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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는 물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민간 사업자는 물론 산업에 대한 적합한 규제 및 진흥책을 시행해야 하는 공공
영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 업계 내에
출현하고 있는 주요 신규 서비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Ⅱ. 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전략의 등장
1. 네비게이션 서비스의 진화를 보여준 ‘웨이즈(Waze)’
2. 날씨 정보 앱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스카이모션(SkyMotion)’

Ⅲ. 	이미지·동영상에 이은 오디오 콘텐츠 공유 시대의 도래
1. 음원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뉴플레잉(#nwplyng)’
2. 소셜 오디오 공유 플랫폼으로 주목 받는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

Ⅳ. 웨어러블(wearable) 단말 등장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서비스
1.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소프트뱅크 헬스케어(SoftBank Healthcare)’
2. 사용자의 모든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깅 앱 ‘사가(Saga)’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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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69년 美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이 구
축한 군사용 통신망 ‘알파넷(ARPANET)’을 모태로 탄생한 인터넷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며 전세계적으로 빠른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2013년 2월 자료
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27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 말에는 전체
가구의 41%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총소득(GNI) 대비 인
터넷 평균 이용 비용이 지난 5년 사이 82% 감소하는 등 접근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세계 모
든 사용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터넷 지구촌’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１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기반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
역시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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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oston Consulting Group, MarketingChart 재인용(2012)

[그림 1] 인터넷 경제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2010)

１ ITU releases latest global technology development figures, ITU, 2012.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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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정보 검색, 광고, 게임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2010년
G20 국가 기준 이미 2조 3,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이탈리아나 브라질의 국내총
생산(GDP)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2016년에는 해당 규모가 4조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２ 시장분석기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나 2010년
기준 영국 등의 인터넷 경제 파급 효과가 GDP 대비 최대 8.3%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３
이 같은 추세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의 확산으로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ITU는 2013년 말까지 전세계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70억 명에 이를 것이며 세계 6개 대륙
중 4개 대륙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던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새롭게 인터넷 서비스의 잠재 고객
으로 편입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
컨대 대표적인 SNS 사업자 페이스북４의 경우 서비스 지루함을 이유로 미국의 10대 사용자
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５ 또한 지속적인 팽창세를 나타냈던 모바일 단말
시장 역시 최근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조사업체 IDC는 사용자들이 보다 새로운 단
말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했던 2013년 태블릿 PC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６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과거에 다루
지 않았던 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용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PC 및 모바일 단말을 이을 차세대 단말 플랫폼
에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 등 미래 인터넷 산업 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트렌드의 변화 양상을 부분적으로
나마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２ The Internet Economy in the G-20, BCG, 2012.3.29 참조
３ Internet Economy Reported Contributing to 4.7% of US ’10 GDP, MarketingChart, 2012.3.20 참조
４ 시장조사업체 드림그로우(Dreamgrow)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Facebook의 전세계 SNS 시장 점유율은 57.13%
로 업계 1위를 기록
５ It’s Official: Teens Are Bored With Facebook, Business Insider, 2013.3.3 참조
６ 2013년 8월 IDC는 2013년 태블릿 PC 출하량을 연초 예상치 대비 200만대 감소한 2억 2,700만 대 수준으로 예상. IDC
Lowers 2013 Tablet Forecast To 227M, As Phablets And Wearables Crowd Into The?Market, Techcrunch, 2013.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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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를 빠르게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된 주요 해외 사례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서비스들의 향후 전망 및 한계점에 대
해서도 조망해보기로 한다.

Ⅱ. 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전략의 등장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프 하우(Jeff Howe)가 2006년 IT잡지 와이어드(Wired)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은 생산 및 서비스 과정에 소비자 혹
은 대중을 참여시킴으로써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략이다.７ 2011년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가 미래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크라우드 소싱은 이미 산업계 전
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８ 초보적 단계의 크라우드 소싱은 사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
반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네이버의 지식인이나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이런 서비스
에 해당된다.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거나 위키피디아에서 설명을 추가 및 수정함으
로써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한 것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불특정 다수 사용자들의 지식을 바탕
으로 한다는 뜻에서 ‘집단 지성’９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크라우드 소싱은 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사용자 편익을 배가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매체 포브스(Forbes)는 웹 개발, 번역, 그래픽
디자인 등 수 많은 IT 관련 영역에서 크라우드 소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비영리 단체 우샤히디(Ushahidi)가 크라

