진출 준비 중인 기업
AI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 제공)
이 있으나 아직 미미한 단계

∙ 국내 시장: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의 공교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육 침투(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개별
- 헬스케어 ICT기업이나 대기업의 해외 현지
기업의 전략적
학습 시도), 사교육 학원과 협력 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업 인수 및 합작기업 설립
선택지
(대형 학원의 프랜차이즈화 가능)
- 니치시장의 특수성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 해외 진출: AI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특정 - 원격의료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과목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업모델로 진출
진출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 공교육 LMS 시장을 민간에 개방
∙ 교사 기업가(티쳐프러너) 허용
∙ 교육 데이터 센터 설립 및 데이터 개방
∙ 교육 콘텐츠 센터 설립 및 콘텐츠 개방
∙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서
비스를 각 학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마켓플레이스) 구축

∙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원격의료 허용 후 확대
및 가치기반지불 제도 등 관련제도 정비
∙ R&D/디지털전환 지원,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
∙ 기업간 M&A/협력 활성화, 예방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건보나 민간보험사와의 협력 촉진
∙ 원격의료의 디지털헬스로의 확장을 고려해서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 설계
∙ 환자중심성을 고려한 연결의료 관점에서 원
격의료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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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 구도
원격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 지형의 변화를 보면 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는
서론(11쪽)에서 예견했던 3파전 양상, 즉 ① 기존 기업, ② 대형 플랫폼(빅테크) 기업,
③ 신생 스타트업의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는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경험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① 기존 유통업체(백화점, 대
형마트), ② 빅테크 기업(네이버, 쿠팡), ③ 신생 버티컬 스타트업(무신사, 마켓컬리)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상태이고, OTT 서비스는 미국의 경우 ① 레거시 미디어
(Disney+, HBO), ② 빅테크 기업(Amazon Prime Video, Apple TV+), ③ OTT
전문기업(Netflix)이 경쟁하는 구도이다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원격근무와 메타버스는 ‘기존 기업’군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
거나(원격근무), ‘기존 기업’군이 없다(메타버스). 그래서 사실상 ② 빅테크 기업과 ③
스타트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산업 자체가 신산업이거나 빅테크 기업
이 ‘기존 기업’의 입장에 있는 산업이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인 원격교육과 원격의료의 경우 ‘기존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들(학교,
학원, 병원)이 있지만, 이들은 ‘경쟁’ 구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각각 원격교육 업체
나 원격의료 업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쟁은 이들 기관 외의 기존 기업(예:
학습지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교육의 경우), 혹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의
료의 경우)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규제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로 보호
받는 기관(병원, 학교)은 디지털 전환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적어도 현재로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서 공교육 체계나 의료체계를 흔들만
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원격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 외부에서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이 기
존 산업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 구도는 새로 진입한
두 기업군이 기존 기업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3자 구도로 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는 한 산업 내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적 결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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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결론
2

∙ 원격경제로의 전환은 산업의 경쟁 구도를 ① 기존 기업, ② 빅테크 기업, ③
신생 스타트업의 3자 구도로 재편하며, 이들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산업 지형
을 재편한다.
∙ 경쟁 구도가 3자 구도로 재편되는 것은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경험할 때 나타
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나. 플랫폼
산업의 경쟁 구도가 변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3자 구도로의 재편 이후 경쟁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서 기존 기업의 선도적 지위가
파괴되고 빅테크 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꽤 중요
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인데, 이런 경쟁의 과
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의 등장 혹은 발전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비대면 원격 서비스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온라인으로의 이
동을 수반하는데(그림 9-1), 온라인 시스템은 오프라인에 비해 사람들이 모이기가 더
쉽기 때문에 플랫폼이 형성되기가 더 용이하다. 그 용이함의 정도가 너무 커서 온라인
화는 거의 플랫폼화를 함축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림 9-1] 사례연구의 분석 틀

자료: 연구진 작성

298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그렇다면 원격경제는 온라인 경제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경제라고도 할 수 있다. 원
격경제의 전환을 통해 플랫폼이 등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온라인에 진입해서 소규모라도 자사의 플랫폼을 만든 후 경쟁을 통해 이
플랫폼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 외부에 있던 빅테크 기업이 해당 산업
의 서비스를 자사의 플랫폼 위에 올림으로써 대형 플랫폼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사례연구에서 플랫폼과 관련해서 관찰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즉, 전반
적으로 플랫폼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와 어떤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가이다. 첫째,
각 섹터의 플랫폼 발달 정도를 보면 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가 플랫폼이 가장 발
달해 있다. 온라인 쇼핑은 각 회사의 플랫폼 간 싸움이고, OTT 산업을 주도하는 넷플
릭스는 빅테크에 비견되는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에 비해 원격근무와 메타버
스는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으나(원격근무: Zoom과 MS의 Mesh, 메타버스: 제페토와
로블록스), 플랫폼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원
격교육 분야는 세분화된 시장별로 플랫폼이 상당히 발달해 있지만(교육지원시스템
(LMS), 메가스터디, MOOC, 클래스101 등) 전체 교육 시장을 포괄하는 거대 플랫폼
은 없다. 원격의료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아직 플랫폼이 아직 없으나, 미국에는
선도 업체 텔레닥의 플랫폼이 있고 이 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원격의료에 참여하면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둘째, 시장 주도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원격경제의 각 섹터에서도
주도 기업이 될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온라인 쇼핑과 메타버스는 빅테크의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나(온라인 쇼핑: 네이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메타버스:
페이스북과 MS). 이에 비해 OTT 서비스, 원격근무, 원격의료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Netflix, Zoom, Teledoc)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원격교육에서는 교육지원시스템(LMS) 영역에서 구글과 네이
버가 활동하고 있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렇게 보면 빅테크 기업이라고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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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경제가 의존하는 온라인에서는 플랫폼의 발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격경
제는 온라인 경제, 플랫폼 경제라고도 볼 수 있다.
분석적 결론
3

∙ 플랫폼의 발달 정도는 섹터별로 차이가 있다. 오래된 섹터(온라인 쇼핑)는 플
랫폼이 발달했고, 신생 섹터에서는 플랫폼이 형성 중에 있다.
∙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모든 섹터에
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3. (혁신 패턴) 데이터 기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연구 질문 ③ (혁신 패턴: 데이터 기반 혁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은 해당
업종의 혁신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

원격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서비스업의 혁신
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례에서
도 혁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화의 필연적 귀
결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빅데이터, AI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가 일차적인 관심사이다. 이 외에 다른 기술적 혁신(AR/VR, 로봇 등)과 비기술적 혁
신(비즈니스 모델 혁신, 마케팅 혁신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데이터 기반 혁신은 기대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역시 오래된 분야인
온라인 쇼핑과 OTT 서비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비
자/구독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고도로 발전시켰
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AI를 이용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서 수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세 분야 외에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활발하지 않았다. 원격근무 툴에서는 AI를 이용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고, 메타버스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아바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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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다.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아직 서비스 자체의 제도
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온라인에 구현하는 단계라 데이터
기반 혁신은 미미했다. 단, 의료 분야는 원격의료와 관계없이 데이터 기반 혁신이 활
발하게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향후 원격의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원격의료
와 연계된 데이터 기반 혁신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데이터 기반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고, 특히 서비스
초기인 신생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했다. OTT 서비스에서는 넷플릭스가 구축
한 비즈니스 모델이 후발 주자들에게 표준적인 모델로 인식되어서, 모든 후발 주자들
이 이를 모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 구독 모델과 같은 작은 혁신도 큰
효과를 가져 온다. 이 외에 원격근무, 메타버스, 원격의료와 같은 신생 분야에서는 유
효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는 원격의료 SW 기업, 병원, 약국,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 등 관련 주체
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또는 서비스를 수직/수평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따
라 매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실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 당초 원격경제로의 전환에서 기대했던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 원격의료에서는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국의 몇몇 업체들이 가격 파괴를 통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과도
한 헬스케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에게 가성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했다. 텔레닥과 아마존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 보험사에서 최근
출시한 Virtual Care First 보험도 가격 파괴적 요소가 크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의료체계를 아래로부터 와해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원격교육 분야에서는 오래 전에 시작된 MOOC가 팬데믹과 맞물려서 더
활성화되면 전통적인 대학 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
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학은 지식 전수의 기능 외에도 평판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이 크다. 고용 시장이 그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 전통적인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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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스템이 쉽게 와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분석적 결론
4

