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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망개방현황진단및이동통신사의대응전략

1. 망개방의 배경

현재까지 이통 시장은 전통적으로 N/W 프로바이더인 이통사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특정 value tier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며 상호 간에
power balance를 일정 부분 확보하며 발전해 온 유선 시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1.

모바 일 2 . 0 패 러다임 하에 이통사에게 던 져진 화두인
망개방(Open Access/Open Garden)은, 현재의 폐쇄적 시장 역학
구조에, 참여와 개방, 그리고 분산이라는 새로운 경쟁 질서의 속성을
부여한다. 망개방은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을 비롯, 산업 내 각각의
value tier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밸류와
애플리케이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 가치가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유력 포털들의 모바일 진출, 이통사 Off-portal의 데이터 매출
비중 증대 및 오픈 OS/플랫폼 현상의 가속화는 모바일 2.0
패러다임이 가져온 이통사의 망개방 의지 또는 실행과 관련된

모바일2.0 패러다임이

가져온 이통사의 망개방

의지 및 실행과 관련된

중요한 부산물: � 온라인

유력 포털의 모바일 진출, 

� 이통사 Off-portal의

데이터 매출 비중 증대, �

오픈 OS/플랫폼 현상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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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이 가져온 이통사의 망개방 의지 또는 실행과 관련된
중요한 부산물들이다.

1. 물론 이는 이통시장이 태생적으로 사업자별 네트워크 기반 기술이나 운영 체계 및 단말 플랫폼이 이질적(heterogenous)이
었던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

SOURCE: INFIDES, 2008

Regulation Telco External

Telco Internal

• 망중립성에입각한공정
경쟁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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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

• 유무선연계서비스니
즈확산

Ope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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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개방 유형 분석과 현황

2-1. Retail Layer

A. 콘텐츠 개방
콘텐츠 개방;

망개방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On-

portal 환경 하의

비즈모델에서 오는 데이터

부문 매출 한계와 콘텐츠

빈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가치를 지님

㈜인피데스에서는 망개방의 유형을, 개방 대상에 따라 Retail
Layer와 Wholesale Layer로 구분하였다. 또 Retail Layer에서는 콘
텐츠와 포털로, Wholesale Layer에서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세분된다. 이하에서는 각 세분 개방 유형별 특성, 개방 동인, 이통
사 대응 동향 및 가치에 대해 기술코자 한다.

가장 초기적 단계의 망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간소
화된 입력 방식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포털 이외의 Third
party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촉진을 유도
한다.

[이통사 가치] 이통사 트래픽 증대, 온오프, 유무선 연계 서비
스를 통한 양질의 무선 콘텐츠/서비스 확보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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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환경 이통사 대응 동향

� 자사포털(On-portal)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이통사들의
데이터 부문 매출 한계 직면

� Beyond 3G 도래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환경 하의
새로운 킬러앱 발굴 니즈 증대

� Third party 서비스의 액세스 경로 다원화

� Third party 서비스 등록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요금 정책의 차별 요인 해소

Perspective 
By +Y3

� 현재 추세의 강화. 단축키, 모바일 URL 체계 개선, 모바일 코드
등 다양한 액세스 방법의 발굴 및 채택을 통한 적극적인 망개방
보편화

SOURCE: INFIDES, 2008

국내

일본

숫자 기반의 모바일 주소 체계인
WINC

QR코드가 Third party 콘텐츠
접속을 위한 경로로써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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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tail Layer

B. 포털 개방

포털 개방;

최초 서비스 포털을

Third party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유형으로, 고객과

무선 인터넷의 최초접점을

형성하며 이통사 브랜드

구축 및 고객 Lock-in에

활용

고객이 무선 접속 시 최초의 서비스 포털(게이트웨이)을 Third
party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유형이다. 고객과 무선인터넷의 최
초 접점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는 망개방과 관련된 가장 중요
하고 실질적인 문제 인식으로, 그간 이통사들이 자사포털에 대
한 대고객 마케팅과 브랜드력 강화에 주력해 온 것은 바로 "무
선인터넷=자사포털 브랜드"라는 등식을 성립시킴으로써 고객
Lock-in과 이통사의 Walled Garden 내에서의 고객 경험을 극대
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통사 가치]  이통사 트래픽 증대, 유무선 연계 서비스를 통
한 양질의 무선 콘텐츠/서비스 확보라는 편익이 제공되는 한편,
자사 포털에 대한 고객 충성도 및 브랜드 약화의 우려도 공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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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환경 이통사 대응 동향

