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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스마트 랫폼 재 기술동향과 차세  발 방향을 제시한다. 차세  스마트 랫폼의 나아

가야 할 방향은 개방형 신과 원소스 멀티유즈 랫폼이다. 개방형 신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진

과 그 외 진 (노키아, RIM, 모토로라 등)을 통해 그 필요성과 우월성을 실증 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재 스마트폰 앱개발 방식은 각 랫폼(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맞추어 애 리 이션을 각각 개발해야 

하는 반면,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은 한번 개발하면 여러 랫폼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차세  스마트 

랫폼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합하다. 

1. 서론

   최근 수년간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스마트 태블

릿, 스마트 TV 등)가 속히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웹앱(WebApp) 과 SNS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통신사업자와 단말 제조사, 스마트 랫폼 개발사들은 

개방형 신을 통한 스마트 랫폼 생태계 활성화/선순환

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 이 활성화

되면서, 차 모바일 랫폼 사업자의 향력이 확 되고 

있다. 모바일 OS시장이 구  안드로이드와 애  iOS 

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애  등 스마트 랫폼을 보유하

고 있는 조직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력을 확

하려 하고 있다. 한, 구 /애 은 기존 스마트 랫폼

을 바탕으로 TV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 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차세  스마트 랫폼의 기술/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차세  스마트 랫폼의 발  방향과 생

태계 활성화 추진 략을 수립한다. 

2. 련시장 동향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의 고도화로 각종 콘텐츠 이용의 

심이 스마트 랫폼으로 이동  세계 휴 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 이  확 되고 있다. 세계 태

블릿PC 매량은 2014년 약 2억4천여 , 2015년 약 3억2

천여 에 이를것이며, 세계 스마트 TV 시장 규모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3년 1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정이다.  

2012년 국내 체 TV시장의 30%를 스마트TV가 차지 스

마트 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이용이 격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  스마트 랫폼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

릿, 스마트TV 등 다양한 랫폼을 지원하는 추세이며, 사

용자들은 부분 하나 이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유하

고 있다. 심지어 한명이 다수의 스마트 기기들을 보유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 랫폼의 확산은 더욱 가속

화될 망이다.

  가트 (Gartner)에 따르면, 세계의 체 이동 화 단말

기 출하량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 이 2014년 47%에 

이를 것으로 상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세계 스마

트폰 매량  안드로이드 운 체계 기반의 비 이 4%

까지 증가하고 애  운 체계 기반 스마트폰의 비 도 

20%로 성장할 망이다. 태블릿PC 에서 보면, 세계 

태블릿PC 사용자 수는 2011년 33.7백만 명에서 2013년 

75.6백만 명 규모로 약 두 배 정도의 속히 증가할 것으

로 상된다. 가트 는 세계 태블릿PC 매량이 지속 으

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억 2,630만 에 이를 것이라 

하 고, 세계 태블릿PC 평균 매단가가 2011년 500달러

에서 2016년 564달러로 50% 렴해질 망이다. 

3. 스마트 랫폼 략

  재 보편 으로 활용되는 스마트 랫폼 략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개방형 스마트 랫폼 

략이고, 다른 하나는 폐쇄형 스마트 랫폼 략이다. 

3.1 개방형 신(Ope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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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 유율(2011-2012)

그림 2 개방형/폐쇄형 스마트 랫폼 략

개방형 스마트 랫폼 략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

을 가장 표 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삼성 자는 개방

형 스마트 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2012

년도에만 시장 유율 129% 상승하는 실 을 거두었다. 

애  역시 2012년도 시장 유율 48% 상승한 바 있다. 반

면, 폐쇄형 스마트 랫폼 략을 채택한 회사는 노키아, 

RIM, 모토로라 등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한결같이 시장

유율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1에서와 같이, 노

키아(NOKIA)는 2012년 1년간 시장 유율 54% 감소하

고, RIM의 블랙베리는 시장 유율 25% 감소하 다. 심지

어, 모토로라는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에 이르 다. 

개방형 신의(Open Innovation) 요성은 이러한 측면에

서 증명된다. 개방형 스마트 랫폼을 채택한 회사들은 승

승장구하는 반면, 폐쇄형 스마트 랫폼을 채택하는 회사

들은 한결같이 시장에서 도태하고 있다. 즉, 개방형 신

을 통해 사용자들이 생태계(ecosystem)에 참여하도록 하

여 각 구성원들 간의 선순환을 가능토록하여야만 시장에

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림 3 Web 기술 패러다임 변화 추이

개방형 신은 사용자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사용자들은 웹 1.0시 로부터 사용자 참여형 

Web 2.0 시 를 거치면서, 직  참여하는 웹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왔다. 통 인 하이퍼링크 기반의 Web 1.0 인

터넷 환경에서는 컨텐츠 생산자가 사용자에게 단방향(일

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Web 2.0 시 는 

Wikipedia, 네이버, 네이트, 싸이월드 등과 같이 고객 참여

형 인터넷 환경이다. 고정된 공간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참

여하는 형태이다. 반면, 최근과 같은 Web 3.0 시 는 사

용자가 제한 인 공간에서 참여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것

이 아닌, 사용자 창조형 웹으로 발 하 다. 이러한 경향

은 트 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의 등장에 힘

입어, 컨텐츠 는 애 리 이션을 직  개발하여 앱스토

어(App Store)에 등록하는 앱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

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더 이상 주어진 로 사

용하는 “사용자”로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Web 3.0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직  필요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태계(ecosystem)에 참여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마트 

랫폼의 발 방향에 있어 개방형 신에 한 필요성을 

변한다.

