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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1. ICT 진단과진단과 방향성방향성 : : ①① 패러다임의패러다임의 변화변화

이동통신의 시작과 더불어 공급자 및 기술 중심의 시장이 디지털화와 분업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S/W & H/W의
통합적 제공을 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로 진화하고 있음

Phase III 
뉴 패러다임 (‘07- )

Phase III 
뉴 패러다임 (‘07- )

Phase II
시장 확산 (‘95-’06)

Phase II
시장 확산 (‘95-’06)

Phase I
모바일 태동 (‘83-’94)

Phase I
모바일 태동 (‘83-’94)

Applications Applications

통합 솔루션 기반의
수직 계열화

디지털화 및
영역별 전문화

플랫폼 기반의
통합화

Applications

[ 시사점 ]

• 기술적 의미의 플랫폼(OS 포함)은 항상
서비스/콘텐츠를 End-User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적인 요소

- Phase I : ICT, 특히 모바일 영역에서의 플랫폼은
최초 Operator 중심의 지역별 구분(사업자
라이선스와 규제)에 의한 Walled-garden 형성

- Phase II : 디지털(2G) 보급 이후 기술 장벽의
완화와 영역별 전분화의 시기, but 여전히
Operator 중심의 시장

- Phase III : OS/Platform과 Device의 결합에
따른 지역별, Operator 구분에 따른 시장
패러다임 변화

•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 경쟁구도 생성

- 서비스/콘텐츠 Aggregation 플랫폼과 이를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OS의 장악 기반

- 로컬(사업권) 경쟁에서 글로벌(플랫폼/디바이스) 
대상이라는 시장 범위/개념과 요구 역량 변화

[ 이동통신 시장의 헤게모니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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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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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latform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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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Equipment

OS/Platform

Device

Component

Applications

N/W Equipment

• 기술적 의미의 플랫폼(OS 포함)은 항상
서비스/콘텐츠를 End-User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적인 요소

- Phase I : ICT, 특히 모바일 영역에서의 플랫폼은
최초 Operator 중심의 지역별 구분(사업자
라이선스와 규제)에 의한 Walled-garden 형성

- Phase II : 디지털(2G) 보급 이후 기술 장벽의
완화와 영역별 전분화의 시기, but 여전히
Operator 중심의 시장

- Phase III : OS/Platform과 Device의 결합에
따른 지역별, Operator 구분에 따른 시장
패러다임 변화

•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 경쟁구도 생성

- 서비스/콘텐츠 Aggregation 플랫폼과 이를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OS의 장악 기반

- 로컬(사업권) 경쟁에서 글로벌(플랫폼/디바이스) 
대상이라는 시장 범위/개념과 요구 역량 변화

Source : 인피데스 (2012.06)



[ Key Player’s Value Chain Expansion & Activities ]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Contents
OS/ 

Platform
SoC Device

Distri-
butoion SalesSpectrum N/W    

SVC
지향점지향점 §콘텐츠 , OS/Platform, 디바이스 전반에 걸친 전략

자유도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보

§네트워크 및 수평/수직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배력 확보 추진

1. ICT1. ICT 진단과진단과 방향성방향성 : : ②② 가치사슬의가치사슬의 통합통합

이러한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OS/플랫폼 중심의 전방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전략적 자유도를 높여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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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매출 확대를 겨냥한 iTunes 기반 콘텐츠 & S/W 강화
§콘텐츠, OS/플랫폼, SoC 등 수평/수직적 역량 확보 전략 구사

§디바이스 매출 확대 전략 중심으로 콘텐츠, OS/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한 Eco-System 구축 추진 (특히, H/W 전분야에 대한
수직적 능력 결합 장점)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와 다양한 디바이스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레퍼런스 디바이스의 지속적 출시와 영향력 확대

§콘텐츠 기반 킨들과 킨들 파이어의 연이은 시장 진입 성공에
기반하는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사업기회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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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인피데스 (2012.06)



다양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1. ICT1. ICT 진단과진단과 방향성방향성 : : ③③ 플랫폼플랫폼 기반의기반의 다양한다양한 BM(Business Model) BM(Business Model) 경쟁경쟁

콘텐츠, 플랫폼, 마켓 플레이스를 장악한 글로벌 지향성 플레이어가 전면에 등장하는 한편, 다양한 디바이스의
결합과 모바일화에 따른 개인 중심의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핵심으로 부각됨

스마트 디바이스멀티미디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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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Aggregator 및 마켓 플레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수급 강화

•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콘텐츠 제공

• 플랫폼 확보·제휴를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 통신사업자, 디바이스 제조사, 방송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 경합

• 콘텐츠 윈도우 확대 및 연동

• 플랫폼 기반, 그러나 디바이스를 통한 매출이 목표 → 애플, 삼성, 노키아 등 전통적인 디바이스 제조사

• 광고를 통한 매출이 목표 → 구글 등 포털 업체 및 방송사업자

BM 1 : 디바이스 매출

BM 2 : 광고 매출

BM 3 : 콘텐츠 매출 • 콘텐츠 판매를 통한 매출이 목표 → 기존 방송통신 콘텐츠 사업자 (디즈니, FO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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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스마트/커넥티드 TV, 태블릿 등
사용자가 원하는 단말로 콘텐츠 공급

BM 4 : 트래픽 매출 • 콘텐츠 딜리버리를 통한 매출이 목표 → 통신 사업자 (콘텐츠 업체와의 협력 및 B2B 영역을 통한 사업 확장 병행 추진)

Source : 인피데스 (2012.04)



2. 2. 플랫폼플랫폼 종결자종결자,, 스마트스마트 디바이스디바이스 : : ①① 모바일모바일 디바이스디바이스 진화진화 사이클사이클

이동통신 서비스 진화와 더불어 디바이스는 3번의 사이클(기술→스펙→가격)을 순환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의
플랫폼 기반 주도권 확보가 LTE-A 이후의 새로운 시장 주도권 화보 역량을 보장해 줄 수 있음

[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쟁 사이클 분석 ]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디지털 2G 
서비스

