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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2.0 기술 전망
Trend of Mobile Web 2.0 Technology
전종홍·이승윤
Jong-Hong Jeon · Seung-Yun Lee

최근 웹 2.0으로 대표되는 실용적 웹 응용 동향은 웹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유선 환경 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 모바일 웹 2.0 동향
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웹 2.0에 대해 정의하고 모바일 웹 2.0의 핵심 기술 동향에 대해 살피며
모바일 웹 2.0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들을 살펴 본다.
주제어: 모바일 웹 2.0, 모바일 OK, 모바일 2.0, 모바일 검색, 풀브라우징, 매쉬업, 사용자 참여

Recently, what we call web 2.0, one of the most programmatic web application trends derives the 2nd golden
age of World Wide Web (WWW), leading to great influence on various industries. The effect of web 2.0 is not
confined to the wired internet industry, but spread to mobile industry broadly. In this paper, based on our
definition of mobile web 2.0 we will discuss various issues related to mobile web 2.0. First we will discuss the
background and main characteristics of mobile web 2.0. Then we will investigate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mobile web 2.0. We expect that this exploratory effort of discussing the mobile 2.0 will provide a good
overview on the current mobile 2.0 trend and lead to further research on the area.
Keywords: Mobile Web 2.0, Mobile OK, Mobile 2.0, Mobile Search, Full Browsing, Mashup, UGC, UCC

I. 서 론
고속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단말 기술의 발전은
3G를 넘어 3.5G와 4G를 향해 발전하면서 모바일 환경
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HSDPA나
WiBro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은 고속 네트워
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들의 등장 가능성을 만
들었다.
그러나 빠른 하드웨어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
바일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인터
페이스는 2G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선된 고속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에 맞는 다양한 모
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응용들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익모델과 연계시키는데도 많은 부족함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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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가입자 수와 음성 시장은 정체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의 모델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11월 기준으로 4천만 명이 넘는 국내 가입
자의 80%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을 갖고 있음에
도 평균 2시간 이상의 유선 웹 활용 빈도와 비교해 모바
일 단말에서의 웹 이용빈도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단말 성능과 네트워크의 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선의 경
계도 희미해지고 과거와 같은 walled garden 형태의
폐쇄적 사업 모델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인 사업
별/분야별/기술별 영역들과 경계들이 파괴되고 무한 경
쟁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파괴적인
(disruptive) 동향들은 모바일 산업에 더욱더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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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세대 웹 기술 발전 방향

화를 요구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1989년 CERN의 팀 버너스 리에 의
해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이 처음 만들어지고, 1994년 웹
기술 표준화를 위한 W3C가 만들어진 이후로, 웹 기술
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반의 응용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99년 마크업을 확장시킬 수 있
는 XML을 개발한 이후로 다양한 웹 기반 기술과 표준
을 개발하여 왔으며 이를 기점으로 차세대 웹을 향한 도
약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웹 기술은 그 특유의 단순함과 폭넓은 확장
성으로 다양한 환경에 널리 적용되게 되었고, 인터넷 상
의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자가 친숙하게 접근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브라우징 환경을 넘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자원과 시스템과 네트
워크들을 연결하는 기반 기술로 발전하게 하고 있다.
웹 기술이 94년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
작하자, W3C를 중심으로 차세대 웹 기술을 발전시키
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 초기의 웹 기술 확
장 방향은 HTML, URI, HTTP라는 세가지 기술을 확
장하는 방향이었고 인간 중심의 정보처리 및 지식공유
등을 목표로 하는 단계였다. 이후 99년 후부터의 차세
대 웹 기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동화된 정보처리와 서
비스 연동을 목표로 하면서 XML을 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경과 네트워크, 나아가 모든 사물과 정보
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유비쿼터스 웹 기술에 대한 연
구를 해오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W3C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웹
기술 표준화의 기본 방향이 데이터 중심적이고 시스템
중심적인 방향이었다면 200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웹2.0”
의 대표되는 새로운 동향들은 소비자 중심적 방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웹 2.0”용어로 대표되는 새로
운 동향들 중에서 차세대 모바일 웹 환경을 위한“모바
일 웹 2.0”동향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웹
2.0이 갖고 있는 기술적 변화 동향들에 대해 살피고, III
장에서는“모바일 웹 2.0”
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그것
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모바일 웹 2.0의 핵심 기술 동향에 대해 살피며, 마지막
V장에서는 주요 모바일 웹 2.0의 미래 방향에 대해 살
피며,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차세대 웹과 Web 2.0의 등장
1999년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구
글과 아마존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웹 기술과 인터넷 산
업 전반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기 위한 시도들인“웹
2.0”
이라는 동향을 만들어냈다[1].
최초로 웹 2.0 용어가 사용된 것은 오라일리와 미디
어라이브인터내셔널의 컨퍼런스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
서 등장했다. 이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는“웹에 일종
의 전환점을 찍은 닷컴 붕괴와 새시대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논의를 시작으로 웹 2.0이라는
용어와 웹 2.0 컨퍼런스가 탄생했다. 이후 3년간의 웹
2.0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용용, 그리고 성공
기업의 사례들이“웹2.0”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새로운 기술과 응용을 다루는“차
세대 웹(또는 인터넷) 동향”
을 의미하는 것처럼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웹 2.0의 개념을 보다 체계화시킨 것은 2005년으로
이때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 결과로 얻어진 웹
2.0의 정의에서 핵심 특징으로 정리된 것이 바로“플랫
폼으로서의 웹”
이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다양한
XML 응용, SOA, 브라우저 확장기술, RIA, 웹서비스
응용, 시맨틱 웹 응용 등과 같은 차세대 웹 기술과 응용
들을 포괄하면서 여기에“개방”
,“공유”
,“협력”
,“참여”
라는 4가지의 네트워크 기반의 문화적인 키워드들을 결
합시키고 있다[7].
웹 2.0이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유무선 브
로드밴드의 확산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의 생활화, 그리
고 이에 기반한 접속 환경의 개선과 이로 인해 촉발되는
사용자 참여도의 증가, 그리고 많은 사용자 참여로 얻어
지는 온라인과 같은 새로운 수익모델과 네트워크 효과
라고 할 수 있다.
웹 2.0에서의 커다란 기술적 변화는 이런 변화의 원
동력에 기반하여 그림 2와 같이 ① 콘텐츠 유통과 상거
래 방식의 변화 ② 브라우징 방식의 변화 ③ 웹 응용 환
경의 변화 ④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⑤ 단말 환경의
변화라는 다섯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7]. 이런 기술
적 변화 형태 속에서 개별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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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웹 2.0의 핵심 기술 변화

