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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 시작된 ‘아이폰 쇼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아이폰은 기존 무선단말기에서

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손안의 휴대폰에서 사용 가

능하다. 전 세계로 창이 열린 앱스토어에는 사용자들을 현혹시킬 만한 게임, 멀티미디

어 동영상, 프로그램들이 날마다 넘쳐난다. 이메일, Wi-Fi 등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모두 지원된다. 아이폰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과 앱스토어 앞에 그 

동안 초고속인터넷 강국이란 명성과 폐쇄적인 무선망 정책을 구사해왔던 통신서비스 

업계는 모두 큰 충격에 빠져 있는 듯 하다. 본 고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동환

경에서의 앱스토어의 기술 전반을 살펴보고, 우리 고유의 무선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방형 모바일 앱스토어를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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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덩달아 개발자 입장에서의 앱스토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 의미는 앞으로 모바일과 앱스토어를 

도구 삼아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활용을 통한 새로 

운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직감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즘 SKT, KT, 삼성전자, LG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들도 통합 앱스토어 구축에 적극적인 관
심을 갖고 API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콘텐츠의 개방
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발굴에 대한 관심이 뜨
겁다. 스마트폰에 대한 이러한 지원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시작으로 개발자들에게 열린 구조
의 플랫폼이 많이 지원돼 국내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자들이 모바일 웹서비
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익화해 장차 세계시장에 더 많이 진
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
일 앱스토어인 Getjar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시장이 앞으로 3년 안에 4배 이상 성장
해 2012년 17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본 고는 Ⅱ장에서 애플, 구글, 노키아, RIM, 마이
크로소프트와 SKT, KT, 삼성전자, LG텔레콤 등 주
요 국내ㆍ외 앱스토어의 기술동향을 살펴본 후, Ⅲ

장에서 OMTP, JIL, WAC 등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Ⅳ장에서 개방형 앱스토어의 서비스 솔루
션에 대하여 기술한 후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주요 앱스토어 현황 

독자적인 OS 기반의 플랫폼 보유 업체들이 주도
적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함에 따라 단말 제
조사나 통신사에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를 위한 

앱스토어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림 1) 참조). 

상당 기간 동안 각 주체들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들이 

공존할 것이며, 종국에는 이들 앱스토어들에 대한 

운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단말 제조사와 

통신사간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앱스토어 자체가 특정 플랫폼
으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훌륭한 요인으로 작용하
며, 특히 앱스토어를 통한 구매경험이 많은 사용자
일수록 특정 앱스토어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1]. 

1. 국외 기술 동향 

외국의 경우 독자적인 운영체제 기반의 플랫폼 

보유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자체 응용프로그램 판매
를 위한 앱스토어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의 

에코시스템 확장과 더불어 현재 및 향후 고객에 대
한 업체의 영향력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별도의 콘텐
츠 수익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오렌지, 차이
나 모바일, 보다폰과 같은 통신사들 역시 자체 스토
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단말 플랫폼을 포괄적
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과 기존의 수익체
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러 업체들이 운영하는 앱스
토어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함에도 개
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개방성이나 요금 및 과금 체
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 앱 스토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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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isefree.tistory.com/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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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pp Store - 애플   

애플[2]은 자사의 iPhone과 iPod 터치, 그리고 

최근의 iPad용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를 통해 제
공한다. 현재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150,998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추가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

(13,865개)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한다
[3]. 애플 이전의 앱스토어들과 달리 SDK를 공개해 

개발자들을 직접 수익모델에 끌어들이고 개방형 플
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모든 앱스토어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앱스토어들과 비교해 보면, 폐쇄적 OS와 단말기, 앱

스토어의 독점적 위치, 단일 단말에 대한 애플리케이
션만 구비하면 된다는 점, 애플의 정책에 따라 임의
로 행해지는 검열 등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된다. 

