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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는 포털의 추가적인 성장동력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008년 4월 말 현재 4,400만 명

을 초과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이하 ‘이통사’)간의 신규 가입자 유치경쟁은 최고치에 달한 상

태. 이에 따라 이통사는 음성통화 외에 부가 서비스, 특히 3G와 같은 초고속 무선통신기술

에 기반한 정보 및 데이터이용료 매출로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

러나 1) 값비싼 이용요금, 2) 불편한 사용자 환경, 3) 폐쇄적인 망개방과 제한적인 컨텐츠로

인해 2005년 이후 모바일인터넷 시장은 정체 상태에 있음.  

 모바일인터넷 시장 활성화 전망: 앞서 언급한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가) 이용요금 인하 가능성 증대: 정부의 통신료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모바일인터넷

시장이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 LGT가 경쟁사 데이터상품 대비 매우 저렴한 ‘오즈 무한

자유’를 출시해 가격 경쟁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바일인터넷 이용료 부담은

보다 완화될 가능성 큼.  

나)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 환경 개선: 모바일인터넷 접속방법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반영하여

이통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를 경감시키고 있고, 최근 출시되는 단말기가 큰 화면, 높

은 해상도, 터치스크린, 쿼티 자판 등을 지원하면서 사용자 환경 (UI)이 개선되고 있음. 

다) 적극적인 망개방과 컨텐츠 생산: 망개방을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형성으로 컨텐츠제공자

(CP)들의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이 예상됨.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 모바일광고 시장 형성의 원동력: 최근 햅틱폰 등 고성능 휴대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이는 새로운 온라인광고

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그 이유는 1) 유선과 무선네트워크의 대역폭 격차가 줄어들

고 있고, 2) 유선상에서만 실행 가능했던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상에서도 구현될 전

망이며, 3) 보다 개선된 풀브라우징 UI를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4) 저렴

한 모바일인터넷 정액제 상품이 출시되는 등 풀브라우징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 따라서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온라인광고보다 효율

성이 높은 모바일광고 시장 형성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는 기존 유선인터넷 포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로 그 동안 모바일인터넷 상에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포털에 비해 열위에 있

었던 NHN,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선두 유선포털의

수혜가 예상됨. 이는 1) 이용자 접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온라인광고 채널 확보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부각되고 있고, 2) 일본의 유선인터넷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야후재팬이 모바일인터넷에서도 1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유

선과 모바일인터넷에서의 이용자 성향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Reiterate: 

OVERWEIGHT 

■ 당사는 5월 22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의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 중에는 5월 22일 현재 당사가 그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 중에는 5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을 수행한 조사분석담당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 위 자료에 언급된 종목들 중에는 5월 22일 현재 당사와 자사주 취득 계약 중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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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중복가입자 포함)는 2008년 4월 말 

현재 4,400만 명을 초과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간 

신규 가입자 유치경쟁은 최고치에 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음성통화 외에 부가 서비스, 특히 3G와 같은 초고속 

무선통신기술에 기반한 정보 및 데이터이용료 등을 통해 추가

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 값비

싼 이용요금, 2) 불편한 사용자 환경, 3) 폐쇄적인 망개방과 제

한적인 컨텐츠로 인해 2005년 이후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성장

은 정체 상태에 있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모바일인터넷 이용률 추이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이통 3사의 데이터 매출 둔화 

 

자료: SKT, KTF, LGT 

이동전화를 통한 모바일인터넷 이용 이유 

이유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답변 비율 (%)

장소와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서 78.3

필요시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서 61.6

여유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56.1

이동전화 모바일인터넷 전용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을 위해서 43.4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21.1

학업이나 업무상 필요해서 9.0

주변에 유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7.1

유선인터넷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서 2.3

참고: 복수응답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서 언급한 모바일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정체를 유발하는 요

인들은 향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의 통신료 인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모바일인터

넷 시장이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 LGT가 경쟁사 데이터상

품 대비 매우 저렴한 ‘오즈 무한자유’ 출시해 가격 경쟁을 

촉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바일인터넷 이용료 부담

은 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 모바일인터넷 접속방법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반영하여 이

통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를 경감시키고 있고, 최근 출

시되는 단말기가 큰 화면, 높은 해상도, 터치스크린, 쿼티 

자판 등을 지원하면서 사용자 환경(UI)도 개선되고 있다. 