� 모바일 2.0 하의 유무선 연계
서비스 강화

� 데이터 정액제 및 모바일
풀브라우징 확산

� 자사포털의 매출 정체

�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이통사들의 경우
자사포털을 유지한 채 Third party 서비스
등록 및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요금 정책의
차별 요인 해소

Perspective 
By +Y3

� 글로벌 대부분 이통사들에게서 자사포털을 상회하는 매출이
외부포털에서 발생. 유력 온라인 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도출 및 이용자 쌍방향 참여형 서비스 확대

� 국내에서는 모바일웹 표준화 및 단말 사양 문제로 휴대폰 기반
full browsing 시장 활성화는 제약. But, 외부사이트/포털 접근
환경의 제도적 개선과 합의를 통한 개방 활기 예상

SOURCE: INFIDES, 2008

글로벌

국내

Google 등 온라인 검색엔진을 최초
페이지 또는 자사 포털에 탑재

외부포털(오픈넷 등)로의 direct 
link/핫키 기반 중립 검색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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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holesale Layer

A. 네트워크 개방

네트워크 개방;

이통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액세스 및 활용을

개방하는 유형으로, 

궁극적으로는 이통사 간, 

유무선 간 데이터 연동을

지향함

개방 환경 이통사 대응 동향

Third party 사업자들에게 MNO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액세스
및 활용을 개방하는 유형으로, MISP 또는 MVNO가 이통사 망
개 방 에 따 라 생 겨 난 플 레 이 어 들 이 다 . 국 내 에 서 는
IWF(Interworking-function)와 같은 망연동장치 개방에 그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통사간, 유무선간의 데이터 망연동을
지향한다.

[이통사 가치]  망임대 수익이 이통사에게 발생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개방을 통한 신규 망사업자 진입 또는 타사간 망연동
은 Walled Garden 하의 이통사 BM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이통사 입지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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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환경 이통사 대응 동향

� 유휴 주파수 자원 활용 촉진

� 유무선 서비스 융합

� 신규 비즈니스 창출(타산업
영역 플레이어들의 무선 진출)

� 이통시장 경쟁 요인 강화

�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점에서 규제 기관이
네트워크 개방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통사는 규제기관 정책에 종속적 상황

Perspective 
By +Y3

� 북미, 유럽 시장의 MVNO들은 음성 및 선불 서비스 시장에서의
니치 시장을 지속 형성

� 국내 시장의 경우 USIM Lock 해제를 기점으로 케이블, 유선을
비롯 언론사,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 영역 플레이어의
이통시장 진출 가시화

SOURCE: INFIDES, 2008

글로벌

국내

- 북미 유럽에서는 저가 및 niche 
시장 중심의 MVNO 전개

- 일본통신은 3G MVNO 진출

- IWF 망연동장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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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holesale Layer

B. 플랫폼 개방

플랫폼 개방;

외부 사업자에게

콘텐츠/서비스 전송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및

활용을 개방한 유형으로, 

네트워크, 콘텐츠에 이은

이통사의 차세대

핵심자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음

개방 환경 이통사 대응 동향

과금, 인증, 위치정보, Push 전송, QoS 제어, DRM 등의 콘텐츠/
서비스 전송 플랫폼을 MVNO 등의 Third party 사업자에게 액
세스와 활용을 개방한 유형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통사
가 service enabler로서 콘텐츠/서비스업체들에게 플랫폼을 제
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일본 총무성에
서 연구가 진행 중인 플랫폼 자산 자체의 업계 공유 움직임2을
들 수 있다.

