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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인터넷의 대중화, 도시유목민(nomad)적 생활방식의 일반화, 언제 어디서나 인
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인터넷에 저렴하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기기(IA : Internet Appliance)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 

○ 2000년 가을 라스베가스 컴덱스는 컴퓨터 박람회라기보다는 IA 박람회라 불리워질 

정도로 다양한 IA들이 출시되어, IA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 IA는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특정 용도에 
특화된 non-PC형 정보기기’를 의미함. 대표적인 IA로는 PDA, 스마트폰, 웹 패
드, 인터넷 TV, 인터넷 게임기,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단말기, 이메일 단말

기 등을 들 수 있음. 

○ IA는 광범위한 제품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휴대 편의

성을 기준으로 휴대형 IA(Handheld or Mobile IA)와 고정형 IA로 구분할 수도 있고, 

타겟 니즈를 기준으로 한다면, 웹 접속기기, 통신기기, 엔터테인먼트 기기, 단순 컴

퓨팅 기기, 특수목적 기기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IA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컴퓨터 시장의 주도권이 PC에서 IA로 대체될 것
이라는 ‘Post PC론’과 IA는 PC를 보완하는 기기에 불과하며 PC의 주도권은 계
속될 것이라는 ‘PC Plus론’이 맞서고 있음. 

○ IA의 사용자 확대는 PC 매출의 일부분을 잠식하겠지만, IA는 PC와 약한 대체관계 

내지는 보완적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미래의 컴퓨팅 

환경 역시 PC가 사라진 Post PC시대라기 보다는 PC와 IA가 공존하는 PC plus 시대 

또는 PC extended 시대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 차원에서 IA는 컴퓨터 산업을 위협한다기 보다는 관련 부품 및 컨텐츠 
수요 증대 등 컴퓨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IA는 산업간 융합 경향을 견인하면서 컴퓨터 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가

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휴대형 IA는 모바일 컴퓨팅, 무선 인터넷을 지향점으로 가지며, 외출 및 출장

이 잦은 비즈니스 맨 계층과 노트북과 같은 고가, 다기능 기기보다는 일정관

리와 간편한 인터넷 접속 등이 지원되는 저렴한 기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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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음. 

○ 휴대형 IA의 대표 주자로는 PDA와 스마트폰이 거론되고 있으며, 웹 패드나 쌍방향 

호출기 또한 새로운 개념의 IA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PDA는 개인정보관리를 주기능으로 컴퓨팅 기능과 인터넷 접속 기능이 부가된 휴대

용 컴퓨팅 기기를 의미함. 최근 모바일 컴퓨팅의 수요 증가, 다수 제조업체의 시장 

신규 참여, 다양한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등으로 인해 PDA시장이 점점 가열되

고 있음. 

○ 스마트폰은 휴대폰 단말기를 기초로 무선 인터넷 기능과 컴퓨팅 기능을 보강한 정

보기기를 지칭함.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관심 고조, 기

술적, 마케팅적 문제의 해결, IMT-2000 단말기로서의 응용 가능성 등으로 그 시장성

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 고정형 IA는 PC보다 간편한 인터넷 접속이 특징이며, 향후 홈 네트워킹 응용

기기로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음. 간편하고 저렴하게 인터넷

에 접속하기 원하는 주부, 중장년층과 PC 외에 추가적으로 인터넷 접속 수단

을 갖길 원하는 소비자 계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음. 

○ 고정형 IA 시장에서는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인터넷 게임기,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백색가전 등 기존의 가전 제품에 인터넷 기능을 부가한 제품군이 사용자 편

의성과 친숙성을 강점으로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음. 

○ 고정형 IA의 대표 주자인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는 컴퓨터 대신 TV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기로, 방송, 통신 융합의 디지털 TV 시대로 가

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종래의 비디오 게임기에 DVD 등 첨단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접목시킨 인터넷 게

임기는 대중성과 간편성 등을 장점으로 장래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인터넷 활용에 

있어 중요한 접속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IA는 구형 x86 컴퓨터 수준의 낮은 성능과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음. 그
러나 기술 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조만간 현재의 PC에 맞먹는 성
능과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작고 저렴한 IA가 등장하게 될 것임. 

○ 기기 측면에서 IA는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기기의 초기적 형태로서, 정보통신 및 가

전 기기가 단독 형태에서 네트워크 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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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기능 융합화 경향에 힘입어 개별 IA 제품간의 구별이 사

라지면서 복합 멀티미디어 기기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임. 그러나 이러한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3~5년 정도는 현재의 제품 컨셉을 중심으로 시

장이 형성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IA 시장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IA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IA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양한 제품군 출시 등으로 현재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2003년에는 세계 PC 시장의 1/3 이상의 규모로 커질 전망임. 