∙ 원격경제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 원격 서비스가 초기인 섹터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 중요하다.
∙ 원격경제에서 와해성 혁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제도) 원격의료: 제도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
연구 질문 ④ (제도의 영향)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발전
하는 과정에서 진입 규제, 플랫폼 규제 등 제도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원격 서비스들이 크고 작은 제도적 이슈를 안고 있었지만, 원격의료를 제외한
5개 분야는 심각한 제도적 이슈가 없었다. 이에 비해 원격의료는 현 시점에서 제도가
서비스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거나 확대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 단
계에 들어서면서 이 임시적 조치들을 종료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
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 별로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가 상이한데, 최근 (2021년 11월 기준) 코로나19가 안
정화되면서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주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은 국회에
서 의원 입법의 형태로 원격의료 지속을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는데, 법안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한국만을 놓고 보면, 향후 원격의료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둘째, 서울시의사회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일선 의사들의 원격의료
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 코로나19 기간 동안 설립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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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꽤 많아져서 이들이 또 하나의 이해관계
자 집단을 형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넷째, 국회의원들이 입법 의지가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제도화된다고 가정할 때 당장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원
격의료를 허용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다. 즉 이제는 총론이 아닌 각론이 중요
한 시기가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원격진료 시스템 등 원격의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서
면 자문에 응해준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안전성이 확인되거나 적어도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차 의료기관이, 전국에 소재한(특정 지역이 아닌),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 환자에 대해, 재진에 한해, 화상전화나 음성전화를 사용한, 원
격의료(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와, 일반의약품 및 처방의약
품에 대한 약물 배송을, 영구히, 허용하고 점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 경험을 놓고 볼 때 이 정도 수준은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분석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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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크다.
∙ 원격의료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5. (시장)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
서비스 부문에서 원격경제로의 전환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그림 9-1]에서 보듯
이 서비스업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수출산업화이다. 즉, 기술, 조직, 제도의
공진화를 통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원격경제의 큰 그림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로 성장해온 반면, 서비스업은 여러 한계로 인해 수출산업이
되지 못하였고 내수에만 머물러 있었다. 서비스업이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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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의 발전에서 수출산
업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일차적인 관심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의 6가지 사례에
서 내수시장 수성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먼저 내수시장 수성 이슈를 보면, OTT 서비스에서 넷플릭스가 이미 내수시장을 장
악하고 주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5개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의 내수시장 침투나 장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이유로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는 점’, ‘교육 분
야와 같이 국가적 특수성이 큰 분야도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해외 기업의 내수시장 침투 가능성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
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가능성
이 높은 영역은 OTT 서비스에서 콘텐츠 제작 부문이 해외 OTT 사업자를 통해 진출
하는 것, 메타버스에서 K-POP, 웹툰 등 콘텐츠/IP를 활용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해서 영어와 수학 등 특정 과목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는 플랫폼보다는 콘텐츠를 통해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적 결론
6

∙ 원격경제는 한국 서비스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
랫폼 사업자보다는 콘텐츠 제공자 부문의 가능성이 크다.
∙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도 수출산업으로 유망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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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과 정책 과제
1.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
3~8장에서 6개 분야의 원격 서비스를 사례로 다루면서 각각 우리나라 기업들이 택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팬데믹으
로 인해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거나 더 강화된 서비스 분야는 본 연구가 사례
로 다룬 6가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6가지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기업의 전략적
선택지들과 정부의 정책 과제는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에서 분야별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분야별 각론을 다시 논의하지 않고, 앞 절에서 사례
연구 종합을 통해 도출한 원격경제의 공통적 특징에 기반해서 총론에 해당하는 혁신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개요는 [그림 9-2]와 같다. 이하에서 제시할
혁신 전략은 기업을 위한 전략인데, 개별 기업의 전략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들의 집합이다.

