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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네트워크 : 대세는 LTE, 하지만 언제?
Ⅱ. 단말기 : 현저히 낮아진 진입 장벽
Ⅲ. 통신 서비스 : 새로운 고객 가치에 대한 모색
Ⅳ. 기본은 광대역 이동통신, 결론은 고객 가치

지난 2월에 열린 GSMA Mobile World Congress 2009에 참여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움직
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동통신 관련 제반 산업에 대한 전망, 즉 통신 서비스, 이동통신 단말,
관련 부품 및 통신 장비 등의 미래 발전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차세대 4G 네
트워크 진화와 관련해서는 LTE가 대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WiMAX 관련 장비 사업
자의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WiMAX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둘째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갈수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PC 산업
에서처럼 제조사들이 주도권을 잃는 현상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MWC2009에서는 Touch Screen 크기 경쟁이 대세였지만, Touch Screen 이후의 폼팩터에
대해 제조사들이 고민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는 새로운 고객 가
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Rich Communication Suite, 개인화, Sync가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번 MWC2009는 광대역 이동통신을 전제로 더 개인화 되고 더 풍부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 산업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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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셋째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GSMA Mobile World Congress(이
하 MWC)가 열렸다. MWC는 이동통신1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주력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나아가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모임으로는 세

MWC를 통해
이동통신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계 최대 규모의 이벤트라 할 수 있다. MWC는 이동통신의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
기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셈이다.
이번 MWC2009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인지 전시 참가 업체의 규모나
또는 관람객 규모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산업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그 열기만큼은 예년에 못지 않았다.
이들 참여 업체들을 분류하자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네
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있다. 이들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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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력 제품으로 소개하는
장비라면 최소한 현재 시점의 최고 인기 기술을 반영한 것이거나 또는, 비관적으로
본다 해도, 그들 장비 업체들이 보는 미래의 네트워크 투자 수요에 대한 전망을 반
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룹은 통신 단말 업체들이 있다. 이동통신은 통신 서비스라는 무형의
재화와 함께 통신 단말이라는 유형재가 결합
된 산업이다. 따라서 이들 통신 단말 업체들
의 움직임은 분명 이동통신의 한 축을 이룬다
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있
다.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이동통신 산업의 주
력 사업자이다. 이들 통신 사업자들은 다양한
보조금의 지급 또는 공동 개발의 형태로 이동
통신 단말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통신 장비의 구매자로서 장비 업체의 성
과를 결정하고 있다.

MWC2009의 전경

1.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이동통신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물론 이동통신 단말 및 네트워크 장비, 부품, 운영 체제, 각종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를 망라한, 말 그대로 이동 통신과 관련한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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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C2009에 참가한
장비 업체들 및 관련
사업자들은 LTE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

크게 보아 “이동통신” 산업의 하위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세 그룹의 산업과
사업자들이 출품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그 각각에서
읽을 수 있는 부분적 미래를 종합한다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의 방향성을 읽
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Ⅰ. 네트워크 : 대세는 LTE, 하지만 언제?
전 세계의 많은 메이저 급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4G에서는 LTE2를 채택하겠
다고 언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MWC2009에서는 버라이즌 (Verizon
Wireless)이 LTE 조기 도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버라이즌의 계획에 따르면 알
카텔 루슨트 (Alcatel-Lucent)와 에릭슨 (Ericsson)의 LTE 장비를 사용하여 2010
년까지 약 20에서 30개 지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5년이 되면 미국
전 지역을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이번 MWC 2009에 참가한 장비
업체들 또는 관련 사업자들 또한 LTE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요 장비 업체인 에릭슨, 지멘스, 모토롤라, 화웨이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비 업체
가 LTE 관련 장비를 출품한 사실만 보아도 이를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통신 장비 시장을 지배하는 막강한 원칙 중의 하나는 “학습 곡선 효과와 규모의
경제”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판매되는 장비의 가격은 기
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LTE는 매우 유리하다. 기존 GSM
및 W-CDMA 계열의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CDMA 계열의 사업자들도 LTE에 동참
하는 등 수 많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4세대에서는 LTE를 채택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LTE의 장비 가격을 인하시켜 다른 기술 표준
을 채택한 장비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격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사업자들이 LTE 진영으로 합류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쯤이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본격적인 네트워크 투자에 들어갈
2. LTE(Long Term Evolution, GSM/W-CDMA 계열의 4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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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과거의 전망에 따르자면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글로벌 최대
시장인 유럽 이동통신 시장의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4세대 네트워크 구축 투자를 연
기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LTE가 미래 4G 기술의 대세임을 확인 시켜주는 듯한 일들이 MWC2009에서 벌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억
유로의 투자가
동반되는 LTE 투자를
연기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

