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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동통신 환경은 통신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의 모바일 2.0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모바일 2.0은 단지 기술적 진화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동통신 전반 에코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역할과 비즈니스 모델

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모바일 2.0에 대한 국

내외 담론이 크게 개진되고 있지만 모바일 2.0 촉진을 위한 에코시스템 핵심 성공요인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와이브로와 HSDPA를 중심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수용특

성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2.0의 특징과 에

코시스템을 살펴보고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참여자의 역할과 모바일 2.0의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와이브로와 HSDPA의 국내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모바일 2.0을 촉

진시키기 위한 시장활성화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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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바일 2.0의 새로운 통신시대 패러다임은 기존 

이동통신 환경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와이브로와 HSDPA의 제 3.5세대 이동통신 

기반기술 등장이 동인이 된 모바일 2.0은 단지 새로

운 기술적 진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동통신 전반

에서 사업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기존 이동통신은 통

신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었다

면 모바일 2.0은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 유통이 핵심

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역할이 수동적 소비자

에서 능동적 생산과 소비의 동시 참여자로 강화되면

서 연관된 서비스가 개발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이 등장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

한 단말기 부문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

다. 이에 국내외 주요국가에서는 모바일 2.0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포털업체, 단말제조업

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선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와이브로와 HSDPA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이동통신 기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모바일 UCC와 모바일 블로그가 크게 

활성화될 잠재력을 보이고 있어 국제 주요 사업자의 

관심국가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서 모바일 2.0에 대

한 국내외의 활발한 담론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모바일 2.0을 하나의 사회현상이나 기술적 

진화로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모바일 2.0을 촉

진시키기 위한 에코시스템의 핵심 성공요인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국내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용특성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모바일 2.0의 시장가능성을 예견한 분

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

일 2.0의 개념 및 등장배경, 특징 및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참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에코시스템을 

체계화하며, 모바일 2.0의 핵심 성공요인을 에코시

스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와이브로와 

HSDPA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수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용

특성과 이용자 측면에서 향후 모바일 2.0의 시장잠

재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2.0 시

대를 주도하기 위한 국내 시장활성화 방향을 종합적

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Ⅱ. 모바일 2.0 특징 및 에코시스템 

1. 모바일 2.0 개념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콘텐츠 생산 및 이용, 유

통을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서 구현하는 것이 모바일 

2.0의 개념이 된다. 즉 모바일 2.0은 기존 유선 인터

넷 환경에서의 이용자 창조성과 이용자간 상호작용

성을 바탕으로 웹 2.0을 모바일 특성인 이동성과 개
 

<표 1> 모바일 1.0과 모바일 2.0의 비교 

구분 모바일 1.0 모바일 2.0 

전송속도 저속 모바일 브로드밴드(와이브로, HSPA)를 통한 고속 전송 

이용자 특성 콘텐츠 소비자 콘텐츠 생산+이용+유통: 프로슈머(Producer+Consumer) 

정보 전달 방식 일방적 쌍방향의 상호작용성 

비즈니스 모델 폐쇄적  개방적, 유무선 통합, 산업간 융합의 비즈니스 모델  

음성 단순 음성통화 VoIP 애플리케이션: IMS 기반 서비스로 확장(음성+데이터) 

무선 인터넷 텍스트 중심 유선 인터넷의 풀 브라우징+무선 인터넷 특성형 서비스 

단말기 핸드폰  다양한 모바일 단말: 휴대폰, 스마트폰, UMPC, PDA, 노트북 등 

주도권 사업자 주도 이용자 주도 

<자료>: 권수천(2008), 이승윤(2007), 김민석(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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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휴대성을 결합시켜 확장시킨 개념이 된다[1]. 

모바일 2.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1.0과 모바

일 2.0을 비교하는 것이 첩경이 된다. <표 1>과 같

이 모바일 2.0은 기존 이동전화의 모바일 1.0과 달

리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고속 전송환경을 바탕으로 

프로슈머의 이용자 특성과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구

조, 다양한 모바일 단말의 활용, 서비스간 융복합의 

특징을 지닌다[1]-[3].   

