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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esearchonasia.com)에 Update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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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2010년 국내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ROA의 시각과 프레임워크  

 

2010년은 다른 어느 때 보다 국내 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사업자 간 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여파

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급속도로 빠져나갔던 돈을 다시 금융권이 회수

하는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SKT,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의 09년 실적이 예상 

이외의 선전(삼성전자의 경우 사상최대 이익 달성)을 거두었고, 확보된 유동성을 무

기로 2010년에 매우 공격적인 시장경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LGT를 포함한 LG계

열 주요 유무선 통신관련 법인의 합병이 1월 1일자로 마무리 됨에 따라, 바야흐로 

유무선 통신시장 정국이 형성되면서 SKT-KT-LGT통합법인 간 ‘기’ 싸움이 만만치 않

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KT-KTF 통합, LGT통합법인 등 SKT만 빼고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한 지붕 아래 하나로 유무선 비즈니스가 모두 모이는 반면, SKT는 

그렇지 못해 결합상품 시장에서 SKT의 약발이 먹힐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

고 있기도 하다. 

 

ROA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해지는 2010년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통신사업자의 매출부문 별 매출액 규모 

및 이에 근거한 시장규모 예측은 사실상 2010년의 쟁점이슈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오히려 2010년은 성숙기(Maturity)에 도달한 기존 매출부문을 탈피하고, 내재화된 역

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시장으로의 접근을 통해 신규 매출부문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 욕망이 표출되는 원년이다. 

 

SKT의 IPE(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산업 생산성 증대) 사업본부 신설을 

통한 8대 산업 아이템 진출, KT의 스마트폰(Smart Phone) 기반 모바일 오피스 시장

으로 진출 가속화, LGT통합법인의 ‘탈 통신 20개 프로젝트 발의’등은 모두 기존 S자 

곡선의 정점에 도달한 매출부문의 역량을 무기 삼아, 새로운 S자 곡선의 시발점을 

삼아보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OA가 견지코자 하는 통신시장의 프레임워크는 최근 논의되고 있

는 컨버전스의 또 다른 유형인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에 기반한 접근방법이다.  

트라이버전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Apple)이다. 애

플은 하드웨어 플랫폼(H/W Platform) – 소프트웨어 플랫폼(S/W Platform) – 서비스 

플랫폼(Service Platform)에 이르는 3가지 핵심 플랫폼 영역을 완벽히 수직 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화 함으로써 MP3P, 휴대폰 등 단말 시장에서부터 앱스토어(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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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로 대변되는 서비스 시장에 이르는 전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의 결과, 소비자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애플 비즈니스 영역에서만 돌

고 도는 현상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즉, 아이폰(iPhone)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시 앱스토어나 아이튠스(iTunes)에 들어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애플이 

인수한 광고업체 콰트로 와이어리스(Quattro Wireless)에서 쏴주는 어플리케이션 홍

보광고에 매혹되어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재구매하게 된다).  

 

트라이버전스의 효과는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비용’과 ‘편익’의 함수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이다. 트라이버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

(단말)과 서비스(콘텐츠,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 기업이 만들어낸 거

대한 놀이터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게 된다. 이것은 기회비용 대비 편익의 효과가 매

우 커서, 편익의 수준이 매우 크지 않는 이상, 다른 대체제로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비용과 편익의 함수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궁극적으로 ‘고착

화’ 현상이 발생한다. 고착화 현상은 말 그대로 끈적끈적 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현

상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트라이버전스를 통해 소비자의 고착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셈이다. 