3.2 원소스 멀티유즈 (One Source Multi Use)

차세  스마트 랫폼을 한 표 화 방안은 애 /구  

등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iOS와 같은 스마트 랫폼으로

부터 독립 인 개방형 랫폼을 지향한다. 재 이와 같은 

시도는 표 화의 부재로 인하여, 그 사용을 확산하는 데 

장애가 있다. 개방형 스마트 랫폼의 표 화를 실 하기 

한 가장 표 인 기술은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 기술이다. 즉, 하나의 소스코드(한번의 개발)

로 다양한 랫폼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애 리 이션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원소스 멀티유즈 기술1

원소스 멀티유즈를 실 하는 주요이슈로는 WAC, 

HTML5, 스마트TV, 모바일 컨텐츠 변환기술 등이 있다. 

  WAC(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은 이른바 통

합 앱스토어로서 모든 랫폼(안드로이드, 아이폰, 도우 

등)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HTML5로 개발된 애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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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한 앱스토어(app store)이다. 국내에서 운용 인 

WAC으로는 무선인터넷산업 회가  K-Apps(http:// 

koreaapps.net)를 운 하고 있다.

  HTML5는 랫폼 독립 인 구 기술로서, 인터넷 라

우 상에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구 하며, 음악ㆍ동 상

을 손쉽게 구 할 수 있다. HTML5 표 에는 Device API 

근표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근 기능을 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애 ㆍ마이크로소 트(MS), 구 , 

페이스북 등 로벌 IT 기업들은 HTML 5 시  주도권을 

잡기 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그림 5 원소스 멀티유즈 기술2

  

스마트TV는 최근 우리나라를 심으로 격하게 심의 

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삼성과 LG가 스마트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TV는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인터넷

이 연결된 상태에서 앱스토어에 속하여 새로운 기능을 

갖는 애 리 이션을 추가/삭제할 수 있는 TV로서, 다양

한 모션인식 기능이나,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단순히 리모콘을 통한 인터페이스를 탑재하는 기존의 디

지털TV들과 구별된다. 원소스 멀티유즈 에서 스마트

TV를 언 하는 이유는, 바로 스마트TV에서 동작하는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HTML5 이기 

때문이다. 재, 삼성과 LG가 각사의 스마트TV 개발 

SDK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통 으로 HTML5 기반 언어

를 채택하고 있어, 상당부분의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모바일컨텐츠 변환기술은 한 CPU 아키텍쳐에서 수행되

도록 컴 일된 바이 리를 다른 종류의 CPU 아키텍쳐에

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바이 리 수 에서 변환하는 테크닉

이다. Intel ATOM CPU에서는 바이 리 변환기법을 구

하기 해 Trace 기반의 JIT 컴 일 기법을 도입하 다. 

원래 JIT 컴 일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어떤 한 

랫폼에서 자바 가상머신은 컴 일된 바이트코드를 특정 

로세서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어로 해석한다. 그러나, 

가상머신은 인터 리  방식으로 한번에 한 개의 바이트

코드 명령어씩 번역한다. 그런데, 가상머신의 특정한 버

은 JIT 컴 일러 (실제로 2번째 compiler)를 사용하여, 바

이트코드를 특정 시스템의 코드로(마치 그 로그램이 처

음부터 그 랫폼에서 컴 일된 것처럼) 미리 컴 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코드가 일단 JIT 컴 일러에 의해 미

리 컴 일되면, 명령어를 매번 번역하며 실행하는 것 보다 

체로 더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다. JIT 컴 일러는 

바이트코드를 특정 랫폼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미리 컴 일 한다. 특히 실행 가능한 메쏘드가 반복 으로 

재사용될 경우에, JIT 컴 일러를 선택하는 것이 체로 

좋은 효과를 얻는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랫폼 기술의 재 동향과 차세  

발 방향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  스마트 

랫폼의 나아갈 방향으로서 개방형 신과 원소스 멀티유

즈 랫폼을 제시하 다. 개방형 신은 안드로이드, 아이

폰 진 과 그 외 진 (노키아, RIM, 모토로라 등)을 통해 

그 필요성과 우월성을 실증 으로 확인된 바 있다. 원소스 

멀티유즈 랫폼은 재와 같은 스마트폰 앱 개발의 문제

을  해결한다. 재 스마트폰 앱개발은 각 랫폼(안드

로이드, 아이폰)에 맞추어 각각 개발해야 한다. 한번 개발

하여 한번만 사용하는(One Source Use Once)것이다. 이

러한 문제 은 원소스 멀티유즈 기법을 통하여 손쉽게 해

결할 수 있는데, 차세  스마트 랫폼은 원소스 멀티유즈 

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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