2. 모바일 2.0 등장배경 

모바일 2.0의 등장배경은 <표 2>와 같이 크게 기

술측면과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

할 수 있다[2],[4]-[7]. 우선 기술측면에서는 모바

일 브로드밴드로의 서비스 진화, 컨버전스를 기반으

로 다양한 모바일 단말 확충,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개선을 들 수 있다. 와이브로

와 HSPA와 같은 초고속 무선인터넷의 등장은 유비

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업로드에서도 보다 빠른 전

송속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모바일 UCC와 같

은 이용자의 참여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또한 단말의 

지능화 및 복합화가 촉진되어 하나의 단말에서 다양

한 기능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미니 노트북이나 일

종의 넷북을 통해 이용환경이 실외나 외부로 확장되

었고 이는 무선 초고속인터넷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또한 모바일 풀 브라우징

으로 유선 인터넷이 무선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해지

고 터치스크린과 지능형 인터페이스 등장으로 이용

자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

측면은 이용자를 단지 무선 초고속인터넷의 소비자

로 국한시키지 않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의 주체

자로 그 역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4].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에서는 무선 환경에서 웹 

2.0 형태의 참여문화 확산, 에코시스템의 신규 수익

모델 추구가 등장배경이 된다. 무선의 특성인 개인

성, 창조성, 상호작용성이 강화되어 이용자의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망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개

방형 구조로의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통신사업자

를 비롯한 에코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는 모바

일 2.0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2].  
 

<표 2> 모바일 2.0의 등장배경 

구분 등장배경 내용 

모바일 브로드밴드로의  
기술진화 

• 유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급속한 등장 
- 와이브로, HSPA 등장과 4G로의 진화 로드맵 가시화  
- 업로드에서도 전송속도 개선 → UCC의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촉진 

* 와이브로: Uplink에서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 가능 

컨버전스를 기반으로  
모바일 단말 확충 

• 모바일 단말의 고성능 및 고기능화: One Device-Multi Use 가속  
- 단일 단말에서 컨버전스 촉진: 음성제공 → VoIP, MP3, DMB, 내비게이션 등 
- 단말기간 경계 붕괴 및 컴퓨팅 능력 향상으로 모바일 단말의 스마트화  
- 미니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의 킬러 단말기로의 부각 가능성 → 이용자 편의성 증대 

기술 측면 

이용자 참여형  
인터페이스로의 개선 

• 통신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콘텐츠 전달형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가 가
능한 인터페이스로의 개선  
- 모바일 풀 브라우징으로 유선 인터넷 이용환경이 무선에서 구현 가능 
- 터치 스크린(Flexible 디스플레이) 및 지능형 인터페이스 등장으로 무선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문화 확산 

• 유선 웹 2.0의 무선 환경으로 확대: 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문화 창출  
- 유선에서 창출된 커뮤니티 문화가 무선으로 확대: 참여, 공유, 개방의 확산 
- 무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개성

적 성향 표출 가능: 개인성, 창조성, 상호작용성 강화 
이용자 및 

제공자 측면 
에코시스템의  
수익모델 추구 

• 망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개방형 구조에서 신규 수익원 창출    
- 기존 수익모델: 음성, 단순 콘텐츠 중심의 ARPU 확보를 위해 폐쇄적 모델 추구  
- 신규 수익모델: 개방형 구조를 통한 이용자 참여형 신규 수익모델 창출 

ㆍ모바일 브로드밴드와 컨버전스 단말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수익원의 
다양화, 복합화 추구 

ㆍ사업자 일방적 콘텐츠 제공에서 이용자 참여가 수익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 

<자료>: 권수천(2008), 권기덕(2008), 이호영ㆍ정은희(2008), 정성천(2008), 김문구ㆍ박종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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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2.0의 특징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특징은 (그림 1)과 같이 참

여, 공유, 개방의 문화특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 

활용특성,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기반 특성, 이동

성, 개인성의 모바일 특성, 이용자 후생증대 특성, 

유무선 융합촉진 특성으로 집약된다[1],[3],[5]. 그

런데 이러한 특징은 단지 모바일 2.0 하나의 부속요

인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특성간 시너지 창출이 모바

일 2.0을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다양한 모바일 단말의 등장은 

이동성과 개인성, 유무선 융합을 촉진시키고 이는 

참여와 공유, 개방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게 된다. 또한 이는 선순환 구조로 모

바일 브로드밴와 모바일 단말 개발에 재투자된다. 이

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모바일 2.0은 단지 기술적 현

상을 넘어 기술, 사회, 경제,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모바일 2.0 동향 

모바일 2.0의 국내외 동향은 <표 3>과 같이 장비 

및 단말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포털업체로 구분하

여 파악된다[5],[7],[8].  
 

