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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종로의 한적한식당 1

전략개발(戰略開發)팀의 회식 분위기는 회사 내
CSK텔레콤 1 분기 순익 4 ， 000 억 작년 동기대비

104% 증가』

에서의 분위기처럼 자유로웠다

식사를 마친 후 모든 팀원의 술잔이 채워졌다

서울경제 신문 5 월

몇몇썩 짝을 맞추어 일과 후 간단한 술자리를 하는
「가입자당 평균 통화량 작년 말 월 170분에서 올

1 월에는

렇게 팀이 함께 모인 것은 매우 오랜만의 일이었

월 182 분

SK텔레콤의 승승장구』

일은 가끔 있었지만 1 최근 많은 업무들 때문에 이

매일경제 5 월

다

“오늘 우리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
2001 년 5월 4 일 1

리 SK텔레콤의 괄목(좀 1) 目)할 만한 성장과 성과가

날은 아직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 따뜻한 봄바

바로 그것입니다

람이 종로의 여러 빌딩을 휘감고 있었다

SK 텔레콤 (www.sktelecom.co.kr ) 무선인터넷전
략개발팀장인 권순용 부장은 오늘 회식을 갖기로
했다

이미 1/4분기에 사상 최고의 흑자(黑字)를 내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낸
바로 우리 손으로 우려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나， 모두에게 축하하고 더 잘하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서 팀원들에게 400% 가 넘는 인센티브를 주는 파

자， 모두 술잔을 듭시다

격적인 성과 보상으로 주위 기업들의 부러움을 사

권순용 부장이 자신의 술잔을 높이 들었다

고 있었지만 오늘은 드디어 순이익이 사상 최대라
는 커다란 소식이 선문을 통해 전해졌던 것이다
좋은 소식을 자축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

것과는 별개로 한동안 바쁘게 일에 매탈려온 천략

”

"SK , 그리고 우리 무선 인터넷 전략개발(戰略開
發)팀을 위하여 1"

팀원들의 숭잔이 높이 부딪쳤다

즐겁고 들뜬 술자리가 계속 되었다 모두들 술을

개발(戰略開發)팀 팀원들과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마시기보다는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와 회

시간은 가지고 싶기도 했다

사에서는 하지 못했던 서로간의 말틀을 하는 가족
들의 식사시간 같은 편안한 술 자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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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우리 SK텔레콤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 되겠죠? 전 그러리라 믿어요

SK텔레콤에 입사한 저의 선택이 얼마나 잘 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껍니다 ”

입사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로 친해
진 사원 김수정 씨가 말했다

다틀 이구동성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
일 것입니다

우리 무선 인터넷도 준비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선 인터넷을 왜 준비하는지
그리고 무선 인터넷 그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거시(짧示)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불론이죠 돈도 많이 벌고， 이미지도 좋고 우리

“그렇다네

윤 과장 바로 그것이네

기업의

이대로만 하면 세계의 어느 기엽인 부럽지 않은 회

장기적(長期的) 전략(戰略) 목표([j標)

사 생활을 할겁니다 이번의 엄청난 성장(成長)을

텔레콤의 장기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박정우 대리가 옆에서 동의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 권순용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 SK

우리의 최대 과제가 아니겠는가

긍지와 자부심은 조직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한다

팀원틀을바라보았다

평소 과묵한 성품으로 모든 팀원의 신뢰를 받고

있는 권순용 부장의 한마디가 좌중(座中)의 분위
기를 차분히 가라앉히는 듯 했다

인터넷 전략 부 사업 추진 텀원들 모두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관심 또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후회하지 않았

한 어느 조직원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앞

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좋은， 탄탄한 회사 생활을

으로의 SK텔레콤이 나아가야 할 길을 1 그리고 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힐 것이라

선 인터넷 전략 본부의 목표를 생각하는 듯 하

믿습니다

였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愚)이라는 말이 있습니

2.

다 가장 최고(最高)의 위치에 있을 때 나중을 대

SK텔레콤의 탄생

비하는 것이 성공요인이자 대처방안 입니다
우리 SK텔레콤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선 인터넷 본부도 존재하는 것임을

'94년 1 월 17 일

조규하(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씨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을 했다 내용인즉 당

잊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매출(賣出) 증대(增太)에도

시 전경련 회장이던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선경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큰 요인(要因)은 회사내의

그룹은 경제계의 단합과 민간경제에 대한 국민과

촉진， 마케팅 비용(費벼) 절감임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2 이동통신 참여를

지금까지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이제 최전선

(最前線)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포기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재계의 가장 큰 이슈는 제 l 이동통신(移

우리 무선 인터넷 본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음

動通信)과 제 2 이동통신의 입찰이 어떻게 전개될

성시장이 포화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존재를 부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제 1 이동통신은 한국통신 계

각시킬 수 있었던 n

열사인 한국이동통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통

TOP

또한 기대에 못 미친 성

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팀원을 바라보며 윤남
억 과장이 궁금한 듯 권순용 부장에게 물었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는 이기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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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사람이 끝

신 민영화(民營化) 계획의 일환으로 매각을 앞두

고 있었다 제 2 이동통신은 한국이동통신과 경쟁할
새로운 이동통신회사(현재의 신세기통신)를 의미
한다

재벌기업들은 차세대 유망사업인 이동통신

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제 1 이동통신과 제 2 이

동통신 사이를 오가며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1997 년

있었다

1월

계열사(系列社)로 편입

SK

3 월 제 13 기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으

조 부회장의 발언이 있기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

만 해도 선경 (현 SK) 은 포철 코오롱 쌍용 동부 동

로 사명(社名) 변경
1998년

1 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중 국내 최초

양그룹 둥과 함께 제 Z 이동통신 입찰(入;fL) 참여 쪽

1809002

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1 월 EVRC( 통화읍질 최적화

특히 선경은 ’ 92 년에 제 2

이동통신 사엽권을 따냈다가 최 회장이 노태우 대

인증 획득

Vocoder)

서비스개시

통령과 사돈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돼 사업권을 반

12 월 SK텔레텍(주) , 이동전화 단말기

납한 적이 있어 제 2 이동통신 입찰에는 반드시 참여

‘SKY 출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1999년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최 회장이 제 2 이동통신사
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6월