７ Crowdsourcing: A Definition, Crowdsourcing, 2006.6.2 참조
８ Gartner Identifies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ies for 2011, Gartner, 2010.10.19 참조
９ 피에르 레비에 따르면 인터넷은 초현실주의적인 의사소통의 장이다. 이미 온라인상으로 사상과 정보·서비스가 교환되고, 인
간은 끊임없이 가상세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인류는 누구나 자신의 사이트롤 갖고 일종의 공동체를 형
성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레비는 그것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지성이라 명명하며, 인터넷이라는 초현실적인 커뮤니케이
션 공간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배제와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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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 단순한 지도 소프트웨어를 문자, 이메일,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
해 취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기존
서비스의 극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크라우드 소싱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１０

출처: Ushahidi(2010)

[그림 2]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우샤히디(Ushahidi)의 지도 소프트웨어

1. 네비게이션 서비스의 진화를 보여준 ‘웨이즈(Waze)’
‘웨이즈(Waze)’는 커뮤니티 기반의 교통 정보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표방하는 이스라엘
태생의 모바일 앱 서비스로, 2007년 출시 이후 5년 간 약 5,000만 명의 글로벌 이용자를 확

１０ 우샤히디는 기존 지도 소프트웨어에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결합. 이를 통
해 2010년 당시 아이티(Haiti) 대지진 지도를 제작하여 인명 구조 현황, 건물 파손 정도 등을 시각화함으로써 구호 활동에
기여. Crowdsourcing Social Good and Innovation, Forbes, 201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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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인기 서비스다.１１
‘웨이즈’는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에 탑재된 GPS를 이용해 차량 운행 속도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수집해 교통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을 예측해 준다.
또한 ‘웨이즈’ 이용자들로부터 확보한 도로 위의 장애물이나 사고 발생 정보, 경찰의 단속 위
치 등도 지도 상에 표시해 준다. ‘웨이즈’ 이용자는 차량 운행 중 ‘웨이즈’ 앱을 구동시켜 두는
것만으로 ‘웨이즈’의 교통 정보 수집 활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통 관련 정보를 직접 업로드
할 수도 있다. 이 때 ‘웨이즈’는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제공 빈도 및 정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웨이즈’는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해 동일 지역을 운행 중인 사용자의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셜 커넥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즈’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그룹을 생성
하거나 특정 그룹에 합류해 지도상에서 그룹 멤버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교통 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TechCrunch(2013)

[그림 3] ‘웨이즈(Waze)’ 모바일 앱 구동 화면

결국 ‘웨이즈’는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간 교통 정보라는 콘텐츠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최적
의 운전 경로를 발견하고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등 일상의 운전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１１ WTF Is Waze And Why Did Google Just Pay A Billion+ For It?, TechCrunch, 2013.6.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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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웨이즈’의 효과성은 정부 차원에서도 인정을 받아 미국 조지아(Georgia) 州
정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웹사이트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
당하기도 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MWC 2013’에서 베스트 모바일 앱으로 선
정되기도 했다.１２
한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왔던 ‘웨이즈’는 2013년 6월 구글에 최종 인수됐다. 인
수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
는 구글이 ‘웨이즈’ 인수를 위해 약 11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１３ 현재 ‘웨이
즈’는 구글의 산하에 속하게 됐으나 기존 브랜드 및 서비스 형태와 조직 구조, 그리고 5,000
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웨이즈’ 인수에 대해 테크크런치는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확보한 구글이 보다 진보한 크라우
드 소싱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 ‘구글 맵
스(Google Maps)’에 최저가 주유소 정보나 레스토랑에서의 대기 시간, 특정 지역의 공기 청
정도 등 사용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날씨 정보 앱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스카이모션(SkyMotion)’
구글이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웨이즈’를 거액에 인수하면서 크라우드 소싱 기반 서비
스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스카이모션(SkyMotion)’ 역시 독자 기술인 ‘나우캐
스팅 테크놀로지(Nowcasting Technology)’와 크라우드 소싱을 결합한 동명의 실시간 날씨
정보 제공 앱을 2013년 5월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카이모션’의 홈페이지１４에 따르면 5년여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나우캐스팅 테
크놀로지’는 상공에 위치한 기상 관측 레이더들로부터 5분 간격으로 수천 장의 고해상도 기
상 이미지를 수집한다. 이후 1평방 킬로미터 단위로 해당 이미지들을 구분한 뒤 해당 이미지
에서 추출한 강수량, 풍량, 기온 변수 등을 토대로 분 단위의 기상 예보를 제공한다. 또한 항