모바일 
2.0 

이용자 
후생증대 

이동성, 
개인성 

참여, 공유,
개방 

유무선 
융합 촉진 

모바일 
브로드밴드

다양한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강화 

유무선 융합을 통해 
유비쿼터스 이용환경 
조성 

와이브로, HSPA를 통
한 고속의 전송속도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 

스마트폰, UMPC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seamless한 접속제공 

이동중에도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이용가능 

이용자가 직접 생산, 
유통시켜 공유의 
커뮤니티 문화 형성 

<자료>: 권기덕(2008), 김민석(2007), 이승윤(2007)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1) 모바일 2.0의 특징 
 

<표 3> 모바일 2.0 국내외 동향 

구분 동향 

장비 및 단말 
제조업체 

• 장비업체: 삼성-인텔 중심의 모바일 와이맥스와 유럽의 LTE 계열간 4G 주도권 확보경쟁 치열 
• 노키아를 중심으로 단말업체의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 

- 영화, 음악, 지도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서비스 업체 M&A를 통해 단일 단말에서 미디어 콘텐츠 제공역량 
강화 

- 단말기-콘텐츠-서비스 플랫폼 총괄 제공(OVI) → 신규 수익 창출 

통신사업자 

• 통신사업자는 개방형 구조와 에코시스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모바일 2.0 서비스 제공 
추진 
- 보다폰: 단말 제조업체 및 포털과의 제휴 전략 

ㆍ보다폰 서비스 플랫폼 + 노키아의 OVI + 구글의 Android  
ㆍ복잡, 다양해진 콘텐츠 시장 환경 및 이용자 니즈에 능동적 대응 전략 

포털업체 

• 유선 환경의 무선으로 확대를 통해 모바일 2.0의 주도권 선점 추구 
- 구글: 운영체제의 오픈소스 제공: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시장 주도 강화    

ㆍAndroid 운영체제 개방 → 모바일 단말에 구글 운영체제의 저변 확대 → 구글의 모바일 검색 및 응용서비스 
강화 → 모바일 광고 수익 극대화 

- NHN: 모바일 서비스로의 서비스 확대 추진 
ㆍ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ㆍ일체화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제공 준비 

<자료>: 정성천(2007), 권기덕(2008), 조선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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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비업체는 삼성과 인텔이 중심이 된 모바

일 와이맥스(와이브로의 국제 표준명)와 유럽의 

3GPP 계열의 LTE 간의 치열한 주도권 확보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노키아를 중심으로 단말업체는 모바

일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및 

콘텐츠 업체를 인수 합병하여 단일 단말에서 미디어 

콘텐츠 제공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을 기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개방형 구조와 

연관된 에코시스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용자에

게 보다 편리한 모바일 2.0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다폰은 노키아의 단말 제조업체와 구

글의 포털업체와 협력을 통해 복잡, 다양해진 콘텐

츠 시장 환경 및 이용자 니즈에 능동적 대응하고 있

다. 포털업체는 유선 환경의 무선으로 확대를 통해 

모바일 2.0의 주도권 선점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

내업체인 NHN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통신사업

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일체화된 모바일 서비스 플랫

폼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8].  

5. 모바일 2.0 에코시스템 구성 

모바일 2.0의 에코시스템은 크게 기반기술인 모

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콘텐츠 및 솔루션), 단말기

로 구성된다.  