와 변이가 진행되고 있고 기술간 결합으로 복합적인 진
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웹 2.0 붐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처음
에는“웹 기술”
에 주로 초점을 맞춘 범위로 시작되었던
“웹 2.0”용어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2.0”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RFID, IPTV, 보안, 기업솔루션 등과 같은 많은 분
야에서 기존 기술들을 되돌아보며 사용자의 참여를 촉
진하고 데이터와 서비스 재사용성을 높이며 개방된 플
랫폼화를 고민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웹 2.0”
이 단순한“웹”
에 대한 기
술적 함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영역별로
전반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혁신의 의미 또한 함께 갖
는다고 할 수 있다[9].

III. 모바일 웹 2.0의 등장
1.“모바일 웹 2.0”
의 정의
모바일 환경에서도 2005년을 기점으로‘모바일 웹
2.0’
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었다.
“모바일 웹”
이란 이동성을 갖는 다양한 장치에서의
웹 접근을 의미한다. 무선망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접속
하는 무선 인터넷과는 이동성(Mobility)이라는 측면에
서 차이를 갖지만, 근래에 와서 이동성이 많이 부각 되
면서 이제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웹 2.0 동향과 함께 웹 표준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면서 기존의 모바일 웹 환경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각

으로 모바일 웹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모바일 2.0”또는“모바
일 웹 2.0”
이라는 용어로 불려지며,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
한 것이 모바일 웹 2.0의 시작이었다[3],[5],[16].
“모바일 웹 2.0”
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은
2005년 말부터였고 공식적으로 처음 출판된 것은 2006
년 초반에 발표된 Challenger를 통해서였다[2]. 이후
NGWeb 2006 컨퍼런스를 통해 웹 2.0과 모바일을 결합
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모
바일 웹 2.0”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43].
해외의 경우도 Ajit Jaokar의 블로그를 통해2005
년 12월에 소개되었던 원고가“모바일 웹 2.0”
이란 용
어로 개념화되어 등장되었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
고, 이후 이에 기반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였다[3],
[19],[20].
“모바일 웹 2.0”
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며“모바일 웹 2.0”
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
서도 아직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용어에 측면에서
도“모바일 2.0”
이라는 용어와“모바일 웹 2.0”
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개념적 측면에서도 모
바일 기술, 웹 표준 기술,“2.0”
적 신경향들 중 어떤 것
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개
념과 정의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모바일 웹 2.0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분류
하면 다음과 같이 - ① mobile +“web 2.0”
과 같이 웹
2.0 응용과 기술을 단순히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는 관
점 ②“mobile 2.0”
과 같이 차세대 모바일 데이터 서비
스 환경으로 바라보는 견해 ③“Mobile Web”2.0으로
기존 모바일 웹이 진화하는 형태로 바라보는 견해 -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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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바일 웹 1.0과 모바일 웹 2.0 비교 [2, 7]