25%

유상증자 실시

7 월 신세대를 위한 이동전화 브랜드

。}에 따라 복잡하게 얽

TTL’

혔던 재벌틀의 이동통신 싸움은 손쉽게 교통정리

출시

8월 무선인터넷 브랜드 ‘n .TOP’ 출시

가됐다

12 월 이동전화 가입자 1 ， 000만 돌파

아무튼 최 회장의 이런 결심에 대해 전경련 회장

12 월 POSCO와 SK간 이동통신 분야 천

단은 선경이 저통(한국이동통신)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략적 제휴
2 이0년

실제로 선경은 그 후 순조롭게 한국이동통신의

l 월 세계최초 국가간(韓 日간) 이동 중
에

L'vIT-2000

영상통화 성공

입찰에 참여해 23% 의 지분을 확보， 최대(最人) 주

4월 신세기 통신과의 기엽결합 공정위

주(妹主)가 됐다

의 공식승인

이렇게 해서 선경이 주인이 된

회사가 오늘날의 SK텔레콤이다
경 쟁 재벌틀의

‘축복’

8월 넷츠고분사

속에 , 그것도

‘굉 대신

9월

닭’ 격으로 접수1 한 한국이동통신이 훗날 8K그룹

cdma2000-1 X 세계최초

시범서비

스개시

의 복 덩어리가 될 줄은 최종현 회장도 그러고 그

10월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 진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1 월 10개 중소벤처 기업과

'EvIT-2000

핵심기술 공동개발 협약」 처1 결

3. SK텔레콤이 지나온길(연혁)

11 월 러시아 이동전화 시장 진출
12 월 비 동기 방식

1988년

4월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지정

5월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7월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2000
2001 년

(W-CDMA) IMT

서비스 사업권 획득

4월 SK텔레콤， 몽골에서 무선인터넷 서
비스시작

1989년 10월 기업공개 (6+억원 공모증자)

6월 세계 최초 이동전화 동영상 상용서

199+년

6월 8K그룹， 최대주주로 경영참여

비스개시

1996년

I 윌 세계 최초

6월 차이나유니콤과

CDMA

이동전화 상용서

비스 개시 (인천， 부천지역)

CDMA

컨설탕 계

。t

「

6월 민간기업 최초 뉴욕증시(~'YSE) 상
장 (ADR)

4. SK텔레콤의 성공과성공요인

7 월 미국 Moody’s사의 신용평가 (A+)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중 최고 신용등
급 획득)

현재 SK그룹의 주력기업(士시企業)으로 자리잡
은 SK텔레콤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27

2) 기술력(技術力)

대표우량기업이다

현재 국내 최고가의 황제주로 군렴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항제철 한국통
신 등과 함께 이른바 ‘빅 5’ 로 우리 증시의 종합주

둘째로는 1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력(技術力)이다

현재 SK텔레콤의 연구인력은 모두 316명

가지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체

현재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천만 명이

직원의 9.5% 가 연구원이다 연구원 가운데 절반이

념었다 이 수치는 국내 전체 이동 전화 사용자의

넘는 160명이 석사학위 소지자들이고 박사학위를

50% 를 차지 한다 국민 4명 중 1 명 꼴로 SK텔레콤

가진 이틀도 22 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은 2001 년까

의 011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 이 비율을 4% 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표

이들 연구진이 따낸 특허만도 407 개에 달하며

첨부)

가입자 수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은 차이나텔레

콤(중국)， NIT도코모(일본)， 텔레콤 이탈리아 모

그중 40 건은 국제특허다
SK텔레콤이

‘단군이래 세계무대에서 가장 큰소

바일(이탈리아) , 보다폰에어터치(영국)， AT&T와

리 칠 만한 기술‘ 이라는 CDMA( 부호분할다중접

이어리스(미국)에 이어 세계 6위의 무선통신업체

속) 상용화에 남들보다 먼저 성공한 것도 이처럼

로부상했다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SK텔레콤이 이처럼 화려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1) 선점(先古)과 독점형태(獨古形態)의
시장

3) 마케팅 전략의 성공
셋째로는 SK텔레콤의 한발 앞선 광고전략과 마
케팅이다 특히 참신한 광고와 기발한 이벤트로 인
지도를높였다

우선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데서 그 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같은 시

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SK텔레콤은 ’ 84년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서비스

리즈 광고는 두고두고 화재가 됐다 크리스마스 이

를 시작한 이후 ’ 93 년 말 서울이동통신， 나래텔레

브에 눈이 내리면 연인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주겠

콤 등 제 2 무선호출사업자가 생겨 경쟁체제로 돌입

다는 ‘8월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주목을 끌었다

할 때까지 혼자서 ‘삐삐’ 영업을 해왔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은 막대한 흑자를 남겼고，

게다가 OK캐쉬백 서비스란 SK그룹의 강력한
아군(我軍)을 갖고 있었다

OK캐쉬백 서비스는

나중에 이를 조 단위에 이르는 이동전화 설비비로

OK캐쉬백 제휴(提橋)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가맹

활용했다 수천 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와 이자 부

점포를 이용하면 거래 설적의

담에 시달려야 했던 경쟁사에 비해 출발선에서부

맹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

터 몇 발이나 앞설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제휴카드를 소지한 회원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이동전화 분야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 96년 4월 신세기통신이 등장할 때까

0.3-10% 적립해 가

이 중복회원을 제외하고도 1 천 7 백만 명에 달한다
고한다

지 SK텔레콤은 무주공산(無王초山)에서 장사를 했
다 초기 이동전화 가입비가 100만원이 넘었던 것
은 독점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기타

고객으로부터

비싼 가입비를 받아 설비투자에 충당한 것이다 경
쟁체제(鏡爭體해1]) 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밖에도 세계 최초의 CDMA의 상용화， 미국

통신시장 Auction참여를 통한 국제시장참여 경험
확보 및 해외 유수 기업과의 경쟁경험， 기지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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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망 구성 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

(%)