우선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고속 대용량 전송기술

의 지속적 진화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적합한 환

경을 제공하는 기반기술이 된다. 현재 모바일 브로

드밴드는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와 3GPP 계열

의 HSDPA가 향후 4G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 단계(2008년 후반)

에서는 와이브로(Wave 2)가 HSDPA, HSUPA에 

비하여 전송속도 및 차세대 기술적용에서 경쟁우위

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M-WiMAX Evolution(와이브로의 4세대 진화)과 

LTE(3GPP 계열의 4세대 진화) 서비스간 4G 표준 

주도전략으로 전세계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이 크

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3],[9].  

모바일 2.0의 핵심 서비스는 <표 4>와 같이 이용

자 중심의 융합, 참여, 공유를 대표하는 모바일 UCC, 

개인 방송, 모바일 블로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6],[10],[11]. 모바일 UCC는 고

속의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모바일 단말을 통해 업로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시키

는 주체인 프로슈머로 그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개인방송이나 모바일 블로그 역시 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이용자 참여문화 확산에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2.0의 단말기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 

보급으로 하나의 단말에서 다양한 기능(one de-

vice-multi use)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성

을 강화한 다양한 모바일 단말이 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2.0의 킬러 단말기로 이용

자 인터페이스가 강화된 스마트폰, PDA, 미니 노트

 
<표 4> 모바일 2.0 핵심서비스 

핵심서비스 내용 

모바일 UCC 

• 고속의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을 통해 업로드 

• 이용자 = 프로슈머: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객
체인 동시에 주체 

개인 방송 
•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사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소식 등을 제작하여 모바일 단말을 통해 업로드 
• 이용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에 대해 객체적 입장 →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의 방송문화 주도 

모바일 블로그 
• 개인의 다양한 취미활동(예: 요리 제작과정, 여행지 풍경, 박물관 관람후기 등)을 모바일 블로그를 통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소개 
• 이용자 참여 문화 확대 → 모바일 블로그는 다양성 증대와 창조적 파워의 산물 

<자료>: 김민석(2007), 김영임(2007), 이호영ㆍ정은희(2008), 배명훈(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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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넷북이 부각될 예정이며 이들 단말기에는 디지

털 컨버전스나 산업간 컨버전스 기능이 수행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6. 모바일 2.0 참여자의 핵심 성공요인 

모바일 2.0의 등장으로 에코시스템 참여자간 경

쟁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모

바일 1.0이 통신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형(ser-

vice push)의 사업구조에서 이용자 니즈에 적합한 

시장견인형(market pull)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모바일 2.0 참여자의 이용자와의 공유와 연결

을 위한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단말기에서 최종 서비

스까지 통합적 고객가치(value)를 제공하기 위한 참

여자간 제휴 강화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요망된

다. 모바일 2.0 참여자의 핵심 성공요인을 종합하면 

<표 5>와 같다[1],[2],[7].  

우선 장비업체의 핵심요인은 서비스간 경쟁을 넘

어 표준단계부터 제휴전략을 모색하여 규모 또는 범

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 단말기 제조업체

는 모바일 단말의 라인업 다양화 구축, 화면 최적화 

및 UI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리성 극대화를 통해 모

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장착하

는 것이 요망된다. 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제조업체 

및 포털 업체와의 선택적 제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가 가능한 킬러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

자 중심의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이 관건이 된

다. 포털업체는 유선 인터넷에서의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노하우를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하고 

전략적 제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Ⅲ. 모바일 2.0과 모바일 브로드 

밴드와의 관계 

1.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기술진화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기술진화는 (그림 2)와 같

이 이동통신인 셀룰러에서 진화한 기술인 3GPP 계

열의 HSPA와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가 대표적

인 기술이 되며 이들 기술은 모바일 2.0의 제 4세대

(4G)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9].  

현 단계(2008년 기준)의 와이브로와 HSDPA를 

비교하면 <표 6>과 같이 와이브로는 HSDPA 대비 

업로드 전송속도, 요금 경쟁력, 인터넷 환경에서 경

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UCC 제작 

및 유통 등에 유리하여 현 단계에서는 모바일 2.0에 

보다 적합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HSDPA의 경쟁력이 확충되어 LTE로 진화하면 두 

서비스간 차별성이 약화되어 서비스간 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종망간 연동을 통해 기술간 

제휴도 모색될 것으로 예견된다. 