１２ 웨이즈, 이용자 정보에 기반한 실시간 지도 앱으로 주목,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3.14 참조
１３ WTF Is Waze And Why Did Google Just Pay A Billion+ For It?, TechCrunch, 2013.6.11 참조
１４ http://skymotion.com/technology/how-skymotion-is-solving-many-issues-prevalent-in-weather-foreca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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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Tunes(2013)

[그림 4] ‘스카이모션(SkyMotion)’ 모바일 앱 구동 화면

공기나 조류 등 구름 이미지에 삽입된 노이즈에 대해 픽셀 단위의 보정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예보 정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나우캐스팅 테크놀로지’의 세밀한 기상 예보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 사용자가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기상 예보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탑재
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모션’은 대기 중에서 관찰된 기상 현상이 지표면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
려, 스카이모션 옵저버(SkyMotion Observer)’라는 별도의 사용자 리포트 기능으로 기상 예
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 스카이모션 사용자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
카이모션 옵저버’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나우캐스팅 테크놀로지’는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
로 반영해 기상 예보를 수정한다.
‘스카이모션’의 안드레 르블랑(André Leblanc) CEO는 ‘스카이 모션’의 개발 배경을 설명
하며 기존 날씨 앱들이 제공하고 있는 ‘강수 확률 45%’와 같은 모호한 정보를 토대로 과연 정
확한 날씨 예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기상 예보가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제공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카이모션’은 각 지역 서비스 이용자가 발신하는 현장 날씨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날
씨 상황을 분 단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일기 예보로는 알 수 없는 체감 날씨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날씨 앱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１５

１５ http://skymotion.com/technology/how-skymotion-is-solving-many-issues-prevalent-in-weather-forecasting.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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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날씨 예측의 정확성에 힘입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용 가능한 ‘스
카이모션’ 앱의 다운로드 수가 2013년 말 10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3년 6월 기준 2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날씨 정보를 꾸준히 리포트하고 있으며, 이
들 사용자 중 65%는 최대 200회에 달하는 날씨 정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１６
‘스카이모션’의 날씨 정보는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6월
캐나다의 자전거 임대 서비스 사업자 ‘빅시(Bixi)’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 시 날
씨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스카이모션’의 AP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빅
시’는 ‘스카이 모션’이 자전거 반환 시기 결정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１７
‘스카이모션’은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자사 서비스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 조만간 사용자의 날씨 정보 제공

출처: Home Technology Montreal(2013)

[그림 5] ‘스카이모션’의 API를 활용한 외부 연동 서비스

１６ Weather Could Be Next On The Auction Block For Crowdsourced Data, TechCrunch, 2013.6.18 참조
１７ Find a Bixi..there’s an app for that. Plus a Giveaway for Montrealers, HomeTechnologyMontreal, 2013.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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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토대로 순위를 산정하고 해당 순위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리더 보드(Leader Board)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발신
하는 사용자를 탐지하고 해당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반영을 자동으로 차단함으로써 ‘스카이
모션’의 정보 수집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１８

Ⅲ. 이미지·동영상에 이은 오디오 콘텐츠 공유 시대의 도래
현재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 유통 콘텐츠는 단연 이미지와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KPCB의 2013년 5월 자료１９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매일 5억 장 이상
의 이미지가 업로드 및 공유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
치이다. 특히 미국에서 10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냅챗(Snapchat)’２０과 2012
년 4월 페이스북이 인수해 화제가 된 ‘인스타그램(Instagram)’２１이 인기를 끌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생산 및 공유 역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5월 기준 유튜브
에는 분당 100시간에 달하는 동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이는 6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트위터의 바인(Vine)２２이나 드롭캠(Dropcam)２３과 같은 서비스들이
성장함에 따라 향후 동영상 콘텐츠 공유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지 및 동영상 콘텐츠에 이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유형은 ‘오디오’ 콘텐츠다. 마