[그림 9-2] 원격경제의 혁신 전략과 정책 과제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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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발점: 소비 행태의 전환 전략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현상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로 활용하려는 기업은 우선 이 강제된 소비 환경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 활동이 새로운 습관으로 고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의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는 온라인 환경이 주는 불편함과 한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온라인은 오프라
인에 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인지하는 것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소비자가 제품 및 서
비스를 주문한 이후 소유하기까지 시간 간격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온라
인이 지닌 근원적인 한계인데,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 VR/AR을 이용한 실감 디스플레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배송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둘째는 온라인 환경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리 기
하급수적 발전, 비경쟁적 사용,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소비, 재생산의 한계
비용 제로, 수확체증, 네트워크 외부성, 승자 독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오프라인 대비 장점으로 드러나서 소비자가 온라인이 가진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구현이 어
렵고 온라인에서만 구현 가능한 기능들이 온라인의 장점을 각인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비교 서비스는 그러한 예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의 기능이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나 오프라인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들에게 이 두 가지 방향은 가장 기본적인 혁신 전략일 것이다. 온라인 기업들은 다른
모든 혁신 이전에 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다른 모든 혁신의 시도들이
이 두 가지 목표와 양립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 결과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매
력도가 높아지게 하고 소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팬데믹 종식 후에도 소비자
들이 오프라인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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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지셔닝: 플랫폼 vs. 콘텐츠
디지털 전환, 온라인화, 원격경제는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 지형을 흔들면서
시작된다. 기존 산업과 ICT가 만나는 접점에서 산업 외부의 빅테크/플랫폼 기업과 신
생 스타트업들이 산업 내부로 침투해서 기존 기업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경제로의 진입은 각 기업들의 경쟁/
협력 전략을 요구한다.
한편, 원격경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플랫폼의 발달이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플랫폼의 발달이 용이하며, 플랫폼이
거대할수록 경쟁 구도나 생태계도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왜곡되기 쉽다.
위의 두 가지 사실, 즉 ① 원격경제는 세 그룹의 경쟁과 협력으로 시작되며 ② 원격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발달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경쟁 전략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신이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 이용자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6가지 사례연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원격경제는 플랫폼의 발달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섹터별로 플랫폼의
발달 정도가 다르다. 원격경제 생태계의 진화는 먼저 작은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이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져서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과점하게 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데, 각 섹터마다 진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섹터별로 기업 전략도 달라진
다. 둘째, 빅테크 업체들은 이미 대형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어서 플랫폼 경쟁에서 유
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새로 진입한 섹터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플랫폼을 키워서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기업이 방어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한국 기업이 플랫폼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콘텐츠
나 IP의 경쟁력을 가지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전망이 밝아 보였다.
원격경제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그
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될지를 포지셔닝해야 한다. 세부적인 혁신 전략은 그 다음에
수립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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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이 원격경제 섹터들 중에서 나오기를 희망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에 가장 적합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vs. 비즈니스 모델 혁신
온라인에 의존하는 원격경제에서 기업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혁신은 크게 기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으로 나뉜다. 여기서 기술적 혁신은 다시
데이터 기반 혁신과 기타 기술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기술적 혁신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마케팅 혁신,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데이터 기반 혁신과 그 외의 혁신으로 구분한 것은 원격경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원격경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온라
인화되는 순간 고객의 구매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상
대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이 용이하다. 그런데 이 데이터 기반 혁신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술혁신에서 이 부분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이다. 원격경제 기업의 경쟁력은 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
터 분석과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과 OTT와 같이 오
래된 서비스 섹터는 이 데이터 기반 혁신이 활발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6가지 섹터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온라인 쇼핑과 OTT 섹터
를 벗어나 다른 섹터로 가면 아직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섹터의 진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오래된 섹터와 달리 신생 섹터에서는 데이
터 기반 혁신이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단순 온라인화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사
실 이들에게는 데이터 기반 혁신보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섹터
자체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탐색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원격의
료의 경우 갈수록 데이터가 쌓이겠지만, 당장은 생태계 내의 여러 플레이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고 다양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수익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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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를 위해 좋을지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생태계의 진화 정도에 따라 기술적 혁신과 비기술적 혁신을 우선순위에 맞
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와해성 혁신 전략
마지막으로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전략이 가능하다. 하버드 경영대
학원의 Christensen(1997) 교수가 제안한 와해성 혁신은 기존 기업들이 고가 제품의
성능 경쟁에 매달릴 때 기능이 단순한 저가 제품으로 시장의 하단부에 진입한 신생
기업이, 차차 기술혁신을 통해 가격은 싸면서도 기능은 고급 제품에 필적하는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주류(mainstream)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존의
선도 기업들이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
인 사업의 타겟 고객과 공급사슬 상의 협력 업체가 모두 고급 사양만을 요구하기 때문
에 이들의 요구에 고착(lock-in)되어서 저사양 제품 생산자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저사양 제품은 경쟁 압력 없이 혁신을 통해 저렴한 가격
에 고사양을 갖춘 제품으로 발전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품질이 좋지 않은 서비스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환경을
상당 기간 조성해주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기회로 삼아 일단 저사양의 단순
한 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 진입한 후 점차 기술혁신을 통해 고사양의 서
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 전체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 갈 수 있다. 즉, 와해성
혁신을 시도하기 좋은 환경이 팬데믹 때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6가지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와해성 혁신 전략이 매우 드물었
다. 미국의 원격의료 업체 중 일부가 가격을 파괴하면서 시장에 진입해서 신선한 바람
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 와해성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관심이 가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례 외에는 6개 섹터
모두에서 와해성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이 눈에 띄지 않았다. 와해성 혁신은 주류 시장
을 우회해서 장악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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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출 병행 전략
한국의 서비스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내수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업의 해외 진
출을 막고 있던 제약들을 극복할 토대를 얻었고, 국가를 불문하고 활용될 수 있는 데이
터 기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앞서 사례연구에서 이러
한 변화를 인지하고 처음부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병행해서 공략하는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 스타트업 중에는 국내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등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뤼이드 등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이미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국내 서비스업이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 것은 원격 서비스가 가지는 두 가지
기본적 성격, 즉 원거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대면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것이 서비스업에서의 국경을 낮추거나 해체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언어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이
런 문제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어 교육이나 수학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런 영역을 필두로 향후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시장의 공략에 활용되는 혁신 전략은 앞서 열거된 것과 동일하다. 해당 업종이
처한 맥락에 따라 플랫폼 전략, 콘텐츠 전략,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병행해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격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원격경제의 발전을 위한 섹터별 정책 과제는 3~8장에서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총론
수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원격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요소가 많지 않다. 그래
도 언급이 필요한 정책 과제는 크게 규제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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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 정책
첫째, 진입 규제 완화의 기조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원격경제는 기본적으로 오프라
인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O2O 생태계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진입 규제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기존 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빅테크 업체들이 함께 진입해야 ‘정상적인’
원격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이들 사이에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데, 정부가 일정한 자격 요건으로 해당 섹터의 진입과 퇴출을 관리하는 규제산업의
경우에는 기존 기업 외의 주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서, 원격경제의 생태계가 구성되
지 못하고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섹터 전체의 발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고, 특
히 O2O 산업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원격경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진입 규제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되는 곳은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는 현재
코로나19 이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이전으로 회귀해서 제도적으
로 막아버리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모든 정책 이전에 진입
규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격의료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과
관련해서는 KERIS의 e학습터나 EBS의 온라인클래스와 같은 공공기관의 제품이 공교
육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민간 제품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품 자체의 우수성
과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 공교육
시장에서의 실적을 토대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둘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플랫폼의 발
달이 용이한데, 특정 플랫폼이 너무 비대해지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나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행동을 할 여지가 생
긴다. 따라서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데,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
에 대한 감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다. M&A를 통한 확장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스타트업을 인수할 대기업이 제한적이고 기존의 재벌 기업들과 다르게 신흥 플랫폼
기업들은 적정한 가격에 스타트업들을 인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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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 더 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나. 지원 정책
첫째, 데이터 인프라의 지속적인 강화가 중요하다. 원격경제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혁신은 데이터 기반 혁신인데,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대부분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데이
터이지만, 정부의 개방과 협조가 필요한 데이터들도 많다. 교육과 의료 분야는 공공
데이터의 협조가 중요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교육을 예로 들면, 인공지능이 교육에 기
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학습 분석과 진단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
는 맞춤 학습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은 실제로 뤼이드를 비롯한 에듀테크 스타
트업들이 성과를 보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의 양은 많
을수록 좋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 진단에 활용할 수 있
는 데이터를 어느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아서 어떻게 개방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는 원격의료의 발전과 별개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
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개발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도 건강보
험 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교육과 의료와 같이 공
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 산업용 펀드를 확충해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
적했듯이 플랫폼 vs. 콘텐츠의 구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콘텐츠에 강점이 있는데,
이 콘텐츠는 저변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서 펀딩을 받기 어려운 분야(예: 독립영화)
에 대한 Grant 형식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하고, 시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콘텐츠 전용 펀드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서 민간 자본을 유인하고 콘텐츠 분야의 투
자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모태펀드가 문화 콘텐츠 분야에 투자
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기조가 지속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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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소비자 설문조사 조사표
□ 원격경제 트렌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발생 후 비대면 서비스의 사용 증가와 향후 지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

(지도에서 광역단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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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년

※ 출생연도는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SQ4. 다음 중 귀하가 활용해 본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 활용해 본 서비스에는 응답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우와 가족 또는 지인이 활용하는 것을 가까
이서 본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 : 자녀의 원격학습을 부모가 지켜본 경우, 남편의 원격근무를
아내가 지켜본 경우 등도 서비스 활용 경험에 포함)

① 원격학습

② 원격의료

⑤ 음식 배달앱 서비스
⑦ 메타버스

③ 원격근무

④ 온라인 쇼핑

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 : 넷플릭스 등)

⑧ 없음 (→조사 중단)

<용어 설명>
* 원격학습: 학교나 학원의 수업을 사전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화상회의 도구
(예: Zoom)를 활용해서 실시간/원격으로 진행하는 것
* 원격의료: 화상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의사가 원거리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
* 원격근무: 직장 외 공간(집, 스마트워크센터, 공유사무실, 현장/이동 시 등)에서 일하는 것
* 메타버스(Metaverse):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존하는 세계로서,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예: 가상현실
콘텐츠, 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 제페토(Zepeto) 등 아바타 플랫폼, BTS의 가상 공간 공연 등)

A. 총론
A1. 다음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활용해본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① 원격학습

② 원격의료

⑤ 음식 배달앱 서비스
⑦ 메타버스

③ 원격근무

④ 온라인 쇼핑

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 넷플릭스 등)

⑧ 없음

A2. 다음 중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활용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많이 활용한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① 원격학습

② 원격의료

⑤ 음식 배달앱 서비스
⑦ 메타버스

⑧ 없음

③ 원격근무

④ 온라인 쇼핑

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 넷플릭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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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다음 중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를 모두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① 원격학습

② 원격의료

③ 원격근무

⑤ 음식 배달앱 서비스
⑦ 메타버스

④ 온라인 쇼핑

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 넷플릭스 등)

⑧ 없음

B. 원격학습
* 원격학습: 학교나 학원의 수업을 사전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화상회의 도구
(예: Zoom)를 활용해서 실시간/원격으로 진행하는 것

B1. (SQ4)에서 ‘1번’ 응답자) 귀하는 원격학습을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B2. 귀하는 원격학습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좋은
점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② 타 시도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본가에 머물 수 있으므로 학기 중 주거비/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
③ 동영상 학습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
④ 동영상 학습의 경우, 반복 시청, 잠시 멈춤, 몰아보기 등을 활용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⑤ 유명 강사나 세계적 석학의 강의도 쉽게 접할 수 있다
⑥ 화상회의 방식이 대면 수업에 비해 소통이 더 잘되는 측면도 있다
⑦ 기타(

)

348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B3. 귀하는 원격학습이 불편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기기 조작 미숙, 네트워크 끊김 등 기술적 문제가 있다
② 대면 강의에 비해 원활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
③ 실험, 실습, 시험 등 원격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④ 학습 집중도가 떨어진다(재미없음, 졸림, 딴짓)
⑤ 전반적으로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⑥ 기타(

)

B4.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원격학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의 활용 수준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줄어들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더 확대될 것이다.