 

2010년,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의 화두는 바로 이러한 트라이버전스를 통

한 새로운 시장영역의 발굴과 서드파티(3rd Party)와의 상생협력, 그리고 자사 안으로

의 고객의 고착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ROA가 이러한 트라이버전스 관점에서 통신 

시장을 고찰해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라이버전스 관점에서의 프

레임워크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사실상 운영체제(OS) – 미들웨어(Middleware) & AEE는 한 세트로 묶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하드웨어 플랫폼 – OS와 Middleware & AEE – 서비스 &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적으로 보는 트라이버전스 컨셉이 형성된다. 이러한 트라이버전

스의 실제 구현은 결국 소비자가 손에 쥐게 될 매개(媒介) 미디어인 단말을 통해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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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0년 국내 통신 시장을 바라보는 ROA의 프레임워크과 Top 12 이슈 

 

Source: ROA Group Korea 

Note: AEE* - Application Execution Environment의 약자로, 특정 OS에 종속적으로 또

는 독립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의미함 

 

따라서 순차적으로 매개 미디어인 단말 시장의 탑 이슈(Top Issue)로부터, 하드웨어 

플랫폼 영역의 탑 이슈까지 국내 시장에 부상할 핵심 이슈들을 선정해 볼 수 있다. 

ROA는 자체적인 논의와 외부자문위원과의 회의 등을 통해 총 12개의 탑 이슈를 선

정해 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말 영역] 

1.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이 주도(2010년 출하물량은 약 185만 대로 예상됨) 

2. 휴대폰 이외 이머징 단말(Emerging Device), Wi-Fi 기본 내장되어 커넥티드 단말

(Connected Device) 시장 형성(특히 eBook), 구글(Google)의 모바일 시장으로의 세

력 확대  

 

[Service & Application 영역] 

3. 개방형 앱스토어로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 유통구조 전환  

4.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SNS 매쉬업 서비스의 등장  

5. 문자 검색에서 비주얼 검색으로의 진화 등 차별적 검색서비스 등장 

6. 2D 기반에서 3D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빠르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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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ware & AEE, OS 영역]  

7. 3D Engine / SDK의 AEE로서의 가치 증대 

8. OS 독립적(Independent)인 미들웨어 또는 AEE 구축 경쟁 본격화(이통사와 제조

사를 중심으로. eg. 삼성전자의 Bada Platform, SKT의 COGS 등)  

9.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Android Platform)과 애플 아이폰 간 ‘양강 구도’ 형성 

10. 윈도우 모바일(Windows Mobile)의 ‘소외 현상’ 심화 

 

[HW Platform 영역] 

11. AP(Application Processor)의 통합 SoC(시스템온칩, System On Chip)화 (CPU-그

래픽-비디오 통합 1 Chip 시장 부상) 

12.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SoC(Wireless Connectivity SoC) 시장 부상(Wi-Fi + BT, 

Wi-Fi + GPS 통합 1 Chip 시장 부상)과 이머징 단말로의 인입 가속화 

 

Part II부터는 이렇게 정리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주요 영역 별로 핵심 트렌드를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가 2010년 국내 통신시장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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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2010년 국내 단말 시장 전망 

 

1) 스마트폰, 메인스트림 반열에 오르다 – 2010년 출하물량 185만 대 예상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중국, 인도 등 일부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단말 판매량 축소의 영향을 비켜간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지난 2007년, 2천만대 돌파 이후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보다 하이엔드 터치 단말(High-End Touch Screen-Based 

Handset)의 급성장과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 

 

ROA는 이러한 단말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Mega Trend)가 2010년에도 

국내 휴대전화 시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시장 규모가 2,400만 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200만 대에 육

박하는 등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시장의 핵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

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은 옴니아 시리즈(OMNIA 

Series)와 아이폰(iPhone)이었다. 

 

[그림 2] 2009년/2010년 국내 주요 스마트폰 모델 별 판매량 예측, 단위: 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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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A Group Korea 추정치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ROA 추산 약 50여 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올

해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스마트폰이 이 시장에 추가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배경으로, 1) 국내외 단말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라인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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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가능성 확대, 2) 이동통신 사업자

들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확대 의지 등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배경은, 3) 데이터 

서비스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 해소에 따른 니즈(Needs)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4) 주요 사업자들의 유무선 통

합서비스(FMC) 및 유무선 대체서비스(FMS)의 경쟁 격화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즉, 통합 서비스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전용 단말 수급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형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한층 배가 될 전망이다. 