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인 지난 2월 16일, Financial Times(FT)는 LTE에 대한 부
정적 인터뷰 기사를 발표했다. FT에 따르면 보다폰 (Vodafone), 프랑스 텔레콤, 독
일 텔레콤 등 LTE 진영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투자자들을 대상
으로 수 억 유로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4G 투자를 최소 2내지 3년 정도 연기하겠다
는 요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오렌지의 모회사인 프랑스 텔레콤의 CEO인 Didier Lombard 또한 LTE의 조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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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수억 유로의 투자가 동반되는
LTE 투자보다는 S/W 업그레이드 등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속도 21Mbps까지 달성
할 수 있는 HSPA+ 기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LTE의 도입
은 그 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WiMAX는 살아 남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TE의 투자가 다소간이나마 지
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WiMAX3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모든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WiMAX는 LTE
에 비해 매우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은 LTE 관련 장비는 아직 상용 기반에서 사용되는 것
이 없는 반면 WiMAX의 경우는 장비와 단말 모두 이미
상용화 수준의 것들이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지금 당장’이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WiMAX가 거
의 유일한 4G 표준이라 할 수 있다. WiMAX는 이와 같

Vodafone CEO Vittorio Colao는 “최고속도 14.4Mbps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하는
HSPA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직 HSPA 기술로도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여력이 있기
대문에 LTE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3. WiMAX(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인텔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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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MAX는 상용화
수준의 기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

은 상용화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바탕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MWC2009를 둘러 보면 많은 장비 업체들이 WiMAX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토롤라나 화웨이와 같은 대형 장비 업체들은
LTE 장비뿐만 아니라 WiMAX 장비도 동시에 출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네
트워킹 장비 업체였던 시스코(Cisco)의 경우 WiMAX 기반의 이동통신 장비를 개발
하여 새롭게 장비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이번 MWC2009에서 가장 강력하게 WiMAX를 지지한 업체는 인텔이었다.
인텔의 전시장은 이동통신을 위한 프로세서라 할 수 있는 아톰 프로세서를 기반으
로 하는 MID(Mobile Internet Device, 이동 인터넷 단말)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오
히려 WiMAX 관련 전시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MWC2009에서 인
텔은 장비 업체인 알바리온 (Alvarion)과 함께 3G-WiMAX의 핸드오버를 시현했
다. 이를 위해 음성은 기존 3G를 이용하고 대용량 데이터는 WiMAX를 이용하는 방
식의 4G 이용을 실제로 구현시켰다. 이러한 시도는 아직 상용 장비나 서비스가 하
나도 없는 LTE 진영에 대한 WiMAX 진영의 강한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WiMAX 관련 장비 사업자의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개되
고 있음을 볼 때, 최소한 이들 장비 업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WiMAX를 시장
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는 뜻이라 하겠
다. 어쩌면 WiMAX 진영의 희망대로 제2의
시장 표준이 되어 과거 GSM과 CDMA가 시
장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4G 시장을 나누어
가질 지도 모른다. 또는 LTE를 거세게 압박하
여 오히려 LTE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이 경
우 WiMAX는 LTE가 LTE Advance로 발전되
기 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은, 최소한 상용화
기준에서는, 독자 표준이 되어 3G인 HSPA+
와 함께 세상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어느 쪽이 되었건 LTE 진영에는 악몽이고

인텔은 알바리온과 3G 핸드오버를 시현함으로써, 3G에서 4G로 전환하려는 이동통신사에게 WiMAX
채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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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AX 진영에는 장미빛 미래라 할 수 있다.