카메라, 
폴더형 디자인

경쟁
3G

진화
터치스크린

단말기
스마트폰 확대 LTE 진화 및

스마트폰 정착
LTE

Advanced

공급자 중심의
시장

분업화 및 다양한
플레이어 등장

다양한 서비스 및
피쳐폰 경쟁

데이터
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등장과
패러다임 변화

Walled 
Garden 붕괴

플랫폼 기반 S/W & 
H/W 경쟁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5

1983 1995 2002 2005 2007 2008 2010 2015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 3차 사이클

•장비와 단말기 통합 기술력 중심 (사업자 주도)

•이후 디지털 전환과 수평적 분업화에 따른 다양한
플레이어 진입

•글로벌 WCDMA 
주도 및 다양한
기능 통합 경쟁

• iPhone 등장

기술경쟁 : 새로운 기술 확보와 대응력

스펙경쟁 : 디바이스 기능, 디자인, 제조 대응력

가격경쟁 : 원가구조, 생산, 유통/영업 대응력

•플랫폼 기반의 S/W & H/W 경쟁 기반, 최적의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통합/연동 설계 능력 중요
• Utilize Platform and Maximize Revenue

•플랫폼 기반의 S/W & H/W 경쟁 기반, 최적의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통합/연동 설계 능력 중요
• Utilize Platform and Maximize Revenue

Source : 인피데스 (2012.06)

(Platform + OS + AP + UI/UX + Sets)



2. 2. 플랫폼플랫폼 종결자종결자,, 스마트스마트 디바이스디바이스 : : ②② 미래를미래를 위한위한 확장과확장과 경쟁경쟁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통합 플랫폼 전략에 따라 디바이스간의 경계가 희석되고 있으며, 개발환경 강화 기반의
자사 중심적 ‘앱’ 확보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글로벌 플랫폼 경쟁 ] [ 시사점 ]

Notebook

• 통합 OS 전략 구사

- 애플을 중심으로 구글도 Notebook to 
Smartphone에 이르는 통합 OS 플랫폼
전략 추진

- MS의 Windows 8도 태블릿을 지원, 향후
스마트폰 영역까지 통합 추진

- 삼성은 강력한 H/W를 무기로 멀티
플랫폼 전략 추진

• 개발환경 지원이 핵심

-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된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S/W적 사용 가치 강화

- 이러한 면에서 애플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PC 기반의 MS와 개방적
환경의 구글 등이 맹추격하는 양상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

Ultrabook/ 
Netbook

Tablet

Smartphone

OSX 
Lion

iOS

Chrome

Android

Windows 
8

Windows
Phone 8

Windows
8

Android

• 통합 OS 전략 구사

- 애플을 중심으로 구글도 Notebook to 
Smartphone에 이르는 통합 OS 플랫폼
전략 추진

- MS의 Windows 8도 태블릿을 지원, 향후
스마트폰 영역까지 통합 추진

- 삼성은 강력한 H/W를 무기로 멀티
플랫폼 전략 추진

• 개발환경 지원이 핵심

-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된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S/W적 사용 가치 강화

- 이러한 면에서 애플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PC 기반의 MS와 개방적
환경의 구글 등이 맹추격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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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인피데스 (2012.06)



2. 2. 플랫폼플랫폼 종결자종결자,, 스마트스마트 디바이스디바이스 : : ③③ $499 vs. $199$499 vs. $199

새로운 태블릿 영역에서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iPad와 Kindle Fire의 가격정책에 따라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우며, 이는 향후의 스마트 TV 부분 등 모든 Consumer Electronics 영역에서 발생할 것임

[ 제품 포지셔닝의 어려움] [ 시사점 ]

• 콘텐츠 통합 플랫폼의 힘

- 애플(고가)과 아마존(저가) 같이
콘텐츠의 장점이 없이는 시장의
진입이 어려움 → 중간 가격대
포지셔닝 실패

• 같은 모양, 같은 OS/App 
Market의 한계

- 안드로이드 시장이 확산되며, 
다수의 제조업체가 들어오고
있으나 시장 창출은 실패

• H/W 차별화 전략, 그러나
제한적 해결방안

• 소니와 같은 차별적 H/W 전략과,
구글의 생태계를 활용하는 저가의
H/W 경쟁력 확보가 나머지
업체들의 유일한 생존 방안, but 
단기적

• 애플의 시장점유율 90% 이상
• 삼성, 소니 등에서 일부 H/W 강점 기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경쟁력 부재

Sony Tablet P
Dual 5.5”, $550

?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

$499

$199

Galaxy Tab 
10.1” $337.95

HP touchPad
9.7” $318.97

Asus Transformer
10.1” $392.99

Blackberry Playbook  
7” $2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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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통합 플랫폼의 힘

- 애플(고가)과 아마존(저가) 같이
콘텐츠의 장점이 없이는 시장의
진입이 어려움 → 중간 가격대
포지셔닝 실패

• 같은 모양, 같은 OS/App 
Market의 한계

- 안드로이드 시장이 확산되며, 
다수의 제조업체가 들어오고
있으나 시장 창출은 실패

• H/W 차별화 전략, 그러나
제한적 해결방안

• 소니와 같은 차별적 H/W 전략과,
구글의 생태계를 활용하는 저가의
H/W 경쟁력 확보가 나머지
업체들의 유일한 생존 방안, but 
단기적

• 콘텐츠로 무장한 아마존은 저가의 태블릿을 출시함으로써
소위 차이나패드로 불리는 $100불 대 이하의 초저가
시장을 제외하고는 진입이 어려움

Sony Tablet P
Dual 5.5”, $550

→ Google/Asus, Lenovo 등이
$199불대의 저가 Tablet 시장
진입으로 경쟁가열 전망Source : 인피데스 (2012.06)



[ Connected Device의 증가 ]

Phase I Phase II Phase III

Human-to-Human Human-to-Machine Machine-to-Machine

Only To Content/Service Itself

[Communication Object Expansion]

3. 3.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플랫폼으로의 확장확장 : : ①① 나도나도 디바이스다디바이스다! ! 