80
70

변화의 필요성 -무선 데이터 통신

60
50

앞에서 보았듯이 SK텔레콤은 순조로운 성장가

40
30

도를달리고있다
기업전망을 밝게 보는 외국인들의 투자(投資)도

20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짧게 보기에는 밝은 미래일

10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에 넘치는 것

0
98.3

만이 아니었다

신세기통신의 인수로 시장점유율 50% 달성으로

9
그림

99.03

2

9

00.3

9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추이

업계 제일의 기업이 되었지만 문제는 그 업계 제일

이라는 점이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

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의 이동통신은 이미 포화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음성 기반의 이통 통신 포화는 SK텔

10월 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929만6

천 명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 4명 중 1 명 꼴로

레콤 변화의 필요성을 절설히 말해준다

SK텔레콤의 011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
다음과 같은 사회의 변화 또한 나아가야 할 바를

다 가업자 수에서 신세기통신 (017) , 한국통신프리
텔 (016) ， LG텔레콤 (019) , 한솔PCS(018) 등 5 개

시사해 주었다

이동통신 회사 중 월등한 l 위에 올라 있다

6. 무선 데이터 통신과그성공사례

휴대폰 이용자수도 인터넷 못지 않게 급증(急
增)하고 있는 것이다

1) 기술의 진보

휴대폰 사용자수는 지난 6월말 현재 2 ， 809만여
명

97년의 7 백만여 명에 비해 4배가 넘는다 휴대

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미취학아동(未就學兒훨)

2 세대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핸드폰의 크기가 월

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하면 십중팔구 휴대

등히 줄어들고 l 세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
가게 되었다

(닌예

2 5세대 통신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완벽한 칼라

”잉잉)

나 동영상이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과도기적으로
그전과 다른 부분적인 3 세대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

이동전화 기술은 크게 1 세대 아날로그 2 세대 디

20

"

지털

3 세대 nvrr-2000을 거쳐 4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 세대와 3 세대의 과도기에

，。

서

l

3 세대의 초기형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l 세대와 2 세대를 구분 짓는 잣대가 데이터(문

11

자)서비스의 가능 여부라면 2 세대와 3 세대의 차이

1997 1998 1999

2α)0 .1

zα)0，

2000}

2000 , 10

,

"'"πe

징보 g 신염

는 동영상(動빼홍)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불과 4년 만
그림

1

이동전화 가입자 수 변화

에 다섯 배 가량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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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발달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내 계좌이체나 송금을 하곤 했다

또 다른 변화는 전자상거래 부문이 지속적인 발

그들에게 i-modε 기능의 휴대전화는 팔찌나 시

달과 이로 인한 전자화폐(電磁貨뺑)와 전자지불시

계처럼 자선을 과시하는 하나의 소도구를 뜻했다

스템 발달이다

아울러 이메일 기능을 통해 젊은 세대의 커뮤니케

이는 필수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고 보다 편리한

결제를 위한 차세대 상거래의 기초가 되는 요소로

이션을 이어주는 거리 속의 네트워크 기지 역할도
했다

서 이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무선 데이터 통

사업 변에서도 i-mode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신이 상거래로 발전하는 밑바탕을 이룰 수 있게 되

수 있다는 점을 DoCoMo는 뒤늦게 인식하게 되

었다

었다
결국 i-mode는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영업사

2) 부가수익 (附加收益)창출기회

왼이나 세일즈맨의 필수품이 됐다
나중엔 기업들이 사원 및 엽무관리를 위해 몇 백

위와 같은 기술 진보로 인하여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었다

i-mode의 기 능이 오락용 장난감에서 업 무용으로

초기의 새로운 시장은 그 가능성이 입증된 예가

없어 많은 이통 통신 사업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었
다

개 씩 단체 주문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신 시장에서의 승전보가

울려 퍼졌다
바로 일본 도코모사의 i-modε 성공이었다

진화한셈이었다
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i-modε
가 여러 변에서 유리한 비즈니스 찬스다

금 회수가

100% 보장된다는 점이 기업들에겐 매

력적이다

즉 유료 서비스의 경우 κITT가 사용료

를 전화요금과 함께 부과

3) Î-mode

우선 요

징수해 각 기엽틀에 배

분해준다
콘텐츠를 제공한 기업으로선 요금 징수에 골치

일본에서 휴대전화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거

앓을 필요가 없다

또 휴대전화는 사용자가 상시

리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0년 5 윌 말 1000만 명을

휴대하며， 사용빈도도 PC보다 잦다

넘어섰다

터넷이 PC 인터넷을 능가하는 시대도 곧 찾아올

휴대전화 인터넷의 첫 서비스를 시작한지 꼭 1
년 3 개월 만이었다

40%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1-

mode가 탄생한 것은 '99년 2 월이었다

마로 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아이템은 하루가 별

r-rrr가 추천하는 이른바 i-mode의 공식 사이트
는 500여개 정도다 이중 유료 사이트는 공식 사이

초창기 i-mode의 성공은 일본 젊은층의

‘놀이

(오락(뼈樂)) 감각’ 과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트의 약 15% 를 차지한다 I'.'TT에 따르면 600 만 가
입자중 80% 가 한 개 이상의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

여고생들이 i-mode에 볼려든 것은 생활의 필요

있다 또 40% 가 2 개 이상의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

고있다고한다

나 실용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호기심 절반， 재미 절반으로 새로 나온
기계에 탐녁했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그들에게
modε는 더할 나위 없는 장난감이었다

대전화가 각광받는 것은 당연했다 휴대전화를 테

다하고 우후죽순처 럼 개발돼 나오고 있다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 인터넷 상용서비스인

1-

예컨대 여

고생들은 은행 바로 옆에서도 굳이 휴대전화를 꺼

00

전망이다
PC를 능가할 전자상거래의 강력한 단발기로 휴

사용자 수에서 일본의 휴대전화 인터넷은 현재
PC를 경유한 고정망 인터넷의 약

휴대전화 인

i-mode는 탄생 1 년도 안 되 PC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인터넷 provider(접속엽체)로 부상했다

l

mode 되분에 NIT그룹은 지난 3 월 결산에서 창립
이래 최고 이익을 기록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던 시장에 드디어 경쟁자

2,txXl,( ffi

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SK텔레콤이 새롬게 눈뜬 무선데이터통신의 가능
성 을 느끼 고 n.TOP을 출시 했듯이 KTF가

nU l,l1 C.n

올출시했던 것이다
결국 무선인터넷 magtc.n서비스는 가입자 수 이
용률 변에서 SK텔레콤을 꺾고 국내 1 위의 서비스
파 도약시키는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올렸다

o
199f.’년 3월 "일 4월 lS일

6원 ~H일

8원 H일

111원 lK일

(시비스개시)

그림

3.