Ⅱ. 단말기 : 현저히 낮아진 진입 장벽
이번 MWC2009에서 휴대폰 제조사들이 갖는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변이 어렴풋

“

휴대폰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이 나온 것 같다. 본질적인 의문이란 휴대폰 제조사들이 현재 PC 제조사들이 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조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대폰
산업은 갈수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PC 산업에서처럼 제조사들이 주
도권을 잃는 현상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WC2009에 예상보다 적은 PC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고유 모델 휴대폰을 출
시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PC 제조사가 휴대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바
로 그 사실이다. PC 산업 내 Top 3인 Acer, Net-Book을 이슈화시킨 장본인인 Asus
가 고유 모델 스마트 폰을 들고 MWC2009에 참가했다. 이들 PC 업체들의 진입은 휴
LGERI 리포트

대폰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 하겠다.
Acer와 Asus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PC 제조사들이, 그리고 나아가 전혀 엉
뚱한 제품을 만들던 기업들 또한 휴대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칩셋, 휴대폰의 디자인, 그리고 실제 조립 및 생산 등
주요 단계의 외주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I, 퀄컴 (Qualcomm), 대만의 Mediatek 등이 만들어 제공하는 칩셋 제품들은
관련 기술이 부족한 제조사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다. TI사의 대표적인 멀티미디

Acer는 MS의 모바일 윈도우 6.1을 기반으로 자사의 UI인 Shell을 채택한 스마트폰 4종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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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PC제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까지도 휴대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 칩셋으로 이번에 출시된 OMAP(Open Multimedia Application Platform)TM 4
제품의 경우 이 칩셋 하나만으로도 20메가 픽셀의 카메라 기능, HD 동영상의 재생
등 더 강력해진 멀티미디어 성능에 더하여, Wi-Fi, GPS 등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
다. 즉, 이 칩셋을 채택할 경우 이제 휴대폰 제조사는 더 이상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
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Wi-Fi와 GPS를 어떻게 구성할지 따위로 고민하지 않아
도 되는 것이다.
이는 단지 TI 칩셋만 가진 장점은 아니다. 퀄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퀄컴의
Snapdragon은 기본 모뎀 칩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접속기능을 내장하여 제
조사의 고민과 수고를 덜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합 칩셋 솔루션을 제공하여 많
은 중국 기업들에게 휴대폰 제조의 가능성을 열어준 Mediatek 또한 이와 유사한 스
마트폰 및 카메라폰 솔루션을 전시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더 많은 제조사에게 스마
트폰 제조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우선 Linux OS 계열의 액서스 (ACCESS)는
자사의 리눅스 OS 솔루션에 브라우저까지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폰 소프
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 MWC2009에서 가장 주목 받은 제품 중 하나인 MS사의 모바일 윈
도우 6.5는 스마트폰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윈도우 모
바일 6.1은 어려운 UI(User Interface)를 탑재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별도의 UI를 개
발해야 했다. 그리하여 삼성전자는 TouchWiz, HTC는 TouchFlo를 직접 개발해 제

MS가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사용에 편리한 UI를 탑재한 윈도우 모바일 6.5를 출시하였다. 이로써 UI 개발 역량이 부족해 스마
트폰 진입을 망설였던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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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에 탑재했으며, 이번 MWC2009에서 선보인 LG전자의 3D ‘S-Class’ UI, Acer의
Shell 등 또한 그 예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UI 개발 역량을 확보한 몇 업체
를 제외한 UI 개발 능력이 없는 제조사는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모바일 윈
도우 6.5의 경우 직관적인 UI를 직접 탑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져 UI를

휴대폰 산업의 지배적
OS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군웅할거”의
시대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개발하지 못했던 제조사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C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까지도 휴대폰 시장
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네비게이션 제조사인 AvMap은 네비게
이션에 전화 모듈을 내장하고 SIM 카드를 삽입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출시했다.
즉, 자신의 전화기에서 SIM 카드를 뽑아 네비게이션에 꽂으면 그때부터 그 네비게
이션은 카폰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향후 다양한 전자제품에 휴대폰 기능이 융복합되는 트렌드는
LGERI 리포트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인 OS 플랫폼은 당분간 등장하지 않을 듯
2008년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이동통신단말 OS 플랫폼 표준 경쟁이었던 것 같
다. 작년에 구글(Google)은 리눅스 기반의 안드로이드 (Android)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리눅스 진영은 리모(Limo) Foundation으로
통합되었으며 원래 노키아의 이동통신단말 OS이었던 심비안(Symbian)이 노키아에
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재단으로 되는 등 OS 표준화 경쟁을 위한 움직임이 가장 많
았던 한 해였다. 이에 따라 어떤 OS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가 휴대폰 산업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생태계 전체의 이슈였다.
이번 MWC2009에서는 어쩌면 OS 이슈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최소한 당분간은, 지배적인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 “군웅할거”의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번 MWC2009에서는 심비안 OS, MS의 윈도우 모
바일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리모 재단의 리눅스 등과 같은 공개 OS와 팜(Palm)
의 팜 프리(Palm Pre OS), 블랙베리(Blackberry)의 OS 등이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비록 MWC2009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애플(Apple)의 OS X 또한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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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들은 이미
Touch Screen 이후의
폼팩터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