2015년 글로벌 인구 1인당 디바이스 수는 3.47개로 전망되며, 결국 다양한 디바이스간의 연동을 제공하는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관건임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

Source : Cisco IBSG, 2011.04

• Voice, SMS 중심
• 무선 인프라 및
서비스/단말보급 확장의
시기
• H/W 경쟁의 시기

• 서비스/콘텐츠 중심
• 통합 Eco-System 
구축에 따른 차별적
가치제공의 시기

• 통합 플랫폼 중심
• B2B2C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적 가치제공의
시기

Market 
Initiative

Market 
Initiative

Market 
Initiative

• 통신사업자
• 장비/단말 사업자
(Motorola, Nokia)

인프라 및 기술력
기반의 시장 선도
사업자

• Apple

사용자 가치창조
기반의
서비스/컨텐츠 통합
Eco-System 제공

• Apple? Google?
• 삼성? KT/SKT?

통합된 플랫폼과
솔루션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 & 서비스
연동의 가치

Source : 인피데스 (2012.06)
8



3. 3.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플랫폼으로의 확장확장 : : ②② 클라우드클라우드 플랫폼플랫폼 (B2C (B2C 중심중심))

N-Screen/영화N-Screen/영화

음악음악

게임게임

[ 통신사 ]

클라우드
서비스

통신사들은 자사의 LTE와 결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통신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기간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계속 중임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9

게임게임

커뮤니케이션: 
RCS & 영상통화
커뮤니케이션: 

RCS & 영상통화

모바일 광고
(LBS 기반)
모바일 광고
(LBS 기반)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

M2M(헬스)M2M(헬스)

M2M(커넥티드카)M2M(커넥티드카)

[ 비통신사 ] Pull Push

Source : 인피데스 (2012.06)



[글로벌 ICT 산업 시장 개념도]

Cloud Computing

Public Automotive Agriculture Broadcast

RetailTransportEducation Energy

HealthcareFinance Construction …

Industry 
Areas

3. 3.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플랫폼으로의 확장확장 : : ②② 클라우드클라우드 플랫폼플랫폼 (B2B (B2B 중심중심))

글로벌 정보통신 시장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요구를 기반으로 Cloud Platform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통한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음

§ ICT의 Business Enabler로의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확장

[주요 지향점]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

Cloud Computing

Service Platform

Device Platform

Connected Device

B2CàB2BàCross-platform

Network

Client
Areas

Platform 
& 

Delivery
Areas

10

§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시장 주도권 확보

§ 기가인터넷, LTE 등 브로드밴드 기반의 All-IP 
데이터 인프라 지원

§ 모바일 중심의 개인화되고 통합된 유연한
서비스 제공 지향의 스마트 디바이스 추구

§ 개인과 기업을 아우르는 신규 BM  및 수요 창출

Source : 인피데스 (2012.06)



3. 3.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플랫폼으로의 확장확장 : : ③③ 비즈니스비즈니스 가치가치 이전이전

과거 Telco Network이 주도해 온 ICT 밸류 스트림은 Walled Garden 해체 이후 플랫폼 홀더가 밸류의 정점에
자리하기 시작했으며, 수익 모델 추구 방향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전략이 전개되고 있음

[ Network Era]

Content Tool

NetworkNetwork

[ Platform Era]

광고

Biz Direction

Device

Content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11

Platform Device

NetworkNetwork

§ Telco Leadership: Telco의
모바일 서비스 영역
게이트웨이 점유

§ 여타 플레이어 모바일 서비스
영역의 전략적 자유도 없음

§ Platform 장악=시장 헤게모니
장악

§ 자사 친화적 Platform 
에코시스템 구축 경쟁 본격화

§ 밸류들의 유기적
통합(Platform-Tool-Content-
Device) 역량 중요

디바이스

거래수수료

PlatformPlatform

Tool

ü Biz Direction별 상이한 플랫폼
통합 양상과 경쟁 전선 형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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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의플랫폼의 변천과변천과 정의정의

최초 스마트폰 OS에서 태동된 비즈니스 플랫폼 컨셉은 시기별 Rule Changer의 등장에 따라 개념적 진화가
이뤄지고 있음

§통신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플랫폼이란 용어는 초기에는
스마트폰 상에 탑재되는 OS와
OS 상에서 구동되는 앱이
유통되는 마켓 플레이스를 통칭

§그러나, 미디어 태블릿의 확산과
콘텐츠/앱 유통 경로의 다양화
및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한
다양한 신규 BM의 가능성은
기존 플랫폼에 대한 재정의를
필요로 함

§본 자료에서 활용되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데이터∙콘텐츠∙앱 및
관련 서비스의 거래와 유통, 
그리고 이에 수반한 정보의
축적이 발생되는 유무선
마켓플레이스 또는
에코시스템으로 정의코자 함

비즈니스 플랫폼의 변천 비즈니스 플랫폼의 정의

키워드 스마트폰 OS
Open OS

앱스토어, 에코시스템 클라우드, N-Screen, 
태블릿

단말/NW 특징 스마트폰/무선 스마트 디바이스
/유무선 통합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13

§통신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플랫폼이란 용어는 초기에는
스마트폰 상에 탑재되는 OS와
OS 상에서 구동되는 앱이
유통되는 마켓 플레이스를 통칭

§그러나, 미디어 태블릿의 확산과
콘텐츠/앱 유통 경로의 다양화
및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한
다양한 신규 BM의 가능성은
기존 플랫폼에 대한 재정의를
필요로 함

§본 자료에서 활용되는 비즈니스
플랫폼은, 데이터∙콘텐츠∙앱 및
관련 서비스의 거래와 유통, 
그리고 이에 수반한 정보의
축적이 발생되는 유무선
마켓플레이스 또는
에코시스템으로 정의코자 함

주도 플레이어

Major 
Platform Brand

• Symbian
• Linux
• Windows 
Mobile
• Palm

• App Store
• Android
• Bada
• RIM
• WAC

• App Store
• Android
• Amazon
• Facebook

통신사업자

단말(OS)벤더

플랫폼 홀더

통신사업자

단말(OS)벤더

개발자

소비자

플랫폼 홀더

단말(OS)벤더

개발자

소비자

ü iPhone 출시
(‘07.6)

ü Kindle 2 출시(셀룰러 지원 ’09.10)
ü iPad 출시(셀룰러 지원, ‘10.6)Rule Changer

기업 고객

Source : 인피데스 (2012.06)