 
<표 5> 모바일 2.0 참여자의 핵심 성공요인 

참여자 핵심 성공요인 

장비 및 단말 
제조업체 

• 장비업체: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간 격한 경쟁을 넘어 표준에서 제휴전략 모색 필요 
• 단말기 제조업체: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 장착 필요  

- 모바일 단말 라인업 다양화 구축, 화면 최적화 및 UI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리성 극대화 전략 

통신사업자 

• 성숙기의 음성과 달리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성장 잠재력 팽배에 따라 단말 제조업체와 포털 업체와의 치열
한 경쟁이 전망됨에 따라 단순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공자 → 이용자 중심의 부가서비스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 단말기 제조업체 및 포털업체와의 선택적 제휴 강화 
-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에서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의 극대화가 가능한 킬러 서비스 개발 

포털업체 

• 기존 역량 최대 활용: 유선 인터넷에서의 차별화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노하우 활용필요 
• 통신사업자, 단말제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포털 업체의 콘텐츠와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환경 
제공 

<자료>: 권수천(2008), 정성천(2008), 김민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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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2.0의 지향점과 모바일 브로드

밴드와의 관계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모바일 2.0의 기반기술로 

<표 7>과 같이 기술,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연관

성을 갖는다. 우선 기술 측면에서는 모바일 2.0의 지

향이 유비쿼터스, 고속전송,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 

활용, 개방형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 구조, 단말기의 

컨버전스를 추구하며 이는 현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개인중심

의 미디어 서비스, 모바일 UCC 환경에의 최적화, 

인터페이스(UI)의 개선,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구조

의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기존 이동통신과 달리 모바

일 2.0과 지향점이 동일하게 된다. 이용자 측면에서 

모바일 2.0은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의 문화, 편리한 

이용환경, 개인중심의 이용문화, 이용자간 상호작용

 
<표 6> 모바일 2.0의 관점에서 현 HSDPA와 와이브로의 비교 

구분 HSDPA 와이브로 

업로드 속도 저속(384 kbps) 고속: 1~3 Mbps → UCC 제작 및 유통에 우위 

요금경쟁력 높은 비용 부담 
상대적 저렴 → 이용자의 와이브로 접근성 높아 참여, 공유, 개방의 모바일 
2.0 환경 마련에 우위 

인터넷 이용 환경 대용량 데이터 전송 제약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 및 유무선 네트워크 연동 강점 → 다양한 수익 모델 개
발 우위 

 

 
<표 7> 모바일 2.0의 지향점과 모바일 브로드밴드와의 관계 

구분 모바일 2.0의 지향점 모바일 브로드밴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끊김없이 언
제 어디서나 이용자의 접근  

이동중에도 광대역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 

모바일 환경에서 고속의 전송속도 개선으
로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 

빠른 전송속도에 강점: 특히, 고속의 업로드 속도 구현  

휴대폰 외에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 활용 스마트폰, PDA, UMPC, 휴대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라인업 구축 제공

개방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환경 개방형 플랫폼 구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기술 

단말기의 컨버전스화 다양한 기능이 통합, 결합된 단말 제공 가능 

(뒤에 계속)

 

1995 

<자료>: 삼성전자(2007) 

(그림 2)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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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추구하며 이는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통해 구현

이 가능해진다.  

Ⅳ. 모바일 브로드밴드 수용자 특성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와 HSDPA로 대표되는 

현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수용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표 8>과 같이 시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와이브로와 HSDPA

에 대한 이용현황 및 만족도, 이용개선사항이었으며 

서울 및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인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와이브로와 HSDPA의 폰형과 

USB 모뎀형의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할당하여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12].   