그러나 결론은 의외였다 어느 누구도 확실한 승
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틀의 섣패는 어쩌면 자명한 것일 지도 모를 일

j-m… le서비스 계약자 증가 추이

이다

7.SKT의 무선 데이터 통신 브랜드 ‘n.

TOP’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신이 성공한 일본과 우리

나라는 너무나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다

i-mode 엔 일본 전풍의 장인정신과 일본만이 구

시장의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기술이 진보하

현 가능한 전자기숨이 있었다

여 신 시장이 나타나고 이륜 이용하여 일본의 도코

손바닥 보다 작은 액정화연에 방대한 정보블 집

모가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그 조류에 SK텔

약하는 암축기술(세쩌技術)과 시스댐을 구축하는

레콤 또한 합세하기 시작하였다 SK 텔레콤은

14<)')

년 하반기에 들어서 무선 인터넷 분야에 대한 투자
룹 늘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결실을 언는다
맞춤정캔L 서비스인

‘ n .TO I'’

브랜드의 출범이 바

로 그것이었다 이 서비스에서는 각종 뉴스와 인터
넷 검색은 불론 금융 및 증권정보， 게임퀴즈 정호，

능력은 일본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마이 겐이치 스탠포드 일본 센터 이사장은
”일본인의 손재주가 아니라면 i-mode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단언한다

한국과 일본의 통선시장유 너무나 달랐다는 것
도크게 작용하였다

이용자 전용 네트워크 기능 등을 제공하였다 이

한국 특유의 인터넷 붐으로 어디서나 쉽게 PC

휴대전화는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고속으

망에서 인터넷을 접할 수 있어 굳이 휴대폰으로 인

로 데이터와 문서를 받을 수 있다

터넷을 해야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이었다

상대방 얼굴 표정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사고

PC보급률이 30% 가 되지 않는 시 장과 ìO% 가 넘

싶은 물건을 꼼꼼히 뜯어볼 수도 있다 지금은 데

는 시장， 그리고 칼라 액정의 단말기와 간단히 박

스크톱PC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산책길이나

얀호 속보플 전해도 숫자 몇 개만 나오는 것이 고

달리는 기차안에서 불편 없이 해결합 수 있는 것

작이었던 n .TOP은 성공할 수 없었다

이다
n .TOP은 점점 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시작한다

8. 변화의 필요성 - M-commerce

휴대폰 사용자수 급증과 함께 휴대폰을 이용한 무
선인터넷 사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1) 출현배경

2001 년 6월말의 경우 무선인터넷 사용자수는 l 천‘

백 만여 명으로 휴대폰 사용자 절반 가량이 무선인

최근까지 급격한 가입자 선장으로 전대 규모 변

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론 그 수위에
는 SK텔레콤의 n .TOP 이 있었다

에서는 2000년 말 현재 가입자가 2 )OÓ만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무선 데이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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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도 기대에 비치지는 않지만 성장세를 보여

선통신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지만 무선통신만의

왔다

특성플 이용한 완전히 새토운 서비스도 개발되고

그러나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신에서도 언급했

듯 이동전화 가입자는 이미 60% 들 넘는 보급률(普

있다

현재와 앞으로 변화될 M-commerce의 특성

을살펴보연다음과같다

及率)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가장 심각한

(1) 펀재성 (Ubiquity)

문제는 가입자 수가 이전과 같이 가파르게 블어나

편재성은 무선 단말기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

지도 않을 뿐더라 새로운 가입자들도 대부분 부가

다 휴대폰이나 커뮤니케이터 형태의 무선 단말기

가치(附加價써)가 크지 않은 고객틀이라는 사실

는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

이다

색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두
가지 과제에 직변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양적 측면

(2) 접근성 (Reachability)

(量따 1배面)에서 새로운 시장을 알굴하는 것이고

접끈성은 사람과 사람간의 통신을 위해 중요한

다른 하나는 서비스 내용쓸 변화시킴으로써 새로

기능이다 무선 단말기플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나 연결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에는 특정 인물이나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시장 개척이

SK

시간대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도 있다

텔레콤의 Ting이라면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로는

(3) 보안 (Security)

어떤 것이 있윤까? 이동통신 사엽자들이 역량(力

무선통신 보안기술은 이미 폐쇄적인 앤드 투 엔

뭄)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무선 인터넷， 그 중에

드 시스템 내에서 5SL (Secure Socket Layer) 형태로

서도 득히 전자 지불 시스템과 .\10BILE을 합친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단말기에 부착

새로운 시장인 i\l-commerce와 무선 포탈 서비스인

되 는 스마트카드 .

것이다

.\lodllle) 카드는 소유자른 인증하고 고정 인터 넷

511\1 (S lI bscriber lclentilìcation

망에서의 보안보다 수준 높은 보완을 가능하게 해

2) 정의
M-commerce 는 무선 통신 네트워과 단말기를 통

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준다

(4) 위치확인 (Localization)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 위치정보를 결함하여

즉 무선전화. PDA. PC나 기타 단말기와 공중 무

무선단 1갚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선통신 네트왼을 이용하여 정보를 접속하고 거래

이용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용

처리플 지원함으로써 정보， 서비스나 상품의 대가

자가 거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유인하는 적

로 가치를 이전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플어 공

즉 기존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유선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거래판 하던 E←커머스와는 달

항에 도착하는 비즈니스맨에게 그 도시에 있는 호
텔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다

리， 이동 중에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인터넷은 물론 상거래도 할 수 있는 전

(5) 즉시 연결성 (Instant Connectivity)

자상거래의 한종류이다

무선 단말기를 통해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으면 GPRS. IS-95C 둥 패킷

3) 특정

방식의 통신서비스가 도입되면 접속하기 위해 사
전에 통신연결을 할 필요 없이 보다 쉽고 빠르게

i\tl-conunerce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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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6)