2. 2. 경쟁경쟁 현황현황 및및 전망전망 요약요약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홀더들은 각자 보유 핵심 역량에 따라 수익 모델이 차별적인 가운데, Apple의 경우
광고를 신규 수익원으로 적극 껴안으며, Google, Facebook과의 경쟁각이 보다 첨예화될 전망

기보유 핵심 역량(=수익창출원) 기회 영역(=KSF 다변화)

Android Market

Search Engine

유무선 통합

SNS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 수익 모델

Copyright © 2012 by  INFIDES Co., Ltd.14

Web-based SNS

End-to-End 통합 플랫폼

Device

App Store

iTunes

Marketplace

B2C

B2B(AWS)

Mobile SNS

LBS/Map 역량 강화

통합 플랫폼 완성도 극대화

↔ 폐쇄성 한계 극복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

B2C 라인업 수평 확대

Device 
판매

중개
수익

Source : 인피데스 (2012.06)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Google은 검색엔진 역량을 레버리지하여 유무선 비즈니스 플랫폼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플랫폼 구성 역량
제고를 위해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왕성한 인수 활동을 펼치고 있음

Device(4/12,500)

Content(4/253)

비즈니스 플랫폼 구성 현황: Google

• 구글의 핵심역량인 검색엔진을 레버리지, 
다양한 사업 전개 토대

• 여행/지도 관련 투자 및 인수(ITA)를
통한 플랫폼 매력도 제고 기여

• Android Market Web Store: 구글 계정
기반 온라인 안드로이드 마켓 " Google 
Play 브랜드로 통합하며 안드로이드
앱생태계 강화

• Chrome Web Store: 크롬용 웹 기반
앱스토어

• AdMob: 7.5억불 규모의 광고 네트워크
인수, 모바일 광고 시장 1위

• Meebo를 포함 SNS 투자 인수 활발

• ’11년 Motorola 휴대폰 사업 부문
인수(125억불)

• ’10년 음성인식(Phonetic Arts), 
터치타이핑(BlindType) 등 UI 기업 인수

33--1. 1. 광고광고: Googl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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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30/1,086)

Platform(21/1,093)

업계 1위 역량 Entry Level

§ Tool(검색엔진) 역량을 레버리지하여 광고 플랫폼에서 성공, 모바일 플랫폼 사업 집중

§ 모바일 앱 플랫폼(Android) 생태계를 기반으로 Chrome Web Store, Android Market Web Store을 통해
온라인 생태계 확장 도모

- But, Asus, HTC의 크롬 진영 이탈 외 삼성을 비롯한 하드웨어 벤더들의 협력은 소극적(Motorola 견제 의미 포함)

* 괄호 안은 최근 3년 간 인수 기업 및 공개 기준 금액(백만불)

• Android Market Web Store: 구글 계정
기반 온라인 안드로이드 마켓 " Google 
Play 브랜드로 통합하며 안드로이드
앱생태계 강화

• Chrome Web Store: 크롬용 웹 기반
앱스토어

• AdMob: 7.5억불 규모의 광고 네트워크
인수, 모바일 광고 시장 1위

• Meebo를 포함 SNS 투자 인수 활발

• Google + 역량 강화를 위해 소셜
게임(Social Deck, Slide.com) 기업 인수

• Youtube 사업 강화를 위해
동영상(Quiksee, Green Parrot) 기업
인수

전략
특성



모바일에서 구축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Google +’로 웹기반 생태계 구축의 구심점을
모으고 있음

Android 
OS/App 
Market

Mobile PC

Google 비즈 플랫폼 다변화 전략 전망과 시사점

ü SNS, 구글 플랫폼 화두

- Google + 역량 강화 및 SNS 업체 투자
인수 기조 지속 전망

- 동일한 광고 수익모델의 직접적인
플랫폼 경쟁사인 Facebook과의 주도권
경쟁

ü 플랫폼 기반 강화는 Apple과 달리
수익 창출 관점이 아닌 ‘Google-
friendly Ecosystem’ 조성이 목표

ü 개방형 플랫폼 성격 상 단말은 거들뿐

- Motorola 인수는 Android 플랫폼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휴대 단말 벤더 진영에게
중단기 위협 요인 미미

to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1. 1. 광고광고: Googl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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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OS/App 
Market

Chrome OS

Motorola

Google Play

Chrome Web 
Store

Google +

ü SNS, 구글 플랫폼 화두

- Google + 역량 강화 및 SNS 업체 투자
인수 기조 지속 전망

- 동일한 광고 수익모델의 직접적인
플랫폼 경쟁사인 Facebook과의 주도권
경쟁

ü 플랫폼 기반 강화는 Apple과 달리
수익 창출 관점이 아닌 ‘Google-
friendly Ecosystem’ 조성이 목표

ü 개방형 플랫폼 성격 상 단말은 거들뿐

- Motorola 인수는 Android 플랫폼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휴대 단말 벤더 진영에게
중단기 위협 요인 미미

가치 전이/

확장

Platform 
Direction

Key 
Platform 
Factors

웹기반 생태계 구심점

Source : 인피데스 (2012.06)



SNS 플랫폼을 레버리지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반열에 올라선 Facebook은 모바일 앱스토어 역량
부재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HTML5 기반 모바일 웹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강화 중

비즈니스 플랫폼 구성 현황: Facebook

• 사진 공유(Lightbox), LBS(Gowalla), 그룹
메시징(Beluga)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Facebook 본연의 SNS 플랫폼 가치 제고

• 소셜 쇼핑(Nextstop), 소셜 기프팅(Karma)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한 공격적 SNS 투자

• HTML5 기반 플랫폼 역량 강화: Strobe, 
Snaptu인수

• 모바일 역량 및 유무선 서비스 플랫폼
역량 강화: Instagram(모바일 사진 공유) 
10억불 인수

• ‘11.2H 이후 Buffy 스마트폰 프로젝트
내부 추진 중

• 자체 보유 역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Facebook 플랫폼 이용 관련 게임, 음악
기업들과의 제휴 전략을 통해 Apple, 
Google 등과의 콘텐츠 경쟁