나. Android Market - 구글   

구글[4]은 자사의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용 애플리케이션의 판매소로서의 Android Market

을 운영한다. 애플의 앱스토어에 비해 늦게 등장하
기는 했지만 앱스토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애플리
케이션이 거래되고 있다(총: 19,897개, 월 평균 신
규 등록: 3,005개)[3]. 자체 개방형 플랫폼이 없는 

휴대폰 및 일반 PC 제조업체들이 앞다투어 안드로
이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타 앱스토어들에 비해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개방된 구조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다. Ovi Store - 노키아  

과거 노키아[5]가 제공하던 심비안용 애플리케
이션 스토어를 확장ㆍ개편하여 단순한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들뿐 아니라 기존 WAP 기반 응용을 비
롯한 벨소리, 배경화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매
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애플리케이
션을 보유하고 있다(총: 6,118개, 월 평균 신규 등
록: 734개)[3]. 아직까지 개발자들에게 별도의 비용

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다양한 단말과 콘텐츠를 

지원한다는 점, 검열되지 않은 심비안 콘텐츠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앱스토어들과 차이를 보인다. 

라. App World - RIM   

RIM[6]은 기업 시장에서 인기 있는 블랙베리 단말
용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며, 전체적으로 Ovi Store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판매소를 최근
의 유행에 따라 개편한 수준에 그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판매 단가가 가장 높은 편이
고[3]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높이 책정하고
는 있지만, 개발자에게 초기 개발 및 추가되는 등록 

비용이 타 앱스토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마. Mobile Marketplace -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사[7]의 윈도즈 모바일 6.5와 함
께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제품군(OS, 

오피스웨어, 콘솔 게임기)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
하고 있는 단어인 marketplace를 사용한다. 기존 

윈도즈 모바일이 모바일 OS로서의 평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10년 출시될 버전 7이 등장한 후부터 보
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그 규모
(총 693개)에 있어서 타 앱스토어와 비교하기는 어
려운데, 이는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초기 개발 

및 등록 비용과 타 앱스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판매 비용[3]에도 일부 기인한다. 

바. App Catalog - Palm   

Palm[8] 역시 자사의 최근 제품인 Pre와 Ex-

clusive를 위해 WebOS 애플리케이션들을 판매하
는 App Catalog를 운영하며, 현재 총 1,452개 정도
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3]. App Catalog

는 쉬운 SDK와 낮은 개발 비용, 그리고 WebOS 애
플리케이션만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WebOS

가 가지는 멀티태스킹이나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개
발에 대한 제약이 Palm의 스마트폰과 App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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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외국 주요 앱스토어를 기능적으로 비교하
면 <표 1>과 같다. 

2. 국내 기술 동향 

최근 네트워크 고도화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
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단말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SKT, KT, 삼성전자, 

LG텔레콤 등 여러 업체가 모바일 앱스토어를 오픈
하고 있으나 외국과 달리 각 업체가 고유의 범용 OS 

기반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지향하고 있다[9]. 

가. T스토어 - SKT 

국내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마켓을 진행하고 있는 SKT[10]는 국내 최초
로 모바일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모바
일 오픈 마켓인 ‘T스토어’를 2009년 9월 9일 오픈
했다. T스토어는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콘텐츠를 자

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사용자는 등록된 콘텐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거래장터로
써, 스마트폰이나 자사 플랫폼 단말기만 지원하는 

해외 앱스토어와 달리, 100여 종의 WIPI 기반 일반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SKT가 추진하고 있는 앱스토어
의 특징은 기존 WIPI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를 스마
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전환시켜 주는 ‘크로스플
랫폼(cross platform)’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WIPI 

개발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이 공존
하는 상황에서 ‘SK표준플랫폼’을 적용하여 특정 단
말 및 플랫폼(OS 등)에 독립적인 콘텐츠 개발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SKT는 고객이 무선 인터넷을 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모바일 백신을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 쇼 앱스토어 - KT 