간 상당한 지분을 가져갈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군웅할거의 시대는 단기간 내에 끝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비안의 경우 노키아의 강세에 힘입어 현재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
이고 있으나, 노키아를 제외하고는 소니-에릭슨(Sony-Ericsson) 단 1개사만이 채
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단말 사업자들이 윈도우 모바일 OS를 채택한 모델을
출시한 것에 비하면 매우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하게
분리되어 전시되었지만 리모 재단의 리눅스를 적용한 제품 또한 많이 볼 수 있었으
며, 안드로이드의 경우 HTC와 화웨이 정도만 제품을 출시하여 아직은 시장 진입 단
계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양한 OS플랫폼이 가능한 것도 과거 PC의 OS전쟁과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표
준화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C의 경우 OS가 다르면 전혀 호환이 되지 않았
지만 휴대폰의 경우 OS가 다르더라도 모바일 웹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결론을 짓자면 하나의 OS가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보다는 소비자의 다
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OS 플랫폼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 경쟁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MWC2009에서는 Touch Screen 이후의
폼 팩터(Form Factor)에 대한 제조사들의 고
민 또한 볼 수 있었다. 과거 휴대폰은 디자인
→ 카메라 화소 → 두께 등의 폼 팩터 경쟁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까지 Touch Screen 도입
경쟁을 벌였으며 이제는 Touch Screen의 크
기와 선명도 등에 대한 경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 MWC2009를 살펴봤을 때
용도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Separab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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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크기 경쟁은 종식될 것 같다. 신제품

“
으로 출시된 제품들을 살펴보면 Sony-Ericsson의 IDOU는 3.5인치의 스크린을 탑
재했고, 삼성전자의 옴니아 HD는 3.7인치, HTC의 Touch HD는 3.8인치를 탑재 하
는 등 3인치 후반대의 제품이 많았다. 물론 Toshiba의 TG01의 경우와 같이 4.1인치
로 4인치를 넘어서는 대형 액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4인치 Screen을
넘어서면서 MID(Mobile Internet Device)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 MID와의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Rich
Communication Suite,
개인화, Sync를 제공할
것이다.

”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이 휴대폰과 MID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인지? 휴대폰의
Screen 크기 경쟁이 종식될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제조사들은 이미 Touch
Screen 이후의 폼 팩터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하다.
NTT Docomo 부스에 전시되어 있던 Separable Phone과 삼성이 전시한
Projector Phone이 새로운 폼 팩터에 대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 Separable Phone
은 Keypad와 Display, Case가 분리 가능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합할 수
LGERI 리포트

있는 제품이다. Keypad는 일반적인 휴대폰 Keypad와 게임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으며, Display도 가로, 세로 및 손목착용형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케이스도 용도에 따라 다양하여 소비자 니즈에 따라 컨텐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폰 조합이 가능해 진다.
Projector Phone이란 전화기에 초소형의 프로젝터를 내장한 것을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게임, 가정용 영화 시청,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용도의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Projector Phone이 주도적 폼팩터가 된다면 밝기,
선명도, 전력소모 등 다양한 스펙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Ⅲ. 통신 서비스 : 새로운 고객 가치에 대한 모색
비록 단말기 업체나 장비 업체에 비해 그 참여 규모는 작았지만 이번 MWC2009에서
서비스 사업자들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응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새로운 고객
가치가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세 가지가 공통적이고도 새로운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Rich Communication Suite, 개인화, Sync의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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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들은 보다
충실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Rich Communication, Rich Communication Suite
Rich Communication이란 말 그대로 통신을 통한 소비자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겠다는 개념이다. 기존의 통신 서비스가 하나의 수단, 예를 들면 음성 통화는 음
성, 문자 메시지는 문자라는 단일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것에서 벗어나 복수
의 수단을 동시에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이들 사이의 전환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Rich Communication 그 자체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Rich Communication Suite, RCS는 좀 다르다. 이는 단지 통신의 소비자 경험을 풍
부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의 모음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합쳐져서 새롭게 형
성된 하나의 이동통신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즉, RC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괄적
으로 구현하는 단일 서비스의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다.
RCS의 요구 기능 목록을 보고 있으면 가히 현재 제공되는 거의 모든 통신 서비
스가 망라되어 있고 그 서비스들이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것은 상당한 발전임을 알 수 있다. 과거, 아니 현재 일반적
인 이동통신의 경우 통화 도중에 SMS를 보내거나 파일 공유를 하고 싶다면 일단 전
화를 끊고 문자 메시지 창을 열어 문자를 보낸 다음 다시 전