2. 와이브로와 HSDPA 가입이유 비교 

와이브로와 HSDPA에 대한 수용자의 가입이유

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차이가 나타났다. 와

이브로 수용자의 주 가입이유는 실외나 이동상황에

서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 이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HSDPA 수용자의 주 가입이유는 상

기의 이유 외 단말기 교체가 주된 이유로 부각되었

다. 이에 HSDPA 사업자의 적극적 마케팅 활동이 

(계속) 

구분 모바일 2.0의 지향점 모바일 브로드밴드 

개인화된 미디어 제공 가정 중심의 유선 초고속인터넷에 비해 개인 중심의 미디어 서비스 

모바일 UCC: 모바일 단말기로 현장 상황
을 실시간 업로드 제공 

빠른 업로드 속도의 우위를 바탕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단말을 통해 
UCC의 제작과 유통에 강점 

이용자에게 편리한 UI 개선 필요 이용자에 customized한 다양한 단말의 개선된 UI를 통해 편리성 제고 
서비스 

개방형 모바일 인터넷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현  

기존 폐쇄형의 이동전화와 달리 개방형 구조를 통해 이용자 참여의 신규 
수익 모델 창출 가능 

제한 없는 접근성을 통한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의 문화 

개방형 구조를 통해 이용자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따른 개방, 참여, 
공유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 

이용자 편리성 제공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공
유 가능 → 이용자의 편리성에 기여 

개인 중심의 인터넷 문화 
이용자가 직접 UCC 제작 등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화된 콘텐츠 제
공 환경 마련 

이용자 

프로슈머형 고객 →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효과 

유무선 연동을 통해 직접 정보를 생성, 유통 →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에 대한 이용자 직접 참여 유도 

 

 
<표 8> 시장조사 개요 

구분 내용 

주요 조사 내용 현재 이용하고 있는 와이브로와 HSDPA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이용개선사항  

조사 지역 서울 및 경기, 인천: 와이브로 이용가능 지역 고려하여 수도권으로 한정 

조사 대상 

총 500명 조사 
- 와이브로 이용자 200명: 폰형 80명, USB 모뎀형 120명 
- HSDPA 이용자 300명: 폰형 220명, USB 모뎀형 80명 

조사 방법 1:1 개별 면접조사 

표본 수 및 표본오차 이용자 500명(95% 신뢰수준에서 ±4.38%) 

표본추출 유의할당추출(와이브로 200명, HSDPA 300명) 

조사기관 전문조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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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브로와 HSDPA

의 가입이유는 거의 유사하여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  

3. 와이브로와 HSDPA 이용특성 비교 

와이브로와 HSDPA의 이용장소를 비교하면 (그

림 3)과 같이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

브로와 HSDPA 수용자는 모두 실내공간에서 서비

스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이

동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자 역시 실내공간에서 이용

비율이 높은 것과 궤를 함께 한다. HSDPA 수용자

에 비하여 와이브로 수용자의 실내에서 이용이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와이브로 보급과 이용률

에서 USB 모뎀형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

로 분석된다.  

와이브로와 HSDPA 수용자의 서비스 이용빈도

를 비교하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월 평균 이

용일, 1일 평균 이용횟수, 1회 평균 이용시간에서 와

이브로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와이브로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의 충실도

가 높음을 시사해준다.  

와이브로와 HSDPA 수용자는 <표 10>과 같이 

단말유형간 이용 서비스에서 차이가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서비스간 차별화가 되지 않

음을 보여준다. 이는 와이브로의 특성인 인터넷 접

속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특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며 HSDPA는 영상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내준다.  

와이브로와 HSDPA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은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와이브로와 HSDPA의 

서비스 만족도는 모두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이었으

나 와이브로와 HSDPA에 대한 불만족 및 개선요인

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와이브로는 이용가능 지

역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HSDPA는 이용요

금 및 요금제도, 접속안정성, 전송 속도가 개선요인

으로 나타났다.  