KT[11]는 SKT 보다 약간 늦은 2009년 12월 1

일 KT 쇼 앱스토어 오픈과 함께 쇼옴니아폰을 출시
하며 파격적인 서비스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SKT와 달리 KT의 모바일 플랫폼은 표준 기반 개방
형 플랫폼으로, 혁신적 컨버전스 서비스 환경을 제

<표 1> 외국의 주요 앱스토어 비교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노키아 
오비 스토어 

RIM 
App World 

MS 
Mobile 

Marketplace 

Palm 
App Catalog 

단독 공급원 Yes No No No No 미정 

유료/무료 
애플리케이션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Yes/Yes 

복수 장치 지원 No Yes Yes Yes Yes Yes 

콘텐츠 판매 No No Yes No 미정 No 

과금시스템 iTunes Google 
Checkout 

CC, 
통신사 

PayPal CC, 
통신사 

미정 

개발자 몫 70% 70% 70% 80% 70% 미정 

개발자 비용 $99  
one time 

$25  
one time 무료 $200 

 one time $99/년 미정 

등록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10개/$200 5개 무료 후 
$99/개 미정 

최저가격 $0.99 $0.99 미정 $2.99 미정 미정 

<자료>: http://gizmodo.com/5199933/giz-explains-all-the-smartphone-mobile-app-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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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12]. 쇼 앱스토어의 핵심가치는 SKT에 비
해 좀 더 유연한 Wi-Fi 망 개방 정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격 정책에 있다. 또 표준 기반 개발환
경과 다양한 개발 지원책으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쇼 앱스토어 콘텐츠 개발 지원
을 위해 KT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UI 빌더 등을 제공하며 기존 위피 콘텐
츠를 윈도모바일 앱으로 자동변환 하는 툴도 제공한
다. 그러나, KT의 쇼 앱스토어는 사용 가능한 단말
이 극히 적기 때문에, 2010년 4월까지 쇼 앱스토어 

콘텐츠 보유량은 약 1,000개에 불과하다[1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KT나 LG텔레콤의 스마트
폰 이용자들도 SK텔레콤의 온라인 콘텐츠 장터인 

T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25일 

SKT는 경쟁사인 KT의 쇼옴니아 이용자들이 자사
의 앱스토어인 ‘T스토어’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단말기 연동 및 최적화 작
업을 하고 있다. 연동 대상 단말기에는 LG텔레콤의 

오즈 옴니아와 안드로이드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KT는 쇼 앱스토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
사의 IPTV 솔루션인 쿡 TV와 연계하여, TV에서도 

아이폰처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IPTV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자
와 이용자의 상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관련산업이 동반성장을 이룩
할 예정이다[14]. 

다.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09년 9월부터 영국, 프랑스, 이탈리
아 등 유럽 지역에서 서비스중인 ‘삼성 애플리케이션 

스토어(Samsung Application Store)’를 SKT의 T스
토어에 숍인숍(shop in shop)의 형태로 지난 3월 국내
에 오픈했으며, SBSㆍEBS 방송 콘텐츠, 트위터ㆍ페
이스 북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NS) 관련 프로그램
의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다[15],[16]. 서비스 활성
화를 위해 삼성은 앱스토어 콘테스트를 진행중이며 

7월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와 함께 정식 서비스를 시
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최소 300개 이
상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이 중 일부 서비스는 일단 

한국과 북미 지역에서 유료화할 계획이고, 전 세계 

107개국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유럽 등으로 유료 서비스 지역을 늘릴 계
획이다. 지난 3월 열린 앱스토어 콘테스트 설명회에
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열띤 호응
을 얻었으며, 이 자리에서 삼성은 유료 콘텐츠의 경
우 수익의 70%는 개발자에게 돌아가도록 7대3 수
익 배분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해 새로운 수익 모델
로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 TV 뿐만 아니라 휴대
폰ㆍ캠코더ㆍ카메라 등 플랫폼을 점차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3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TV 앱스토
어’는 채 한 달이 안 되었지만 조회 건수가 10만 회
를 훌쩍 뛰어넘는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함으로써, 