Mobile Web 1.0

Mobile Web 2.0

네트웍

저속(＜0.5MB)

고속 (＞0.5MB)-HSDPA, WiBro

프로토콜

WAP 프로토콜 기반의 WAP 브라우징

(w)TCP/IP 기반의 풀 브라우징

컨텐츠

HTML & WML 중심의 컨텐츠

XML & XHTML 중심의 컨텐츠

사업모델

폐쇄적 사업 모델

개방형 사업 모델, 유무선 통합 모델

기술모델

폐쇄적, 독자적

개방형, 표준 기반((Mobile OK)

브라우징 방법

WAP 사이트를 브라우징

RFID 및 LBS 등과 연계한 유비쿼터스브라우징,
실세계 태깅, RSS 리더 기능

단말

휴대전화를 통환 접속

다양한 모바일 단말을 통한 접속

서비스

하이퍼링크만 가능

REST, SOAP, WSDL 기반의 모바일 웹 서비스

인증

집중화된 인증 방식

분산 인증, Identity Management

접속

초기 URL을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

자동 접속 방식(WINC, 모바일 RFID, 2D 바코드 등)

UI

한 손/두 손/핸즈 프리

멀티모달/유비쿼터스 웹 액세스 기술(음성, 제스처, RFID 등)

API 연동

하나의 서비스와 일부 API

개방형 API와 매쉬업 서비스

요금

종량제(고비용)

정액제 기반(저렴한)

광고

광고 없음

모바일 광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징

브라우징 전용

플랫폼으로서의 모바일 웹

게 세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2],[20],[16].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웹 2.0을“Mobile Web”
2.0
과 같이 기존 모바일 웹이 한단계 새롭게 진화하는 형태
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모바일 웹 2.0”
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다.
2.“모바일 웹 2.0”
의 등장 배경
과거의 모바일 웹 1.0 환경이“모바일 웹 2.0”
으로 진화
하게 되는 주요 배경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
첫째, 무선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다. 최근의
HSDPA, WiBro 등과 같은 초고속 무선인프라의 보급
은 모바일 응용의 중요한 한계였던 네트워크 속도와 통
신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이는 모바일 응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이동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
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모바일 단말의 성능 개선이다. 요즘의 모바일
단말은 상당히 고성능화 되고 있으며 화면 해상도와 메
모리 용량 등도 크게 향상되어 처리할 수 있는 응용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말 성능의 절대적
한계라는 제약은 많이 사라졌다.
셋째, 모바일 단말로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 LBS, GPS, RFID, MP3, DMB 등의 기능을 컨
버전스 하는 모바일 단말의 기능을 통해 단순 브라우징
방식에서 벗어나, 방송과 융합된 웹, RFID나 LBS와
융합된 웹 응용 등과 같은 유비쿼터스 웹 응용들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넷째,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문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점이다. 초기 URL 입
력의 불편함은 RFID 태그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 코드
입력 등의 방식으로 자동화되고 있고 브라우징의 방법도
단순한 키보드 입력 방식이 아니라 제스처나 음성 브라우
징과 같은 방법들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다양한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웹 표준 기술
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웹 2.0 트렌드를 중심으로 웹
표준에 기반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같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의 복잡한
웹 응용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웹 표준과 기술의 가치
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W3C의
MWI(Mobile Web Initiative), Mobile OK 등의 모바
일 웹 표준화 활동을 통해 유무선 호환 콘텐츠, 유비쿼
터스 웹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 개선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여섯째, 웹 2.0의 관점에서의“공유”
,“개
방”
,“협력”
,“참여”
라는 키워드로 기존의 서비스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
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폐쇄적이 아닌 개방형 서비스
모델로 리스크와 중복성을 줄이며 웹서비스와 매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응용과 장점들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
유/무선을 연계하며 시작된다는 점이다.
3. 모바일 웹 2.0의 특징
모바일 웹 2.0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 모바
일 웹 1.0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이 특징과 차이점들
을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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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 웹 2.0 서비스 로고 [14]

