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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Market Definition
국내 CDN시장은 CDN구축 및 Managed, CDN서비스로 구성되며, 각각의
하위 시장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시장으로 구분
[국내 CDN시장 정의]

CDN구축
(SI) 및
Managed

전체

CDN
서비스

Licensed
CDN

• Licensed CDN: 글로벌CDN 사업자가 자사의
CDN솔루션을 통신사 및 ISP들에게 SW판매/설치
하는 서비스

Managed
CDN

• Managed CDN: Licensed CDN을 기반으로 통신
사를 비롯한 고객사의 CDN서비스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Streaming
/download

• Streaming/download: 대규모 사용자에게 다양한
포맷의 고화질/대용량의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거나 스트리밍/초고속다운로
드 제공하는 서비스

Contents
Acceleration

• Contents Acceleration: 웹 페이지의 콘텐츠(이미
지, 플래쉬 등)를 CDN 인프라에 설치한 캐시서버
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응답속도 향상과 웹 사이트
의 신뢰성, 안정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서비스
*CDN서비스 시장은 Streaming/download, Contents Acceleration, 응용서비스 등으로 구
성되어 있음(네트워크장비 매출은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제거하였음)

• 응용서비스: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외한 모바일
및 Enterprise CDN 등 기타 서비스를 의미함

CDN Market Issues
고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사업분야의 성장세는 더딘 편
[국내 CDN 시장 주요 이슈_수요측면]
• 기존고객들의 고도화 수요 및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고화질대용량
콘텐츠서비스
증가

- 게임 다운로드·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많이 쓰이는
CDN 서비스의 특성상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기존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
- 문화적으로는 한류열풍이 확산되면서, 고품질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콘텐츠 전송기술로 CDN에
대한 고객관심은 증가하는 추세
- 고객수요가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발굴이 절실한 상황(고객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벤더의
매출실적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

•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인프라로 CDN에 대한 관심 고조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초단기간에 2600만명에 이르면서,
효과적인 모바일 트래픽 대응을 위한 CDN서비스 확대
적용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대기업, 공공, 금융 등 ‘엔터프라이즈 CDN(ECDN)’ 시장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

Enterprise CDN
수요는 제한적

- 국내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진척되면서, 기업 내부 직원이라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ECDN 시장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를 창출
- 금융, 공공, 그룹사, 일반기업 등의 대고객 웹사이트에서부터
인트라넷 까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어 관심이
증가
- 하지만, 고객의 Bargaining Power가 증가 하고, 회선단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Enterprise CDN에 대한 수요가 기대보다
높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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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시장 확대는 진행중

• CDN서비스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기존의 유선서비스에서
스마트기기확산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CDN고객 수요가 일부
고객에게 집중되면서,
신규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장확대가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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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Market Issues
전문 기업과 통신사 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
[국내 CDN 시장 주요 이슈_ 경쟁 측면]
• KT, LGU+, SKT/B등 CDN 관련 서비스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기간통신사업자
및 외국계기업의
시장진입

- 기존의 유선네트워크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확보된
네트워크기반서비스 확대차원에서 CDN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
- KT-ICSCDN/Ucloud CDN, LGU+ 캐싱기반의 클라우드CDN,
SKT Biz Cloud CDN 서비스 등 기업대상 사업 확대 추진

• KDDI는 씨디네트웍스 인수, 세계2위 CDN사업자인
라임라이트,아마존(예정) 국내시장 진출
- KDDI와 씨디네트웍스는 콘텐츠 가속 인프라 확보, 글로벌
시장확대 등의 목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
- 라임라이트는 신세계 I&C, 판도라TV 등과 같은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사업 매출을 2배씩 성장한다는 전략

• 시스코, 주니퍼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CDN솔루션을 출시하면서 CDN 시장 진입
• CDN전문벤더, 통신사, 글로벌업체, 네트워크장비업체 등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경쟁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가격경쟁심화/
수익성 악화

- 상대적으로 가격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를 중심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수익성 악화)

• 가격경쟁체제의 지속은 시장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CDN 서비스의 주요 수요처인 포털, UCC, 이러닝, 게임, 영화,
음악, 쇼핑 업종의 수요가 상위기업에게 집중되면서, 기존고객
수성을 위한 가격정책이 시장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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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 세계최고수준의 인터넷인프라를
보유한 국내시장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신사, 글로벌업체,
네트워크 장비업체 등의 진출
Rush  CDN전문벤더, 통신사,
글로벌업체, 네트워크 장비업체 등
다양한 경쟁구도 형성
• CDN사업에 소극적이던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면서, 경쟁은 이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한 통신사들의
가격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가격 이외에 차별화 요소가
없어, 고객사 윈백이 주요한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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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큰 폭의 트래픽 증가에도 CDN서비스 가격은 우하향 추세

CDN서비스 가격 Vs. 트래픽
트래픽

• 유무선 트래픽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가격

–
–

유선트래픽보다 무선 트래픽이 매우 빠른 속
도로 증가하면서, CDN서비스업체들의 서비
스처리 능력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고객서비스 제공능력 확보를 위해 CDN업체
들은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

• CDN서비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추
세 향후, 가격전망도 불투명한 상황
(지속적인 하락 예상)
–

T1

T2

T3

T4

T5

T6

T7

CDN서비스를 이용하는 파일 사이즈도 이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CDN서비스제공업
체의 비용부담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

T8

*CDN서비스 가격과 트래픽 추이는 2차자료를 재가공함(수치적의미 없음,
추이를 보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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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Market Sizing
2012년 CDN서비스 시장은 1660억원 규모를 형성할 전망
국내 CDN 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원, %]