 

(그림 2) SKT 앱스토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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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다소 밀렸지만 TV에
서는 확실히 기선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라. 오즈 스토어(OZ App-Store) - LG 텔레콤 

그 동안 스마트폰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통합 

LG텔레콤도 100억 원을 투입해 오즈 앱스토어를 

구축해 기술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17].  이

에 따라, 지난 3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3대 포털 

주요 서비스를 휴대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오즈앱’ 21개를 선보였으며, 3분기부터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오즈 스토어’를 운영

할 계획이다. 오즈 스토어는 안드로이드 마켓, 윈도 

마켓 플레이스 등 외부 오픈 스토어뿐만 아니라 LG

텔레콤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연

동될 예정이다[18].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LG텔레콤을 비롯한 SKT, KT 등 통신 3사는 ‘오픈’ 

정책을 내세워 모바일 앱 개발자를 적극 지원하겠다

는 뜻을 밝힘으로써, 과거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

적 정책에서 180도 전환해 고객 및 개발자 중심의 

혁신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 전체 무선 데이터 시

장 확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상의 국내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 특징을 요약

하면 <표 2>와 같다. 

Ⅲ. 개방형 앱스토어 표준화 동향 

현재의 앱스토어는 애플 폰 또는 안드로이드 폰
과 같이 동일 기기 또는 동일한 수행 플랫폼을 가지
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와 같이 

앱스토어나 사업자(operator)가 제공하는 폐쇄된 앱
스토어에서는 개발자가 각각의 단말기에 적합한 응
용 프로그램을 여러 번 개발해야 하고, 사용자는 자
신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따라 여러 군데의 앱스
토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플랫폼과 모바일 사업자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로
도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픈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
여 이동통신 사업자에 관계없이 어떤 단말로도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모바일웹 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웹 앱은 위젯 

형태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브라우저와 미들
웨어를 통해 단말에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이러한 

오픈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API 표준화 등
의 노력은 OMTP, JIL, WAC 등의 국제 기구 활동
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OMTP[19]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주축으로 하
여 단말 플랫폼의 표준을 제정하여 상호간 호환성 

유지라는 목적으로 구성된 포럼이다. 주요 멤버로는 

AT&T를 비롯해 Hutchison 등 전세계 주요 이동통
신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T

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OMTP는 OMA 등의 규
격을 포함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규격 및 호
환성 정의도 포함한다. BONDI는 OMTP에서 만든 

브라우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위젯이 모바일 

폰 기능을 보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하는 모바일 

웹 런타임 플랫폼으로 아키텍처와 보안 요구사항 및 

API 스펙 버전 1.1이 각각 2010년 1월과 2월에 출
시되었다[20]. 디바이스 플랫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안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HTML, JavaScript, CSS, AJAX 등 웹 표준 

기술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폰 내부 기능

<표 2>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특징 

명칭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오비 
스토어 

주도 
업체 

삼성전자 애플 구글 노키아 

운영 
체제 

윈도 모바일,
심비안, 안드
로이드, 자바 

MAC  
OS X 

안드로이드 심비안 

사용 
기기 

삼성 스마트폰
(옴니아 2, 

i8910HD) 등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삼성 갤
럭시, HTC 
히어로 등) 

심비안 
기반  

스마트폰

특징 
다양한 OS 
지원 

최초  
앱스토어 
모델 

오픈소스 
지향 

위치 기반 
중심 

 
<자료>: 삼성 앱스토어 애플에 도전장, 매일경제, 200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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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BONDI는 Java-  

Script Extension 인터페이스와 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Access Control로 구성되어 있다. LiMO 

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BONDI SDK 프로젝트는 

BONDI 스펙을 기반으로 오픈 소스인 웹 SDK를 개
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BONDI 호환 웹 런타임
을 지원하는 모든 모바일 핸드셋에서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SDK를 만드는 것
을 목표로 한다.     