모바일 웹 2.0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첫째, 정액제 기반의 저렴한 고속 무선망 환경에서 콘텐
츠는 유무선이 호환되는 XML과 Mobile OK와 같은 표
준 기반의 웹 콘텐츠를 교환하면서 서비스들은 Open
API 형태로 상호 연동되는 환경이 제공되어 웹 서비스
등을 이용한 매쉬업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단말 환경은 휴대폰만이 아닌 다양한 모바일
단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며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유비쿼터스 웹 액세스 기술들을 활용하여 모
바일 단말 사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응용과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과거
에는 유선에서만 가능했던 검색과 광고가 연계되는 모
델들이 함께 제공되며 전통적인 상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롱테일을 고려하는 비즈
니스 모델을 취하게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모바일
웹 2.0 환경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응용환경으로서
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형태로 다양한 서비
스와 응용들을 묶는 기반 환경이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바일 웹 2.0 환경은 ① 고속 무선망 환경
② XML 기반의 콘텐츠 ③ 표준 기반의 개방형 환경 ④
RFID 및 LBS 등과 연계한 유비쿼터스 브라우징 ⑤ 개
방형 API와 모바일 웹서비스 ⑥ AJAX와 같은 표준 기
반의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웹 2.0”
의 핵심
특징과도 유사하게 다양한 모바일 기술과 응용들을 엮는
“플랫폼으로서의 모바일 웹”
이 된다는 점이다 [2].
이러한“모바일 웹 플랫폼”
을 통해 모바일 RFID의
다양한 사물의 인식 정보와 연계한 새로운 웹 브라우징

의 기회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길거리 포스터를
통한 이벤트 자동 응모도 가능할 것이며 농수산물의 이
력 정보와 상품에 대한 부가 정보 등도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매쉬업 응용을 통해 소장용
DVD와 도서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산 관리
뿐 아니라 옥션이나 이베이 등과 연계한 중고 매매 등도
모바일 단말을 통해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나의 현재 위치 정보에 기초한 지역 정
보 검색과 지도 검색 등과 같은 것도 현재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여행/숙박/교통에 대한 토
탈 서비스도 손쉽게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모바
일 단말에서의 AJAX는 간단한 추천어 기능만으로도
주소록 검색 등에서 편리한 UI를 제공할 것이며,
Identity와 개인의 거래 기록 등을 총괄하는 개인 비서
로서 편리한 전자거래를 모바일 단말의 웹 응용들이 도
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웹 2.0은 확실히 보다 자동화된 환경
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다양한 사물과 환경에 대한 정
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 생활과 커뮤니티,
정보 공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업그
레이드 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4. 모바일 웹 2.0에 대한 국내외 동향
“웹2.0”
의 개념을 결합시킨“모바일 웹 2.0”
이라는
용어는 2006년 초 한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나, 본
격적인 서비스들은 그림 3와 같이 일본과 미국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휴대폰 사용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무선인터넷 보
급률이 85%에 이르는 국내에서도 그 동안 모바일 싸이

웹 2.0: 모바일 웹 2.0 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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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웹 2.0 기술 로드맵 (노무라종합연구소 자료 수정)

월드, 핫코드, 모바일 RFID, 모바일 위젯, 대기화면서
비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여 왔고 ETRI
에서는 구글 맵과 위치정보를 위피 환경에서 매쉬업 하
는 최초의 모바일 매쉬업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17]. 최근에는 모바일 웹 2.0 포럼을 결성하고 모바일
웹 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모바일 웹 2.0 환경에 대비한
협력들을 진행시키고 있다[11].
미국에서는 애플이 iPhone을 출시하면서 스마트 폰
을 이용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었고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모바일 검색과 모바일 광고를 결
합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모
바일 분야의 진출을 위해 다양한 준비들을 해왔고 모바
일 검색 분야의 진출을 위해 KDDI, Chain Telecom
등 각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
다. 응용분야에서는 Opera가 모바일 단말을 위한
AJAX 플랫폼을 내놓았고 이에 기반한 Soonr 같은 서
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 사진, 동영상 등
을 결합하는 다양한 모바일 매쉬업 들도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노키아, O2, 프랑스 텔레콤 등의 모바
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검색, 광고, 정액제, 위젯, 번들
링,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9500만 명의 가입자 중 87%가 무선인터넷이 가능
한 단말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5년 모바일 상거
래 시장규모가 4074억 엔에서 2011년에는 1조 2천억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EZ
GREE, Mixi, 모바게타운 등의 성장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바일 2.0 환경의 킬러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2006년 11월에 노무라 종합연구
소에서 발표한 2011년까지의 IT 기술 로드맵에서는

2008년까지는 3.5세대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통해 속도
향상이 진행되면서“모바일 웹 2.0”
이 확산될 것으로 전
망했다. 이러한 모바일 웹 2.0이 보편화되면 휴대폰을 이
용한 로컬 검색과 쇼핑 정보 등을 손쉽게 얻는 등 모바일
라이프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
특히 일본의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선인터
넷 보급률과 휴대폰 가입자 수가 포화 상태인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용자 패턴과 서비스 트랜드 변화가 새
로운 의미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모바일 웹 2.0으로의 전이가 비교적 잘 진행되
고 있는 배경에는 MNP(Mobile Number Portability) 도
입, 패킷정액제의 보급 활성화, 유선 콘텐츠 사업자의
모바일 진입 등과 같은 인프라적 개선과 함께, 풀브라우
징이 가능한 단말의 보급과 더불어 망 개방을 통한 콘텐
츠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였기에 가능했다. 이는 풀브
라우징의 기본화를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고객들과 데
이터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 휴대폰 경쟁력이라는 세가
지 새로운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였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31].