1

2

3

B5.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원격학습을 활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B6. 귀하는 원격학습이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원격학습 전용 화상회의 SW 개발
② 타 학교 수업 수강을 위한 학점은행제 등 제도 개선
③ 재미있고 학습효과가 뛰어난 콘텐츠 개발
④ 신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발전(예: AI 채점, VR/AR/게임 활용 등)
⑤ 교사/교수의 수업 준비 강화 등 원격교육 역량 강화
⑥ 실험/실습 보완, 시험방식 개선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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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격의료
* 원격의료: 화상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의사가 원거리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

C1.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다

알고 있었다

1

2

C2. (SQ4)에서 ‘2번’ 응답자) 귀하는 원격의료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C3.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원격의료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종료

코로나19 종료 후

코로나19 종료 후

다시 금지될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

후에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1

2

3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4

C4.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원격의료가 계속 허용되는 것을 얼마나 찬성
하십니까?
적극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1

2

3

4

5

C5. (C4)에서 ‘4번’, ‘5번’ 응답자) 귀하가 원격의료의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의료 접근성 향상(우수한 병원, 의료진, 의료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
② 시간 절약(통원시간,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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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④ 의료비 등 비용 절감
⑤ 병원 방문이 곤란한 특정 질환 치료에 도움(성병, 정신질환 등)
⑥ 급성 질환의 치료에 도움
⑦ 만성 질환의 관리에 도움
⑧ 기타(

)

C6. (C4)에서 ‘1번’, ‘2번’, ‘3번’ 응답자) 귀하가 원격의료의 허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부정확한 진단, 오진 위험
② 편리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
③ 대면 진료에 비해 의사와의 소통 제약 등 서비스 질 저하
④ 개인정보 유출 우려
⑤ 대형병원 쏠림으로 동네병원 고사
⑥ 병원 민영화 촉발 및 의료의 공공성 약화 우려
⑦ 기타(

)

C7. 향후 원격의료가 제도화된다면 귀하는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C8. 귀하는 향후 원격의료를 이용한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치료
② (심장병 등)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관리
③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기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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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병, 정신질환 등) 병원 방문이 곤란한 특정 질환 치료
⑤ 특정 질환에 대한 2차 소견이 필요한 경우
⑥ 피보호자(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⑦ 초진 후 동일 처방이 필요한 재진의 경우
⑧ 원거리 병원 이용이 필요할 경우
⑨ 기타(

)

C9. 귀하는 원격의료가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가?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원격의료 진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SW, IoT 등)
② 원격의료 지원 인프라 개선(통신망, ICT 기기 보급 등)
③ 의료 전달체계 개선(의원급은 만성질환,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등)
④ 의료공공성 강화(대형병원 참여범위 제한, 공공병원 확충 등)
⑤ 의료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진료범위 확대 등)
⑥ 원격의료 적정수가 개발
⑦ 원격의료 서비스 남용 방지책 마련
⑧ 원격의료의 특성을 살리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 개발
⑨ 정보보안 강화
⑩ 기타(기입:

)

D. 원격근무
* 원격근무: 직장 외 공간(집, 스마트워크센터, 공유사무실, 현장/이동 시 등)에서 일하는 것

D1. (SQ4)에서 ‘3번’ 응답자) 귀하는 원격근무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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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귀하는 원격근무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출퇴근 시간과 비용 절약
② 원격지의 동료직원/고객과 소통/협업이 용이
③ 업무 공간 및 시간의 자율성 증대
④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
⑤ 도시 외곽으로 이사가 가능해서 주거비용 절감
⑥ 기타(

)

D3. 귀하는 원격근무의 안 좋은 점이나 부작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긴급 사안의 신속한 처리에 한계
②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에 한계
③ 직장 내 소통 및 조직문화 약화
④ 경력개발/교육훈련 기회 부족
⑤ 경계선 혼란(직장-가정, 일-여가)
⑥ 기타(

)

D4.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원격근무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의 활용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1

2

3

D5.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소속 조직이 허용한다면) 원격근무를 활용하
실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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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귀하는 원격근무의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지원용 디지털 도구 발전
② 가정 내 별도 업무 공간 및 설비 확보
③ 복무/보안/안전 등 원격근무 관련 직장 내부규정 제정
④ 새로운 형태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방법 개발
⑤ 가족들의 인식 변화 및 협조
⑥ 기타(

)

E. 온라인 쇼핑
E1. (SQ4)에서 ‘4번’ 응답자) 귀하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E2. 귀하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편리하다(24시간, 어디서나 구매 가능)
②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③ 과거 구매자들의 리뷰를 참고할 수 있다
④ 가격이 저렴하고 최저가 비교가 가능하다
⑤ 원하는 장소로 상품이 배송된다(자택, 선물 등)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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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귀하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원하는 제품을 찾거나 선택할 때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② 사진만으로 제품의 특성(크기, 색상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③ 어떤 제품은 오프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다
④ 결제 과정이 번거롭다(앱, 공인인증서 설치 등)
⑤ 반품 과정이 번거롭다
⑥ 기타(

)

E4.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의 활용 수준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줄어들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더 확대될 것이다.

1

2

3

E5.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E6. 귀하는 온라인 쇼핑이 더 확대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사진과 실물의 차이 줄이기
② 배송비 인하, 빠른 배송
③ 제품 가격 할인
④ 친환경/생분해 포장재 개발
⑤ 택배 노동자 보호 제도의 강화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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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음식 배달앱 서비스
F1. (SQ4)에서 ‘5번’ 응답자) 귀하는 음식 배달앱(“배달의 민족” 등)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F2. 귀하는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편리함
② 시간 절약
③ 다양한 선택지
④ 점주들의 매출 증대
⑤ 배달 일자리 창출
⑥ 기타(

)

F3. 귀하는 음식 배달앱 서비스의 안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
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식당에서 먹는 음식 맛을 유지하기 어렵다
② 포장재의 환경 호르몬과 쓰레기 처리 문제
③ 배송비 부담, 느린 배송
④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
⑤ 플랫폼 의존도 심화 및 불안정 노동자 양산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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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음식 배달앱 서비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의 활용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1

2

3

F5.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음식 배달앱 서비스를 활용하실 의향이 있습
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F6. 귀하는 음식 배달앱 서비스가 더 확대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배달 가능한 음식과 식당 확대
② 배송비 인하, 빠른 배송
③ 배달앱 수수료 인하
④ 친환경/생분해 포장재 개발/사용
⑤ 배달 노동자 보호 제도의 강화
⑥ 기타(

)

G.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G1. (SQ4)에서 ‘6번’ 응답자) 귀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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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귀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
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콘텐츠가 다양하고 방대하다
③ 이용료가 저렴하다
④ 시리즈물 몰아보기가 가능하다
⑤ 나의 시청 이력을 보고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
⑥ 기타(

)

G3. 귀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흡한 점이나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콘텐츠가 너무 많고 접근도 쉬워져서 동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났다
② 종종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몰입 문제가 발생한다
③ 콘텐츠 양은 많지만 콘텐츠 품질은 편차가 심하다
④ 소수 업체(넷플릭스 등)의 독과점화로 인한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파괴
⑤ 국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해외 업체(넷플릭스 등) 종속
⑥ 기타(

)

G4.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 시기의 활용 수준이

코로나 시기보다

줄어들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더 확대될 것이다.

1

2

3

G5.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활용하실 의향이 있
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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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귀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더 확대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
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양질의 콘텐츠 생산
②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③ 이용료 인하
④ 추천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 지원 강화
⑤ 인터넷쇼핑, SNS 등 타 서비스와의 연계 확대
⑥ 국내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보호 및 육성
⑦ 기타(

)

H. 메타버스
* 메타버스(Metaverse):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존하는 세계로서,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예: 가상현실
콘텐츠, 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 제페토(Zepeto) 등 아바타 플랫폼, BTS의 가상 공간 공연 등)

H1. (SQ4)에서 ‘7번’ 응답자) 귀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H2. (SQ4)에서 ‘7번’ 응답자) 귀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실 때, 1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를 메타버스에서 보내십니까?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

2

3

4

5

부록 359

H3. 귀하는 메타버스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감각적 몰입감
② 거리에 제약 없이 타인과 실감 나는 소통이 가능
③ 아바타를 통한 자존감의 대리 만족
④ 원치 않는 현실의 일상에서 탈출
⑤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가능
⑥ 기타(

)

H4. 귀하는 메타버스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현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몰입감
② 이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부족
③ 착용 장비의 불편함
④ 장비 구입 및 콘텐츠 이용의 경제적 부담
⑤ 폭력성 선정성 및 윤리적 문제
⑥ 가상과 현실의 혼란 및 공허함
⑦ 기타(

)

H5. 귀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메타버스의 이용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의 이용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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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귀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메타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H7. 귀하는 메타버스 이용 수준이 더 확대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몰입도 향상,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술개발
②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범용 플랫폼 구축
③ 전용 콘텐츠 생산・유통 시장의 활성화
④ 전용 장비 생산・유통 시장의 활성화
⑤ 법제도,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⑥ 기타(

