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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야기 == 바다이야기 ??

CP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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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2.0 in Korea

the finger pointing at the moon is not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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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Principles of Mobile Web 2.0

1. The Mobile Web As 
Platform

2. Harnessing Collective 
Intelligence w/ Mobile 
Context/Contents/Services

3. Mobile Data is the Next 
Intel Inside

4. End of the Mobile Software 
Release Cycle

5. Lightweight Programming 
Models (e.g. Mobile 
Widgets)

6. Above the Level of a Single 
Mobile Software Platform 

7. Rich, Mobile Friendly User 
Experiences

2007년
한국에서의
모바일 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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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분야에서의 모바일 웹 2.0에 대한 반응들

웹 2.0 ??
그거 유선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마케팅 용어잖아 ?

UCC
이미 동영상은 예전에 했었는데 ? June, Fimm …
동영상만 보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

Web Platform
개방형 서비스 ? 누구 좋으라구 ?
플랫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

브라우저는 우리꺼야!! 넘보지 마3. 

Mobile Web
풀브라우징 ? 내부 포탈이 잘되어야지.. 
외부 콘텐츠 접근할 때, 최적화, 안정성 문제는 누가 책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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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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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정책/ 사용자 인식
하드웨어적 제약

기술적 차별성

비표준화 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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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대한 예측들

Read/Write Web (Richard MacManus)
VoIP의 뜨거운 경쟁. Skype, Jajah, Vonage 등의 성장과 Telco의 붕괴
한중일에서는 Mobile Web이 2007년에는 뜬다. 
2D 바코드의 성장
모바일은 중요한 개발 및 광고 플랫폼이 된다
웹폰의 성장이 시장에 미칠 영향 – 구글폰, 아이폰

M-Trend (Rudy De Waele)
정액제의 보급
폰 상에서 UGC가 가능해지고, RSS 피드, 팟캐스팅 같은 서비스도 사용 가능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등의 모바일 진출 – 사진 업로드, 비디오 생성/소비가 자유롭게 ?
모바일 검색의 중요성 증대
모바일 광고의 성장

인포월드 2007년 무선/모바일 예측
기기가 저렴해지고 모바일 액세스 기능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모바일 이메일 확산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의 위치 검색과 같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2007년에 유행될 것
Web 2.0은 점점 더 2007년 모바일 환경의 일부가 될 것이며, 이동성 기반의 응용들이 확산

InCode’s 2007 Predictions
Social networking goes mobile.
Cheaper and more flexible multifunction devices.
Internet Big Names will play a major role in IP Multimedia Services for mobile devices.
Mobile advertising will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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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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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eb 1.0 vs. Mobile Web 2.0

Mobile Web 1.0 Mobile Web 2.0

Key1 비표준화, 단말 다양성 지원 불가, 컨텐츠 중복
제작, 호환성 부재, 유무선 호환 불가능
- WML, 폐쇄적 콘텐츠 (WAP 브라우징)

MobileOK 표준 기반, 단말 적응형 컨텐츠, 유무선
호환 컨텐츠 가능

- XHTML, 유무선 호환 & 개방형 (풀 브라우징)

Key2 XML & 웹서비스 지원 X XML & 웹서비스 API (예:WIPI) 기반 응용 가능

Key3 수동 요청형 어플리케이션 자동 제공형 어플리케이션 (빠른 접근)

Key4 모바일 검색 없음 모바일 검색 기반 통합 응용 – 광고 등

Key5 URL 입력, UI의 불편함 자동입력(WINC, 2D Barcode, RFID) –
Ubiquitous Access

Key6 단독형 서비스 실생활과 연계된 서비스

Key7 독립 어플리케이션(DB, 데이타) 업무와 연계된 mashup 서비스

Key8 단말 제약들 – 화면, 입력, 단말 성능 단말 제약이 사라짐 – 화면, 입력, 단말 성능

Key9 CDMA - 휴대폰 전용 다양한 네트웍 방식의 다양한 모바일 단말 기반

Key10 폐쇄적 응용 서비스 모델 – 사용자 참여 불가, 
느린 개발 속도, 개별 응용 중심, 웹 2.0 특징
지원 불가

OpenAPI와 매쉬업 기반의 개방형 서비스 모델 –
사용자의 서비스 개발 참여, 빠른 개발 속도, 플랫폼
지향적, 웹 2.0의 기술 특징을 흡수한 다양한 서비스

Key11 Java, Flash 등을 이용한 서비스 – 특정 플랫
폼, 설치형, 업그레이드 필요, 타서비스 연동 어
려움

AJAX와 표준 기반의 서비스 – XHTML과 동적 메뉴
의 장점, 비설치형, 업그레이드 불필요, 효과적인 연동
가능

Key12 정보 소비형 서비스 모델 정보 생산형 서비스 모델 (UCC, 부가가치창출)

한국에서의
준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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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the World Mobile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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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한국에서 정말로 모바일 2.0이 가능할까 ?
지금처럼 폐쇄적인 마인드로는 무늬만 가능하다. 
철학의 부재는 아예 하지 않는만 못하다

사람들은 왜 웹2.0에 열광하는가 ?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바
일 웹 2.0은 즐거운가 ? 

우리는 어떤 것들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가 ?
모바일 웹2.0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 ?
우물안 개구리

로컬 비즈니스 전문 기업

사용자에 대한 배려, 참여/개방/공유의 철학
이런 것들이 없다면 모바일 2.0은 먼 미래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BM은 말짱 도루묵이고,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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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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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more discussion :

JongHong Jeon (hollobit@etri.re.kr)
+82-42-860-5333

Blog : http://blog.webservices.or.kr/hollobit

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