IV. 모바일 웹 2.0 기술 동향과 전망
모바일 웹 2.0이라는 새로운 동향을 발전시키는 과
정에는 세가지 주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모바일 웹 2.0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모바일 산업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모바일 웹
1.0 시대의 한계와 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웹 1.0 단계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
롭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동향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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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바일 웹 2.0 주요 기술 동향

본 논문에서는 앞서 모바일 웹 2.0으로의 진화를 이
끄는 주요 배경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모바일 웹 1.0 시대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시도들로서의 모바일 웹 2.0의 개념과 특징
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모바일 웹 1.0 기술의 한계
모바일 웹 2.0 기술 동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
한 시도들과 기술들은 그림 5과 같이 대부분 현재의 모바
일 웹 환경이 갖고 있는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
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현단계 모바일 웹 환경이
갖고 있는 단점과 한계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오늘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
들은 데스크톱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데스크톱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에는 모바일 콘텐츠의 독
립적 환경이 장점이었으나 최근에는 단점이 되고 있다.
둘째, 키보드가 장착된 데스크톱 장치 사용에 비해

모바일 장치에서의 입력과 조작은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다.
셋째, 모바일 네트워크는 유선 환경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지연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긴 콘텐트나, 페이지 간
검색이 많은 경우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넷째, 모바일 사용자들이 웹을 사용하는 목적은 좀
더 즉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의도가 있으며 자신의 컨
텍스트(예를 들면 위치, 상황, 조건 등)에 적합한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길 원한다.
다섯째, 모바일 브라우징 환경에서 큰 용량의 마크
업 언어와 부가 정보를 PC에서와 같이 빠르고 신속하
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여섯째, 모바일 환경에서 웹 브라우징을 한다는 것
은 아직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
야 하는 상황이다.

웹 2.0: 모바일 웹 2.0 기술 전망

635

User
Need
Motivation
Experiences
Expectations
Mental state
Resources

Context
Physical context
Social context
Temporal context
Task context

Mobile device
Usability
Connectivity
Performance
Memory space
Battery lifetime
Appeal
Customer care

Browser
Usability
Content support
Functionality

Internet

Wireless

System

Connection
Availability
Speed
Cost
Trust
Customer care
Gateway
(Page optimizations)
(Access restrictions)

Sites
Discovery
Value
Usability
Familiarity
Trust
Appeal
Offline support

그림 7. mobile browsing user experience의 특징[25]

2. 모바일 웹 2.0 기술의 특징과 전망
최근 등장하고 있는 모바일 웹 2.0의 주요 기술적
동향들은 그림 6과 같이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동향들은 웹 2.0 동향과 같은 외부적 변화와 모
바일 산업 내부의 환경적 변화 속에서 기존 모바일 환경
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모바일 응
용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들이다.
2.1. 풀브라우징
최근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과 함께 WAP 콘텐츠만
이 아니라 유선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 요구도 커지고 있
어 풀브라우저와 풀브라우징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요
구사항들이 커지고 있다. 풀브라우징에 대한 요구들은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이 어려운 PC 환경의 다양
하고 풍부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풀브라우징을 통해 완벽하게 유선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함께 풀브라우징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풀브라우징을 통
한 유선 데이터 접근은 모바일 단말의 활용성을 높여지
고 전체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27].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의 다양한 제약 속에서 효과
적인 모바일 브라우징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상 마우스에 기반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포함하
여 Zoom In/Zoom Out, MiniMap viewing,
Thumbnail viewing, Narrow viewing 등과 같은 네비
게이션 기술과 다양한 트랜스코딩 기술, 음성 브라우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그
림 7과 같이 모바일 브라우징 사용자의 UX(User
Experience)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모바

일 브라우징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23].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에서는 KDDI, NTT
Docomo 등에서 이미 2004년부터 풀브라우징을 제공
하고 있으며 정액제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풀브라우징
환경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T-mobile은
2005년 10월부터 시작한 서비스에 대해 2006년부터는
월정액으로 무제한 접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Microsoft에서도 deepfish라는 스마트폰용 풀브라우저
를 개발하고 있고 모질라 재단에서도 minimo라는 오픈
소스 기반의 모바일용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풀브라우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준
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부분적인 형태의 실제 서비
스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접속방식은 VM
기반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정
한 풀브라우징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향후 인프라웨어, 지오텔과 같은 브라우저 개발사의
풀브라우저 개발이 완료되고 2007년 이후 본격적인 풀
브라우징 보급이 시작되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풀브
라우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진일보
한 시도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8],[32].
2.2. 모바일 OK 및 모바일 웹 표준화
풀브라우징은 브라우저 중심의 모바일 웹 접근성 개
선 시도라면 전체적인 표준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시도가 모바일 OK로 대표되는 모바일 웹 표준화
활동이다.
2005년부터 W3C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웹 표준화 활동인 모바일 OK 표준화는 모바일 웹 활용성
의 극대화를 목표로 모바일 웹 환경에 대한 모범 사례 개
발과 단말 정보 공유 기술 개발, 모바일 OK 인증마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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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바일 OK 표준화의 필요성