)

자료분류용 질문

DQ1.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DQ2.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중/고등학교 재학 포함)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재학
④ 2/3년제 대학교 졸업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
⑦ 대학원 졸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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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3. 귀하의 월평균 총 수입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 월평균 총 수입은 응답자의 근로소득, 이자, 연금, 임대수입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⑦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⑧ 1000만원 이상
DQ4. 귀하는 어느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① 농/임/어업

② 공무원(공기업포함)

③ 교사/학원강사

④ 전문직

⑤ 경영직

⑥ 사무직

⑦ 생산/기술/노무직

⑧ 서비스/영업/판매직

⑨ 자영업

⑩ 프리랜서/자유직

⑪ 전업주부

⑫ 학생

⑬ 무직

⑭ 기타(기입: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62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부록 2｜전문가 서면 자문 질의서
1. 온라인쇼핑 전문가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서면 질의서는 이 과제 중에서 유통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쇼핑과 관련해서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분들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의 정의]
온라인쇼핑(on-line shopping)은 소비자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
인쇼핑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음식 배달서비스 포함, TV홈쇼핑과 카달
로그쇼핑은 제외)
[국내 유통산업/온라인쇼핑 현황(2020년 기준)]
-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9조 원 (2010~2020 연평균 성장률 20.3%)
- 소매판매액(서비스 제외)(475조 원) 중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127조 원)의 비중:
26.7%
- 주요 온라인쇼핑 기업 및 시장점유율: 네이버(18%), 쿠팡(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6%), 롯데온(5%), SSG닷컴(3%), 카카오(2%), 기타(41%)
- 주요 유통산업 기업 및 매출액($ Billion): 신세계(24.7), 롯데(20.5), 쿠팡(20.1),
네이버(14.3), 이베이(13.4), GS홀딩스(11.2), 현대백화점(10.2), SK텔레콤(8.4),
BGF리테일(6.8), 홈플러스(6.5) 등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쪽의 질문들에 대한 의견을 이유 및 근거와 함께 작성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문항별 답변은 1/4~1/2
쪽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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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미래에(약 3~5년 후) 국내 유통산업(오프라인, 온라인 포함)의 시장구조가 어
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업 수는 점유율 5% 이상의 대형사업자 기준)
① 1~2개 기업이 지배하는 독점적 구조 ② 3~5개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
③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 ④ 10개 이상의 기업 간 완전경쟁적 구조
⑤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시장구조 (

)

<이유 및 근거>

2. 가까운 미래에(약 3~5년 후) 국내 유통산업(오프라인, 온라인 포함)은 기존 기업, 스
타트업,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기존 기업(신세계, 롯데 등)
② 스타트업(쿠팡, 마켓컬리 등)
③ 빅테크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
<이유 및 근거>

3. 가까운 미래에(약 3~5년 후) 글로벌 유통기업(아마존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어떻
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글로벌 유통기업(아마존 등)의 국내 시장점유율 (

)%

<이유 및 근거>

4. 가까운 미래에(약 3~5년 후)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내 유통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비중 (

)%

<이유 및 근거>

5. 위의 3번과 4번 문항의 답변을 바탕으로 국내 유통기업의 글로벌기업 대비 약점을
기술이나 사업모델 등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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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및 글로벌 유통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 또는
사업모델 측면의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사업모델 혁신>

7. 가까운 미래에(약 3~5년 후) 국내 및 글로벌 유통산업에 파괴적인 혁신기업(예. 자동
차산업의 테슬라)이 등장한다면 어떤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파괴적 혁신기업의 모습>

8. 현재 국내 유통산업은 배달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포장재 과다 사용, 플라스틱 과
다 사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산업의 사회
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를 선택하셔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안>

9. 국내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를 선택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① 기술개발 지원

② 해외진출 지원

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④ 플랫폼 노동자 보호

⑤ 포장재/플라스틱 규제

⑥ 기타 (

<구체적인 내용>

♣ 서면 자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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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TT 산업 전문가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서면 질의서는 이 과제 중 OTT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작
성되었습니다.
[OTT 서비스의 정의]
통신 사업자, 방송 사업자, 제3사업자(예: 넷플릭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
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OTT 서비스의 구현 과정 및 국내 산업구조]

OTT 서비스 구현 과정

국내 OTT 서비스 산업구조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쪽의 질문들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의 분량은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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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전망) OTT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장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정화되어서 극장과 공연 산업이 이전 수
준으로 회복된 뒤에, OTT 서비스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현재 수준을 유지,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 등)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2. (산업구조 전망) OTT 서비스의 등장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구조와 경쟁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방송, 영화 등)가 OTT 플랫폼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 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기존의 콘텐츠가 OTT 플랫폼을 통해 서비
스되면서 콘텐츠 제작사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플랫폼과 국내 토종 플랫폼 사이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다음의 세부 질문에 답
변 부탁드립니다.
2-1. (레거시 미디어) OTT 서비스 생태계가 더 발전하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공중파
방송, 종편, 극장 체인 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2-2. (플랫폼 경쟁) 국내 시장에서 해외 OTT 플랫폼과 국내 토종 플랫폼 사이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경쟁의 결과, 가까운 미래에(약 3~5
년 후) 국내 OTT 플랫폼 시장은 어떤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기업 수는
점유율 5% 이상의 대형사업자 기준)
① 1~2개 기업이 지배하는 독점적 구조 ② 3~5개 기업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
③ 5~10개 기업이 분할하는 경쟁적 구조 ④ 10개 이상의 기업 간 완전경쟁적 구조
⑤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시장구조 (

)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2-3. (콘텐츠 제작자)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보듯이 OTT 서비스의 확대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배우/가수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
로 보입니다. 향후 국내의 OTT 산업 생태계에서 콘텐츠 생산 주체들의 미래는 어
떻게 예상하십니까?

부록 367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2-4. (콘텐츠 경쟁력)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인
정을 받고 있습니다. 귀하가 보시기에 한국이 가진 콘텐츠(음악, 영화, 드라마, 웹
툰, 웹소설 등 포함)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의 원천, 이유 및 근거>

2-5. (기타 플레이어) OTT 생태계 내에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플레이어(예: 통신사
업자 등)가 있다면, 그들의 현재 역할과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플레이어 설명>

3. (혁신 전망) OTT 산업의 경쟁력은 일차적으로 콘텐츠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콘텐츠 외에도 데이터 기반 혁신, 기타 기술 혁신, 마케팅 혁신, 비즈니스 모
델 혁신(구독 모델 등), 제작 프로세스 혁신 등 다양한 혁신들이 각 주체들의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혁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혹은, 국내외
OTT 생태계의 플레이어들 중 주목할 만한 혁신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상 내용 혹은 사례>

4.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국내 OTT 시장에는 이미 해외 사업자가 진출한 상태
라서 일차적으로는 국내 시장을 지키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해
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OTT 사업
자, 콘텐츠 제작자 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현
재 해외 시장 진출 움직임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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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선택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 기업들(OTT사업
자, 콘텐츠 제작자, 통신사업자 등)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
을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적 선택지와 각 선택지별 전략들>

6. (종합) 본 연구는 위 그림과 같이 원격의료 생태계의 진화를 “플랫폼의 발달 정도”와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서비스가 온라인화되면 산업구조 측면에
서는 플랫폼 발달이 용이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6-1.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의 OTT 생태계는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6-2.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OTT 생태계는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6-3.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미국 등 선진국의 OTT 생태
계는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6-4.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OTT 생태계는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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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1~6-4번의 응답을 바탕으로 국내 OTT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 대비 약점을 기
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정책) 마지막으로 국내 OT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특히 국내 주체들이 국내 시장
을 지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역, 규제 강화/완화가
필요한 영역, 기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 콘텐츠 펀드 확충, 연기자 및 스탭의 노동 환경 감독,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
도 재정비, 망중립성 관련 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정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조사 등)

-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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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근무 전문가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서면 질의서는 이 과제 중 원격근무
(remote work) 부문과 관련해서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원격근무 정의]
직장 외 공간(집, 스마트워크센터, 공유사무실, 현장/이동 시 등)에서 일하는 것
[원격근무 활용 현황 및 전망]
2021년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무직 기준으로 91.5%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43.6%는 포스트 코
로나 시기에도 재택근무를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
[원격근무 솔루션 주요 기능 및 예시]
화상회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자료 공유, 공동 훈련, 전문가 회의, 공동 설계 등
원격협업, 가상 공간에서의 원격 업무
[원격근무 솔루션 시장의 주요 기업군]
기존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 시스코(WebEx), 어도비(Connect) 등
빅테크 기업: 구글(Hang out), 마이크로소프트(Teams)
한국 대기업: NHN(두레이), 카카오(카카오워크), 삼성SDS(브리티웍스) 등
스타트업: 줌(Zoom), 토스랩(잔디) 등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쪽의 질문들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의 분량은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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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원격근무 솔루션 산업> 생태계의 발전 정도를 아래 그림과 같이 “플랫폼
의 발달 정도”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1.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2.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4.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원격근무 솔루션 기
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5. 1~4번의 응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 대비 약
점을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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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지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7. 우리나라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8. 우리나라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
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
랍니다.

