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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Mobile2.0 시대에서의 개방, 공유, 참여 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환 경 으 로 Platform 이 존 재 하 며 , Open OS 가 그 중 심 에 있 다 .
Google, Nokia, NTT DoCoMo 와 같 은 인 터 넷 포 탈 , 단 말 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 들은 Mobile 2.0 Platform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Open OS를 중심으로 Platform화를 주도하고 있다.

Open OS는 Mobile2.0 

Platform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함

Open OS 의 Mobile2.0 적 인 특 성 은 개 발 의 Open 성 , 사 용 의
Open성, Network의 Open성, 단말의 다양성, Partnership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Open Source를 통해 개발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전통적인 Cellular Network 뿐만 아니라
WiMAX MVNO등 다양한 Network에서 사용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Open OS의

Mobile2.0적 특성 은

5가지로 요약됨

WiMAX, MVNO등 다양한 Network에서 사용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단 말 에 적 용 가 능 해 야 한 다 . Ecosystem 내 의 player 들 과 넓 은
Partnership을 구축해야 한다.

Mobile 2.0 특성에 따라 Symbian, Microsoft WM, Linux, Android, OS
X, RIM의 Mobile 2.0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Android가 Mobile2.0
경쟁력에서 앞서 있어 Google의 계획대로 Android가 출시되면 시장에

Mobile2.0 경쟁력 분석

결과 Android의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경쟁력에서 앞서 있어, Google의 계획대로 Android가 출시되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OS X와 RIM도 Open Source 정책을
추진하면 Mobile2.0 경쟁력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요 단말기 제조사들의 Open OS 적용 비율은 노키아를
제외하면 5% 미만을 보이고 있으나, Mobile2.0 확산과 더불어 그 비율이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Open OS적용 여부가

단말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 증가할 것이다. Open OS를 얼마나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Platform을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단말기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Open OS 확산에 따라 인터넷 포탈,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터넷 포탈과 단말기 제조사에는
기회요인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Open OS의

수 있음

Open OS를 활용한

Mobile2.0 Platform 

구축에 적극적인 기업만이

승자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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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이 이 통 사 자에게 위 이 이다 p 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치 있는 Mobile2.0 Platform을 구축해야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승자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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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pen OS의 전개방향 및 휴대폰 시장에 미
치는 영향

Mobile2.0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Platform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Open OS가 존재한다.

개방, 분산화의
Industry

참여, 쌍방향성이
강조되는

1. Mobile2.0 시대의 Open OS

단말기단말기

그림1. Platform으로서의 Open OS

Industry
메커니즘/패러다임 서비스 Feature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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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개방

Mobile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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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latformMobile Platform

Open OSOpen OS인터넷 포탈인터넷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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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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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개방
화된인터넷
서비스제공

ProsumerProsumer

부가서비스
제공

MOAP

Mobile2.0 시대에서의 고객들은 개인화 및 공유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한다. 고객들의 이러한 니즈 변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는 고객들의 공유 및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의 핵심에 Platform이 존재한다. 고객들은 개인화되어
있으면서도 공통된 Platform을 통해 상호간 공유 및 참여가 가능하다.
Mobile2.0 Ecosystem 의 핵 심 사 업 자 인 인 터 넷 포 탈 , 단 말 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는 모두 고객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Platform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Open OS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Platform이다.

Open OS를 통한 Platform의 장악을 시도 중인 대표적인 사업자는
Google, Nokia, NTT DoCoMo라고 볼 수 있다. Google은 Android OS를
바탕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Nokia는 Symbian OS를
바탕으로 Ovi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NTT DoCoMo 역시 M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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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Ovi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NTT DoCoMo 역시 MOAP
Platform을 통해 단말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들이 Open OS를
바탕으로 한 Platform 시장 장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Platform이
Mobile2.0 시 대 선 점 을 위 한 핵 심 영 역 임 을 알 기 때 문 이 다 .
바야흐로, Open OS가 Mobile2.0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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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OS의

2. Open OS의 Mobile2.0 특성 및 경쟁력 분석

그림2. Open OS의 Mobile2.0적 특성

Mobile2.0적 특성은

개방, 공유, 참여의 속성에

따라 개발의

Open성, 사용의

Open성, Network의

Open성, 단말의

다양성, Partnership으

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개발의 Open성

사용의 Open성

개방
Network의 Open성

단말의 다양성

Partnership

공유
개방

참여

Open OS의 Mobile2.0적 특성은 개방, 공유, 참여의 속성에 따라
개 발 의 Open 성 , 사 용 의 Open 성 , Network 의 Open 성 , 단 말 의
다양성, Partnership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개발 측면에서는 다양한 Player들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SOURCE: INFIDES, 2008

개발할 수 있도록 Open될 것이다. Open Source는 개발의 Open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용 및 Network 측면에서의 개방성도 가속화
될 것이다.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말에서는
개인화되고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환경이 구축 될 것이다. Network
측면에서 역시 이동통신사의 Cellular 네트워크 이외에도 MVNO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와 WLAN, WiMAX 등의 대안 네트워크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가능할 것이다.