그림 9. Mobile AJAX와 Widget

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활동을 마무리하
고 2단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다[6],[24].
1단계 활동에서는 모바일 웹 모범 사례를 위한 가이드
라인, 모바일 OK 기본 시험 규격, 모바일 장치 정보 저장
소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여 왔고 2단계에서는 모바일
웹 2.0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표준 확장과 함께 장치 정보
저장소 API 표준화, 시험용 테스트 슈트 표준화 등에 대
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36],[37].
현재의 모바일 웹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그림 8
와 같이 비표준화 된 환경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처
럼, 모바일 OK 표준화는 모바일 웹 2.0 활성화를 위해
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W3C 국제 표준화 활동에는 ETRI, 삼성전자, SKT, 인
프라웨어, 네오엠텔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모바일 웹 2.0 포럼을 중심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한
국형 모바일 OK에 대한 표준화 활동과 시험/인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11].
2.3. 모바일 AJAX
AJAX는 비동기식 HTTP request 방식과XML 처
리를 위한 DOM 엔진,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브
라우징 이벤트와 같은 표준에 기반하여 다양한 동적 처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응용 기술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
그림 9과 같이 모바일에서도 AJAX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같이 Java 등을 이용해
개발하지 않고 웹 인터페이스 기반의 응용만으로도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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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젯의 구조[38]

어난 그래픽 환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JAX 등을 활용한 widget 등
의 응용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의 가능성들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2]. 특
히 유선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글 맵과 같은 유선
환경에서의 AJAX 기반의 응용들을 모바일 환경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표준기반 호환성 특징이
AJAX의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 오페라의 AJAX 플랫폼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
의 모바일용 AJAX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기반
한 Soonr와 같은 모바일 응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모바일 브라우저 개발사들도 AJAX
지원을 위한 기능 확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W3C에
서는 그림 10과 같이 HTTP, IRI, ECMAScript, CSS,
DOM 등의 웹 표준 기반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위젯 표
준화를 추진하고 있다[38],[40].
최근 다양한 모바일 AJAX 플랫폼과 AJAX 응용들
이 등장하면서 AJAX 플랫폼간의 호환성 이슈가 등장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 위해 ECMAScript, DOM
event, XMLHTTPRequest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도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5],[7],[39],[40].
2.4. 모바일 검색과 광고
유선 인터넷과 웹, 그리고 최근의 웹 2.0 기업들까
지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입자 중심의 수익
모델이 아닌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기 때
문이다. 특히 이러한 광고들은 검색과 결합하여 사용자
의 질의에 기반한 특성들을 맞춘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
는 키워드 광고들을 통해 거대한 온라인 광고시장과 인
터넷 산업을 형성하게 하였다.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입자 중심의 콘텐츠 판매형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검
색과 결합한 광고 수익 모델들을 찾고 만들기 위한 다양
한 광고/검색 기술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다.
모바일 검색에 대해서는 일본의 KDDI, NTT
Docomo 등을 통해 시도된 바 있으며 모바일 검색 개방
이후에 평균 2.5배 이상의 사용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31].
모바일 검색과 광고를 연계하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
를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는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으며 로컬검색, Mobile AdWord, Click-toCall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웹 광고 기술과
기법을 KDDI, China Telecom 등의 다양한 통신사업
자들과 협력하여 시도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또한
Yahoo Go! Mobile, Google Mobile 서비스에서 보이
듯, 검색과 기존 서비스들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Nokia는 모바일 게임과 광고
를 결합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검색과 모바일 광고는 쿠키 기반의 PC
환경과 달리 보다 다양한 사용자 선호도와 컨텍스트 정
보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모바일 마케팅
과 광고 시장의 규모에 대한 ABI 리서치의 예측 자료에
서도 2007년 30억 불 규모에서 2011년에는 모바일 검
색과 비디오 광고 시장을 포함하여 190억 불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덴츠총연
(DCI)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모바일 광고시장 규모
가 1284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모바일 검색 광
고의 비중에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모바일 광고는 기존 유선 환경과 흡사하게 광
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켜 기존의 콘텐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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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구글, 야후, NTT의 모바일 검색과 광고