9. 우리나라 원격근무 솔루션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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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버스 전문가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서면 질의서는 이 과제 중 메타버스 부문
과 관련해서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작성되
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경제의 부상과 혁신’의 주요 척도인 “플랫폼의 발달 정도”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산업은 생태계의 발전수준을 보려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요 기업군]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한국 중견/대기업:
(국내 외) 주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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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
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별 복수응답 가능)
2.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중견/대기업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별 복수응답 가능)
3.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메타버스 스타트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별 복수응답 가능)
4.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기업별 복수응답
가능)
5.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중견/대기
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기업별 복수응답 가능)
6.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스타트업들
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별 복수응답 가능)
7. 향후 10년 내에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으로부터의 우리나라 메타버스 시장의 수성 가
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낮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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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페토 외에 향후 10년 내에 다른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
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AI/데이터 기반 혁신 사례의 사례들을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10.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분야의 데이터 기반 혁신이나 플랫폼 진화를 막는 주요 장
애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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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격교육 전문가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이라는 제
목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서면 질의서는 이 과제 중 원격교육 부문과
관련해서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작성되었습
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의견을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교육 정의]
○ 정규 교육과정이나 학원 수업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 실시간 화상 수업, 녹화된 동영상을 이용한 수업 모두 포함
-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등 신기술을 이용하는 에듀테크 기업도 포함(온라인과 결
합하기가 용이하므로 원격교육과 함께 고려함)
[원격교육 예시]
○ 정규 교육
- 초,중,고,대학의 정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화상 수업, 녹화된 동영상 수업
○ 사교육
- 초중고 사교육에서의 인터넷 강의와 동영상 수업(메가스터디 등)
○ 어학 교육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영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수업과 동영상 수업
(산타 토익 등), 원어민과의 1:1 회화 수업 등
○ 성인 교육
- 공무원 시험 등 취업 및 자격시험 학원의 온라인 수업과 동영상 수업
- 취미, 재테크, 자기계발 등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수업과 동영상 수업
○ 기타
[원격교육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 정규 학교
○ 각종 학원(초중고 사교육, 어학 교육, 성인 교육 등)
○ 대기업(대교, 웅진, 교원, 메가스터디 등)
○ 에듀테크 스타트업(뤼이드, 노리, 매스프레소, 에누마, 튜터링, 텔라, 엘리스 등)
○ 화상회의 솔루션 회사(Zoom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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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전망)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추진되거나(정규교육
의 경우)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사교육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정화
되어 대면 활동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온라인 방식의 원격교육은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래 세부 질문을 통해 각 부문별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1-1. 초, 중, 고, 대학의 정규 교육은 과거의 대면 교육 체제로 완전히 복귀할까요? 아니
면 일부라도 온라인 교육이나 동영상 교육이 보완 수단으로 남을까요?

1-2. 초중고 사교육과 어학 교육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오프라인 학원과 (대기업 중심
의) 인터넷 강의가 공존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3. 취업, 자격시험, 취미 등 성인 교육에서의 원격교육 활용도는 코로나19 이후 어떻
게 변할까요?

2. (산업구조 전망) 최근 교육산업의 중요한 변화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진입해서 기존 교육기관들(학교, 학원)이나 기존 교육기업과 협력하거나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기존 기관이 활용할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지
만, 기존 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1. (변화 정도) 이들을 통해 향후 교육 산업의 구조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전망과 함께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로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교육기업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기업의 등장, 기존 학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교육 서비스의 등장, 기존 정규 교육체계를 파괴적으
로 변화시키는 교육 서비스의 등장 등을 의미합니다.)

<전망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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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대 플랫폼 등장 가능성) 다른 산업의 경우 대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플랫폼 기업(아마존, 카카오 등)이 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거대 플랫폼이 발달하고 이들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고객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분절되어서 타 산업과
같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시장 과점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망 및 근거>

3. (혁신 전망) 최근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혁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축으
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합니다.
(1) 혁신의 정도: 단순 온라인화 vs. AI 등 신기술 활용
- 단순 온라인화: 유명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 동영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온라인의 이점(① 다수의
동시 접속, ② 어디서나 편리한 이용, ③ 반복 시청 가능)을 살리는 비즈니스 모델
- AI 등 신기술을 활용: 신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예:
뤼이드의 산타 토익)
(2) 적용 분야: 특정 과목에 적용 vs. 여러 과목과 기관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
- 특정 과목에 적용: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에 적용하는 기술
- 범용 기술: AI 챗봇 조교와 같이 여러 교육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3-1. 최근 교육 분야의 혁신을 이렇게 분류했을 때, 현재 가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혁신은 어느 쪽일까요? 이유와 더불어 사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전망, 이유, 사례>

3-2. 위에서 제시한 분류로 포괄되지 못하는 다른 혁신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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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해외의 교육 관련 기업(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등)이
새로운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기업이나 교육 기관들이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
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상, 전략>

5.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현재 일부 교육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데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전략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상, 전략>

6. (종합)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의 진화를 “플랫폼의
발달 정도”와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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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교육/에듀테
크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영역/분야별로 위치가 다른 경우, 영역/분야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2.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은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영역/분야별로 위치가 다른 경우, 영역/분야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3.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교
육/에듀테크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영역/분야별로 위치가 다른 경우, 영역/분야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4.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원격교육(에듀테
크)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 영역/분야별로 위치가 다른 경우, 영역/분야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5. 6-1~6-4번의 응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격교육/에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기
업 대비 강점과 약점을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
다. (※ 영역/분야별로 강약점이 다른 경우, 영역/분야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점(S)

약점(W)

7. (정책) 끝으로, 우리나라 원격교육/에듀테크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특히 국내 주체들
이 국내 시장을 지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가 있다면 자유
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전략>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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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격의료 전문가 서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서면 질의서는 이 과제 중 원격의료
(telehealth) 부문과 관련해서 현황 및 전망,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
신 의견을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의료 정의]
보건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원격의료 현황 및 전망]
○ 미국: 2021년 7월 기준 미국 FAIR Health 데이터에 따르면 원격의료 청구건수는
전체청구건수 대비 4.2%로 코로나19 판데믹 이전인 2020년 1월에 0.2%에 비해
21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한국: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허용되었으며, 2020. 2. 24. ~
2021. 5. 16일까지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원격의료 서비스제공 건수는
208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주요 서비스 및 예시]
○ 화상진료, 전화진료, 문자 및 메시지 기반 진료, 원격검진, 2차소견, 원격판독, 원
격병리, 원격상담, 원격처방, 온라인약국, 원격환자모니터링, 원격협진
[원격의료 주요 기업군]
원격의료 기업: Telaldoc, Doctor On Demand, Amwell, 핑안굿닥터
빅테크 기업: 구글, 아마존, 애플, MS
한국 대기업: 네이버(라인헬스케어: 일본)
한국 스타트업: 닥터나우, 닥터콜, 솔닥, 닥터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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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전망)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일시 허용하여 국
내 원격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1. 귀하는 향후 원격의료 규제 등 국내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예: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서비스 중 일부/전체 서비스의 영구 허용, 의약
품 배송 서비스 허용,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확립 등)
<변화의 당위, 이유 및 근거>