１８ The most accurate weather forecast in the world is here, UpStart, 2013.5.17
１９	INTERNET TRENDS D11 CONFERENCE, KPCB, 2013.5.29 참조
２０ ‘스냅챗(Snapchat)’은 상대방과 공유한 이미지 게시물이 최대 10초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SNS. KPCB에 따르면 2013년 4
월 기준 스냅챗을 이용해 공유되는 이미지 수는 일 평균 1억 4,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스냅챗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
２１ 사용자간 이미지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SNS ‘인스타그램(Instagram)‘은 2013년 1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Monthly
Active User) 9,000만 명을 확보하는 등 성장세를 거듭 中
２２ 6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SNS 플랫폼 바인(Vine)은 출시 5개월 만인 2013년 6월 기준 1,300만 명
의 사용자를 확보해 화제
２３ 드롭캠(Dropcam)은 가정 등에 설치해 현장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Wi-Fi 기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클라
우드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드롭캠을 통해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 분량은 2013년 6월 기준 유튜브와
대등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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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일 평균 이미지 업로드 및 공유 건수>

<유튜브(YouTube)의 분당
평균 동영상 콘텐츠 업로드 분량>

(단위: 백만 건)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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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PCB(2013)

[그림 6] 서비스별 이미지(좌) 및 동영상(우) 콘텐츠 공유 규모 증가 추이

케팅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데일리 에그(The Daily Egg)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단말을 통
해 오디오 콘텐츠를 즐기는 사용자는 2015년 전체 미국 인구의 7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판도라(Pandora)에서 소비된 오디오 콘텐츠 분량이 2012
년 기준 82억 시간에 달하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의 사용자가 2013년
초 기준 3,28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오디오 콘텐츠 관련 서비스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２４
이와 관련해 IT 전문 매체 디지털 트렌드(Digital Trend)는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이 이미
지 및 동영상 콘텐츠에 이은 미개척 분야로써 오디오 공유 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２５

1. 음원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뉴플레잉(#nwplyng)’
실제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계 내에는 오디오 콘텐츠 공유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 다수

２４ Is Audio The Next Big Thing In Digital Marketing?, The Daily Egg, 2013.2.6 참조
２５ Count on audio apps to be the next big social web phenomenon, Digital Trend, 2013.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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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음원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 찾고 공유할 수 있
는 소셜 음악 앱 ‘#뉴플레잉(#nwplyng)’이 대표적이다.
2012년 4월 인도의 스타트업 뉴플레잉(Nwplyng)이 개발에 착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뉴플레잉’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의 단말을 통해 듣고 있는 음악 또는 검색을 통해 발견한
선호 음악을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 서비스다. 단순한 음원 콘텐츠 공유
기능 외에도 관련 텍스트, 위치 정보, 사진, 유튜브 동영상 등 부가 콘텐츠를 음원과 함께 첨
부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뉴플레잉의 우트사브 아가르왈(Utsav Agarwal) CEO는 ‘#뉴플레잉’을 통해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하는 동시에 당시의 감정까지도 함께 공유하길 원했다며 콘텐츠 부가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２６ 음악을 중심으로 사용자 간 소통하는 음악 네트워크 서비
스가 ‘#뉴플레잉’이라는 것이다.
한편, ‘#뉴플레잉’은 음악 공유에 최적화된 고유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
용자는 앱 상의 검색창에서 키워드 입력을 통해 음악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지만, 음원 인식
기능을 이용한 검색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앱 상에서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앱이 자
동으로 곡명을 인식해 검색 결과를 표시해 준다.