JIL[21]은 OS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미들웨어 개발 

프로젝트로 2008년에 결성되었다. JIL에는 중국의 

China Mobile, 일본의 SoftBank, 미국의 Verizon 

Wireless, 유럽의 Vodafone 등 주요 통신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JIL은 사용자들에게 좀 더 풍부한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
발자가 다양한 단말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one) 위젯 플랫
폼과 SDK를 제공한다. JIL은 현재 OMTP BONDI

와 개념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 API 규
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WAC는 2010년 2월 Mobile World Congress에
서 애플이나 구글의 스마트폰 플랫폼 전쟁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경쟁사들(America Movil, AT&T, 

T-Mobile, KT, NTT Docomo, Orange, Telecom 

Italia, Telefonica, Telnor, TeliaSonera, Sprint, 

Vodafone, China Mobile, SoftBank, Verizon Wire-

less 등)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공통 응용 플랫폼을 

위하여 2010년 말까지 JIL 또는 BONDI의 요구사
항을 수용하여 공통 표준화를 만들기로 협의하였다
[22]. 이러한 공통 응용 플랫폼은 현재의 분리된 앱
스토어를 통합하여 공통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일반 사용자가 

쉽게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표준화 기
관은 오픈 모바일 플랫폼 지원을 위한 웹 기반 API 

또는 SDK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출시되어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앱스토

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Ⅳ. 개방형 앱스토어를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안 

본 고에서는 아이폰 열풍을 개방형 앱스토어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방형 앱스토어 지
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23]. 제
안된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서로 독립되어 있던 다양
한 서비스 도메인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서비스 

도메인에 종속적인 서비스나 콘텐츠들의 실행 및 결
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전송, 통합 정보 관리 및 저장, 교
육 방송, 게임 등 사용자의 물리적 환경에 제약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제공
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
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림 3)은 개방형 앱스
토어를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성도를 보여준다.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그
림 3)과 같이 서비스 관리자, 프로파일링 서버, 앱 다
운로더 서버, 서비스 앙상블러, 서비스 동기화 지원 

신디케이터, 프로파일 기반 시맨틱 변환기 및 콘텐
츠 변환기 등의 서버들과 디바이스, 서비스, 사용자, 

세션 등의 4개의 DB를 가진다. 개방형 앱스토어 지
원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단말은 Win-

dows 계열, Linux PC, PMP, PDA, 안드로이드 등
이다. Windows XP와 Linux, 안드로이드 등은 웹 브
라우저를 통하여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
임워크로 접속하며, Windows Mobile(PDA), Win-

dows CE(PMP) 등은 전용 GUI 클라이언트를 이용
하여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로 접
속한다. 이 외에 프로파일링 클라이언트, 앱 다운로
더가 각각의 단말에 포팅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각 

단말을 이용하여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
임워크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애
플리케이션이 단말에 다운로드 되어 탑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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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프로
파일링 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단말에 적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자
동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단말에 적합한 서비스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또
한 단말에 적합한 콘텐츠의 실시간 변환, 통신 프로
토콜 변환 등의 시맨틱 변환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
자가 단말을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기존 사용하던 

서비스를 다른 단말에서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심리스(seamless) 연동 기능을 지원한다.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비스를 선
택하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에 적합한 애플
리케이션을 자동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말 프로
파일링 과정, 사용자 및 단말 맞춤형 서비스 검색 과
정,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와 사용자 단말의 프로
파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선
택하는 과정,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단말로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설치 및 실행시키는 과정을 지원한다. 사
용자가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
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용자 인증 기능을 처리한 

