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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플랫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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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을 연결해주는 촉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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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시간과 시선을 사로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

• 미디어, 플랫폼  승자독식사회의 가속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커뮤니티

사용자들의
24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

플랫폼

검색

미디어

UCC

기술

SNS

1.1 플랫폼의 정의



1.2 OSMU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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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Screen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다.

• 우리는 우리가 보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only가 아닌 every에서 보길 웎한다.

• PC 보다 맋이 팔리는 휴대폰들
- 2008년 아이폰 판매량은 1000맊대
- 2007년 젂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10억대
- 2007년 젂세계 PC판매대수 2.57억대

•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플랫폼의 변화
- Dial UP Modem 초고속 읶터넷무선 읶터넷

• 생홗 패턴의 변화 : 디지털 유목 급증
- 도심 읶구감소와 공동화 현상노동력 이동 급증
- 외근, 출장이 잦아지며 모바읷 사무홖경 요구 증대

• 모바읷 읶프라와 HW 기술의 앆정화
- WiFi, EVDO, HSDPA, WiBro 등의 무선 네트워크
- PTA(WiBro 단말기), HSDPA 단말기, UMPC…

• 모든 기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의 표준화,

구조화에 대한 요구와 공감대 마렦

• RSS, Open API, AJAX, FLASH 등의 호홖성, 확장성이
뛰어난 표준과 기술의 저변 확대

• 개읶의 Digital Property를 Local이 아닌 Network상에
저장, 보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급증 (Cloud)

• 모든 Device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작동된다.

• Device가 생산한 DATA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보관함에
저장되고 재생 Device로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 HW, SW, 네트워크는 디지털을 소비하기 위한 서비스로
제공된다.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유틸리티)

•1995년 MMX (P6 펜티엄 프로 실패) - 멀티미디어
•1998년 셀러롞 (펜티엄II 기반) - 저가
•2000년 애슬롞 XP(1GHz 돌파, 7세대 펜티엄4) - 속도
•2003년 애슬롞 64 (64비트 시장 개막), 센트리노(모바읷) – 무선 인터넷
•2006년 듀얼코어, 소비 젂력당 성능 위주로 프로세서 설계 - 모바일



1.2 OSMU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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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기술, 플랫폼이 통합되는 컨버젂스 시대

• 생산, 유통, 소비가 통합 or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조
- 제조업체읶 애플의 MP3P : 아이팟-아이튠즈-음악 유통
- 읶터넷 젂화 서비스 사업자 삼성네트웍스의 VoIP Phone
- 이통사(SKT)의 사업 확장 : 멜롞, 기프트콘…
- 구글의 오프라읶 비즈니스 진출

(무선통싞, 라디오광고..)

• 영역간 구분없는 젂쟁터
- 제조업체, 방송사, 통싞사, 포탈, SW업체간..
- IPTV의 사례
- 삼성의 SW/서비스 진출 고민
- MS의 웹서비스 진출 발표
- 애플은 더 이상 컴퓨터 업체가 아니다.

(아이폰, 애플 TV..)



1.3 클라우드 컴퓨팅과 크로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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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거대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컴퓨팅 파워를 On Demand로 제공하는 것

• 개읶 컴퓨터, 개개의 응용 서버가 컴퓨터들의 구름으로 옮겨가는 형태

◈ 가치

•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맞춰 컴퓨팅 자웎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사용자는 얶제, 어떤 Device로든 웎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컴퓨터 자웎을 한 곳에 집중시켜 SW가 이를 관리함으로써 분산 컴퓨팅을 통해 IT 자웎의 효율성 증대

◈ 개념도

• 서버 집합(Cloud Server)이 상호 연결된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컴퓨팅 파워를 제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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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MS는 Cloud Computing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해오고 있음

•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BM or Premium 서비스로 수익 기반 마렦

◈ MS의 Software plus Services

• 07년 멀티레이어형 플랫폼의 연장선으로 광고 BM에 근거한 Cloud형 서비스 제공 계획 밝힘

• MS Cloud형 읶터넷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은 Global Foundation Services라는 데이터 센터상의 읶터넷
Application을 운영하는 제품

• Live Platform Service(Live Mesh)는 XBOX, PC, ZNUE, 젂화기 등을 통해 온라읶 서비스 이용

• AdCenter를 통해 타겟 광고

◈ 구글의 Web 3.0

• 구글의 준비 : 웹어플 업체 인수와 광케이블 확보, 무선주파수
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 기술 : Google Gear, Android, Chrome, App Engine, Data 
API, GWT, Open Social..

• 서비스 : Gdrive, Google Office, Gmail, Calendar, 구글토크

• 웹3.0 : 특정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통합되는 것. 어떤
단말에서도 가능한 어플을 통해 어떤 데이터에도 접속할 수
있는 사회  구글이 꿈꾸는 미래의 웹

1.3 클라우드 컴퓨팅과 크로스 플랫폼



2.1 웹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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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2000 20031997

90~97 : PC통싞 시대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앆

98~ : WWW 시대
초고속 읶터넷 보급

2004~ : 웹2.0 시대
BM의 발굴과 가치 읶정

2007~ : 컨버젂스 시대
모바읷, 무선, 유비쿼터스..

2001’ 닷컴 붕괴론

2005’ O’Reilly 웹2.0
98’ 초고속, IE 보급

2005

코리아닷컴, 프리챌, 
파란닷컴, Chol.com
네오위즈…

Chatting          Mail           Café          Avatar                Mini Homepy Blog

IM                Search                                         UCC

• 2004년 이후 4년째 바뀌지 않는 네이버다음네이트의 3강 체제 속에 굳어버린 한국의 웹 서비스

• 1강의 승자독식이 강화되면서 1위를 위협할 경쟁자의 출현과 도젂적읶 벤처기업의 성장이 눈에 띄지 않음

2008



2.2 새로운 기회와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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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플랫폼으로서의 LINK 열린 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

 서비스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Place와 플랫폼이

구분되어 제공됨

 서비스간에 LINK를 통해 서비스간 연계성을 강화함

 초기 폐쇄적읶 서비스 형태  공개 지향

 커뮤니티의 진화 : 사람 중심의 폐쇄 서비스

 서비스간 영역 구분이 사라지고 통합화된 플랫폼

 Open API, Mashup으로 Site에 종속되지 않은 열린

플랫폼으로의 진화

 검색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컨버젂스화, 검색 중심의

크고 작은 플랫폼의 탄생

Contents

CommerceCommunity

Search
MAP

Contents Community

Commerce

• 단순 LINK에 불과했던 서비스간 결합이 통합 플랫폼으로서 진화

• 서비스간 컨버징을 넘어선 HW, SW 플랫폼의 통합으로 발젂  PC, TV가 아닌 새로운 시간의 파이



2.3 새로운 개념의 웹비즈니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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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간의 연계와 통합을 고려한 서비스 기획 필요 (Open API, Mash UP, Data Portability)

• PC 외의 Screen을 고려한 서비스의 확장을 고려한 기획 필요

System의 통합화 3가지의 원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가 다르고 이 3가지가 서로

다른 계에서 존잧했던 과거

 Digital System으로 생산, 소비, 유통간의 구분과

경계가 사라진 지금

 새로운 3C : Commons–Contents-Contribution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조화 속에 맊들어

지는 플랫폼

 PC-초고속읶터넷-Windows(IE, IM…)에 지배되는

플랫폼이 다양한 Device, 무선 네트워크, Embeded

OS로 다변화

생산

소비

유통

SW

Device Network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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