○ Dataquest에 따르면 IA 기기 시장은 2000년 2,078만대, 50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 3

억9,000만대, 91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83%의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개별 제품군들은 고유한 시장 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IA 시장 전체의 주도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PC와 직접적 경합 관계에 있
는 고정형 IA 제품보다는, 휴대성이라는 독특한 사용자 효용을 창출하는 휴대

형 IA 제품들이 더 유망한 시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별 제품군 중에서는 컴퓨팅 기능과 통신 기능을 겸비한 PDA와 스마트폰,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저렴한 인터넷 TV 셋탑 박스와 인터넷 게임기가 유망할 것

으로 예상됨. 

■ 특히 휴대형 IA 시장에서 PDA와 스마트폰은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제품 컨셉 측면에서는 넓은 디스플레이와 다기능성을 
가진 PDA가 유리하나, 사용자 기반과 업계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스마트

폰이 우세함. 

○ 최근 무선인터넷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PDA와 스마트폰의 통합 움직임이 보이고 있

음. 장기적으로는 통합 휴대형 IA가 대세가 되겠지만, 기능 복합화는 제품 크기 대

형화와 가격 상승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통합 휴대형 IA는 시장 창

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IA 산업은 컴퓨터 산업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짐. 즉 부품 및 소프

트웨어 공급자보다 최종제품 제조자의 위상이 높고 완제품 자체의 제품 특성

이 중요함. 또한 컴퓨터 산업에 비해 유통 채널이 다양하며, 복합 수익모델이 
가능함. 

○ 복합 수익모델이란 하드웨어 판매 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인터넷 서비

스 제공, 인터넷 광고 유치, 전자상거래 알선 등으로 수익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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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함. 

■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IA 제조기업의 전략 역시 컴퓨터 제조기업과는 차
별적인 형태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 IA 제조업체들은 먼저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잠재 니즈를 현실 수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트리거 팩터(trigger factor)를 찾

아야 할 것임. 

○ 또한 시장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 컨셉을 발굴하여, 이를 제품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완제품의 시장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임. 나아가 IA 시장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등

장하고 있는 복합 수익모델을 활용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국내에서도 I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기업들이 IA 시장에 참여하면서, 
PDA,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국내 시장은 규모가 작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일반 소비자 시장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IA 제조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당분간 기업 시장

과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IA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세계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

로 작은 유망 분야임.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IA 제조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

인 관계로 영업 및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따라서 IA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또한 요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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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터넷 정보기기(IA)의 개념과 특징 

1. 차세대 컴퓨팅 기기 IA의 부상 

IA의 개념 및 특징  

■ 인터넷의 대중화, 도시유목민(nomad)적 생활방식의 일반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 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해, 인터넷에 저렴

하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기기(IA : Internet Appliance)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Compaq, Gateway, Sony, Philips, Microsoft, Nokia 등 컴퓨터 및 정보통신 산업의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IA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음. 

○ 2000년 가을 라스베이거스 컴덱스는 컴퓨터 박람회라기 보다는 IA 박람회라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IA들이 출시되어, IA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 IA는 90년대 후반 경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신종 제품군이기 때문

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 및 정의, 범위 설정, 분류 방법이 제시되고 있
어 개념 이해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명칭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Internet Appliance, Information Appliance, 
Internet-enabled device, Web Appliance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인터넷 정보기기 외에 인터넷 정보단말, 인터넷 접속기기, 인터넷 정보가

전 등 여러가지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정보기기

(Internet Appliance)의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함. 

○ Information Appliance는 일반적으로 Internet Appliance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됨. 그러나 Internet 

Appliance가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기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해, 

Information Appliance는 DVD, MP3P(MP3 Player), DVR(Digital Video Recorder) 등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지 않는 디지털 기기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인터넷 정보단말’과 ‘인터넷 접속기기’는 개념상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강조하지만, Internet Appliance의 자체 컴퓨팅 능력이 폄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가전’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정보통신, 가

전 산업의 융합 형태로서 IA가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전 제품적 특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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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는 단점이 있음. 

■ IA의 개념 또한 관점 및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

에서는 IA의 특징과 일반적인 용례를 감안하여 ‘인터넷 접속기능을 제공하

고,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특정 용도에 특화된 non-PC형 정보기기’로 
정의함. 

○ 따라서 DVD, MP3P, DVR 등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디지털 제품군은 IA로 분

류하지 않으며, NC(Network Computer)나 Legacy-free PC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신개념의 

PC 역시 일반적인 범용 PC와는 차이가 있지만 IA에 포함시키지 않음. 