장이 222 억

개인화 (Personalization)

개인화는 오늘날 제한적이나마 서비스되고 있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vum의 예측치는

B2B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구

다 그러나 무선포탈을 통해 개인화된 정보검색 및

매 1 유료 컨텐츠 서비스를 포함시켜 2005 년에

거래처리 등의 수준을 더 끌어 올릴 수 였어 궁극

2 100억 달러 규모로 훨씬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적으로 무선단말기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있다

펼수 불가결한 도구가 될 것이다

지 M -COl11 merce 이용자가 거의 5 억 명에 달하고

포레스터 리서치도 이와 유사하게 2005 년까

전체 시장규모는 2 ， 00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4) 시장전망
(1)

하고있다

M-commerce를 통한 무선인터넷 시장의

@국내시장

활성화

(주)이비즈그룹이 추정한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

카드 단말기를 통해 모바일 상에서 지불/결제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보완성이 유지되므로 모바일

규모는 금년도 l 조 5 ， 092 억원에서 2005 년에 5 조
8652 억원‘ 2010년에는 8조 3 ， 823 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는

변호를 붙여주고 비밀번호를 불러주던 것을 단말

2005 년 2 ， 454만 명

2010년 2 ， 818 만 명으로 추정하

기에 카드를 끼워 모바일 상에서 직접결제 가능

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연평균 2005 년 2 ， 489분(하

(IC 칩 자동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루 평균 6분 내외)， 2010년에는 3 ， 098분(하루 평균

커머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촌에는 카드

‘언제 어디서

나’ 이용할수있게 된다

8.5 분 내외)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

또 컨텐츠에 대한 확실한 지불， 결제 수단이 생
김으로써

컨텐츠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지고

다

l 인당 평균지출액 (ARPU) 는 현재의

연간

31 ， 824원에서 2010년 297 ， 446왼으로 확대될 것으

이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무선언터넷의 발

로 추정한다

전으로이어질 것이다

다소못미치는수치이다

이는 현재의 이동통신 전체 지출액에

이와 함께 무선망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져 카드

무선인터넷의 각 서비스 중에셔는 j\1-commercε

제휴 수수료 외에 서비스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입

서비스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원천으로 발전가능성 높다

시장규모의 절대적 크기는 게임 등

이외에도 모바일 광고가 활성화되고 관련 CP의
다양화가기대된다

나

Infonnation

Entertainment

서 비 스에 크게 못 미 치 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에 대한 고객의 새로운 니즈로

또한 지난 해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이며 휴대폰이 모든 경제생활에 중심이

약 5 ， 023 억원에 달했으나， 전체 무선인터넷 가입자

되는세상이 될 것이다

1 ， 579만 명 (2000년말 기준)중 97.5%가 월평균 사

용시간이 200분에도 못 미치는 Light Usεr이다 반

(2) 성장성

M-commerce 시장규모는 유선 전자상거 래 시장
의

1% 에 불과하지만 2005 년께

M commerce
•

이용

자가 5 억 명에 달하면 유선시장을 추월할 것이다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은 99년 5월 서비스 개시

그 비율이 0 .5% 내외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부터 2004~ 5년까지의 초기시장이 무선인터

넷 시장형성에 중요한 시점이다 이 초기시장이 제

M-

대로 형성되어야만 그 이후의 시장이 안정된 성장

보급대수를 추

세를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무선인터

기대심리도 무르익었기

넷의 서비스 내용에 만족할 수준이 될 경우， 무선인

이후 월 평균 100 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commerce는 무선단말기 보급이

월했고 소비자와 기업의

면 월평균 사용시간이 400분 이상인 Heavy User는

PC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터넷은 성공적인 시장정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쥬피터 리서치는 2005 년 전세계 M-coII1rTIεrc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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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유럽지역의 높은 이동전화보급율과 이동통신사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유럽의 3G 서비스가 막

업자들의 마케팅노력에도 불구하고 M-commerce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기

서비스는 아직 이용자들로부터 크게 각광받지 못

존의 수많은 사업자는 몇 개의 대형 사업자로 통합

하고 있다

될 것으로보고 있다

년까지

그러나 Ovurn과 쥬피터 리서치는 2005

서부유럽이 전세계 ~1-commerce 시장의

포레스터 리서치는 유럽시장에서는 대형 5 개 사

1/3 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업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구

이탈리아， 독일과 영국이 2003 년까지

M commerce
•

시장의 대부분을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유럽지역 이동통신사업자틀은 기존 무선인

체적으로 2008 년까지

유럽의

이동통신시장을

Vodafone , T-Mobil , France Telecom , BT Cellnet의
4 개사와 KP ='I

NTT DoCoMo

Telefonica

터넷 서비스의 한겨1 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망

T elecom ltalia 중 살아남는 1 개사가 분할 지배할

을 2 5 세대와 3 세대로 진화시치는데 많은 투자를

것으로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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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은 유럽과 일본에 비해 무선인터넷과

한다

M-comrnεrce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 면이나

서비스 변에서 뒤처져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적 열

은행 증권사와 콘텐츠 제공업자 (CP) 와 제휴를
통해 차별화 된 콘텐츠를 마련해 야 한다

세에도 불구하고 영어라고 하는 단일 언어를 사용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공급업체， 포탈과 컨벤츠
제공업체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현대증권이 n.TOP으로 증권 캠보를

제공한다연 여기서 콘텐츠는 증권 정보 콘텐츠 프
로바이더는 현대 증권이 된다

북미지역의

또 다른 강점은 인터넷 보급율이 높고 일반고객이

2)

에그러게이터

나 기업고객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호도

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이동전화 보급율과

애그러게이터는 콘벤츠를 제공하고 지불중개 대

국가표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미시장은 절대치

행， 마켓플레이스 구성 등 M-commercε를 위한 제

변에서 상당한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반 여건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최 근 ITU (I nternational Tεlecommunication
Union) 는 2000년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아시아

SK 텔레콤이 현대증권 정보를 열랑한 사람에게
요금을 부자하고 과금한다

태평양지역이 세계 이동통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 네트워크

2001 년까지 전세계 이동통신 사용자의 50% 이상

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분포돼 이 지역이 세계 무
선인터넷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머지않아 핵섬권으로 부상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Frost & Sullivan 에서는 2005 년까지 일본을 포함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무선통신 기능은 물론 단
말기 간 통신을 위해 큰거리 무선 통신망(블루투
스)， 적외선통신 (lrDA) 지원시설을 총 망라한다
중계기지 안테나 기지궁 등이 이에 속한다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M -conunerce 시장규모가

12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쥬피터 리

4) 터미널

서치에서는 94억 달러로 이보다 작게 추정하고 있

으며 B2B 부문을 포함시키는 Ovum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672 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터미널은 M-commerce 애플러케이션을 탑재한

집적회로 (IC)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통신기기와
부가단말기를말한다

9.