다) 망개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형성됨으로써 컨텐츠제

산업 성장의 정체 요인들은 점차 해소될 전망 

모바일인터넷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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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CP)들의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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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을 위해 부담스러운 이용요금 인하는 불가피 

벨소리 다운로드시 모바일인터넷 이용요금은 음원에 대한 저작

권 이용료로 지불되는 정보 이용료와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되

는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이용료로 나뉜다. 즉,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벨소리 다운로드시, 정보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나,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데이터 이용

료가 부과된다. 또한, 큰 화면,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휴대전

화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소요되고, 모바일사이트마다 다운로

드 되는 패킷수가 달라 과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부담스러운 이용요금 체계가 모바일

인터넷의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2007년 이통

사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데이터요금을 인하했지만, 사용자 및 

CP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향후 모바일인터넷 이용료 부담은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중되고 있는 정부

의 통신료 인하 압력과 모바일인터넷의 데이터이용료 매출 증

대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활성화의 필요성을 이통사들이 인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인터넷 가격인하 압력 증대 

 

자료: 삼성증권 

 

부담스러운 모바일인터넷 이용 요금 

 

참고: 월정액 데이터요금 미사용시 발생되는 요금으로 산출 

자료: SKT, 삼성증권 

초고속 인터넷 월간 정액 요금제 비교 

구분 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명 가격 (원) 계약 조건 

유선인터넷 KT 메가패스 스페셜 30,600 100M, 3년 약정 

 하나로텔레콤 하나포스 광랜 29,700 100M, 3년 약정 

 LG파워콤 XPEED 광랜 28,000 100M, 3년 약정 

이동통신사 SKT 데이터 세이프 정액제 26,000 정보이용료 별도과금 

 KTF 범국민데이터요금 최대 26,000 KTF 전용, 정보이용료 별도과금 

  쇼 범국민데이터요금 최대 28,000 SHOW 전용, 정보이용료 별도과금 

 
LGT 

 

Oz 무한자유 

 

6,000 정보이용료 별도과금, 가입 후 6개월 간 무제한 이용가능

(이후 월 1GB 용량 제공, 초과시 과금) 

  안심정액데이터 최대 29,500 정보이용료 별도과금 

자료: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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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T가 4월 초 출시한 ‘오즈 무한자유’는, 가입후 6개월

까지라는 제약이 존재하지만, 월 6,000원으로 풀브라우징을 

포함한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

렴한 상품이다. LGT가 경쟁업체의 모바일인터넷 이용료보다 

최고 79%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이유는 LGT의 경우 

6,000원의 요금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ARPU가 상승하는 효

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통사의 데이터 가입자당 

매출(ARPU)을 살펴보면, LGT가 3월 말 기준 3,420원인 반

면, SKT나 KTF의 경우 각각 9,241원, 6,754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오즈 무한자유’는 프로모션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다운로드 

용량 1기가 바이트까지는 무료지만, 용량 초과시 종량제가 적

용된다. 반면 무제한이용이 가능한 정액제 상품으로 SKT와 

KTF가 내 놓고 있는 상품의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

임에 따라, LGT의 가격 경쟁 촉발로 인한 향후 모바일인터넷 

데이터요금 추가 인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통 3사 데이터 ARPU 추이 

 

자료: 각 사 

 

 

 

 

 

 

 

 

‘오즈 무한자유’ 출시 이후 가입자 증가 추세 

 

자료: LGT 

나) 기술의 발달로 접속방법 및 사용자환경 (UI) 개선 전망 

모바일인터넷 이용시 사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불편한 점

은 접속방법과 사용자 환경(UI)이다. 