후, 사용자 DB에 해당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고, 디

바이스 프로파일링 기능을 수행하여 사용자 단말로
부터 프로파일링 정보를 얻어와 디바이스 DB를 구
축한다.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디바이스 프로파일링과 동시
에 사용자 DB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최근 사용 서비
스 리스트, 자주 사용한 서비스 리스트 및 추천 서비
스 리스트를 전송한다. 또한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서비스 앙상블러는 사용자 디
바이스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파일 비교를 통
하여 해당 디바이스에 적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을 검출하여 디바이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리스트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추천 서비스, 최근 사용한 서비
스, 자주 사용한 서비스, 사용자의 현재 단말에서 사
용 가능한 서비스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사용자가 단
말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클릭하면 개방형 앱스
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디바이스 기반 애플
리케이션 리스트의 해당하는 서비스 리스트를 구하
여 전송한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면,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세션 DB, 디바
이스 DB, 서비스 DB를 이용하여 적합한 애플리케
이션을 검출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단말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은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
케이션 명령어를 함께 다운로드한 후, 해당 애플리
케이션을 자동 설치ㆍ실행시킨다. 

 

(그림 3)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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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 제안한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open international application plat-                             

form이 완성되기 전까지 개방형 앱스토어로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자가 응용 프로
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의 단말 특성을 등록하면 사용
자는 자신의 단말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접속하여 

단말에 적합한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동적으로 다운로드 하여 자가 설치할 수 있
다. Open international application platform은 개
발자에 대한 open API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므로 open API를 수용하면 개방형 앱스토어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open international applica-

tion platform으로 확장 가능하다. 

Ⅴ. 결론 

지금까지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모바일 앱스토어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는 2009년 

70억 회에서 2012년 500억 회로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2012년 전체 애플리케이션 중 유료 애
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2009년 60% 이상을 차지한 모바일 사업
자에 의한 번들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2012년 23%

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럽 시장이 2009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 85달러로 성장하면서 매출 기준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미 시장은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6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는 2009년 북미 이용자
들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다운로드 횟
수로는 아시아가 37%로 가장 많아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평균판매 가격은 북미 지역이 1.09달러
로 가장 높았고, 남미는 0.2달러, 아시아는 0.1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용 애플리케이션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앱스토어의 수는 애

플을 중심으로 2009년 8개에서 35개로 크게 늘어
나고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러한 급성장세
는 1달러 가량의 애플리케이션 구입 비용을 ‘버려도 

되는 돈’으로 여기는 소비자 심리에 바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존 소프트웨어는 저가 제품이
라도 30∼40달러에 달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은 개당 1달러 

정도에 불과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아울러 모바일 데이터 정액 요금제가 확산되는 점 

역시 이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 급성장의 주
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열풍은 거세지고 

있지만, 향후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차이가 크지 않
을 것이므로 결국 스마트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앱스토어의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SKT, 

KT, LG텔레콤 등 통신 빅 3가 서둘러 앱스토어 전
략을 내놓고 전사적인 지원책을 펴겠다고 나서고 있
고, 정부는 정부대로 모바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
드조성과 각종 규제정책의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서 다행이라 생각된다. 특히 모바일 응용 생태계 복
원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대형 통신사업자와 중
소 벤처기업간 상생으로 대기업-벤처간 상생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몰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바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개
방형 앱스토어 전략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앱스토어: 모바일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로 개

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교육, 게임, 업무용까지 다양함. 과거에는 휴대폰이나 

구입 PMP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만 이용 가능했으나 모

바일 앱스토어에서는 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언제든

지 골라서 사용 가능함 

안드로이드: 구글 공개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다양

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OS, 미

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및 애플리케이션

으로 구성. 이동하면서 웹에 접속하여 응용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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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JIL  Joint Innovation Lab 

OMA  Open Mobile Alliance 

OMTP Open Mobile Terminal Platform 

OS  Operating System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PMP  Portable Media Player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SNS  Social Networking Site 

WAC  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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