 

[그림 3] 국내 휴대전화 시장 전체 규모 및 스마트폰 비중 전망, 단위: 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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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A Group Korea 추정치 

Note: 법인용 스마트폰 포함 

 

2) 안드로이드 플랫폼 도입(導入) 및 정착기(定着時) – 스마트폰 시장 이외에 

이머징 디바이스 확대의 핵(核) 

 

올해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단연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

반 단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스마트폰 시장을 벗어나 이머징 단말 혹은 

커넥티드 단말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3 스크린 플레이(3 Screen Play)에 대한 사

업자들의 관심이 통신 시장을 벗어나 미디어 산업과 방송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안드로이드의 성장은 현재까지 스마트

폰 OS와 플랫폼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아 온 윈도우 모바일을 제치고 국내 시장의 

No. 1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Copyright  ⓒ ROA Group Korea
Business@researchonasia.com

www.researchonasia.com

8 / 24 



roagroup_sr_2010_00_1_001                                  Convergence Service & Market Report 
 

특히, 올해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디바이스

(Media Device)와 넷북(Netbook), 전자책 전용 단말(eBook Reader)에도 적용되면서 

메인스트림(Mainstream)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안드로이드는 여타 플랫폼

과 다르게 도입 직후, 정착까지의 과정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림 4] 국내 스마트폰 시장 OS & Platform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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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A Group Korea 추정치 

Note: Symbian(Nokia Express Music), 법인용 스마트폰 포함 

 

한편, 커넥티드 단말이 국내에서 확산되어 가는 양상에 있어 우리는 전자책 전용 단

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국내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재판매 사업자간 도

매대가 규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아닌 데이

터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시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전자책 단말 시장과 서비스가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LG텔레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

두 해 두고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양대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전자책 단말과 서비

스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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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생산성 증대’, 새로운 키워드의 등장 – 스마트폰과 커넥티드 단말을 

활용한 B2B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요인 대두 

 

아울러, 커넥티드 단말 트렌드는 지난해 12월 말, 사업자들의 조직 개편 발표에 따

라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이기종(二基種) 산업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컨버전스 트렌드의 사업적 성과 가시화와도 긴밀하게 엮여 있다. 즉,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합병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비(非) 통신 영역으로의 사업 전략 

확대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확대에 따라 ‘산업 생산성 증대’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부상했다. 

 

SK텔레콤의 IPE, KT의 IMO(인프라 관리 아웃소싱, Infrastructure Management 

Outsourcing), 통합 LG텔레콤의 합병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휴대전화, PC, IPTV, 인

터넷전화’로 대변되는 4 스크린 플레이 전략 추진은 모두 이러한 산업 생산성 증대

를 위한 키워드의 핵심이다. 이미 양대 통신사업자는 지난해 금융에 이어, 최근 교

육, 모바일 오피스, 자동차 등 최근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기종 산업간 

컨버전스의 본격 사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러한 ‘산업 생산성 증대’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통신사업자들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다. 즉,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BM) 

추진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이외에 특화된 전용 단말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산업 생산성 증대’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모바일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동

되면서 최적화된 커넥티드 단말 경쟁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이 자명하고, 

기술적으로는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을 비롯해 다양한 센싱 기술

(Sensing Technology)이 갖춰져야 하고, B2B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러한 기술 확보

는 더욱 중요시 된다. 아울러, 이기종 산업에서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트너와의 새롭고도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오픈 이노

베이션(Open Innovation)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통신사업자들의 ‘산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단말 제

조사 및 반도체 제조사들의 단말 영역 확장을 대비한 기술 진화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미 차량, 전자책,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단말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시스템반도체(SoC) 개발이 칩셋(Chipset)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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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플랫폼(Platform) 시장 전망 

 

1) 하드웨어 플랫폼(H/W Platform) 시장 전망 

 

1-1) 하드웨어 플랫폼 시장을 읽는 가이던스(Guidance)  

 