1-2. 귀하의 생각과 별개로, 향후 국내 제도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2. (시장 전망) 귀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정화된 이후 한국 원격의료의 규제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허용적으로 변화된다면, 국내 원격의료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규제가 더 풀려도 원격의료 서비스는 크게 확대되
지 않을 것이다. 규제가 풀리면 원격의료가 크게 확대되어 보편화될 것이다 등)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3. (산업 구조 전망) 한국 원격의료 규제가 더 허용적으로 변화된다면, 국내 산업구조는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다음 두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경쟁구도 측면) 국내의 주요 플레이어들 중 어느 그룹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대형 병원, 개인 병원, IT 대기업(네이버, 카카오 등), 신생 스
타트업 등)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3-2. (플랫폼 발달 측면) 국내 원격의료 생태계를 플랫폼 사업자와 여기에 제품/서비스/
기술 등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구분할 때, 국내 생태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
상하십니까? (예: 누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점해서 규모를 키우고, 누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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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되는 형태로 성장한다든지..)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4. (혁신 전망) 한국 원격의료 규제가 더 허용적으로 변화된다면, 국내 플레이어들은 시
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로 어떤 혁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십
니까? 혹은 현재 국내 플레이어들 중 주목할 만한 혁신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
니다. (예: 빅데이터/딥러닝 등 데이터 기반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이외의 기술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 등)
<예상 내용 혹은 사례>

5.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한국 원격의료 규제가 더 허용적으로 변화될 때, 미국,
중국 등 해외의 원격의료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고 이에 대해 우리 기업/병원이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고 보십니까? (예: 텔레닥이나 아마존이 국내 원격의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국
내 기업/병원에게는 이런 저런 선택지가 있다. 혹은 국내 시장 진출은 못할 것이다)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6.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한국의 병원, 약국, IT 기업, 스타트업 등 원격의료
플레이어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경우 우리 플레이어들의 전략적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
다고 보십니까?
<예상 내용, 이유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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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원격의료 생태계의 진화를 “플랫폼의 발달 정도”와 “혁
신 정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서비스가 온라인화되면 산업구조적 측면에
서는 플랫폼 발달이 용이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7-1.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의료 기업들
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7-2.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원격의료 기업들이 위의 ①~
⑨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7-3.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원격의
료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7-4. 귀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 원격의료 기업들이
위의 ①~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7-5. 1~4번의 응답을 바탕으로 국내 원격의료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 대비 약점을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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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미래 팬데믹 전망
1. 들어가며
코로나19에 이은 팬데믹이 과연 이번 세대 안에 다시 올지, 혹은 온다면 얼마나
빨리 올지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동물의 집단서식지의 파괴, 인간
과 동물의 지속적 접촉의 증가 등으로 인해 팬데믹이 생각보다 더 빨리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과거 감염병 확산을 위해 병원균 혹은 바이러스를 빠르게 예측하여 대응하는
PREDICT가 주요한 감염병 확산 대비 연구였다. 하지만 점차 인간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주변 환경의 건강까지 염두에 두어 예방하는 원 헬스(One Health) 중심으로
변환하고 있다.

2. 팬데믹 언제 어떻게 다시 올까?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중심에 있기에,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팬
데믹이 종식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issler et. al. (2020)은 코로나19, 즉
SARS-CoV-2의 발병은 사회적 대응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신의 면역 기간에 따라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재창
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아직 백신이 형성하는 중화항체 유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다. 백신이 지속적인 면역을 갖지 못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재감염 되는 풍토병화 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백신의 면역이 영구적이거나, 감염 후 회복 뒤 면역이 영구적이라면 2021년
이후 사라질 수도 있다. 바이러스와 백신의 면역 능력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병 상황은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상황이다
(Scudellari, 2020).
코로나19는 스페인독감에 이어 100년 만의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
음 팬데믹은 생각보다 빨리 닥칠 것이라는 예견이 있다. 최근 주요 전염병의 발생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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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사회 및 환경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Murdoch, 2000; Barclay, 2008)). 네이처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1940년에서 2004년 사이에 335건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
는데, 이 중 60.3%가 인수공통감염병이었으며, 대부분 야생동물로부터 기인했다
(Jones, et al. 2008). 또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벡터 매개 질병은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이는 해외여행과 무역이 확산함에 따라 질병원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으
며, 인간과 동물이 산림 벌채와 동물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2007년 팬데믹 발병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년 안에 팬데
믹의 발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Bickis et al., 2007).

[그림 부록-1] 1970년 인수공통 감염병의 출현

출처: Mors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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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Wille et. al., 2021). 인수 공통감염
병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게 전염병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인류는 여전히 전체 동물
도 아닌 포유류가 가진 바이러스의 0.001%만 확인했으며, 이 또한 인간에게 이미 감
염을 일으킨 몇몇 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이렇기에 여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의 위험에 대한 감시는 동물 보유 인플루엔자 감시, 인간 보유 인플루엔자 감시, 인
플루엔자 감시에 대한 시퀀스 기반 위험 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Neumann & Kawaoka, 2019).

3. 팬데믹 장단기 예측 프로젝트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팬데믹과 엔데믹 등 글로벌 혹은 국지적 감염에 따른 위
험을 예측하고 있다. 2003년 캐나다에서는 사스로 인하여 토론토에서만 44명이 사망
하고, 캐나다 전체에서 약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에서는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중 하나가 블루닷(Blue
Dot)이다(박준현, 2020). 2013년 캐나다의 캄란 캄은 감염병을 예측하는 블루닷을
설립하였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시 감염자의 의료 데이터와 수십억 건의
항공편을 분석하여 서아프리카에서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였다. 2016년 지카 바이러
스 창궐 시에도 브라질에서 미국 플로리다로의 전파를 예측하였고, 임산부 84명이 지
카 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인하였다. 블루닷은 언론 보도, 항공, 동식물, 기후, 인구, 의
료 정보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 등의 질병 관련 주요 기관의 데이터
를 AI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
방센터보다 이른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의 집단 감염을 예측했다. 블루닷의 질병
예측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12개국의 항공사와 보건기관, 관련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08년 구글 플루 트렌드, 2013년 감성 분석 회사인 크림슨
헥사곤 등에서도 인터넷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해 감염성 질병을 예방
하거나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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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관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결과가 과대 평가
될 수 있다(Al-Surimi et al., 2016).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전염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 PREDICT 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시작하였다(USAID, 2020). 이 프로
그램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원인 바이러스를 수집하고,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1,200개의 바이러스를 감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USAID의 신종감염병대응 프로그램
인 Emerging Pandemic Threats 중 하나로 ① 기존 인플루엔자가 미치는 위험 감
소, ② 미래의 팬데믹 위험의 확산과 발생 파급 영향 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코로나바
이러스, 파라믹소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필로바이러스 등, 팬데믹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감지 및 진단 역량 강화 등 예측에 초점을 맞
추었다. 2009년부터 29108년까지 2억 달러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였
다. 2020년 프로그램 중지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2020년 4월 1
일 긴급자금 226만 달러를 추가 지원 받아 프로그램이 6개월간 연장되었다.
PREDICT의 결과 중 하나로 연구진은 바이러스의 종, 숙주종, 탐지 국가와 같은 32가
지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점수화하여 알려주는 Stop Spillover라는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Richards, 2021).