[이통사 가치]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Third party 및 플랫폼
활용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성
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플랫폼 자산은 차세대 이통사
BM으로써 높은 가치가 있다. BM 변화 시의 경착륙 우려나, 플
랫폼 주도권 상실 시 이통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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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환경 이통사 대응 동향

� 정부 규제

� 기존 BM 패러다임의 한계성
체감

� 콘텐츠 부문의 승자 독식의
시장 구도 강화

� 지배적 이통사 저항(일 총무성 vs DoCoMo)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BM 모색 가시화(주요
이통사 LBS 플랫폼 응용, Telenor)

Perspective 
By +Y3

�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가입자 정보 기반)으로의 이통사 핵심
자산 이동의 패러다임 변화 인식 전환 확산 및 이에 따른 이통사
플랫폼 사업 본격화

� 이통사, 온라인 포털, 금융기관 등 양질의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 간의 모바일 플랫폼 주도권 경쟁 촉발

SOURCE: INFIDES, 2008

글로벌

일본

- 플랫폼 기반 이통사 BM 연구
진척: Telco 2.0, Analysys Mason. 
- Telenor의 CPA 모델

- 총무성 통신플랫폼 연구회: 
이통사 플랫폼 자산 공용화 논의

2. 총무성 플랫폼연구회 자료, http://www.soumu.go.jp/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platfor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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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이통사 시사점

망개방은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이통사의 핵심

자산의 이동

관점으로부터의 이해와

통찰의 연속선 상에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함

Retail Layer에서의 콘텐츠 개방, Wholesale Layer에서의 네트
워크 개방으로 시작된 이동통신사업자 망개방은 2.0 패러다임의
오픈 경쟁 환경 추세에 따라 layer별 개방의 정도와 범위를 점차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활은, 기존
BM에 대한 향수와 집착이 아닌, 도래할 경쟁 질서를 얼마나 기민
하게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는 초창기 네트워크에서부터 현재의 콘텐츠로 이어지는
이통사의 핵심 자산이 앞으로는 서비스 매개체로써의 플랫폼으로
변천할 것으로 예측한다. 망개방은, 이러한 이통사의 핵심 자산 이
동(shift) 관점으로부터의 이해와 통찰의 연속선 상에서 새롭게 규
정될 이동통신 패러다임의 경쟁 규칙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Strong

Copyright ⓒ 2008 INFIDES. All rights reserved. 6

SOURCE: INFIDES, 2008

Wholesale Openness

Weak

Strong

Strong

R
e
ta
il
 O
p
e
n
n
e
s
s

Portal

Network Platform

To-Be: +Y3

Past: -Y3

As-Is

Content

3G Walled Garden 

Operators

Open Garden 

Operators

2G Walled Garden 

Operators



변화하는 이동통신 게임의 룰: Mobile2.0을 중심으로 2008년 7월

콘텐츠콘텐츠//
포털포털

• 업계 내 콘텐츠
동등 접속권 확
보와 관련된 공
감대 확산
• 온라인 강자들의

무선 진출 강화
• 모바일 웹브라우

징 확산

�이통사 고객의 자사 포털 충
성도는 지속적으로 약화 전망

�유력 온라인 사업자들과의
제휴 및 유무선 연계 서비스
발굴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발굴에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

네트워크네트워크

• 업계 내 망동등
접속권 확보와
관련된 공감대
확산

�글로벌 지역별 네트워크 개
방 필요성과 가치는 상이함

�국내와 같이 주파수 자원 활
용도가 높은 경우, IWF 개방
에 유연하게 대처, 타사망 및
유무선망 연동을 통해 전체로
써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 활

[유형] [망개방 Drivers] [이통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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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 활
성화 기대

플랫폼플랫폼

• 이통사의 차세대
BM으로써 뿐만
아니라, 정부 주
도하에 플랫폼
개방에 대한 논
의 확산

�현재의 이통사 BM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모델

�기존 BM에서 콘텐츠 전송, 
개인정보를 핵심 자산으로 하
는 플랫폼 기반 BM으로 이동
하는 과정에서의 연착륙과 기
획자들의 mind reset이 중요
한 관건

SOURCE: INFIDES,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