• 2011년 국내 CDN 서비스 시장은 전년
보다 7.8% 성장한 1570억원 규모를
형성
–

5.6%

7.8%

1,655
1,567

1,453

2010년

2011년

2011년 CDN 시장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팅 등의 주요 IT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기업 통신서비스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2012년 국내 CDN 서비스 시장은 성장
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5.6% 성장한
1660억원 규모가 될 전망
–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던 과거 수준보다는 낮은 성장세가 향후에
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향후, CDN 서비스 시
장은 여타 기업통신서비스 시장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연 7%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12년(E)

*CDN서비스 시장은 주요 벤더들의 매출合으로 시장규모를 산출 하였음
(조사벤더-씨디네트웍스, GS네오텍, Akamai, KT, LGU+ 등)
Copyright ⓒ 2012 Knowledge Research Group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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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Market Share
국내 CDN서비스 Market Share는 CDNetworks, GSNeotek, LGU+, KT
순으로 나타남
국내 CDN 서비스 Market Share(2011)

Akamai ,
6.8%

Others,

CD
Networks ,
37.4%

10.2%
LG U+,
14.7%
KT ,
11.2%

GS 네오텍 ,

• 국내 CDN 서비스 시장의 주요 벤더별
Market Share는 CDNetworks가 가장
높은 37.4%를 차지, 다음으로는 GS네
오텍이 19.8%, LGU+은 14.7%, KT
11.2%순으로 나타남
–

–

19.8%

–

과거 50%넘는 점유율을 보였던
CDNetworks의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통신인프라를 보유한 LGU+와 KT의 점유율
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글로벌업체로는 Akamai가 6.8%의 점유율
을 보이고 있으나, 라임라이트나 여타외국계
벤더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
향후, 전문CDN벤더, 통신사, 글로벌업체간
의 치열한 경쟁 예상

*CDN서비스 시장은 주요 벤더들의 매출合으로 Market Share를 산출하였으며,
벤더인터뷰, 사업보고서 및 공시자료 등을 참조하였음
Copyright ⓒ 2012 Knowledge Research Group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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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Vendor Business Status
CDN 시장에 CDN전문기업과 통신사 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씨디네트웍스는 국내 1위 기업, 일본 2위 통신업체 KDDI의 전략적 투자 유치

씨디네트웍스

– 2011년 10월, 일본 2위 통신업체 KDDI는 씨디네트웍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주주 지위 획득,
고사무열 대표이사는 향후에도 CEO로서 경영을 계속 담당
– 씨디네트웍스는 KDDI의 글로벌 영업망을 통한 매출 확대 기회 확보
– KDDI는 씨디네트웍스의 CDN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Enterprise CDN분야로 사업확대 추진

• GS네오텍은 NI+ IPT+ CDN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 IT서비스모델을 추구(GS네오텍 자체 브랜드 Wise N)

GS네오텍

- 전자상거래부분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털, 미디어(UCC 등 동영상서비스), 게임 등 고객확보를 꾸준히
진행
- CDN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 전송 네트워크인 ADN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대
- 설비，전기，자동제어 및 플랜트사업，환경사업과 정보통신사업 등 전문건설과 IT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CDN사업에 대한 비중이 전체 사업에 비해 낮은 편

• 효성 ITX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사업 확대

기타

– CDN사업부를 IT서비스 사업부로 확대 개편, CDN 사업 외 클라우드,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솔루션,
IT매니지먼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 2012년 3월, 클라우드 서버 출시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클라우드CDN,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며, 효성 ITX의 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

• 나우콤 CDN 사업 매각
– 2012년부터 기업의 방향성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CDN, 웹하드 사업 등은 현재의 전략
방향과 맞지 않아 매각을 진행, 현재 매각은 거의 완료 단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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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Vendor Business Status
CDN 시장에 CDN전문기업과 통신사 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자본력 및 네트워크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CDN 시장 공략
–
–

통신사

–
–

CDN전문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CDN 사업을 추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를 추진
KT, 2011년 4월 클라우드 방식의 CDN 서비스 ‘u클라우드 CDN)’ 출시, 해외에도 미국, 독일 등에
글로벌CDN/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시작
SKT, 2012년 3월 기업용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출시하고, 2012년 4분기 모바일 CDN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LG U+, 2011년 5월 기업용 클라우드 ‘Cloud N’을 출시, 2012년 4월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
클라우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 출시기업 고객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가상화
인프라와 CDN플랫폼을 분리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솔루션을
이용 가능

• 아카마이의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글로벌벤더

- 미디어와 콘텐츠 딜리버리에 집중해온 사업을 항공, 제조, 물류 등 B2B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군으로 확장해, 한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WAN 가속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지역 중 한곳으로 주목한 데 따른 전략
- 또한, 2012년 4월 KT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KT의 CDN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하는데 기술 및 인프라
제공

• 라임라이트네트웍스, 국내 지사 설립(‘11.11)
– 고성능 CDN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모바일 기기별 최적화된 콘텐츠 전송 및 관리, 온라인
비디오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웹 콘텐츠 관리, 웹가속화 등 다양한 SaaS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된
경쟁력
– 라임라이트 네트웍스 코리아는 2009년 한국에 POP을 구축하여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0년 신세계아이앤씨(I&C)와 제휴를 체결한 바 있음
– 2012년 1분기까지 10여 곳의 신규 리셀러 영입할 계획(판도라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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