<그림 1> RCS의 주요 특징

화 통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그런데 RCS에서는 단 한 번의
통화 연결로 이 모든 것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화 추가 기능

메세징 기능

전화를 하면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마치 말하는 것과 흡사한
메시징을 할 수 있다.

전화번호부 기능
전화번호부에서 통화,
채팅, 비디오 콜 등 통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통신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어

특히 RCS에서는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을 이용할 수 있
게 될 전망이다. 상대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확인한
다음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인스턴트 메시징
(Instant messaging, IM)은 PC 환경에서는 매우 익숙한 통
신 수단이다. RCS에 따르면 그와 거의 같은 방식의 서비스
가 이동통신으로 제공된다는 뜻이다.
RCS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들은 보다 충실한 소비자 경
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RCS는 특
정 사업자 고유의 서비스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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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서비스 호환성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MWC에서는 RCS 표
준에 관한 세미나 등을 통해 향후 산업 표준의 정립을 위한 논의 또한 이루어진 것
으로 안다.

Sync는 데이터 Sync를
벗어나 유선과 무선,
전화와 PC와 IPTV
등을 아우르는
컨버전스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다.

”

Sync, 망과 단말에서 벗어난 자유
Sync는 Synchronization를 줄인 말이다. Synchronization 또는 줄여서 Sync는 서
로 다른 단말, 서로 다른 데이터 환경이 상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핸드폰, 두 번째 핸드폰, 넷 북, 데스크 탑 PC, 웹 서비스 등
어떤 개인이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저장 공간이 각기 갖고 있는 개인 데이터가 자동
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것을 말한다.

LGERI 리포트

Sync가 중요한 이유는 Sync를 통해 더 이상 특정 단말이나 특정 서비스가 아니
면 나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화기를 분실했다면 그 전화기에 기록된 전화번호부나 사람들의 사진, 통화
기록 등의 개인 데이터는 그 전화기를 되찾기 전에는 영원히 잃어버린 데이터가 되
고 말 것이다. 하지만 Sync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와 같은 개인 데이터는 내 책상 위
의 PC나 또는 Sync를 지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단말을 사서 그 단말과 내 PC 또
는 Web을 Sync 시키면 과거와 같은 전화번
호부와 통화 기록이 새로운 핸드폰에 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MWC에 참가한 몇 업체의 경우
를 보면 단순히 데이터 Sync에서 벗어나 서
로 상이한 단말과 상이한 네트워크가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Sync를 언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화면 구성,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동일한 DB를 통해 비
록 현 시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기 자체의

앞으로 이동통신 단말과 PC의 Sync가 더욱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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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Profile 정보와
위치 정보를 연결시키면
더욱 흥미로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화면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
개인화된 서비스 형태가
객의 편리함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데이터 Sync와 달리 유선과 무선, 전화
만들어진다.

”

와 PC와 IPTV 등을 아우르는 일종의 컨버전스 서비스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모든 단말을 아우르는 Sync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전화번
호부 또는 전화번호부는 장차 그 개인의 SNDB (Social Networking Data Base)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모든 단말은 자연스럽게 SND (Social Networking Device)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화된 서비스
이동통신은 태생적으로 개인을 위한 서비스였다. 하지만 이동통신의 영역이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데이터 이용 그리고 나아가 컨텐츠의 소비, 그리고 광고 전달의 경로
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서비스의 개인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
량 소비를 전제로 생성된 컨텐츠를 단순히 수집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에 적확히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소비
하고 싶은 바로 그 컨텐츠, 내가 처한 현재 상황에 딱 맞는 광고가 제공된다면 당연
히 고객 만족도 증가하고 사업자의 수익도 증
가할 것이다.
MWC2009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경우를
되짚어 보면 서비스의 개인화와 관련하여 크
게 두 가지 기술적 기반이 이용될 것으로 보
인다. 그것은 첫째,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되
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고객 Profile 정보,
그리고 둘째, 이용자의 현재 위치 및 인근의
지역 정보가 연결된 위치 정보이다.
고객 Profile 정보란 고객의 성향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정보라 할 수 있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통신의 이동성과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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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해당 특정 고객이 어떤 컨텐츠를 선

“
호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향이 어떻
게 변화해 왔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종합한 정보이다. 이는 그 고객의 인터넷 (Web),
IPTV, 이동통신 등의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 확보되고 갱신된다.