업에 영향을 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13].
2.5. 모바일 매쉬업
매쉬업은 하나 이상의 응용을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
스 또는 응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글의 구
글 맵 API가 공개된 후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매쉬업 응용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의 지도와 위성사진, 아마존의 도서정보,
야후의 검색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응용들을 손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선의 OpenAPI와 매쉬업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선의 OpenAPI를 활용한 매쉬업 응용들
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향후에는 유무선
연계 응용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기본 API들을
Open API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으로까지 진화할 것으
로 예상된다[41].
최근 등장하고 있는 모바일 매쉬업 응용들은 아직은
주로 모바일 단말에서 생성된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XML-RPC 등을 이용해 다른 사이트나 서비스로 전송
해주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앞으로 모
바일 브라우저의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고 모바일 플랫
폼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더욱더 많은 종류의 모바일 매
쉬업 응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유무선간의 통
합 매쉬업 기술과 더불어 매쉬업 플랫폼 기술도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14].

2.6. 모바일 RFID와 2D 바코드
모바일 브라우징에서 가장 큰 단점은 웹사이트를 접
속하기 위한 URL 주소를 입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WINC 코드나 핫넘버와 같은 번호기반의 서비스들도
있지만 이는 특정 번호를 기억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단
점이 있다.
이에 좀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초기 URL 주소를 얻
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현재 카메라 폰을 활용한 2차원 바코드 인식
기능과 모바일 단말에 부착된 RFID 리더를 활용하여
RFID 태그가 붙은 사물을 인식하는 모바일 RFID 서
비스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관련 URI를 획득하고 브라
우징 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2차원 바코드의 경우, 일본의 QR Code, 국내의
ColorZIP, 미국의 data matrix, mCode 등의 다양한 2
차원 바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차원 바코드는 인쇄물 등에 활용이 가능하고,
누구든 손쉽게 코드화시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고 있지만 인식을 위해 카메라 촬영의 숙련도가 요구된
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모바일 RFID의 경우 13.56MHz 대역을 활용하는
NFC나 900MHz 대역을 활용하는 모바일 RFID 기능
을 연계하는 서비스 등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실
세계와 정보세계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웹 2.0: 모바일 웹 2.0 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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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세계 태그를 연계한 모바일 웹 기반의 유비쿼터스 브라우징

모바일 RFID의 경우 기존 RFID 식별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모바일
RFID 리더가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고 RFID 태그 등
의 가격의 문제로 아직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
고 있다.
향후 2D 바코드와 RFID는 각각의 장점으로 상호
보완하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세계 브라우징
(Physical Browsing)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10],[12],[30].
2.7. 모바일 SNS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응용 기술동향 중
하나가 모바일 SNS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싸이월드,
미국의 MySpace 서비스 등이 성장하고 소셜 북마킹과
소셜 네트워킹에 관한 다양한 기술들이 발표되면서 모
바일 분야에서의 소셜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보
관하는 개인 단말로서의 모바일 단말의 특성과 타인과
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의 EZ GREE, Mixi, 모바게타
운 등의 성장과 최근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s) 기술의 결합은 모바일 소
셜 네트워킹 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ABI 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SNS 사용자는 현재 5
천만 명 정도에서 2011년에는 1억 7천만 명 정도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장 규모도 SNS 기반의
모바일 커뮤니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 환경이 결합되
어 2011년경에는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8].
2.8. 사용자 생성 콘텐츠
YouTube의 성장과 함께 사용자 생성 비디오
(UGV)로 대표되는 UCC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다운 스트리
밍 기술 뿐 아니라 모바일 단말에 내장된 카메라와 캠코
더 기능을 이용한 동영상/사진 등의 콘텐츠 생성과 유
통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야후 등에서는 위치 정보를 이미지 동영상 등에 태
깅하는 Location Tagging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LBS와 자동 위치 태깅 기술 등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저장과 활용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08년 모바
일 단말을 이용한 모바일 웹 2.0이 활성화되면서 위치
정보 및 RFID/USN 등과 연계한 라이프로그 서비스가
2011년에는 활성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모바일
단말이 고성능화 될수록 관련된 사용자의 요구들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4].
특히 스마트 폰 보급에 따라 단말자체가 정보 소비
의 용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단말로 보편화되고 네트워크 속도가 향상되고 저장매체
및 플랫폼 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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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보안, 프라이버시, 검색, 광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 개
발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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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X, UGC 등의 확산은 사용자 접점 부분에서의 트로
이 목마, 유해 코드 삽입과 같은 새로운 보안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9. 스마트 폰과 웹 폰