<표 9> 와이브로와 HSDPA 가입이유 

순위 와이브로 가입이유 HSDPA 가입이유 

1 실외나 이동상황에서 빠른 인터넷 이용 실외나 이동상황에서 빠른 인터넷 이용 

2 이동전화 무선인터넷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 실외나 이동상황에서 저렴하게 인터넷 이용 

3 실외나 이동상황에서 저렴하게 인터넷 이용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해 

4 업무나 학업에 필요하여 영상통화나 영상회의를 이용하기 위해 

5 오락이나 휴식을 위하여 이동전화 무선인터넷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 

6 - 이동전화 무선인터넷보다 저렴하게 이용 

 

 

회사 
내부 

실내 
공간 

길거리 이동 
상황 

야외 
공간 

기타
공간

21.1 

11.5 

18.8 

9.5 

0.4

38.9 (단위: %)

와이브로 이용장소 

가정 실내
공간

길거리 이동 
상황 

야외 
공간 

17.3 17.5
21.0 

12.1 

32.1

(단위: %) 

HSDPA 이용장소 

(그림 3) 와이브로와 HSDPA 이용장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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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2.0 시대를 주도하기 위하 

여 모바일 2.0의 개념 및 특징,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모바일 2.0의 연관 에코시스템 참여자의 역할과 핵

심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한달 평균 사용일 
(단위: 일) 

(단위: 일, 분)

와이브로 평균이용경험 HSDPA 평균이용경험 

(그림 4) 와이브로와 HSDPA 이용빈도 비교 

1일 평균 사용일 
(단위: 횟수) 

1회 평균 사용시간
(단위: 분)  

 
한달 평균  
사용일 

1일 평균  
사용횟수 

1회 평균 
사용시간 

와이브로 전체 17.3 1.3 52.3 

한달 평균 사용일
(단위: 일) 

1일 평균 사용일 
(단위: 횟수) 

1회 평균 사용시간 
(단위: 분) 

 
한달 평균  
사용일 

1일 평균  
사용횟수 

1회 평균  
사용시간 

HSDPA 전체 11.7 1.1 20.2 

16.2 18.1 

1.3 1.2 

36.6

62.8

10.8
14.1

1.0 1.3

13.9 

37.8 

(단위: 일, 분) : 와이브로 단말형 

: 와이브로 모뎀형 

: 핸드폰형 

: 모뎀형 

<표 10> 와이브로와 HSDPA 서비스 이용도 

와이브로 HSDPA 
구분 

폰형 모뎀형 폰형 모뎀형 

이용 경험 
서비스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위치정보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인터넷쇼핑

자료검색, 영상통화(회의), 
멀티미디어 다운로드 

자료검색, 이메일, 교통정보

주요 이용 
서비스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블로그 

자료검색, 이메일 
자료검색, 이메일, 증권 및 
금융거래 

상시 이용 
서비스 

자료검색, 이메일, 채팅 및 
메신저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블로그 

자료검색, 이메일 
자료검색, 이메일, 인터넷 
게임 

향후 이용할  
서비스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인터넷 쇼핑

자료검색, 영상통화(회의), 
이메일 

자료검색, 이메일, 동호회

향후 상시 이용  
서비스 

자료검색, 이메일, 멀티미
디어 다운로드 

자료검색, 이메일, 블로그
자료검색, 영상통화(회의), 
이메일 

자료검색, 이메일, 인터넷 
게임 

 

<표 11> 와이브로와 HSDPA 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와이브로 HSDPA 
구분 

폰형 모뎀형 폰형 모뎀형 

전반적 
만족도(7점) 

4.52점 4.78점 4.62점 4.76점 

불만족 요인 

• 이용가능 지역 
• 이용요금 
• 콘텐츠 최신성 부족 
• PDA 불만족 요인:  
배터리 수명 

• 고객지원: 인터넷 사이트 

• 이용가능 지역 
• 요금제도, 결합상품 할인

콘텐츠 다양성 부족 
• 노트북 불만족 요인:  

배터리 수명 
• 고객지원: 인터넷 사이트

• 업로드속도 
• 이용요금 
• 콘텐츠 다양성 부족 
• 핸드폰 불만족 요인:  

배터리 수명 
• 고객지원: 인터넷 사이트

• 접속불안정성 
• 이용요금 
• 콘텐츠 다양성 부족 
• 노트북 불만족 요인:  

배터리 수명 
• 고객지원: 대리점 위치와 수

개선 요인 
•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 
• 접속안정성 
• 다운로드 속도 

•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 
• 이용요금 
• 접속안정성 

• 이용요금 및 요금제도 
• 접속안정성 
• 이용가능 지역 
• 다운로드 속도 

• 이용요금 및 요금제도 
• 접속안정성 
• 서비스 가입비 
• 이용가능 지역 
• 다운로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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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특성