이제 이동통신사 및 단말 제조사의 단말 전략 관점은 더 이상 디자인/폼 팩터(Form 

Factor)가 아닌 하드웨어 플랫폼 – 소프트웨어 플랫폼 – 콘텐츠 & 서비스로 이어지

는 수직체계의 효율적 통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통신 시장에서 이와 같은 트라이버전스1(Trivergence) 관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중요

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온칩(시스템반도체, SoC 2 )를 이용한 통합 원칩(One 

Chip, 1 Chip) 적용의 활성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말 

상위 단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S 및 서비스로 연결되는 주요 영역을 관장하며 

단말 전반에 폭넓은 영향력을 미친다. 시스템반도체 통합 원칩화 현상은 단말 자체

가 초슬림화(경박단소화) 되고 있고,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 비메모리 칩

(Fabless)의 공정개선 (60nm에서 45nm로 이전)이 일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

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반도체의 통합 원칩화 현상은 크게 이원화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먼

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obile Internet Device) 등을 주요 타겟으

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영역과 개별 단말이 커넥티

드 디바이스화 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Wireless 

Connectivity) 영역으로 구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영역과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영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SoC 통합 원칩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하드웨어 플랫폼의 진화 방

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 네트워크 상시접속 – 하드웨어 플랫폼 – 소프트웨어 
플랫폼 – 콘텐츠 &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는 수직통합 현상이 단말 제조사 및 이

동통신사 등에게 중요시 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애플 등이 자사 제품 개

발 전략에 채용하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음 
2 SoC(System on Chip): 단일한 칩에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집적회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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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시장 전망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영역의 경우 시스템반도체의 핵심 영역으로 일컬어지며 비

디오 코덱이나 2D/3D 그래픽, CPU 등을 의미한다.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영역은 

WLAN, WPAN 을 비롯하여 2G, 3G 등의 보이스 모뎀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 커넥

티비티를 지원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들 영역 내 대표 업체들이 자사 역

량을 중심으로 타 시스템반도체 영역까지 확장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퀄컴(Qualcomm)의 경우 기존 보이스 모뎀관련 베이스밴드 부문에서의 

역량을 중심으로 최근 에이엠디 그래픽(AMD Graphic)의 모바일 디바이스 부문인 

ATI 자산을 인수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SoC 핵심 영역(Video/Graphic 등)

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북(Smartbooks) / MID를 겨냥한 최고 사양의 스냅드래곤

(Snapdragon) 라인업을 개발하여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

로 개화기에 있는 단말 시장 장악을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퀄컴의 

SoC 집적도 수준은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스냅드래곤은 3G + Wi-

Fi + GPS + Bluetooth + Media Core + GPU + Mobile TV(Media Flo) + HD 통합의 총 8 

in 1 기능(하나의 칩에 8가지 시스템 기능을 통합)까지 구현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편 인텔(Intel)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PC 기반 CPU 제조 업체에서 최근 비디오 및 

그래픽 관련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HSDPA / Wi-Fi 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칩셋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1-3)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Wireless Connectivity) 시장 전망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영역 내에서도 씨에스알(CSR)이나 아테로스(Atheros)와 같

은 업체들이 해당 영역 내에서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블루투스

(Bluetooth)나 와이파이(Wi-Fi, 무선랜) 지원을 위해 개별 안테나와 베이스밴드가 필

요했다면 최근 멀티 안테나와 멀티 베이스밴드에 이들 커뮤니케이션& 커넥티비티 

기능을 집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씨에스알의 경우에는 2009년 Bluetooth + Low Energy Bluetooth + FM Radio + 

GPS+ Wi-Fi 기능을 통합한 5 in 1 칩인 CSR9000을 발표하며 커뮤니케이션 & 커넥

티비티 분야에서 탁월한 SoC 집적도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씨에스알은 

특히 2009년 2월, 서프(SiRF)를 인수하면서 GPS 분야로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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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활용 영역 또한 가전기기(CE, Consumer Electronics)분야 및 오토모티브