• ’11년 10월, Spotify와 음악 스트리밍
역량 제휴

Device

Content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1. 1. 광고광고: : Facebook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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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역량 Entry Level

§ SNS 플랫폼 역량을 레버리지하여 2010년 3월 이후 Google 트래픽 추월

- ‘12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M/S 19.4% 추정(’11년 이후 1위)

- 소셜 게임 분야 압도적 우위 및 쇼핑 관련 역량 강화 " 행동 기반 광고 분석 가치 차별화

§ HTML5 역량 강화 및 Instagram 인수는 모바일 도메인 역량 부재 극복 수단 " 온라인 광고 성장 둔화 해소

* 괄호 안은 최근 3년 간 인수 기업 및 공개 기준 금액(백만불)

• 소셜 쇼핑(Nextstop), 소셜 기프팅(Karma)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한 공격적 SNS 투자

• HTML5 기반 플랫폼 역량 강화: Strobe, 
Snaptu인수

• 모바일 역량 및 유무선 서비스 플랫폼
역량 강화: Instagram(모바일 사진 공유) 
10억불 인수

• 자체 보유 역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Facebook 플랫폼 이용 관련 게임, 음악
기업들과의 제휴 전략을 통해 Apple, 
Google 등과의 콘텐츠 경쟁

• ’11년 10월, Spotify와 음악 스트리밍
역량 제휴

전략
특성

Tool(12/103)

Platform(8/1,000)



웹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도메인을 모바일로 이전하기 위해 HTML5 프로젝트(Spartan), 모바일 플랫폼
자산(Instagram) 확보에 역량 집중

Facebook 비즈니스 플랫폼 다변화 전략 전망과 시사점

ü HTML5, 모바일로의 플랫폼 가치
확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

- 모바일 앱생태계 미보유는 Facebook
비즈 플랫폼의 중요한 열위 요인

ü 소셜게임 및 소셜쇼핑 역량 강화로
Google + 등 후발 SNS 사업자 추격
제지 노력 예상

- ’12년 5월 IPO 이후 관련 자산에 대한
인수 작업 활발할 것으로 예상

ü 모바일 앱스토어 자산이 없기 때문에
Device 역량의 적극적 개발 또는
인수를 통한 플랫폼 수직 통합
가능성은 매우 낮음
" Tool과 Platform 자산 역량 강화
국한 예상

PC Mobileto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1. 1. 광고광고: : Facebook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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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HTML5, 모바일로의 플랫폼 가치
확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

- 모바일 앱생태계 미보유는 Facebook
비즈 플랫폼의 중요한 열위 요인

ü 소셜게임 및 소셜쇼핑 역량 강화로
Google + 등 후발 SNS 사업자 추격
제지 노력 예상

- ’12년 5월 IPO 이후 관련 자산에 대한
인수 작업 활발할 것으로 예상

ü 모바일 앱스토어 자산이 없기 때문에
Device 역량의 적극적 개발 또는
인수를 통한 플랫폼 수직 통합
가능성은 매우 낮음
" Tool과 Platform 자산 역량 강화
국한 예상

Web-based 
SNS Platform

PC

모바일 플랫폼
(Instagram)

HTML5/
Spartan

Mobile

유무선 통합
SNS Platform

No 1. in Page Views
가치 이전

to

Source : 인피데스 (2012.06)



비즈니스 플랫폼 구성 자산들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뤄낸 Apple은 최근 상대적으로 취약한 Tool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 중

비즈니스 플랫폼 구성 현황: Apple

• 3D 및 웹 기반 맵기술 역량 강화 "
WWDC 2012에서 Apple Maps 출시

• Apple Maps('12.6): 구글의 주력 사업의
하나인 지도에 대한 견제 조치

• ’10년 광고 네트워크 Quattro Wireless 
인수(2.7억불)와 iAD 출시

- iAD('10.6): iOS 4.0 이후 애플의 모바일
광고플랫폼. 인구통계학, 선호앱, 음악, 
영화/ TV/오디오 북 장르 관심, 위치, 
단말, 네트워크에 따른 타깃팅 가능

• ’11년 웹기반 Mac 앱스토어 오픈

• iOS SNS 연동: Twitter(iOS 5.0), 
Facebook(iOS 6.0)

• 음성(Siri) 및 얼굴 인식(Pola Rose) 등
차세대 UI 역량 강화 중Device(4/540)

Content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2. 2. 디바이스디바이스: Appl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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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역량 Entry Level

§ ‘10-’11년 지도 역량 강화는 Apple Maps 출시와 더불어 모바일 광고 분야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

- iAd 출시 이후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 모멘텀 부진 만회가 필요한 상황

§ Platform-Device에 이르는 밸류통합 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에코시스템의 폐쇄성도 동시에 존재

* 괄호 안은 최근 3년 간 인수 기업 및 공개 기준 금액(백만불)

• ’10년 광고 네트워크 Quattro Wireless 
인수(2.7억불)와 iAD 출시

- iAD('10.6): iOS 4.0 이후 애플의 모바일
광고플랫폼. 인구통계학, 선호앱, 음악, 
영화/ TV/오디오 북 장르 관심, 위치, 
단말, 네트워크에 따른 타깃팅 가능

• ’11년 웹기반 Mac 앱스토어 오픈

• iOS SNS 연동: Twitter(iOS 5.0), 
Facebook(iOS 6.0)

• iTunes의 음악, App Store의 각종
앱/콘텐츠들과 같이 써드파티에 의한
외부 역량 조달

전략
특성

Tool(4/317)

Platform(2/275)



핵심 매출원인 디바이스 판매 및 중개 수수료의 지속적인 상승세 가운데, 최근 2년 여 광고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제휴를 통해 광고 분야로의 수익원 다각화 개척 중 " Google, Facebook과 보다 치열한 경쟁 예상

Apple 비즈니즈 플랫폼 수익 모델 다각화 전망과 시사점

ü iOS 6.0 이후 Apple의 모바일 광고
시장 공략 의지 한층 구체화

- Google, Facebook과의 모바일 광고
역량 확보 경쟁 격화

- Google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Apple 
Maps는 Yelp, Opentable 등 음식점
정보 사이트와 연동, 위치기반 광고
플랫폼 장악력 강화 예상