단말기상에서 원하는 모바일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각 이통사만의 핫키(Hot key)를 통해 이통사 자체 

모바일포털 서비스에 먼저 접속한 후 해당 서비스를 찾아가거

나, 주소(URL) 직접 입력, 또는 WINC(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 직접 입력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WINC는 핫키를 통해 이통사 자체 모바일포털을 경유해 원하

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2002년 한

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사들이 도입한 주소체계이다. 그러나 

WINC는 숫자로만 되어 있어 외우기가 쉽지 않고, 사이트와의 

연관성 또한 낮아 활용성이 떨어진다. WINC 이용자는 2007

년 전체 31만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4천4백만명 

인 것을 고려할 때 WINC에 대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자들의 인

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대부분의 이용자는 정보 검색시 

하는 수 없이 이통사 자체 모바일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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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바일사이트의 WINC 주소 예제 

모바일사이트 WINC 주소

네이버 369

다음 3355

싸이월드 4200

야후 코리아 9090

삼성증권 2323

참고: 모바일사이트에 접속하려면 WINC 주소 입력후 핫키를 눌러야 함 

자료: 삼성증권 정리 

그러나 최근에는 ‘바로가기’ 등을 휴대폰 화면에 지정해서 원

하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핫키와 연동되어 

있는 초기화면 또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망개방 움직임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전

망이다.  

한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말기의 작은 화면과 낮은 

해상도, 복잡한 메뉴 구성, 조작법 등의 불편한 UI가 모바일인

터넷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단말기가 큰 화면과 높은 해상도, 터치스크린, 쿼티 자판 등을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 UI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어, 

기존 유선인터넷 이용환경과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및 무선네트워크 기술 발달로 

휴대전화에서 PC와 거의 유사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현될 

전망이다.  
 

기술의 발달로 유선인터넷과 유사한 환경 구현 가능할 전망 

 

자료: 삼성증권 

 

고사양 풀브라우징 지원 단말기 등장 

 

자료: 삼성전자, LG전자 

모바일 풀브라우징 지원 단말기 비교 

 햅틱폰 터치웹폰/아르고폰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모델명 SCH-W420 LG-LH2300 

통신규격 

 

WCDMA, GSM, DCS,  

US PCS 

CDMA EV-DO Rev. A

 

CPU 사양 퀄컴 MSM6280 퀄컴 MSM7500A 

메모리 155MB 70MB 

LCD 크기 3.2인치 3.0인치 

해상도 WQVGA (432 X 240) WVGA (800x480) 

카메라 화소수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자료: 각 사 

 

삼성전자 햅틱폰 (SCH-W420) 판매량 추이 

 

참고: SKT 전용 단말기 기준 

자료: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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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쇄적인 망개방과 컨텐츠 부족 

대용량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 3G 기반 서비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벨소리, 컬러링, 사진, 음악 다운로드 등

의 단순한 서비스 외에 이렇다 할 컨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킬러어플리케이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바일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이용료 매출로 음

성통화 매출 증가세 둔화를 상쇄해왔다.  

따라서 그 동안 이통사들은 안정적인 매출원이 되는 네이트, 매

직앤, 이지아이 등 이통사 자체 모바일포털을 보호하려는 목적

에서 이통사의 망 접근 차별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해왔다. 그러

나 폐쇄적인 망개방에 기인한 내/외부 CP간의 요금제 차별, 내

부 CP만을 지원하는 과금대행 등으로 외부 컨텐츠제공자(CP)

의 불만은 큰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은 컨텐츠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용자의 선택권 또한 제한되고 있다.  

