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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ROA Group이 운영하는 ‘Mobile Industry Online Database Service’ 

(db.researchonasia.com)에 Update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Current Topics: Social Networking Phone 경쟁의 시작] 

 

지난 8월 4일 INQ Mobile은 [Figure 1]과 같은 두 개의 Social Networking Phone을 

09년 4Q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름은 Full Qwerty를 내장한 쪽이 INQ 

Chat이고, 기존의 Bar 형태와 같은 쪽이 INQ Mini이다. 

 

INQ Mobile은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전세계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작은 회사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제품인 INQ1이란 모델이 올해 MWC 2009에서 최고의 

단말기상을 받으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INQ1이 고객에게 소구하는 점이 ‘Social Mobile’이라는 

것이다. [Figure 3]에서 INQ1 제품 소개를 보면 이 제품이 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얼마나 최적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Figure 1 - INQ Mobile의 09년 4Q 출시 예정 제품] 

 
Source: INQ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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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MWC 2009를 통해 주목 받기 시작한 INQ1] 

 

Source: INQ 홈페이지 

 

[Figure 3 - INQ1의 내장 Application 리스트] 

 
Source: INQ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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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on Current Topics: INQ가 제시하는 Smart Phone의 미래] 
 

1. 고객이 원하는 것은 Smart Phone의 OS가 아니다 

 

재미있게도 INQ1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Feature Phone이다. 개방형 OS 기반도 

아니고, 당연히 Application Store를 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상당히 시장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 - INQ1의 Social Network Service Client] 

  

  
Source: INQ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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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Phone으로는 [Figure 4]처럼 이례적으로 Facebook, Skype, Windows Live 

Messenger, Last.fm 등을 내장했다. 모두 PC상에서 Social Network으로 중요한 

서비스들을 전용 Client로 제공한 것이다. 아직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Skype는 

기존 음성 통화의 경쟁제로서 휴대폰에 내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인터넷 메신저 역시 휴대폰의 핵심 부가 서비스인 SMS와 경쟁제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장려하는 서비스는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급성장하는 Facebook이나 Twitter도 메시징 채널로서 SMS의 

경쟁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마냥 환영할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가 성장하고 있고 통신 업체간의 경쟁 상황 때문에 INQ1과 

같은 제품이 영국에서 먼저 출시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고객은 이런 여러 

메시징 채널을 간편하게 통합해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INQ1은 그런 

‘고객의 요구’에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MWC 2009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OS가 아니라 바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Figure 5 - LG전자의 SNS 특화 모델인 GW520] 

 
Source: LG전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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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를 내장 Application과 통합하라 

 

이제 SNS 서비스는 단순히 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용 Client Application을 

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Figure 5]는 지난 2009년 상반기에 출시된 

LG전자의 GW520으로 SNS 특화 기능 중의 하나로 LiveSquare라는 대기화면을 

갖고 있다. 

 

LiveSquare에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통화하는 상대방을 아바타로서 표시하고 그 

사람과의 메시지 교환 최신 상황을 표시해준다. 각각의 Avatar에 상대방이 보내온 

E-mail, SMS, Facebook의 새로운 메시지 수를 표시해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 표시가 Push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자 동작 없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런 SNS 서비스와 기존 휴대폰의 내장 어플리케이션간의 통합은 예로 든 

INQ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Figure 6]의 왼편에서 보듯이 INQ1에서는 내장된 

메시지 프로그램이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상황을 보여준다. 

 

[Figure 6 - INQ1에서 SNS서비스들의 통합된 UI] 

  
Source: INQ 홈페이지 

 

또한 [Figure 6]의 오른쪽은 내장된 주소록 화면으로서 연락처에서 상대방을 

선택한 후 그 사람과의 메시징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Feature Phone이나 

Smart Phone에서 아직까지 흔히 볼 수 없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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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lm Pre와 HTC Hero는 모두 ‘Social Networking Phone’ 

 

[Figure 7]은 Palm Pre에서 제공하는 내장된 통합된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이다. 

주소록에서는 색깔로 상대방의 IM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연락처에는 Gmail, 

Facebook등 다양한 채널을 보여주고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E-mail에서 수신자들의 IM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7 - Palm Pre에 통합 메시징] 

  

 
Source: Palm 홈페이지 

 

하단 [Figure 8]은 오는 하반기에 출시될 HTC의 세 번째 Android 모델인 Hero의 

내장된 어플리케이션들이다. Hero는 특히 Android 기반이지만 Google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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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가 아닌 자체 Sense UI라는 새로운 UI를 도입했고 이에 맞추어서 내장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통합해서 제공한다. 

 

첫 그림은 연락처 화면으로 Palm Pre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다양한 메시지 

채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다른 Tab으로 Text 메시지의 최근 교환 내용(두 

번째 그림)이나 상대방 Facebook의 최신 Updates나 Events(세 번째 그림) 그리고 

Facebook이나 Flickr의 최신 그림 목록(네 번째 그림)등을 연락처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Facebook, Flickr, E-mail, SMS 등이 모두 하나의 연락처에서 

개인별로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Figure 8 - HTC Hero에 통합된 SN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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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izmodo 

 

[Commentary: SNS 통합으로 인한 SMS 매출 하강 사이에서의 고민과 

대책] 

 

앞서 살펴 본 이러한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내장 어플리케이션과 편리한 

UI를 위한 통합은 또 다른 Cannibaliz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소록에 더욱 쉽게 인터넷 기반의 SNS 서비스(예: IM, Facebook, Twitter, E-Mail, 

Skype)가 통합되면 사용자는 SMS나 MMS를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휴대폰 시장을 크게 저가 단말기(Low-End Handset)와 고가 단말기(High-End 

Handset)로 나눠보면, 저가 단말기에서는 기존 음성통화와 SMS가 계속해서 Killer 

Application의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고가 단말기 시장에서는 이미 Feature 

Phone과 Smart Phone 구분 없이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성이 핵심 구매 요소가 

되었고,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와 내장 어플리케이션간의 통합은 역행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고가 단말기의 요금제는 대부분 정액 데이터 요금제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이런 요금제의 도움으로 SMS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현재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 제조사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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