- 광고 분석툴 등 Tool 부문에서의
모바일 광고 역량 추가 확보가
예상되며, 플랫폼 전반에 걸친 고른
역량 우위와 유기적 연계성 확보 예상

ü iPad, iPhone 단말 및 관련 서비스
성장세 지속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Apple 에코시스템의
폐쇄성이라는 단점을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

디바이스 판매
& 중개수수료 모바일 광고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2. 2. 디바이스디바이스: Appl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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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iOS 6.0 이후 Apple의 모바일 광고
시장 공략 의지 한층 구체화

- Google, Facebook과의 모바일 광고
역량 확보 경쟁 격화

- Google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Apple 
Maps는 Yelp, Opentable 등 음식점
정보 사이트와 연동, 위치기반 광고
플랫폼 장악력 강화 예상

- 광고 분석툴 등 Tool 부문에서의
모바일 광고 역량 추가 확보가
예상되며, 플랫폼 전반에 걸친 고른
역량 우위와 유기적 연계성 확보 예상

ü iPad, iPhone 단말 및 관련 서비스
성장세 지속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Apple 에코시스템의
폐쇄성이라는 단점을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

iTunes

Device

App Store

iAD

(모바일 광고 4위
Quattro Wireless 흡수)

Apple Maps

OpentableYelp

Source : 인피데스 (2012.06)



콘텐츠(e-Book)와 플랫폼(AWS)에서 본연적 우위를 안고 있는 Amazon이 보이고 있는 Tool과 Device에 대한
역량 강화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포괄하는 Marketplace의 경쟁 우위 유지 관점에서 접근 중

비즈니스 플랫폼 구성 현황: Amazon

• 인수 보다는 전략적 제휴 및 공급
파트너쉽을 통한 역량 확보:

- Foxit Corp('11.12, PDF)

- Checkpoint('12.1, 클라우드보안 for AWS)

- 세이프넷('11.3 클라우드보안 for AWS)

- Phiconnect('11.11, 자동주문관리 솔루션)

• ’12년 유통 솔루션 역량 강화: Kiva
Systems 인수

• UI 기업(Touchco) 인수를 통한 Kindle 
터치 기술 강화

• 이북 콘텐츠 판매 촉진 차원에서
킨들파이어 저가화 전략

Device(1)

Content(1)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3. 3. 중개중개 수익수익: Amazo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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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역량 Entry Level

§ B2C Marketplace의 수평 확장과 B2B Marketplace의 수직 통합

- 도서전문 상거래 사이트에서 Zappos, Diapers.com(수직산업 특화, 물류역량), Quisdi 인수를 통해 제품 영역 다각화
- AWS Marketplace를 통해 다양한 웹서비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유통 창구 일원화

§ Tool의 경우 인수 보다는 전략적 제휴 및 공급 파트너쉽을 통한 역량 확보 " Amazon 플랫폼(B2C & B2B 
Marketplace)의 서비스 통합과 완성도 향상에 기여

• 인수 보다는 전략적 제휴 및 공급
파트너쉽을 통한 역량 확보:

- Foxit Corp('11.12, PDF)

- Checkpoint('12.1, 클라우드보안 for AWS)

- 세이프넷('11.3 클라우드보안 for AWS)

- Phiconnect('11.11, 자동주문관리 솔루션)

• ’12년 유통 솔루션 역량 강화: Kiva
Systems 인수

* 괄호 안은 최근 3년 간 인수 기업 및 공개 기준 금액(백만불)

• ’10년 수직 산업 특화 Marketplace 역량
확보: Diapers, Qusidi, Amie Street

• ’12년 4월 AWS Marketplace 개설

• ’11년 이후 수직 산업 특화 콘텐츠 역량
확보

- Lovefilm: 비디오 렌털

- Pushbutton: 앙뱡항 TV

- Bookdepository: 온라인 서점

- 영화사 MGM 콘텐츠 제휴

전략
특성

Tool(2/311)

Platform(6/985)



판매, 유통 및 물류에 걸친 B2B 플랫폼의 수직 통합 역량이라는 기술적 우위 토대에서 B2C Marketplace의 수평
확장을 이어가고 있음

Amazon 비즈니즈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제휴/인수 전략 전망과 시사점

ü B2C Marketplace에서의 소비재
라인업은 추가적인 인수 예상

- 단기적으로는 Amazon의 앞선 온라인
유통 물류 플랫폼 역량을 강점으로
확장된 소비재 분야에서의 유통 장악력
확대 예상

- 중장기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B2C Marketplace의 통합 이슈
해결 필요

ü 클라우드 戰線은 B2C 보다는 B2B가
상대적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 SW 전문 후발 기업들의 추격

- B2C: Amazon Cloud Drive/Cloud 
Player vs Apple iCloud, MS Sky Drive

- B2B: AWS vs Oracle Public Cloud, MS 
Azure Cloud, HP, IBM 등

B2C B2B

3. 3. 수익수익 모델모델 별별 비즈니스비즈니스 플랫폼플랫폼 전략전략 33--3. 3. 중개중개 수익수익: Amazo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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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B2C Marketplace에서의 소비재
라인업은 추가적인 인수 예상

- 단기적으로는 Amazon의 앞선 온라인
유통 물류 플랫폼 역량을 강점으로
확장된 소비재 분야에서의 유통 장악력
확대 예상

- 중장기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B2C Marketplace의 통합 이슈
해결 필요

ü 클라우드 戰線은 B2C 보다는 B2B가
상대적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 SW 전문 후발 기업들의 추격

- B2C: Amazon Cloud Drive/Cloud 
Player vs Apple iCloud, MS Sky Drive

- B2B: AWS vs Oracle Public Cloud, MS 
Azure Cloud, HP, IBM 등

B2C Marketplace
B2B Marketplace: 

AWS

Zappos

Quisdi

Diapers Phiconnect

Checkpoint

Safenet

인수 제휴

Source : 인피데스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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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회기회 영역영역 분석분석