(Automotive)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1-4) 이머징 디바이스 제조를 위한 통합 SoC 등장 

 

그 밖에도 다양한 칩셋 벤더들이 최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

능을 제공하는 이머징 디바이스 개발이라는 제조사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고, 자사의 

수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통합 SoC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벌이고 있으며, 핵심 기술 

및 핵심 IP 확보를 위한 M&A에도 전세계 경기 침체와 무관한 급격한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  

 

칩셋 벤더가 제조사의 이머징 디바이스 제조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사례로 

마벨(Marvell)의 이북(eBook) 전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를 들 수 있다. 마벨

은 최근 시장에 급부상 하고 있는 이북 리더(eBook Reader) 시장에 효과적으로 안

착하기 위해 아르마다(ARMADA 166E eReader) 플랫폼을 개발하여 이북 리더를 위

한 컴플리트 시스템 솔루션(Complete System Solution)을 제공하고, 고객사의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마벨의 아르마다는 최초의 이북 리더 전용 SoC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이후 

이북을 선봉으로 이머징 디바이스 용 통합 SoC 등장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데서

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플랫폼(S/W Platform) 플랫폼 시장 전망 

 

2-1) SW 플랫폼 시장을 읽는 가이던스(Guidance)  

 

2010년은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개방형 OS의 적용이 확산될 것이며 

이러한 개방형 OS간의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집중 될 전망이다.  

 

이미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비롯하여 국내에까지 자사 OS의 영향력

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구글이 최초의 자체 개발 스마트폰인 넥서스 

원(Nexus One)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모바일 시장에서의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최근 태블릿 PC(Tablet PC) 영역에서까지 

맞부딪히며 경쟁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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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의 경쟁이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는 세력도 있다. 심비안(Symbian)과 윈도우 모바일(Windows 

Mobile)의 경우, 기존과 달리 애플과 구글의 공세에 점차 그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2-2) 兩大山脈 (양대산맥):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구글 – 애플 간 ‘2강 체제’ 

가속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관련하여 2010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국내에서도 최초로 안드로이드 탑재 단말이 시장에 출시 

될 전망으로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겨지던 윈도우 모바일 OS의 입지가 약

해지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09년 말 국내에 드디어 출시된 아이폰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으로 인하여 아

이폰 OS가 국내에서 차지하게 되는 비중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글과 애

플 간의 ‘2강 체제’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관련하여 ROA Group은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

되는 오픈 OS와 플랫폼이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통신 관련 업계 종사자 1,500여명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

사실시 결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했다. 아이폰 OS의 경우 27.7%의 응답자가 가장 큰 시

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OS인 

윈도우 모바일의 경우 14.9%만이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실시 당시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지 단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모바일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아이폰 OS의 시장 점유율이 더

욱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물론, 본 조사는 IT와 

모바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

용도에 대한 부분이 배제된 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치에 충

분히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을 리드

하는 플레이어는 더 이상 노키아의 심비안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이 아

닌 애플과 구글로 새롭게 재편 될 것이며, 이들이 새로운 양대산맥으로 떠오르는 모

양새를 띄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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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無所不爲(무소불위): 태블릿 PC 등 이머징 디바이스 영역에서의 구글의 

‘세불리기’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경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머징 디바이스, 즉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성장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슬레이트(iSlate) 출시 예정 소식(1월 27일)과 더불어 

구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태블릿 PC를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 태블릿은 이북(eBook) 시장뿐만 

아니라 출판업계 전체를 재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의 주요 경쟁력인 웹 

검색 및 광고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 줄 전망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또한 가전 기기(Consumer Electronics) 및 자동차 내부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을 뛰어넘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진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에 이어 넷북, 이북리더 등

의 단말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미디어 플레이어 및 가정 내 셋탑박스

(Set-Top-Box)나 전자액자(Digital Frame)와 같은 가전 기기에도 확대 사용 될 전망이

다. 

