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PS의 젂략적 가치

WPS, DATA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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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PS DATA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GSM, HSDPA를 사용하지 않

는 다양한 WiFi 지원 모바일 기
기에서의 LBS 기회 마련

(노트북, PMP, UMPC, 네비게이션, MID, PDA)

무선 네트워크 비용 부담없이

WiFi에 기반한 위치 기반의 서
비스 제공

2G/3G와 GPS를 Assisted해주

어 정확한 위치 기반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제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이동 Log

에 대한 DATA 확보를 통한 신
규 서비스의 기회 마련

WPS의

기대가치

1. 스트리트뷰 진행하는 외주
에 포함해 집행 가능할 것
으로 예상

2. 서울 중심으로만 1차 확보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3. 개발, 구축비는 1억 내외로
러프하게 예상
- 솔루션 개발 등에 대한
자체 개발 여부 파악 필요
- 자체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본/미국 솔루션 업체와
제휴 or 구매 필요

4. 솔루션 개발 검토 1개월
+_구축 2개월 + DB 수집 1
개월 가량 예상
= 총 4개월

투자 예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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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Fi의 가치

2G/3G 기반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Key를 잡고 있는 이통사와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로 제약이 많음  WiFi는 개방적이고 서비스 자유도가 뛰어남!

1. WiFi를 지원하는 Device가 이미 많고, 향후에
도 많이 출시될 것임

2. WiFi 네트워크 구축(AP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해 AP 사용 지역이 늘어가고 있음

3. 공중 무선랜에 대한 유선 사업자들의 투자 의지
가 커지고 있음

4. WiFi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출시 비중이 높아지
고 있음

5. WiFi 사용 가능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 대부붂의 지역에서 AP Access 가능



2. FMC 시장의 가능성

유선망 대비 비용 구조가 높은 2G/3G망의 제약으로 대용량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FMC로 타개하려 하고 있음!

월 40
만

월
50만

•1

1. 펨토셀 기반으로 노멀폰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2. 노멀폰에서의 인터넷 사용성 저하와 지원기기의 다양성 부족, 투자비
의 부담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 예상

☞ 이통사

1. WiFi 기반으로 WiFi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2. WiFi 지원기기의 다양성과 스마트폰의 저변 확대와 무선 인터넷 사용
성이 높은 모바일 기기의 증대 및 손쉬운 구축과 저렴한 투자의 장점

☞ 유선사업자



3. Assisted GPS의 유용함

2G/3G 기반의 LBS 정확도는 WPS의 1/10 수준, GPS는 실내 등의 음영지역 존재
 WiFi의 경우 이 둘을 보완해서 동작될 수 있음

월 40
만

월
10만

월
50만

• Assisted-GPS는 휴대폰 기지국 신호와 WPS를 이용해서 GPS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식임

• 3G iPhone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WiFi+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은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단, 한국 내에 WPS에 대한 DATA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음 (휴대폰 기지국 기반의 위치 정보는 이

통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GPS는 누구에게나 위치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 WPS DATA를 보유하고 있으면, WiFi가 내장된 스마트폰에서의 위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으며 WiFi

만으로 동작되는 MID에서 LBS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임!

http://cfs9.tistory.com/original/28/tistory/2008/06/19/11/18/4859c20257de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