출처: NDTV(2013)

[그림 7] ‘#뉴플레잉(#nwplyng)’의 앱 서비스 이용 화면

２６ #nwplyng gamifies your music-sharing experience, The Next Web, 2013.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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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기반의 대형 데이터베이스인 ‘그레이스노트(GraceNote)’에 근간을 둔 ‘#뉴플
레잉’의 음악 인식 기능은 검색 정확도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앱 전문 리뷰 매체
NDTV 가젯(NDTV Gadgets)은 ‘#뉴플레잉’이 제공하는 음원 인식 검색 기능을 테스트한 결
과 총 30곡 중 27곡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가사가 없는 연주곡에 대
한 인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뉴플레잉’이 새로운 음악 콘텐츠에 대한 발견 욕
구가 높은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２７
‘#뉴플레잉’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레코드(Records)’라는 명칭의 뱃
지(badge)를 수여하는 등 서비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게임화(Gamification)２８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뉴플레잉’ 사용자는 앱 접속 및 음원 공유 빈도 달성 여부나 특정 아티스트의 지정된 곡
을 공유해야 하는 등의 미션 달성 여부에 따라 뱃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획득한 뱃지 수에
따라 ‘루키(Rookie)’, ‘에어 기타리스트(Air Guitarist)’, ‘길거리 연주자(Street Performer)’
등으로 레벨 상승이 가능하다. 동일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많이 공유한 이용자는 해당 아티스
트의 ‘매니저(Manager)’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NDTV(2013)

[그림 8] 게임화 기법을 활용한 ‘#뉴플레잉’의 ‘레코드(Record)’ 기능

２７ #nwplyng app review, NDTV Gadgets, 2013.6.7 참조
２８ 게임적 매커니즘을 통해 고객이 서비스에 몰입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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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레코드’의 경우 취득 경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은 해당 레코드 획득을 위
해 ‘#뉴플레잉’ 이용에 더욱 열중할 수 있다. 또한 ‘레코드’는 자신이 어떤 장르나 아티스트를
선호하는지 표현해주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２９
2013년 9월 현재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 및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무
료로 제공되고 있는 ‘#뉴플레잉’은 향후 크롬 브라우저 및 기타 웹 브라우저 기반 앱으로도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써드파티 사업자들로부터 뮤지션 정보, 콘서트 일정 등을 비롯한 다
양한 음악 관련 데이터와 콘텐츠를 확보해 더 많은 부가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３０
‘#뉴플레잉’은 이미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앱 개발자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 ‘스타트업 빌
리지(StartUp Villiage)’의 지원을 받아 탄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실제
2013년 9월 기준 안드로이드(Android) 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1만 건에 달하는 등 사용자들
로부터도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 소셜 오디오 공유 플랫폼으로 주목 받는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
2008년 독일에서 탄생한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는 사용자들이 오디오를 간편하
게 녹음하고 업로드 해 공유할 수 있는 동명의 웹 및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운드 클라우드’ 이용자는 별도로 제공되는 오디오 업로드 페이지에서 녹음 버튼을 누른
후 단말에 사전 탑재되어 있거나 별도 장착된 마이크를 활용, 직접 오디오 파일을 제작해 ‘사
운드 클라우드’ 상에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오디오 파일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
글 플러스(Google+) 등 인기 SNS는 물론 블로그를 비롯한 일반 웹페이지 상에서도 공유가
가능하다.
‘사운드 클라우드’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뉴욕 시
장이 연설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음원을 넘어 정치인 연설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오디
오북 등 광범위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３１ 현재 ‘사운드

２９ #nwplyng gamifies your music-sharing experience, The Next Web, 2013.6.30 참조
３０ 게임적 요소를 가미한 음악 공유 앱 ‘#뉴플레잉(#nwplyng)’ 눈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7.11 참조
３１ SoundCloud and Google+ Team Up for Embedded Posts, Mashable, 2013.8.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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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는 스포츠, 학습, 오디오북, 경영 및 IT, 코미디, 예술, 뉴스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사운드 클라우드’의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제작한 UCC(User Created Contents) 콘텐츠
를 공유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튜브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동영상 업로드가 무료인 유
튜브와 달리 사운드 클라우드는 2시간 분량의 오디오 업로드만 무료로 제공되며, 그 이상 분
량의 오디오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유료화(Freemium) 모델
을 운영되고 있다. 사운드 클라우드 사용자는 연 38달러의 요금제 ‘Pro’를 이용해 4시간 분
량의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무제한 업로드를 지원하는 연 130달러의 요금제
‘Pro Unlimited’의 가입도 가능하다.