4. 팬데믹 재창궐의 주요 감염원 및 근본 원인
PREDICT에 따르면 새로 출현하는 질병의 75%는 코로나19처럼 야생동물 및 가축
과 인간 사이의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인수감염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동물로는 박쥐,
모기, 낙타, 돼지 등이 주요한 위협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쥐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바이러스의 원인이었다(Constable, 2021a). 여러 차례 과도한 인간 주거지의 발전으
로 박쥐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위험이 커지고 있다. SARS 바이러스 이외에도 니파
(Nipah)가 다음 팬데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니파는 긴 잠복기를 갖고
있어 전파력이 높으며, 기침, 인후통, 피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며 심하게는 발작과
사망에 이르는 뇌염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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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는 매년 7억 명을 감염시키고, 1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질병을
전달하고 있다. 모기는 과거 역사에서 여러 차례 팬데믹을 발생시켰다(Kushner,
2021a). 인간은 전 세계를 다니며 질병을 옮기는 모기를 무의식적으로 옮기며 한 지
역의 토착 질병을 전 세계로 퍼트리고 있다. 유럽인들이 미 대륙에 도달하기 전, 미
대륙에는 말라리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콜럼버스 이후 말리리아는 미 대륙의
토착 질병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새로운 질병이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었다.
1999년 아프리크 북부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2013년
뎅기열이, 2015~2016년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매개로 미국으로 전파되
었다.
낙타는 코로나19 보다 최소 10배 더 치명적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유발하
였다(Kushner, 2021b). MERS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발병 이후 전 세
계에서 최소 629명이 사망했다. 기후 위기로 인하여 낙타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뭄이
더욱 자주, 더욱 장기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물 없이 몇 주간 생존할 수
잇는 낙타를 제외한 다른 가축을 키우는 것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낙타의 수가 급격
히 증가하여 낙타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을 새롭게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
다. 다른 동물은 짧은 수명으로 인하여 질병의 보균 기간이 길지 않지만, 낙타는 15년
에서 20년을 살기에 그 위험은 다른 동물 보다 크다.
돼지는 2009년 H1N1 바이러스의 원인을 제공하였다(Constable, 2021b). 멕시코
중부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같은 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보고되었
으며, 6월이 되자 전 세계 74개국으로 확산되었다. 1년 후 WHO가 대유행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최소 15만 1700명에서 최대 57만 5400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매년
계절성 독감이 되어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 돼지는 인간과 많은 질병을 공유하기에
돼지는 바이러스의 기원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페트리 접시 역할을 한다. 인간과 새
등 다른 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혼합된 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생
성한다. 인간이 돼지를 사육하며 매우 긴밀하게 접촉하기에 더욱 위험한 바이러스를
형성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가까워진 세계로 인하여 돼지에서 혼
합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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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전염병은 인간과 동물이 새롭게 만나거나 더욱 빈번하게
만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 동물의 삶이 변화하거
나, 인간의 거주 지역 확대로 인해 동물의 집단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인간이 질병을 통제하던 집단 기억의 약화에
서도 다시금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태도 변화시킨다.
Beyer et al.(2021)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박쥐가 선호하는 산림 서식
지를 성장시켜 중국 남부의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은 이 지역 박쥐
의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난 세기 동안 중국 윈남성 남부에 40종의 박쥐가 추가로
유입됨에 따라 약 100종의 박쥐 매개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의 박쥐가 서식지를 변경하였고, 박쥐들은 바이러스를 갖
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박쥐를 포함한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나 진드기
등의 여러 매개체들이 행동 범위가 바뀌며 팬데믹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기후변
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때 수인성 감염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인간 활동 지역의 증가와 더욱 빈번한 지역 간 교류는 팬데믹을 앞당기고 있다
(Dulaney, 2020). 예를 들어 UN 식량농업 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라틴 아
메리카는 8800만 헥타르의 산림을 벌채했다고 밝혔다. 산림을 농지와 목초지로 전환
함에 따라 다양한 동물이 서식지를 잃고 이동하거나, 인간 곁에서 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염병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교차 감염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 앞서 말했듯
돼지와 같은 가축은 인간 및 여러 동물의 질병을 혼합하는 펫트리가 되어 새로운 변종
을 만든다.
팬데믹 발생의 또 다른 가능성은 집단 기억의 상실이다(Donahue, 2020).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시절 마스크의 착용이 이 치명적인 질병을 막는 방법이라고 다들 동
의하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에서 몇몇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고, 마스크에 대한 맹목적 거부는 그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전염병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집단 기억의 상실은 팬데믹의 위협을 경
시하거나 사기로 매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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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추진 중인 팬데믹 대비법
코로나19 팬데믹은 USAID의 팬데믹 대비 프로그램임 PREDICT가 종료된 뒤 얼
마되지 않아 시작되었다. 이후 PREDICT가 추가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바
이러스 식별 작업을 통한 팬데믹 대비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여전히 99%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대한 작업은 여전히
무한한 과학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Carlson, 2020).
PREDICT와 같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대비하는 작업과 더불어, 인간은 물
론 동물과 생태계 전반에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원헬스(One Health) 프로젝
트가 진행 중이다. 원 헬스는 1855년 독일 의사 루돌프 피르호(Rudolph Virchow)
가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단어를 만들고, 1984년 수의역학자 캘빈 슈바베(Calvine
Schwabe)가 동물과 인간 의약품을 통합하는 ‘원 매디슨(One Medicine)’을 주장한
것이 효시다.
원헬스는 신종 전염병을 제어하는데 있어 의학과 수의학만으로 대응과 통제가 불가
능하다는 인식 아래 기후 변화, 항균제 내성,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 자본주의적 생산
과 소비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대응한다(김재호, 2021). 원헬스는 팬
데믹 관리에서 네 가지 이바지를 한다. 첫째 동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과 동물 모두를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한다. 종 전체에 걸쳐 유사한 유전자형
을 공유하는 새로운 감염원을 발견하고, 시공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더욱 용
이해진다. 둘째 원헬스는 서로 상충되는 영역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을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꾀한다. 셋째 동물 시장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섞여 감염이 교차되
는 감염의 핫스팟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헬스는 감염성 질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정한 해결을 강조하기
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한다.
원헬스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질병 통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EPT는 One Health Workforce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비영리 단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바이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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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원헬스 유럽 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원 헬스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원헬스의 실용성을 둘러싸
고 논쟁이 있지만, 감염병의 확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에, 원 헬
스 관련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김재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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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Advent of Contactless Economy and Accelerated Digital Transformation
of Service Industry
･Project Leader: Seok-Kwan Kim
･Participants: Byongsam Choi · Ungkyu Han · Heetae Yang · Junghyun Yoon
· Pyoungyol Jang · Hyunchul Kim · Gaeun Kim · Aram Lee ·
Jonglip Kim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in which contactless activities that started due
to COVID-19 continue in the areas of work, leisure, consumption, education, and
medical care are defined as “contactless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less economy
focusing on some service sectors, and to find innovative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rise of the contactless economy. First, some representative contactless services
were select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diffusion of the contactless economy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impact of the transition to contactless services on
industrial structure and innovation patterns analyzed. Third, the degree of
evolution of the contactless economy ecosystem an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re predicted and policy options are suggested.
A consumer survey on 2,000 citizens was conducted to identify trends in the
contactless economy. As a result of the consumer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7 types of contactless services can be grouped into 3 groups: Growth phase
(online shopping, delivery app service, OTT service), early-quick acceptance
(remote work, metaverse), early-slow acceptance (remote learning, telemedicine)
Case studies for 6 sectors are conducted with the same analytic framework: ①
online shopping, ② OTT service, ③ remote work, ④ metaverse, ⑤ remote
education, ⑥ telemedicine. By synthesizing case studies, the characteristic
patterns appearing in the contactless economy are summarized into several
‘analytical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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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tical Conclusion 1 (continuing service): contactless services that have
been expanded due to COVID-19 will not decrease again even if
COVID-19 is over or stabilized. This is because the mechanism that leads
to forced use environment → innovation by companies → formation of new
consumption habits of consumers → continuous use is in operation.
○ Analytical conclusion 2 (competition structure): The transition to the contactless
economy reorganizes the industry’s competitive landscape into a three-party
structure of ① existing companies, ② big-tech companies, and ③ new
start-ups,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etitive landscape into a three-way
structure is a typical pattern when an industry experiences digital
transformation.
○ Analytical Conclusion 3 (platform): The contactless economy can also be
viewed as an online economy and a platform economy, because the
development of platforms is easy in the online worl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platforms varies by sector. In the old sector (online
shopping), the platform has developed, and in the new sector, the platform
is being formed. Big-tech companies are advantageous in that they already
have a platform, but they do not lead the market in all sectors.
○ Analytical Conclusion 4 (innovation pattern): Data-driven innovation in the
contactless economy is not yet universal. In sectors where contactless
services are in their infancy, business model innovation is more important.
Disruptive innovations are rare in the contactless economy.
○ Analytical Conclusion 5 (institutional factor): Telemedicine is highly likely
to be institutionally established in Korea. It is a time for social discussion
and consensus on the specific extent to which telemedicine is permitted.
○ Analytical Conclusion 6 (market): The contactless economy can be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o develop into an export
industry, and the possibility of content providers is greater than that of
platform operators. Customized learning service using AI is also a
promising area f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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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these analytical conclusions, we suggest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① Regulatory Policy
①-1 Deregulation of entry: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uncertainty in the
industry by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telemedicine. Open the market
for online classroom support software used by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to private companies.
①-2 Regulation on platform business: It is necessary to monitor unfair
transactions, worker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but
excessive overlapping regulations should be avoided, and domestic
platform companies taking over domestic startups are encouraged
② Promotion Policy
②-1 Continuous strengthening of data infrastructure: The openness of public
data should be expanded for areas requiring data from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②-2 Expansion of funds for the content industry: To ensure that the source of
content is not exhausted through grant type support for areas that are
difficult to receive investment in the market, and create a contents
industry funds for marketabl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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