과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모바일 2.0을 주도하기 위한 

시장활성화 전략 방향은 <표 12>와 같다. 우선 모바

일 브로드밴드의 실질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용자 연구(user study)를 통한 수용확대 전략 실행, 

서비스 수용장벽 제거 및 완화가 핵심관건이다. 또

한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친화적 단말 혁신전략, 융합을 통

한 시너지 창출 전략이 요망된다. 특히 국내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모바일 2.0 시대에 글로벌 시장을 주

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선 활성화, 4G 표준경

쟁에서 영향력 제고가 요망된다.  

약 어 정 리 

UCC  User Created Contents 

UI  User Interface 

참 고 문 헌 

[1] 김민석, “모바일 2.0 삼국지, 승리의 조건,” LG주간경제, 

2007. 

<표 12> 모바일 2.0 주도를 위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활성화 방향 

구분 내용 

User Study를 통한 
수요확대 전략 실행 

• 현 도입기의 가입자는 조기 수용자(early adaptor)로 주류 시장(mass market)을 사전 예측하거나 비
즈니스 전개를 위한 시금석 역할 가능 
- 도입기 시장에서 서비스 가입이유와 가입주저 요인, 개선요망 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 잠재수요자의 내재적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특성화하는 개발 전략 필요 
- 모바일 브로드밴드 잠재수요자는 UCC와 같이 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수

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단말과 서비스 플랫폼을 특성화하는 전략이 요망됨 

서비스 수용장벽의 
조기 완화 또는 제거 

• 서비스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완화나 제거에 달
려 있음 
- 현재 와이브로는 이용가능 지역, 단말기 종류가, HSDPA는 전송속도, 서비스 품질, 이용요금이 수용

장벽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해결하는 사업적 의지 필요 
-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품질장벽, 이용요금장벽, 단말기 비용장벽, 이용자 불편장벽을 제거하기 위하

여 품질의 조기 개선이나 혁신,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보조금을 통한 단
말기 비용부담 해소, 가입절차나 이용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성 강화, 이용가능 지역 확충 필요 

이용자 친화적 단말 
혁신전략 

•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단말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단말기와 서비
스, 콘텐츠를 일체화하는 전략 필요 
- 기존 전략: 서비스 중심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단말기 설계, 제작 
- 신규 전략: 단말기+서비스+콘텐츠+솔루션: 대표적인 예) 아이폰, 오즈 

• 단말기 기능과 디자인을 고도화하면서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현 필요 
- 모바일 2.0에 대한 사용자의 욕구와 니즈를 고도화된 단말기를 통해 구현 
- 최신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라 입력수단이나 메뉴 구성에서 이용자 편의성 최대 제고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전략 

•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다양한 서비스,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 
- 융합을 통해 다른 산업의 인프라적 역할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동시에 추구  
- 서비스간 융합: 예) 와이브로+HSPA, 와이브로+RFID 
- 산업간 융합 1: 예) 와이브로+U-Health, HSPA+텔레매틱스, 와이브로+DMB, HSPA+IPTV 
- 산업간 융합 2: 예) 와이브로+U-City, HSPA+지능형 로봇, 와이브로+조선산업, HSPA+국방 

국내 시장의 선 활성화 

• 국내 시장의 실질적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참조 모델화하는 전략 필요 
- 와이브로의 국내 시장 부진은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글로벌 진화추세

에 적합한 와이브로의 서비스 역량강화 필요  
- 단순 단말기 교체를 통한 가입자 확보를 넘어 HSPA를 통해 이용자에게 실질적 편익 제공 필요 

4G 표준 경쟁에서 
영향력 제고 

• 국내 원천 또는 강점 기술의 4G 표준 주도 필요  
- 와이브로가 IMT-2000 뿐만 아니라 4G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선정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역량 

집중 
- LTE 표준선정에서도 국내 강점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필요 
- 특히 유럽의 단일 공동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와이브로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국가와의 실질적 제휴

와 협력 필요 

<자료>: 김문구ㆍ박종현(2007)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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