출처: iTunes(2013), AllThingsD(2013)

[그림 9] ‘사운드 클라우드(SoundCloud)’의 앱 서비스 이용 화면(위)
및 웹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콘텐츠(아래)

향후 ‘사운드 클라우드’는 유튜브와 대등한 사용자 트래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시카고 공영 라디오 방송 WBEZ는 2013년 들어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자사 프로그
램을 공유하면서 청취율 폭증 효과를 누리고 있다. 19년 간 시카고 지역에서 송출한 글로벌
이슈 토크 쇼 프로그램 ‘월드뷰(Worldview)’가 그 간 미미한 청취율을 기록했으나 ‘사운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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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를 활용하기 시작한 이래 하루 평균 5만 건의 재생 횟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
게 된 것이다.３２
이와 관련하여 WBEZ의 디지털 콘텐츠 책임자 팀 아키모프(Tim Akimoff)는 “한 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해 팟캐스트(PodCast)３３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까지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동영상은 줄곧 시청하기 어렵지만, 오디오는 항상 듣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운드 클라우드’의 알렉산더 융(Alexander Ljung) CEO 역시 “음악과 오디오는 사람들
이 서로 보다 가까워진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감성적인 동인을 내포하고 있다”
며, “사운드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음악과 오디오의 감성적 요인을 덧붙여 새로운 서비스 경
험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인구를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３４
2011년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던 ‘사운드 클라우드’는 2013년 6월 기준 현재
4,000만 명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 전역에서 월평균 2억 명의 순방문자를 끌
어 모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는 1분 단위로 12시간 분량의
오디오가 업로드 되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３５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comScore)는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운드 클라우드’의 미국
내 순방문자수가 813만 5,000명에서 1,026만 9,000명으로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운드 클라우드’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웹서비스 8위로 집계하기도 했다.３６

Ⅳ. 웨어러블(wearable) 단말 등장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라이프 로깅
(life logging) 서비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계 내에서는 서비스 전달 채널인 단말 플랫폼의 진화에도 주목하고

３２ Who’s listening to SoundCloud? 200 million, USA Today, 2013.6.17 참조
３３ 아이팟 등 MP3 사용자들을 겨냥해 오디오 콘텐츠의 구독 및 청취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３４ SoundCloud boss puts in the air miles, 2013.6.21 참조
３５ Who’s listening to SoundCloud? 200 million, USA Today, 2013.6.17 참조
３６ comScore Media Metrix Ranks Top 50 U.S. Web Properties for March 2013, comScore, 2013.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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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단말 플랫폼의 핵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만간 ‘웨어러블(wearable)’３７ 단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조
사업체 KPCB의 투자 전문가 메리 미커(Mary Meeker)는 1970년대 말 데스크톱 PC에 대해
서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 피력됐으나, 결국 컴퓨팅 단말의 메인 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것처
럼 웨어러블 단말 역시 인터넷 생태계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３８
실제 시장조사업체 IMS 리서치(IMS Research)에 따르면 2016년 웨어러블 단말 시장 규
모는 약 6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３９ 또한 구글이 공개한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부터 삼성이 개발한 손목시계 형태의 ‘갤럭시 기
어(Galaxy Gear)’까지 상용화 제품의 출시가 잇따르면서 웨어러블 단말의 대중화에도 가속
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계 투자 기관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현재와 같은 추
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웨어러블 단말 사용 인구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최대 25%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４０
웨어러블 단말의 확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웨어러블
단말을 접목한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모
두를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서비스가 그 예다.