단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Open OS가 확대되면서 Open OS가
지원하는 단말이 다양해 질 것이다. 소수 벤더 및 소수 모델에서만
적용되던 Open OS가 대부분의 벤더 및 모델로 확대되면서 단말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Partnership이 증가할 것이다. Open
OS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단말 벤더, 이동통신
사업자 인터넷 포탈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Open OS가 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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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터넷 포탈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Open OS가 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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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Open OS의 Mobile2.0 경쟁력분석Open OS들의

Mobile2.0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Google의

Android는 기존의Android는 기존의

Open OS들이 보유하지

못한 Mobile2.0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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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And oid Phone이 출시된 이후를 가정하여 대표적인 Open

0

20

Symbian Microsoft Linux OS X Android RIM

Google의 Android Phone이 출시된 이후를 가정하여, 대표적인 Open
OS 인 Symbian, Windows Mobile, Linux, Apple OS X, Google
Android, RIM의 Mobile2.0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Android가 Google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Android는 기존의 Open OS들이
보유하지 못한 Mobile2.0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1, 2위를 기록 중인 Symbian과 Microsoft WM은 사용의
Open성과 단말의 다양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개발의 Open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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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artnership 부문에서 미흡하였다. Linux는 사용의 Open성 및 단말의
다양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OS X 및 RIM은 개발의 Open성에서
약점이 존재하지만 Open Source 정책을 취한다면 경쟁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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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Google의 Android가 시장에 출시된 상태가 아니므로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Google이 주도하고 있는 OHA는 가장 강력한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있고, Open Source 정책으로 단말 제조사 및
개발자에 Customization을 제공하는 만큼 Mobile2.0을 주도하는 Open
OS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주도 업체가 존재하는 LIMO와의

3. Open OS의 휴대폰 탑재 현황 및 그 영향

Mobile2 0의 확산에 그림4 2007년 Major Handset Vendor들의 Open OS 적용비율

OS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주도 업체가 존재하는 LIMO와의
비교에서도 Google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업체가 주도하는 Android의
시장 영향력은 남다를 것이다.

Mobile2.0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Apple, RIM, HTC등

스마트폰 전문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의 Open OS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Open OS 도입

여부가 단말기 시장

그림4. 2007년 Major Handset Vendor들의 Open OS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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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DC, Gartner, INFIDES analysis, 2008

2007년 노키아의 Open OS 적용 비율은 1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전자 모토로라 소니에릭슨은 각각 2 3% 4% 3 3%로 조사 되었다삼성전자, 모토로라, 소니에릭슨은 각각 2.3%, 4%, 3.3%로 조사 되었다.
LG전자는 이보다 낮은 0.3%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노키아를 제외한 주요
단말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스마트폰 전문 제조사인
Apple, RIM, HTC보다 낮았다.

최근 들어 Apple, RIM, HTC등 스마트폰 전문 단말 제조사들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단말 제조사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Mobile2.0의
확산에 따라 Open OS의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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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따라 Open OS의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요
단말 제 조 사들 의 Open OS 채 택 비율 도 역 시 증 가할 것이 다.
특히, 노키아는 물론이거니와 LIMO와 OHA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및 모토로라의 Open OS 적용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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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an 기반의 UIQ 스마트폰을 생산해 왔던 소니에릭슨과 Open OS
적용 비율이 매우 낮은 LG전자는 Open OS 적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들 업체들이 활발하게 Open OS를 도입하고 사용자에
개인화, 공유화된 Mobile Platform을 제시한다면 Mobile2.0 환경에서
2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2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Mobile2.0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단말기 HW Spec과
디자인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높은 SW 기술력을
바탕으로 Open OS에 기반한 Mobile Platform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가치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Apple과
같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휴대폰 시장의 새로운 승자가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4. Open OS 확산에 따른 전망 및 Implication

Open OS 확산에 따라

인터넷 포탈,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는

그림5. Open OS 확산에따른전망

지도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며, 플랫폼 구축 및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Mobile2.0 Platform으로서의 Open OS 확산

인터넷 포탈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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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OS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포탈,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
사업자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선, 인터넷 포탈들은 공통
플랫폼 및 풀 브라우징 환경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유무선 통합 서비스 및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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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개발기간 단축, 가결 절감,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 등
많은 이점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Microsoft가 주도하고 있는 PC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UI 및 SW 경쟁력 유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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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존의 서비스 영역을 단말 및 인터넷 포탈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플랫폼 표준화 가속
및 Open Source화로 단말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여야 하며, 글로벌 사업자간의 Partnership
강화로 공동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강화로 공동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Open OS의 확산은 인터넷 포탈 및 단말기 제조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기존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Open OS 확산에 대응하여 Mobile Platform을 구축하고 이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요인이 강한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글로벌화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글로벌화 없이 글로벌화 된특성상 글로벌화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글로벌화 없이 글로벌화 된
단말 제조사 및 인터넷 포털에 맞서 Mobile Platform의 주도권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Mobile2.0 시대의 Open OS는 공유, 참여, 개방이라는 2.0적 속성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나 단말 제조사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플랫폼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따라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Mobile2.0적 속성이 발현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의
공유, 개방, 참여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Mobile Platform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는가 하는 것이 미래의 휴대폰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각 플레이어 들은 Open OS
플랫폼 구축 및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 2008 INFID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