M-commerce의 구현요소

핸드폰 또는 PDA 를 말한다

위에서 M-commerce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성장성을 가지는 iVl-commerce 시장은

5)

고객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lvl-commerι℃를 구현하는 구성요소는 크게 5 가지
로 요약된다

콘텐츠 와 애그러게이터 (Aggregator) , 네트워크 1

고객이 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 거 래를 하는
주체를 말한다

일반 시장의 고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터미널 고객이 바로 그것이다

10.
1) 콘텐츠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제공할 각종 정보를 말

M-commerce 에 대 한 SKT의 대 응

현황
구성요소에 따라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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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진 우위를 지속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SK텔
레콤의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현재 SK텔레콤은 제휴나 컨텐츠 업체 인
수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전에 알아두어야할것이 있다

SK텔레콤이 M-commerce를 한다는 것은 실제

2) 네트워크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거래가 아닌 M-

commercε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따

M-commercer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요소에

라서 직접적으로 SK텔레콤이 통제 할 수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다

는 기지국과 네트워트 구축 등의 요소가 있다
KTF도 2001년 5월 초 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
광역시권에 대한 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1) 컨텐츠

오는 11 월까지 전국 20여개 주요 시에 약 5007H
소의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해 연내 cdma2000-1X

시장의 45% 이상을 장악 할 계획이다

무선 인터넷의 망이 개방된다

따라서 무선 인터넷으로의 공급자 진입이 자유

SK텔레콤은 KTF에 이어 최근 cdma2000→ 1X보

다 한 단계 전화된 cdma2000-1X

로워 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입이 자유롭다고 해서， 소비자
가 수월하게 공급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의 무선 인터넷 사용만 해도 그렇다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
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항해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동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

EV-DO(HDR

고속데이터전송단말기) 서비스를 내년 월드컵 이
전에 상용화할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통통신시장은 1S95A. B(2 세대)， cdma2000-1X(2.5 세대)와

EV
•

DO단말기(3세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 찾아가는 경우와 직접 주소를 쳐서 접속하는 방
3) 터미널

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 단말기의 상황이나 추세로 볼 때 직

접 주소를 쳐서 접속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1lT-2000서비스를 앞두고 통신 서비스 및 통신
장비 업종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은 반연， 이동통

즉， 공급자의 진입이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소비
자의 접속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선 단말기부문은 경쟁 격화에 따라 수익 전망이 저
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려나 지불 시스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단

표 2. 2000 - 2005 전세계 M-commerce 시장전망
(단위
지역
아시아
북미
서부유럽
라틴아메리카

기타
총계

*Source: O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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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4

2005

280 94

465.38

672 69

87 60

19222

32408

468.91

47 68

136.07

288 26

488 57

736.18

2 55

890

2921

56.5

10411

3.51

11. 64

35 21

68.05

125 94

15 1. 64

378 74

825.84

1 402 58

2 107.83

2 대)2

2003

59)5

134.53

784

38 15

1159

2000

2001

15 45

024늬

041
35.5

‘

억달러)

말기에 신용카드가 내장되어 보다 M-commerce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단말기에 대한 투자는 불
가피하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 。 kcasgbagOI 란 무엇일까?
오케이 캐쉬백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의 개념
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서비스용 동영상단말기와

오케이 캐쉬백과 제휴한 카드이면 위의 서비스

PDA가 양산되는 연말까지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케이 캐쉬백

년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양방향 멀티미디어 이동

은 일반적인 마일리지 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다

영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로 통합형이자 개방형 마일리지라는 것이다

이동영상전화 전용 단말기가 개발되면 현재 100

상품의 종류나 서비스， 가맹점에 상관없이 포인트

만원을 호가하는 단말기 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는 ‘오케이 캐쉬백’ 이라는 단일 마일리지로 통합

SK텔레콤은 기대하고 있다

된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이동하는

또 대부분의 마일리지 서비스가 자사 고객들만

단말기의 위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양방

을 위한 1 그리고 자사 상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

향 고속 데이다 통신과 음성， 영상올 동시에 처리

는 폐쇄형인 데 비해 오케이 캐쉬백은 그 범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펼요하다

회사 밖까지 넓혔다 마일리지를 얻을 곳도 많고，

이 서비스는 특히 이용자가 접속할 때만 영상 데
이터를 전송해 주는

쓸곳도많다는얘기다

cdma2000- IX 패킷 기반으로

빵을 살 때도， 책을 사거나 피자를 먹어도， 휴대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가입자가 무선망을 독점하

전화를 사용해도 모두 오케이 캐쉬백 포인트 하나

지 않고 공유， 다른 이용자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로 적립된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피할 수

011 리더스카드

있다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다

현재 제휴 카드로는 엔크린카드 및

TIL 카드.