비즈니스 플랫폼 간의 시장 주도권 경쟁은 각 플랫폼 별 수익 모델 달성에 요구되는 주요 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중

[기회 영역] [혁신 사례 기업][주목 역량]

Social Shopping, Social Gaming, Data 
Analytics, Social Search, Social Curation, 
Social Gifting, Social TV, Share Economy 

Zynga, Zipcar, 
Pinterest, Lockerz
Zeebox, YY, Kakao

SNS

광고

[비즈 플랫폼 수익 모델]

비즈니스 플랫폼의 기회 영역 및 수익 모델 가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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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apping, Aerial Photography, 
Traffic Analytics, Route Analytics, 
Map/POI Data, LBS+Social

Mobile Payment, Social Payment, 
Loyalty Application, NFC, Cross-
platform Payment Tool

Online Retailer, e-Commerce, B2B 
Trade, Payment Platform, Distribution 
Channels, Product/Service Review

Data Analytics, Data Mining, Cloud 
Platform, Server Technology

Alibaba.com, 
Taobao, eBay

OpenStreetMap, 
Yelp(Googled), Zagat
(Goolged), Open Table 

Paypal, Paydivvy, 
WePay, Skimlinks

Dropbox, Bitcasa, 
Appirio, Splunk

LBS/Map

Payment

B2C/B2B 
Marketplace

Cloud/Big 
Data

Device 
판매

중개
수익



2. 2. 기회기회 영역영역 별별 주요주요 사례사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으로의 SNS 응용 확장, TV의 Social화 및 SNS 기반 공유 경제 관련 비즈니스 성장 주목

22--1. SNS1. SNS

기기 업업

서비스 유형 이미지/동영상 기반
Social Curation Social TV Social Share Economy

§ 페이스북 등 타 SNS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Pinterest 내 활동
공유 가능

§ 매력적인 인터페이스와
타임라인 관리 기능의 차별화와
더불어 유력 SNS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급속한 가입자
기반 확대

§ 이미지 기반 SNS에 보드 별
Follower 타임라인의 선별 구성
가능 " 타 SNS 대비 높은
가독성과 관리 편의성이 차별점

§ 영국 최대 유료 TV 사업자인
BSkyB가 주요 주주로,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Zeebox의 기술을 통합
제공하여 소셜TV 서비스 제공

§ 페이스북 및 트위터 연동으로
친구 TV 시청 정보, 실시간
채팅기능, TV 프로그램 관련
정보 수집(Zeetag)

§ 주요 수익 모델로는 Zeetag
생성에 따른 키워드를 사용자가
클릭해서 해당 제품 구매 시
중계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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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등 타 SNS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Pinterest 내 활동
공유 가능

§ 매력적인 인터페이스와
타임라인 관리 기능의 차별화와
더불어 유력 SNS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급속한 가입자
기반 확대

§ 이미지 기반 SNS에 보드 별
Follower 타임라인의 선별 구성
가능 " 타 SNS 대비 높은
가독성과 관리 편의성이 차별점

자산 가치 2억 달러(추정)

§ 영국 최대 유료 TV 사업자인
BSkyB가 주요 주주로,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Zeebox의 기술을 통합
제공하여 소셜TV 서비스 제공

§ 페이스북 및 트위터 연동으로
친구 TV 시청 정보, 실시간
채팅기능, TV 프로그램 관련
정보 수집(Zeetag)

§ 주요 수익 모델로는 Zeetag
생성에 따른 키워드를 사용자가
클릭해서 해당 제품 구매 시
중계수수료 발생

1,500만 달러 투자 유치
(BSkyB)

§ 유료 회원제 기반의 차랑 공유
서비스

§ SNS를 통해 위치 정보에 기반한
주변 가용 공유 차량 확인 가능

§ 회원에게는 전자키 역할을 하는
RFID 기반의 Zipcard가
지급되며, 온라인 예약 기능
연동

§ 연회비 50불, 시간 당 8~15불

§ 북미 65만 명 회원 확보

‘11년 NASDAQ 상장
연매출 1억 달러



2. 2. 기회기회 영역영역 별별 주요주요 사례사례

오프라인 Retail 사업 분야의 LBS 접목과 지도 DB를 활용한 매쉬업 서비스의 비즈니스 플랫폼 수요 증대 기대

22--2. LBS/Map2. LBS/Map

기기 업업

서비스 유형 레스토랑 예약 공개 지도 프로젝트

§ 미국 내 15,000개 레스토랑
DB에 기반한 온라인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프로그램

§ 주변 레스토랑 검색 및 예약
프로세스 지원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시장
확대 중

§ 국내에서는 아블라컴퍼니(전
태터앤컴퍼니 노정석
공동대표)의 Poing이라는 유사
서비스 존재

§ Wiki 지도 프로젝트

§ 구글맵의 상용활용 과금 정책에
대한 대체재로써 개발된 crowd 
source 기반의 무료 지도앱

§ Open API에 기반 다양한
매쉬업 서비스 구현 가능

§ 기능적인 면 이외, 심미적인
면에서 수채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지도화
기술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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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15,000개 레스토랑
DB에 기반한 온라인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프로그램

§ 주변 레스토랑 검색 및 예약
프로세스 지원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시장
확대 중

§ 국내에서는 아블라컴퍼니(전
태터앤컴퍼니 노정석
공동대표)의 Poing이라는 유사
서비스 존재

’11년 매출 1억3,950만 달러
(전년비 41%↑)

§ Wiki 지도 프로젝트

§ 구글맵의 상용활용 과금 정책에
대한 대체재로써 개발된 crowd 
source 기반의 무료 지도앱

§ Open API에 기반 다양한
매쉬업 서비스 구현 가능

§ 기능적인 면 이외, 심미적인
면에서 수채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지도화
기술로 평가

-



2. 2. 기회기회 영역영역 별별 주요주요 사례사례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 솔루션들의 생활 영역 확대는 유무선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결제 솔루션에 대한
니즈를 촉진

22--3. Payment3. Payment

기기 업업

서비스 유형 Social Payment Online Payment Payment Platform

§ 웹 기반 최초의 소셜 고지서(Bill 
Payment) 결제솔루션

§ 이용자들은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자신들의 모든 고지서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