한편, SKT는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의 인가조건으로 

자사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오는 7월 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골

자로는 핫키 이용시 자체 모바일포털인 네이트와 외부포털간 

동등한 접속경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초기 화면에 주소검색창

이 구현되어야 하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용자가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통 3사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누구

든 참여할 수 있는 ‘오픈넷’ 서비스를 일제히 출시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이통사 포털이 아닌 다른 모바일사이트 접속을 위해

서는 WINC 주소를 알아야만 했지만, 오픈넷에서는 검색으로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볼 때 당초 모바일인터넷 활

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망만 제공

할 뿐이지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오

픈넷을 이용하고 있는 CP들은 결제 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

을 겪고 있고, 이통사 자체 포털 대비 모바일사이트의 낮은 인

지도 및 사용 편의성 또한 이용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걸

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이니만큼,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장기적으로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인터넷 이용 목적 

 

참고: 복수응답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설비투자를 감행한 유선

인터넷 사업자들이 결국 인터넷 산업에서 포털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준 국내 사례를 고려할 때, 이통사들은 적극적인 망개방에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

은 자사 모바일포털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망을 개방하고 풀

브라우징을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모

바일인터넷 사업전략을 수정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본격적으로 모바일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망은 밝다고 판단된다. 
 

모바일인터넷 망개방 개념도 

 

자료: 아틀라스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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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개방 분류 및 정의 

망개방 분류 망개방 정의 내용 진행 상황 

단말기 개방 

 

 

 

 

단말기의 UI를 개편해 이통사 포털  

이외의 타 포털 접속 가능 

 

 

 

사용자에 의한 초기메뉴 편집,  

핫키 개방 

 

 

 

2005년 이통사 초기화면 사이트 아래 망개방 

사이트 (오픈아이, 오픈존 등) 삽입  

2008년 개방형 무선포탈 오픈넷으로 개편  

2008년 초기화면 주소검색창 및 바로가기  

아이콘 의무탑재 방통위 결의 

WAP Gateway  

개방 

 

독립포털, CP 등이 이통사의 무선인터

넷 Gateway에 접속해 독립 서비스  

가능, 협의의 망개방 

외부 사업자의 독립적 과금 가능, 

이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과금,  

수납, 정산 가능 

2005년 mASP (무선인터넷 컨텐츠 다운로드 

서버를 임대해 무선 독립 포털 서비스 가능)  

형태의 망개방 개시 

IWF/PDSN/GGSN  

개방 

독립포털, CP 등에 무선인터넷 망연동 

장치 IWF 개방, 광의의 망개방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의 자율적 

결정 

2005년 온세텔레콤 개방형 무선인터넷 SO1  

서비스 출범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성증권 재구성 

망개방 주요 연혁 

2001. 5.  정통부,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수립 

2002. 1. 정통부, SKT/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에 무선인터넷 망개방 의무 명시 

2002. 12. 정통부,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망연동장치 (IWF, PDSN, GGSN)를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 

2003. 10. 이통 3사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이트 오픈 

2004. 4.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SKT 합병인가조건 이행사항 보고 만료기한 2년 연장 

2005. 4. 정통부, 신규 단말기에 WIPI 탑재 의무화 

2005. 4. 이통 3사, mASP 임대 서비스 개시 

2005. 6. 온세텔레콤, IWF 망개방 접속서비스 개시 

2005. 9. SKT, 콜백URL, SMS, e-station 사전 동의 폐지 

2005. 10.  통신위, 이통 3사에 망개방 소홀 시정명령, 벌금 부과 

2005. 11. WINC Express 상용화 

2007. 6.  SKT, 망개방 활성화 방안 발표 

2008. 2. 

 

정통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에 무선인터넷 망개방 조건 (접속경로/요금제/과금방식 차별금지, 타통신사업자의 

유무선연동 요구시 차별금지) 포함 

2008. 5. 이통 3사 무선인터넷 망개방 사이트를 '오픈넷'으로 명칭 통일, 접속체계 개선 

2008. 5. (예정) SKT, 내/외부 컨텐츠사업자간 요금제/과금방식 차별 시정 이행계획 방통위에 제출 

2008. 7. (예정) SKT,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 방통위에 제출 

자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삼성증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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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이통사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3G 서비스의 킬

러어플리케이션은 화상통화가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유선 웹

사이트의 직접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라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낮은 해상도, 작은 대역폭 등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