OK Cashhag

제휴카드

이런 통합 마일려지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텔은

4) 고객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회원과 가맹점， 그리고 마일리지 관리업체 (SK)

SK텔레콤의 고객은 앞에서 언급했 듯 거대한 규
모를 가지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ok
cashbag이다

다 회원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비율의 포
인트를얻는다
회원이 획득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뀌어 가맹

이 방대한 darabase는 기존 사엽에 수익성 창출
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 진출의 교두보가 됨으로
서 SK텔레콤의 강력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점에서 SK로 송금된다

포인트를 획득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건을구
매하면서 포인트로 결제하면

SK는 그 가맹점에

그만큼의 현금을설제로지급한다

빠코린보너스카드 l
011 리더스카드/
TTL 카드

OK

Cashb ag

제휴카 E

•

카드변호 J 미를 j 주민번호
나미 j 직 업 j 츠t줄ι축료잘소

•

카드번호， 미를 j 주민변호
UOI , 직 업， 사를카 I 호l λf ，

주담시칸 1 주유량등

카드변호， 미름， 주민번호
나미」 직 업， 사룡번호. λ} 용
요금‘ 사용량， 남부며부 등

카드사용 장소 l λ! 칸‘ 사용량
싹훌힐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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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포언트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 전자 지 불 시 스템 (Elecσonic Pa、"'lent Svstem)

가맹점이 포인트를 부담 하는 대신 SK는 대대적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계속 회왼을 확대하고 이틀
이 가맹점을 더욱 자주 찾도꽉 한다

회원은 할인 혜택을 받고， 가맹점은 단골고객 확
보 및 신규고객 유치를 해 매출플 늘린다
SK는 회원들의 연회비와 가맹점 수수료， 적립한
포인트(현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챙긴다

전자 지불 시스템이라 함은 화폐가치 또는 화폐
가치에 대한 정보를 부호화하여 전자장치에 기록
및 저장한 뒤 지급결제가 필요할 때 거래하는 상대

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하거나 화폐가치에 대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적 수단이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른다

거대한 회원정보를 쌓아 데이터베이스마케팅

전자지 불은 적 용 분야를 기 준으로 나누어 보연

(DBM) 이나 고객관리 (CRM) 의 유용한 툴로 활용

B2B( 기업간)， B2C( 기업과 소비자간)， C2C( 소비

하려는 SK텔레콤의 장기적 전략이 깔려있는 것

자간) 거래 등으로， 수단으로 보면 네트워크형과

이다

스마트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지 금까지 "lvl-commerce에 대 한 구성 요소와 그

지급 결제 수단은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활성화

정의 현재 SK텔레콤과 경쟁사인 KTF의 현황을

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상당부문 해결되어

살펴 보았다

전자상거래와 함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물론 성장성과 수익성이 탁월하다 여겨지지만

된다

N1. -commercζ 시장이 초기 상태인데다 기술력이 완

벽히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라 많은 장애요인과 문

.. 전자화폐

제점이 나타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

하는 기엽이 "-l-comtnεrcε 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것이라예상된다
이렇게 훌륭한 전략적 도그가 될 수 있는 캐쉬백

에도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고객의 데이터 베이 스 통합이 어렵다는 것
이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마다 고객은 다른 ID 와 비
밀번호를가지고있다

이는 고객의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
려는 SK텔레콤에게 장애가 된다

‘미래의 화폐’ 로 볼라는 전자화폐가 또 하나의
발행 화폐는아니다

화폐는 국가만이 독점 발행하는 것으로，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돈은 더 이상 돈
의 구설을할수없다

정확히 전자화폐는 기존의 화폐를 담는 일종의
카드형

전자지갑’이다

대표적인 전자화폐인 IC 형 전자화폐카드에는 카
드 한쪽에 엄지손가꽉만한 반도체 칩이 붙어 있다
이 내장된 마이크로 칩에 화폐의 가치를 디지털 기

호로저장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에 이용되는 마그네틱 띠에 견줘 이 칩

5) 에그러게이터

은 기억용량， 기능，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높은 데
다 얼마든지 용량을 확대할 수 있어

급속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전자상

‘화폐의 혁영’

을 불러올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래는 기존의 화폐나 지급결세 수단의 불편한 점

지금의 전자화폐는 백화점 상품권음 미리 사두

을 개선한 새로운 진자적 방식에 의한 지급 수단의

고 그것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

수요를 발생시켰다

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사실상 전자화폐가 아

바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자화폐 빛 전자 지불

시스템 등의 개념이 동장 했던 것이다

니다

진짜 전자화폐란，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요금
납부， 온/오프라인에서의 물건 구입， 비디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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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이용 등과 같은 결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한빚은행， 주택은행， 한미은행，하나은행，기업은

것이어야한다

행 등과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권과 한국통신프리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도 카드 번

텔 LG텔레콤， 현대상사， 한소프트네트( ’한글과컴

호만 입력하면 되도록 하고， 기존의 신용카드 옵

퓨터 1 계열사)， 이니시스(보안업체) 등이 참여하고

션， 즉 현금서비스， 일시불， 할부 등이 가능하며，

있다

소액결제는 물론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펼요한
대금 결제 역시 가능하여야 한다

SK텔레콤의 M-commεrce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자 지불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화폐는 지폐나 신용카드에 바해 위조나 변

많은 기업들이 M-commεrce 를 시행하고 있는 추

셰이고 M-commeπe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지

조의 위험이 거의 없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매번 신용카
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한번만 개인 신용 정보

를 입력하고 전자화폐를 구입하면 충전해서 몇 번
이고 상품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불 시스템이며 1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의 퉁장은 지급 결제 수단이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넣어둘 수 있기

있고， 또한 하나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들이 서로 얽혀 들어가는 서비스가

때문에 현금 도난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자 화폐 시대

가능해졌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열린다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범서비스 중

모든 지불 처리 과정상의 업체들이 다양한 지급

인 전자 화폐가 본격적으로 통용될 경우 기존 화폐

결제수단을 통합하여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

를 대체할 액수는 2002 년 1 조 9천억원

2004년 4조

가 존재하기에 기존의 신용카드 중심의 페이먼트

2008년에는 7 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넘어선 전문적인 통합 지급

3 천억원

예상되고 있다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출현이 요구된다고 말

이에 따라 연간 발행되는 화펴1 총액 중 전자 화
펴1 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2 년 9.9% 에서 2004년

20%.