1. 생
 체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소프트뱅크 헬스케어(SoftBank Healthcare)’
일본의 통신 사업자 소프트뱅크(SoftBank)는 2013년 7월부터 손목 밴드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 ‘소프트뱅크 헬스케어(SoftBank HealthCare)’
를 제공 중이다.
‘소프트뱅크 헬스케어’는 웨어러블 단말 제조사 피트비트(Fitbit)가 제작한 전용 단말 ‘피트
비트 플렉스(Fitbit Flex)’와 함께 제공되며, 2년 약정 기준 월 이용요금 525엔에 이용 가능
하다. 2년 이내에 중도 해지 시 7,500엔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현재 소프트 뱅크의 이동통신

３７ GPS나 무선 통신 칩셋, 카메라 등이 내장된 안경, 시계, 의류 형태의 착용 가능한 컴퓨팅 단말을 의미
３８ INTERNET TRENDS D11 CONFERENCE, KPCB, 2013.5.29 참조
３９ Google Glass Woos Developers to $6 Billion Wearable Market: Tech, BusinessWeek, 2013.5.13 참조
４０ The Next Big Thing - Wearables Are In Fashion, Credit Suisse, 2013.5.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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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다.
‘피트비트 플렉스’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트래커(tracker)’와 이를 손
목에 장착 가능하도록 해주는 고무 밴드 및 USB 형태의 전용 충전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한 번 충전으로 최장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방수 기능도 지원한다.

출처: Weekly Ascii Plus(2013)

[그림 10] ‘소프트뱅크 헬스케어’가 제공 중인 웨어러블 단말 ‘피트비트 플렉스(Fitbit Flex)’

‘소프트뱅크 헬스케어’ 이용자는 ‘피트비트 플렉스’를 손목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도보 수와 이동 거리, 소비 칼로리, 수면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블
루투스 방식으로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전용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헬스케어’ 사용자는 전용 앱을 통해 ‘1일 3킬로미터 이상 걷기’ 등
과 같은 목표 설정도 가능하며, 목표 달성 여부는 전용 앱 및 ‘피트비트 플렉스’에 탑재된 소
형 LED 창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 등록된 친구들과 경쟁할 수도 있으
며 특정 목표에 도달하면 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경품 응모 포인트가 제공되는 등 게임화 요
소도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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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소프트뱅크 헬스케어’는 ‘피트비트 플렉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체력이나
노화 정도 등 건강 지표를 추정한 후 그래프로 제시해주며, 사용자의 미래 얼굴 모습을 예측
해주는 ‘타임머신(タイムマシン)’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누적된 생체 정보를 토
대로 건강관리 전문가와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사용자는
앱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 버튼을 이용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Weekly Ascii Plus(2013), Softbank(2013)

[그림 11] ‘소프트뱅크 헬스케어’의 전용 앱 이용 화면

사실 소프트뱅크의 서비스가 완전히 새로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평가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투 가이던스(Research2Guidance)의 2013년 3월 자료에
따르면 이미 모바일 앱 시장에는 사용자의 이동 거리 측정부터 피트니스 코치까지 약 9만
7,000여 개에 달하는 헬스케어 앱들이 출시되어 있다.４１
그러나 ‘소프트뱅크 헬스케어’는 지금까지의 나타났던 헬스케어 서비스들과는 달리 웨어
러블 단말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24시간 사용자와 밀착 가능한 웨어러블 단말을 통해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확보하지 못

４１ The market for mHealth app services will reach $26 billion by 2017, Research 2 Guidence, 2013.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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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소위 ‘라이프 로그(life log)’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세히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질병 예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프트뱅크 헬스케어’ 개발을 주도한 타치 유리코(舘由里子)는 혈당이나 혈압처럼
보다 상세한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단말이 출현할 경우 ‘소프트뱅크 헬스케어’
와 연동시킬 계획이라며 향후 자사 서비스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사용자의 모든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로깅 앱 ‘사가(Saga)’
‘소프트뱅크 헬스케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의 일상 전반을 기록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시애틀의 스타트업 A.R.O.가 개발한 라이프 로깅 앱 ‘사가(Saga)’가 대표적
이다.
‘사가’는 업무 진행 상황, 방문 장소, 여행 장소 및 시간 등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
양한 이벤트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라이프 로깅 전용 앱을 표방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사가’앱을 이용해 타임라인 형
태로 기록 및 공유할 수 있으며 누적 데이터를 토대로 행동 트렌드를 분석해 그래픽 형태의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가’의 ‘Remember Everything’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
칠 필요 없이 모바일 단말을 통해 수집되는 장소 및 활동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사가’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Reveal the Real You’, 특정 트

출처: Google Play(2013)