 

이미 다양한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채용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이를 통한 

제품 활용 영역도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제조사가 안드

로이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점차 박스 메이커로 전

락하고, 구글이 대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글이 노리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으로, 향후 검색 – 광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의 

반경을 PC에서 휴대폰으로, 이후 소비자의 가정, 직장, 자동차 내 등 다양한 접점으

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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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드로이드 플랫폼 채용 사업자 및 채용 단말 영역 

 
Source: ROA Group Korea 

 

 

2-4) 各自圖生 (각자도생): 상대적으로 소원해지는 심비안과 윈도우 모바일 계

열 

 

위와 같이 애플과 구글의 OS 성장 가능성이 급 부상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

되고 있는 심비안(노키아 진영)과 윈도우 모바일(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은 이제 스스

로 개방형 OS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 되었다. 

 

윈도우 모바일 OS의 경우 보다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I 개발을 통해 소비

자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

으며, 한편으로는 제조사를 대상으로도 기존의 콧대 높은 자세를 지양하고, 보다 개

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향후 제조사와 마이크로소프트간의 전략적 제휴, 

윈도우 모바일 라이센스 파격 할인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가지기는 더 이상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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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단말 기반 콘텐츠 & 서비스 (Contents & Service) 시장 전망 

 

1) 단말 기반 콘텐츠 & 서비스 시장을 읽는 가이던스(Guidance) 

 

201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모바일 마켓

플레이스(Mobile Application Marketplace)의 확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내 최

초로 모바일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한 SK텔레콤의 티스토어(T-Store)를 필두로, KT의 

쇼 앱스토어(Show App Store)가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말 

국내 판매를 시작한 애플 아이폰의 앱스토어(App Store)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즉, 이처럼 국내에서도 개방형 모바일 마켓플레이스의 확산이 진전되면서 휴대폰 단

말에서 활용 될 콘텐츠 &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마켓플레이스를 주

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 된 애플리케이션 누적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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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 된 애플리케이션 누적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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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 Crunch 발표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 인용, ROA Group Korea 재정리 

 

모바일 오픈 마켓플레이스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바로 단말 기반 콘텐츠 & 서비스의 유통 구조 자체에 큰 변

혁이 일어나게 되는 점이다. 모바일 오픈 마켓플레이스가 급부상 하게 되는 현상의 

중심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존재하며, 바로 이러한 스마트폰을 위해서는 기존

의 피쳐폰(Feature Phone) 기반 무선 포털 형태의 콘텐츠&서비스 유통 구조 방식이 

더 이상 시장에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모바일 오픈 마켓플레이스의 등장으로, 기존 무선 포털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 서

비스 공급 체계에서 이동통신사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아이

디어를 가진 개인 개발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다. 때문에 향후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 &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등장하게 될 콘텐츠 &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될 현상으로 스마

트폰의 특성과 결합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으로 기존 PC와 동일한 수준의 웹 브라우징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GPS 칩 내장이 보편화 되면서 해당 기능을 활용 한 서비스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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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웹 브라우징의 보편화 및 모바일 특화 검색 기능 구현 

 

스마트폰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성(Always 

Connected Web)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한다. 먼저 

웹에 상시 접속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웹 브라우징(Mobile Web Browsing) 기능 활

용이 보편화 될 것이며, 특히 모바일에 특화 된 검색 기능이 구현 될 것으로 전망된

다. 

 

2009년 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능의 경우가 일

종의 모바일 특화 검색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휴대폰 단말의 카메라 기능 및 

GPS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위치한 지점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제공해주는 것

이 가능하다. 일종의 비주얼 검색기능의 구현으로도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이 

위치한 지점의 주요 맛집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 명소 정보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증강 현실 서비스의 경우 특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결합되어 타 사용자가 남겨둔 리뷰와 사진 등의 콘텐츠 정보가 화면 상

에 오버레이 되는 형태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림 8] 증강현실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레이어(Layar) 활용 사례 

  

Source: Company Website 

 