2008년 28.9% 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의 전자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이
나 향후 오프라인에서의 저변 확대와 온라인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 동의 촉발요인으로 인한 비약적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3 년 말경에는

15 세 이상의 경우 100% 의 보급률에 다다를 것으

지고 있는 고객 접점이 가지는 중요성， 즉 유통업
으로서의 지위가 가지는 의미를 지각함으로써 현
재의 역학구도를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은행 등 다분히 제조엽이

차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유통업체로 그 무

게 중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양상은 현행법상에

로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사용되는 전자 화폐 시장 또한 활성

최근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 화폐 시
장에 발을 걸쳐놓은 엽체는 마스터카드의 몬텍스

코리아， 비자카드의 비자 캐시， 한국은행
삼성

서는 분명히 위볍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들

을 대상으로 어떠한 제제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있

화된 상황올 보여주고 있다

K 캐시， 국민

이러한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자신이 가

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이 가졌던 힘의 우위가 점

인 성장이 기대된다

제원의

할수있다

금융결

LG카드의 A→캐시

등이다

는 정부의 태도를 보아도 조금은 감지할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영역과 경쟁이 예상

되는 포탈 및 금융포탈 지향업체의 취약했었던 온
라인 거래 기능을 보강함에 따라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27 일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몬텍스 코

하지만， 여전히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들은 들

리아 계열에는 마스터카드， 국민은행， 조흥은행，

은 기존의 주거래 금융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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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온라
인 업체로 자사가 지닌 강정윤 적극 활용하여 새로

터넷과 M-commerce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의 미비는 국내

IMT-2000

사업자 선정시 논란이 되었던 동기식과 비동기식

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의 경쟁 \\'AP와 .\IE로 대별되는 무선인터넷 복

11. M -commerce 장애 요인

수표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은행과 이동 통신 서비스 업체 간에도 누가 결제

성장성

부문에서

살펴

보았

듯 현재

M

commerce 시 장 규모는 유선 전자상거 래 시 장의

부문과 WAP 게이트웨이를 주관할 것인가를 놓고
갈둥을빚고 있다

1% 에 불과하지만 2005 년께 λ'l-commerce 이용자가
5 억 명에 달하면 유선시장을 추월할 것이다

또한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은 99년 ;월 서비스

(3) 보안과 프라이버시
무선통신을 통한 거래의 보완을 위해 메시지를

개시이후 월 평균 100 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암호화할 수 있지만 송신속도를 저하시키는 문제

.\I-commerce는 무선단말기 브급이

를야기할수있다

PC 보급대수를

추월했고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심리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인터페이스의 볼편함， 보완， 소비자의 행태변화

암호화키를 휴대전화나 PDA에 저장하면 분실할

경우 제 3 자에게 개인 데이터가 누출될 위험성이
있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액결제중심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

으로 lvl-colTImcrce가 형 성 되 어 있어 아직 까지 시 장

선단말기에 C; PS 기능을 내장하게 되면 상품이나

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섣이며 장미빛 미래플

서비스 판매자들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게 됨

실현하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으로써 정크메일의 홍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즉‘ e-commerCe 와 차별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4) 과잉기대와 현실과의 차이

한 .\1-comercε의 시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1 이것

애플사가 최초의 POA인 )Jc\\ton을 출시했을 때

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확산 장애요인을 극

처음의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복하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은 제품 자체를 죽이고 말았다
이에 비해 보다 차분하게 나온 PalmPiJot은 기본

이다

석으로 일정이나 주소록 기능 정도밖에 마케팅하

(1) 인터페이스의 불편힘

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제한된 기능에서 뛰어난 성

얀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인터넷 단만기 스크

능유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공플 거두었다

린과 키패드의 크기가 아직은 정보를 검색하고 엽
력하기에는 너무 작고 불편하다

이것은 l\tl-commerce에 대한 과잉기대도 치명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잉기대는 결국 소

LCO 스크린과 접을 수 있

비자의 설망으로 이어지고 섣칠적인 서비스가 가

는 키패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상용화 되기에는

능해졌을 시점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릴 위험이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무선단

있다

통그렇게 l갈 수 있는

말기를 통한 인다넷 검색은 요원(옳遠)한 일이다
현재의 단말기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는 웹 이전의 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일 뿐이다

(5) 사회인식
2001 년 l 윌 발표된 영국 컨설팅 업체인 λT
Kearney 와 캠 브 리 지 太

(2) 표준의 미비

Judge Institute 의 λ1-

commerce에 대 한 소비 자의 관심 도 조사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는 모두 단일화된 국가 표준을 채

소비 자들의 i\l-commcrce에 대 한 관심 도는 2000년

택한 반면 미국은 파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언

6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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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비단 M-commerce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

넷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관심도
는 배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Ul1 erce 시장 또한 SK텔레콤이 장기적으로 이루
고자 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객을 확보하고

아마존의 엠커머스 사업팀인 아마존 에니혜어가
2000년 야마존 총 매출의 0.004% 정도인 100만 달

있는기업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진출하고 있는 시장은 이미

러에 불과한 매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엠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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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 지불 포럼 “최끈 지급 결제 수단 개발동

Sεp.

29.

20(씨

향“

(6)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정보통신 사업 동향-이

기타

그 밖에도 좁은 대역폭으로 인해 컨테츠를 다운

동전화단말기” 이상오

로드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휴

“온라인 소액 결제 서비스 현황과 이슈” 배찬권

대전화의 흑백화면에 더 큰 컬러디스플레이와 각

KISDI IT FOCUS “국내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전개

종 처리용량을 덧붙이연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떨

현황”이경형
“국내외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현황과 논의 “ 이경

어지는문제 등을들수있다

혀
。

12.

맺는말

“모바일 지급 결제를 둘려싼 경쟁전략” 김준한
“지급결제 시장을 둘러싼 주요변화 양상” 김준한

“ n.TOP 다음의 우리 팀 과제는 M -conunerce이
고， 그 다음 목표는

뭐죠?"

정통부 정보통신정책 ISSUE “주요국 1'\1T 2000
허가정책 비교연구 “ 박동욱 이홍재

“일본 이동 통신 시장에서 PHS설패 요인” 이상먹，
검사혁

“글째요

준비는 해둬야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군요

우

sk텔레 콤

“ annual

repori'

선은 당장의 목표인 l\1-commerce를 잘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인터넷 비즈니스 연구센터

다음을 준비하는 먼저 아닐까요?"

전자신문， 매일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

박정우 대려와 이수정 씨가 하는 말을 들으며 권

순용 부장은 생각에 장겼다

신문， 중앙일보， 연합 뉴스
한겨레 21 , Do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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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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