금까지의 모바일인터넷 풀브라우징은 기존 웹보다 데이터 용량

이 작은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왑(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기반 웹뷰어 서비스였다. 하지만, 휴대

전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왔고, 저렴한 모바일인터넷 정액제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유선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이

는 일본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가 2004년부터 이미 시

작됐지만, 사용의 용이함으로 인해 현재 왑에 기반한 모바일인

터넷 서비스가 더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이

용자들이 유선인터넷에 매우 친숙하고, 보다 동적인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풀브라우징 서비

스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

비스의 UI가 PC 환경과 동일해 질 수 없기 때문에, 왑에 기반

한 서비스 또한 풀브라우징 서비스와 상호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플랫폼별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특성 비교 

구분 왑 기반 풀브라우징 (웹 기반) 

사용자의 필요성 높음 낮음 

효용성 (속도) 높음 (빠름) 낮음 (느림) 

User Interface 최적화 Zoom in/out 

단말 탑재 비율 100% 탑재 신규 출시 단말 대부분 탑재

마케팅/홍보 채널 이메일, 잡지,  

QR코드 (한국: URL 

SMS/WINC) 

검색 후 사이트 링크 

(Yahoo Japan 등의 영향력 

증대) 

주요 이용 서비스

 

 

이메일, 뉴스/날씨,  

인포메이션, 블로그/ 

SNS, 벨, 게임 등 

웹 검색 

 

 

서비스 범위 제한적 거의 제한 없음 

시장 활성화 활성화 3년간 정체 

자료: 애니빌 

국내 웹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웹표준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엑티브X 등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있기 때문

에,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아닐 경우 해당 사이트

가 제대로 표시/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표준과 관련된 

문제점은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휴대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선인터넷상에서 가능한 실시간 

금융거래 등의 서비스가 모바일상에서는 현재 구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바일인터넷 활성

화와 더불어 멀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결제 서비스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의 유/무선 표준기술 도입 및 활성화 

고사양 단말기의 보급률 상승 

지원 단말기 가격 인하 

저렴한 정액 요금제 지속 제공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통사의 관련 설비 증설 

자료: 삼성증권  

국내 이통 3사 풀브라우징 특성 비교 

구분 서비스 서비스 방식 브라우저명 사용 네트워크 

SKT Nate 왑브라우저 Embider CDMA/WCDMA 

 모바일웹 웹뷰어 (웹사이트 이미지화) WIPI 어플리케이션 CDMA/WCDMA 

KTF Magicⓝ/Show 왑브라우저 KUN CDMA/WCDMA 

 모바일 웹서핑 웹뷰어 WIPI 어플리케이션 CDMA/WCDMA 

LGT ez-i 왑브라우저 Embider CDMA/EVDO Rev. A 

 Oz 웹뷰어/왑브라우저 Polaris/전용 어플리케이션 EVDO Rev. A 

자료: 각 사 

모바일 풀브라우징, 킬러어플리케이션의 등장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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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 최근 유선과 무선네크워크의 대역폭 격차가 줄

어들고 있고, 2) 유선상에서만 실행 가능했던 응용 어플리케이

션이 휴대전화상에서도 구현될 전망이며, 3) 풀브라우징과 보

다 개선된 UI를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가 늘어날 전망이고, 4) 

또한 저렴한 모바일인터넷 정액제 상품이 출시되는 등 풀브라

우징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풀브라우징 서비스의 시작으로 기존 유선인터넷상에서

만 노출이 가능했던 온라인광고가 향후 휴대전화 상에서도 동

일하게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바일 풀브라우징은 

새로운 온라인광고 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

바일광고의 효율성은 온라인광고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반면, 휴대전화는 개인마다 보유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광고의 접

근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모바일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로 2000년부터 형성

되기 시작한 모바일광고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과시하고 있

다. 2004년 180억엔 수준에 불과했던 모바일광고 시장은 

2004~07년 연평균 51.0%의 높은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2007년에는 620억엔 규모로 성장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광고 시장으로 거듭났다.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약 