광대역 이동통신은 더
개인화 되고 더 풍부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준다.

”

위치 정보는 고객이 현재 어떤 지역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 이는 단순히 기지국간의 삼각 측량에 의할 수도 있으나 보다 정교하게는 단
말기에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보된 고객의 실시간 위치는 인근의 지역 정보와 연결된다. 그리하
여 단순하게는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그 고객에게 가장 적합
한 업체의 광고를 단말기 화면에 띄워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고객 Profile 정보와 위치 정보의 두가지 핵심 정보를 연결시키면 더욱
흥미 있는 서비스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화된 컨텐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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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또는 광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커피를 즐기는 고객이 있다고 하자.
그 고객이 약속을 위해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 고객의 핸드폰 화면에는 인근
지역의 커피숍에 대한 소비자 평가 글이 전송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커피숍의
할인 쿠폰이 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현재 위치에서 그 가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나 인근의 주차장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MWC2009에 참여한 업체인 브릿지워터 시스템스 (Bridgewater
Systems)의 경우 “가입자의 선호, 행동, 예산 및 실시간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화된 컨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라는 설명과 함께 “New
Service Model”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안한 바 있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를 많은 사업자들이 채택하여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Ⅳ. 기본은 광대역 이동통신, 결론은 고객 가치
지금까지 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사업자 그룹인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 단말 제조업
체, 서비스 사업자의 미래 준비 모습을 근거로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광대역 이동통신을 전제로 더 개인화되고 더 풍부한 고객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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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
단말 제조업체.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은 광대역
이동통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

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사업자들은 아직 그
구현 시기는 불분명하나 LTE 또는 WiMAX 등의 고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큰 화면과 편리한 UI (User Interface) 그리고 다양한 편의 사
양을 두루 갖춘 단말을 개발하여, 개인의 생활과 밀착된 그러나 특정 단말이나 네트
워크에 종속되지 않은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의 배경에는 당연히 더 높은 고객 가치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놓여 있다. 이동통신의 소비자 고객에서 출발해서 이 모
든 흐름을 추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고객들은 기존의 이동통
신 서비스와 달리 복수의 통신 방식을 동시에 그리고 끊김 없이 이용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특정 단말이나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이 구
축한 각종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싶을 것이며 나아가 데이터 통신의 내용물 즉 컨텐
츠가 현재 상황, 현재 위치, 자기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할 것이
다. 이러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서비스 사업자들이 준비한 세 가지 새로
운 서비스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단말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서비스 사업자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단말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단말기
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가치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더 큰 화면,
더 편리한 UI와 같은 디자인 경쟁과 함께 고도 기능을 가진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필
요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한 기업이 모두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복잡성과 전문성의
문제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된 추세는 후자 쪽이며 그 결과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당연히 광대역으로 진화할 수 밖
에 없다.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이를 실시간으로 소비
하기를 원하게 된다면 광대역 이동통신이 아니면 이러한 니즈에 대응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현재 LTE가 지연된다거나 하는 것은 단지 기존 기술이라 할 HSPA의 기술
진화 속도가 아직은 컨텐츠 용량 증가 속도에 대응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재무적 부담 때문일 뿐이다. 서비스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본
격화되고 컨텐츠가 대용량으로 바뀌면 네트워크 또한 당연히 4G 이상의 광대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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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동통신과 관련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업자들이 이번 MWC2009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양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나름대로 소비자 고객의
가치 향상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들 각각이 보여준 파
편적인 미래 대응 모습을 소비자 고객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함께 모으고 연결함으
로써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의 전망을 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번 MWC2009에서
드러난 다양한 계층의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올바른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확증은
없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들을 아우르는 큰 흐름은 분명 향후의 사업에 대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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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침이 될 것이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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