구글의 경우 모바일 웹 브라우징 서비스 확산에 맞춰 역시 비주얼 검색 기능을 강

화 한 고글스(Goggles) 라는 서비스를 연구 중이기도 하다. 고글스는 기존 문자 중

심의 브라우저 기반 검색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이스 & 이미지 검색 구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대폰 단말에서 특정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기반으로 고

글스에서 검색을 실행하면 이에 대한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 것이 주요 컨셉이다. 현

재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탑재 한 스마트폰 단말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며,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기반의 단말에서도 활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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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글의 비주얼 검색 기능인 고글스(Goggles) 활용 사례] 

 
Source: Company Website 

 

3) GPS 기능 보편화를 통해 개인화 된 위치기반 서비스 진화 가속 

 

GPS 칩 내장의 보편화를 통해 개인화 된 위치 기반 서비스의 진화 또한 예상된다. 

GPS를 활용한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GP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강현실 기능 활용 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자 위치 실시간 파악을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데, 사용자가 특정 점

포에 들어서자마자 관련 된 모바일 쿠폰이나 세일 정보 등을 푸시해 주는 기능으로 

응용 될 가능성이 있다. 

 

4)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결합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특히 

스마트폰의 Always Connected Web 기능과 결부하여 더욱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결합 된 게임 서비스의 가능성이 시장에서 새롭게 부

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업계 간의 제휴 및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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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징가(Zynga)의 대표적 소셜 게임인 텍사스 홀덤(Texas Hold’Em) 플레이 

장면 

 

Source: Press Release 

 

관련 사례로 페이스북(Facebook)에 소셜 게임(Social Game)을 제공하고 있는 징가

(Zynga)가 러시아 투자업체인 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로지(Digital Sky Technologies)로

부터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 받았으며, 역시 페이스북에 소셜 게임을 제공 중인 플

레이피쉬(Playfish)의 경우에도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에게 4억 달러로 인수

된 바 있다. 

 

이처럼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기능이 부합되

는 현상 또한 가속화 될 전망이다. 

 

5) 사용자 간 & 단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진화 

 

향후에는 단순히 특정 장르 중심의 서비스가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간(User-User) 또는 단말간(Device-Device)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통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GPS 기능이 단말에 탑재되는 것과,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가 다양한 장르의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는 현상 모두가 이러한 서비스 

진화 방향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극대화는 단

말 제조사 및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게 사용자의 단말 몰입도 향상 및 ARPU 확대와 

같은 가시적이고도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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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Device-Device & User-User 간의 Interaction 촉진 현상 및 효과 

 
Source: ROA Grou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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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플랫폼 – 콘텐츠 & 서비스 시장 주요 이슈 종합정리  

플랫폼 시장 콘텐츠 & 서비스 시장 

HW 

플랫폼 

1.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영역 

- 통합 1 칩化, 자사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타 SoC 영역까지 확장

하는 양상 

2.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 영역 

- 멀티 안테나 & 멀티 베이스밴드

지원  

3. 이머징 디바이스 제조를 위한 통

합 SoC 등장 

- 칩셋 제조사가 단말 제조사 요구

지원을 위해 전용 통합 SoC 개발

SW 

플랫폼 

1. 兩大山脈: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구글-애플 간 ‘2강 체제’ 가속화 

2. 無所不爲: 태블릿 PC 등  

 Emerging Device 영역에서의 구

글의 ‘세불리기’  

3. 各自圖生: 상대적으로 소원해지

는 심비안과 윈도우 모바일 계

열 

1. 모바일 오픈 마켓플레이스 국내

본격 서비스 가속화  

- 콘텐츠& 서비스 유통 구조 변화 

- 스마트폰 특성과 결부 된 애플리

케이션 등장 예상 

2. 모바일 웹 브라우징의 보편화

및 모바일 특화 검색 기능 구현 

3. GPS 기능 보편화를 통해 개인

화 된 위치기반 서비스 진화 가

속 

4.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 결합 

5. 사용자 간& 단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애플리케

이션 진화 

Source: ROA Grou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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