80%가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광고의 높

은 효율성으로 모바일광고 요금이 인터넷광고 요금과 유사한 

일본의 영업환경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에서의 모바일인터넷의 

활성화는 국내 모바일광고 시장 형성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본 모바일광고 시장 전망 

 

자료: 덴츠 

 

글로벌 모바일광고 시장 전망 

 

자료: eMarketer 

성장잠재력이 높은 모바일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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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양 휴대전화의 보급률 상승 및 모바일인터넷 이용료 인하

와 더불어, 향후 유선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기술과 이동성

을 융합한 사업모델 (휴대폰 내장 GPS 및 카메라 등을 통합

한 위치기반 검색광고 등)의 출현, 올해 초 소개된 야후의 ‘원

서치 2.0’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Tellme의 음성인식 서

비스 출시 등으로 그 동안 정체됐던 모바일인터넷 시장은 제2

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로 그 동안 이동통신사의 모바일포

털에 비해 열위에 있었던 NHN,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이 높

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선두 유선포털의 수혜가 예상

되는데, 이는 1) 이용자 접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온라인광

고 채널 확보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부각되고 있고, 2) 일본의 

유선인터넷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야후

재팬이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도 1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유선과 모바일인터넷에서의 이용자 성향

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모바일인터넷산업, 제2의 성장 기대 



산업분석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

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

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작성자: 박재석 주진석] 

 

당사 및 조사분석 담당자 이해관계 및 계열관계 내역 
 

종목명 성명 보유여부 수량 취득일 유가증권 발행관련 비고 

NHN    자사주취득계약 (3/31~6/30) 

삼성전자    계열사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종목추천에 대한 투자기간을 6개월, 절대 수익률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와 리스크 3단계로 구분함. 

BUY -매수 : 10% 초과 (Low), 15% 초과 (Medium), 20% 초과 (High) 

HOLD -보유 : -10% ~ 10% (Low), -15% ~ 15% (Medium), -20% ~ 20% (High) 

SELL -매도  : -10% 미만 (Low), -15% 미만 (Medium), -20% 미만 (High) 

※ 2004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3단계(BUY, MP, MU)에서 3단계(BUY, HOLD, SELL)와 리스크 3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www.samsungf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8층 리서치센타 Tel: 02-2020-8000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작성자: 박재석 주진석] 

 

 

 

 

 

 

 

 

 

 

 

 

 

 

 

 

 

 

 

아래 지점은 1588-2323 / 1544-1544 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Fn Honors 서울지역   

강남대로, 강서, 강남구청, 강동(명일동 Branch), 갤러리아, 구로디지털, 구의(구리 Branch 포함), 대치, 도곡(도곡렉슬 Branch 포함), 명동, 목동, 반포,  

방배(이수역 Branch), 보라매, 삼성타운, 삼성동(공항터미널 Branch), 상계, 서교, 서초, 송파(올림픽 Branch 포함), 수유, 신사, 압구정, 여의도, 영등포, 영업부, 

은평, 이촌, 잠실, 제기동, 종로, 종합운동장, 청담, 태평로(마포 Branch 포함), 테헤란, 호텔신라(H-Club 종로타워 Branch 포함) 

    

Fn Honors 경기지역   

과천, 미금역, 부천, 부평, 분당, 수원, 수지(죽전 Branch 포함), 안산, 영통, 일산, 인천, 정자역, 평촌   

    

Fn Honors 충청ᆞ호남   

광주, 둔산, 서광주(목포 Branch 포함),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천안, 청주   

    

Fn Honors 영남지역   

거제, 경주, 구미, 김해, 대구, 대구서, 대구중앙, 동래, 마산, 부산(범일동 Branch 포함), 부산중앙, 상인, 안동, 지산, 울산(남울산 Branch 포함)  

진주, 창원, 포항, 해운대   

    

Fn Honors 강원지역   

강릉, 원주(춘천 Branch 포함)   

    

Fn Honors 제주지역 고객 불편사항 접수  

제주 080-911-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