§ 5000개 이상의 기관 고지서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룸메이트 간의 요금 고지서
분배 기능도 제공

§ 행사 티켓 판매, 송장 전송, 
온라인 제품 판매, 온라인
기부금 수령을 위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

§ 기존 Paypal의 경우 복수
계좌로부터의 입출금에 대한
관리 및 프로세스가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 서로에게 할당된
경비를 단일 계좌로 모으고
잔액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각자의 계좌로 분배 입급하는
과정을 자동화

§ API 공개를 통해 개발자들의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 지원

§ 쇼핑몰 중계 수수료 과금
플랫폼을 개발, API 배포 모델

§ API는 쇼핑몰 링크, 판매자 정보, 
결과리포트, 제품 정보 제공

§ 최근에는 웹 퍼블리셔향으로
사용자 쇼핑 패턴을 포함한 API 
Suite 공개

§ 2008년 설립 이후 70만개
이상의 고객 사이트에서 월
1.1억회 클릭 발생

§ 유사 경쟁 업체로 Google이
지분을 갖고 있는 Vi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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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기반 최초의 소셜 고지서(Bill 
Payment) 결제솔루션

§ 이용자들은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자신들의 모든 고지서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

§ 5000개 이상의 기관 고지서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룸메이트 간의 요금 고지서
분배 기능도 제공

150만 달러 투자 유치
(Goldman Sachs 외)

§ 행사 티켓 판매, 송장 전송, 
온라인 제품 판매, 온라인
기부금 수령을 위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

§ 기존 Paypal의 경우 복수
계좌로부터의 입출금에 대한
관리 및 프로세스가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 서로에게 할당된
경비를 단일 계좌로 모으고
잔액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각자의 계좌로 분배 입급하는
과정을 자동화

§ API 공개를 통해 개발자들의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 지원

총 900만 달러 투자 유치

§ 쇼핑몰 중계 수수료 과금
플랫폼을 개발, API 배포 모델

§ API는 쇼핑몰 링크, 판매자 정보, 
결과리포트, 제품 정보 제공

§ 최근에는 웹 퍼블리셔향으로
사용자 쇼핑 패턴을 포함한 API 
Suite 공개

§ 2008년 설립 이후 70만개
이상의 고객 사이트에서 월
1.1억회 클릭 발생

§ 유사 경쟁 업체로 Google이
지분을 갖고 있는 VigLink

총 700만 달러 투자 유치



2. 2. 기회기회 영역영역 별별 주요주요 사례사례

온오프라인과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는 재화의 거래를 일원화, 유연화시키기 위한 통합 Marketplace의
중요성 증대

22--4. Marketplace4. Marketplace

기기 업업

서비스 유형 B2B Marketplace 써드파티 앱스토어

§ 회원 수 총 6100만명(유료 80만)의
글로벌 최대 B2B 거래 사이트로, 거래
수수료가 아닌 연회비 기반 수익 모델

§ B2B/B2C Marketkplace 에코시스템
수직 통합: 전자상거래(B2C Taobao, 
Tmall) + 검색(Yahoo! China) + DB 
관리(Alibaba Cloud Computing) + 
포털(B2B Alibaba) + 결제(AliPay)

§ 온라인 결제의 경우 중국 내 유력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 담보

§ 최대 써드파티 앱스토어(리투아니아)

§ 백화점식 앱스토어로 주요 OS 
플랫폼(Java ME, BlacBerry, Symbian, 
Windows Mobile, Android), 2,500종
이상 단말 지원

§ 온라인 스토어에서 간편히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일부 앱의 경우 메이저 마켓보다 먼저
선을 보이는 경우 다수 존재(Angry 
Birds 등)

§ '12년 1월 시점, 35만 개 앱, 1500만명
고객, 30만명의 개발자, 23억 누적
다운로드, 일 300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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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수 총 6100만명(유료 80만)의
글로벌 최대 B2B 거래 사이트로, 거래
수수료가 아닌 연회비 기반 수익 모델

§ B2B/B2C Marketkplace 에코시스템
수직 통합: 전자상거래(B2C Taobao, 
Tmall) + 검색(Yahoo! China) + DB 
관리(Alibaba Cloud Computing) + 
포털(B2B Alibaba) + 결제(AliPay)

§ 온라인 결제의 경우 중국 내 유력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 담보

’12년 앱마켓 규모 125억 달러
추정

’11년 매출 9억9,570만 달러
(전년비 15.5%↑)

§ 최대 써드파티 앱스토어(리투아니아)

§ 백화점식 앱스토어로 주요 OS 
플랫폼(Java ME, BlacBerry, Symbian, 
Windows Mobile, Android), 2,500종
이상 단말 지원

§ 온라인 스토어에서 간편히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일부 앱의 경우 메이저 마켓보다 먼저
선을 보이는 경우 다수 존재(Angry 
Birds 등)

§ '12년 1월 시점, 35만 개 앱, 1500만명
고객, 30만명의 개발자, 23억 누적
다운로드, 일 300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



2. 2. 기회기회 영역영역 별별 주요주요 사례사례

비즈니스 플랫폼 상에서 사용자들의 유무선 웹 사이트에서의 체류 및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분석
역량과 클라우드 환경 제공을 위한 관련 기술 역량 수요 증대

22--5. Cloud/Big Data5. Cloud/Big Data

기기 업업

서비스 유형 Big Data Cloud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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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링크로 색인화해 실시간으로 분석

§ Oracle,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해 온 분야에서 기술력으로 시장
Presence 확대

§ 주요 고객: Zynga(게임 중단 지점
모니터링), Chain Maysis(자사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Edmonds(고객 온라인 활동 분석)

'12년 3월, 실리콘밸리 싱글라운드
최대 규모인 6천만 달러 투자 유치

'12년 4월 NASDAQ 상장
시가총액 157억 달러

§ SaaS 등 웹기반 소프트웨어 통합 전문

§ 안정적이며 반응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역량이 인정받고
있으며, 원격근무 및 사무실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수익성 기여

§ 주요 고객: Salesforce, Google, 
Facebook, Twitter(비즈니스 플랫폼
유력 기업의 대부분이 동사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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