[그림 12] ‘사가(Saga)’ 모바일 앱 이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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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 및 관심사항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Gain Insight’, 좋아하는 장소들을 하나로 묶어
공유하는 ‘Create Bundles’ 기능 등이 제공된다.
‘사가’는 스마트폰 등 일반적인 모바일 단말 뿐만 아니라 ‘피트비트 플렉스’와 같은 웨어러
블 단말과의 연동도 지원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운동량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사가’에 저장할 수 있다.
‘사가’는 개발 초기 1년 6개월간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효과적인 분석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후 2012년 7월부터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출시 후 6만여 명이 테스
트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４２
A.R.O. 측은 ‘사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며, 향후 자사
앱이 행동 예측 부문에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지역
에 위치한 사용자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행동 패턴을 추론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４３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 인터넷 업계에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동시에 업계와 사용
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들은 뚜렷한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 매체 올 씽스 디(All Things D)는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2007년 화제가 됐던 ‘플립캠(FlipCam)’이나 ‘슬라이드닷컴(Slide.com)’
과 같은 유사 서비스는 사용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서비스가 중단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때 크게 유행했다가도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가 인터넷 서비스 업계
내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사례로 제시된 신규 인터넷 서비스들은 서비스 구조면에서는 신선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나 수익 모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사운드 클라우드’

４２ ‘Life logging’ app Saga lets you share every single moment of your life, VentureBeat, 2013.7.30 참조
４３ Using a Smartphone’s Eyes and Ears to Log Your Every Move, MIT Technology Review, 2013.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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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부분유료화 및 광고 수익 모델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 모델 확
보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사운드 클라우
드’ 전체 가입자 중 유료 가입자로의 전환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４４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은 수익 모델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스카이모션’의 경우 ‘빅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앱 내 노출되는 광고 상품
외에 기업용 API 공개를 통한 날씨 데이터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운드 클라우드’의
경우 2013년 3월 새로운 광고 프로그램 ‘프로 파트너(Pro Partner)’를 공개하는 등 수익 채
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프로 파트너’의 경우 오디오 재생 중 배경에 관련 이미지
슬라이드쇼를 삽입할 수 있는 ‘무빙 사운드(Moving Sound)’ 서비스를 통해 주목받고 있으
며, 이미 유명 뮤지션인 ‘스눕 라이언(Snoop Lion)’,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 불(Red Bull),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 음악 시상식 그래미(Grammys) 등이 초기 파트너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４５

출처: The Next Web (2013)

[그림 13] ‘사운드 클라우드’의 신규 광고 상품 ‘무빙 사운드(Moving Sound)’ 예시

수익 모델 확보에 이어 신규 인터넷 서비스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사용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지나 동영상, 음성, 위치 데이터 등

４４ Upload And Share Music -- Or Any Noise: The Beauty Of SoundCloud, Forbes, 2013.4.17 참조
４５ SoundCloud launches simplified, cheaper Pro plans and embraces brands with Pro Partner accounts, The Next Web,
2013.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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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웨어러블 단말 확산으로 생물학적 정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개인 데이터 공유
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거부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영국 런던 대학이 보안업체 렉스페이스(Rackspace)와 함께 영·미 4,000명의 사용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
및 노출 위험 등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이유로 웨어러블 단말 사용을 거부했으며, 조사 대
상의 2/3 이상은 ‘구글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단말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４６
결국 여타 신규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웨어러블 단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
뱅크 헬스케어’나 ‘사가’ 역시 개인 정보 보호 이슈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들 서비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있어 ‘PRISM(Planning Tool
for Resource, Integration, Synchronization, and Management)’４７ 논란으로 예민해진
사용자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다.
물론 신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사용
자 불안감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사가’의 경우 앱 설치 시 공유 기능이 해제된 상태를 기본
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사생활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
으며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 공유 시점 및 공유 대상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념이 주목을 받는 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
호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４６ Users like wearable tech but worry about privacy, E&T, 2013.6.4 참조
４７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FBI가 필요 시 인터넷 기업의 중앙 서버에 직접 접속해 서비스 접속 기록, 이메일, 채팅 내용, 사진,
동영상, 문서, 파일 전송 내역, 실시간 검색어 입력 등의 사이버 활동 내역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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