V. 결 론
지난 해 말에 발표된 애플의 iPhone은 모바일 단말
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iPhone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두 가지 특징적인 시사점
은 휴대폰 중심의 특화된 모바일 환경에 대한 경계가 더
욱더 엷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며 휴대폰에서도 인터넷
과 웹 이용이 PC 환경과 더욱더 유사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33].
아이폰은 휴대폰의 진화 과정에 한 획을 그으며, 사
용자들에게 음성 위주의 휴대폰에서 데이터 서비스 위
주의 단말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이폰은 최초로 모바일 웹 브라우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말이라 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브라우저와 웹
중심의 응용 플랫폼 환경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듀얼 모드와 모바일 웹의 확
산은 점점 더 Walled Garden 형태의 폐쇄적 사업모델
을 약화시키며 소비자에게로 주도권을 이전시키는 계기
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이폰의 등장으로 다양한 콘
텐츠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하이컨셉 기업들이 이
동통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4]~[46]
결국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권리와 편의성
을 제공하며 웹과 인터넷 사용에 초점을 맞춘 휴대 단말
에 대한 기술들이 더욱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음성통화 위주가 아닌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환
경으로의 단말 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단말에서의 UX(User experience), 즉 모바일
사용자의 사용 특성들을 분석하고 이에 맞도록 모바일
웹 환경에 적합한 UX에 대한 분석과 응용 연구들이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6].
아직 모바일 단말에서의 브라우징 환경은 유선환경
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
을 뿐, 모바일 단말 사용자의 편의성까지는 고려하고 있
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바일 단말 사
용자의 인터페이스 편의성까지 고려한 모바일 브라우징
UX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하드웨어적 설계와
지원들이 뒷받침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5],[29].
2.10. 기타
기타 주목할만한 동향들로는 보안 기술에 대한 이슈
들이 있다. 유선에서 확산되고 있는 OpenID와 같은 개방
형 인증체계에 대한 이슈들 매쉬업 응용들을 위해서도 향
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35]. 이 밖에도 OpenAPI,

최근의 모바일 환경은 단말,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용자 중심의 웹 2.0이라는 변화
의 흐름들 속에서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6년부터 등장한“모바일 웹
2.0”
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단순히 웹 2.0의 몇몇 기술
을 모바일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차츰 인식이 개선되어 2007년 현재는 차세대“모바일
웹”
과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다.
우리는 10년 전 유선환경에서 폐쇄적 사업모델을
유지하다, 개방형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 밀려난 PC 통
신 서비스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모바일 환경이 PC 통신 서비스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웹 2.0은 다양한 사업 영역과 비즈니스 역할
의 경계들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경쟁관계로 이
동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유선 포탈 및 콘텐트 사업자들
을 이끌어가고 있다[22],[28].
그리고 모바일 웹2.0은 가입자 중심의 폐쇄적 수익
모델을 통신사업자가 독점하던 모델에서 이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에 걸맞게 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수
익모델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21].
본 논문에서 우리는 모바일 웹 2.0에 대한 정의와
함께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모바일 웹 2.0의 9가지
기술 요소를 분류하고 관련 동향과 전망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풀브라우저, 모바일 OK와 웹 표준, 모바일
AJAX와 위젯 응용, 모바일 검색과 광고, 모바일
OpenAPI와 매쉬업, 모바일 RFID와 2D 바코드, 모바
일 SNS, 모바일 UGC, 웹 폰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 요
소들과 관련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광고와 검색 기술이 결합되고
UGC 기술과 SNS 기술이 결합되는 것과 같이 각각의 기
술은 다른 기술들과 결합되면서 더욱더 많은 변화의 유형
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변화무쌍한 추이
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앞으
로 이러한 변화들은 모바일 환경이 갖는“이동성과 즉시
성”
과 결합되어 유선 환경과 차별화되는 모바일 웹 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의 모바일 웹 2.0이 어떤 모습으로 발
전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유선 웹 환경이 어
떻게 발전해 왔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10년 정도
의 격차를 갖고 있는 유선 웹과 모바일 웹 기술의 공통

웹 2.0: 모바일 웹 2.0 기술 전망

궤적을 고찰하면 모바일 웹의 미래도 궁극적으로는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과 함께 모바일 분야를 선도하
여 왔다면,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웹 2.0 분야는 우리에
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앞선 동향조사
결과에서 보이듯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의 많은 기업들
은 모바일 웹 2.0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
이고 있다.
모바일 웹 2.0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보다 큰가치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시
키고 개방형 구조로 위험을 분산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구
조를 지향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단말 제조사, 포탈, 이동통신사 또한 좀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오늘날“2.0”시대에서 보다 집중해야 할 내용은 바
로 개별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응용이나 서비스보다는,
“2.0”
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롱테일 경제와 사용자
중심적 관점과 개방형 인프라 환경, 그리고 좀더 긴 안
목과 넓은 시야로 바라 본 기술 변화의 핵심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춘 기술 개발과 표준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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