○ 참고로 시장조사기관 IDC에서는 IA를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소비자 중심적인 인터

넷 접속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소비자 가전 제품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eTForecasts는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여, 하나 또는 몇몇의 유사 기능에 특화된, 저렴하고 사

용하기 쉬운 기기”로 설명하고 있음. 

■ IA의 특징은 정의에서처럼 ¬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  경제성과 편리성 
® 특정 용도에 특화  ̄non-PC형 정보기기라는 점에 있음. 

■ IA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임. 
넓은 의미에서 어떤 형태의 일상 가전 제품이라도 인터넷 기능의 결합을 통
해 새로운 사용자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모두 IA로 불리울 수 있음. 

○ 현재 인터넷 단말기나 이메일 단말기 등 인터넷 접속이 주 기능인 IA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인터넷 TV, 인터넷 게임기 등 기존의 가전 및 정보통신 제품에 인터넷 기능을 접목시킨 

형태(add-on IA)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음. 

○ PC가 일반적인 Web 환경을 제공한다면, IA에서 구현되는 인터넷은 PC와는 다른 형태를 보

임. IA는 기기별로 디스플레이, CPU, 저장용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컨텐츠 업체와의 

제휴에 의해 기기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함. 예를 들어 PDA나 

스마트폰에서의 무선 인터넷은 화려한 그림이나 동영상 없이 주로 문자 위주로 구성됨. 

■ IA의 두번째 특징은 경제성과 편리성에 있음. IA는 대부분 100~400 달러 수
준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어 PC에 비해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남.  

○ PC가 구입 및 유지 비용이 크고, 조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IA는 구입비용이 저렴하

고, 가전제품처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음. 나아가 PDA나 스마트폰 같은 휴대형 I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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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IA의 주요 제품군 

주요 IA 제품군 개 념 주요 공급업체 (및 제품) 
PDA 

 

개인정보관리와 컴퓨팅 기능이 주기능으로 인터

넷 접속 기능이 부가된 휴대용 컴퓨팅 기기 

Palm (Palm III, V, VII) ,  
Compaq (Pocket iPaq) 
Casio (Cassiopeia E-115, 150) 
Psion (Psion III, V, Revo)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를 기초로 무선 음성 통신 기능 외

에 무선 인터넷 기능과 컴퓨팅 기능을 보강한 정

보기기 

Nokia (Communicator 9000) 
Ericsson (R380) 
Qualcomm (pdQ) 

LG전자 (LGi 3000) 

웹 패드 

 

인터넷 접속을 주기능으로 10인치 정도의 LCD 

스크린, 스피커, 내장 모뎀 등을 갖춘 노트북 크기

의 정보기기 

Cyrix (WebPad 200) 
Fujitsu (Stylus1200) 
Cu bit (WebPad)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컴퓨터 대신 TV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인터넷 서

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용 기기 

Philips (Web TV) 
SONY (Int-150,250) 

인터넷 게임기 

 

종래의 비디오 게임기에 DVD 등 첨단 기능과 인

터넷 기능을 접목시킨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 

Sega (Dreamcast 64) 
SONY (Playstation 2) 
Microsoft (X-Box) 
Nintendo (Gamecube) 

인터넷 스크린 폰 

 

VoIP 방식의 인터넷 폰 서비스를 하드웨어화하여 

무료 인터넷 전화, 인터넷 검색, 이메일 송수신이 

가능한 전화기 

Infogear (iPhone) 
Alcatel (Web-touch) 

인터넷 단말기 

 

웹 브라우징, 이메일 송수신, 간단한 워드 프로세

싱을 할 수 있는 저렴한 탁상용 기기 

NetPliance (i-Opener) 
Intel (DotStation) 

이메일 단말기 

 

웹 브라우징 기능 없이 단순히 이메일 서비스 기

능만을 제공하는 간단한 탁상용 또는 휴대용 기

기 

Landel Telecom (MailBug) 
Cidco (MailStation) 

인터넷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기존의 백색 가전

에 인터넷 기능을 부가하여 인터넷 접속 뿐만 아

니라 지능적(intelligent) 기능 수행을 도모하는 제

품군 

GE, Whirlpool,LG,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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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가벼울 뿐더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동성까지 갖추고 

있음. 

■ IA의 세번째 특징은 개별 제품들이 기능, 성능, 외형 면에서 통신, 엔터테인

먼트, 단순 컴퓨팅 등 특정 용도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PDA는 이동 컴퓨팅 기능, 스마트폰은 음성통신 기능, 인터넷 TV는 디지털 

방송에의 대응, 인터넷 게임기는 엔터테인먼트 용도의 인터넷 기능에 각각 특화되어 있

음. 

○ PC가 범용 기기로서 필요에 따라 업무, 개인정보관리, 음악감상, 게임, 인터넷 등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IA는 사전에 의도된 특정 용도에 맞추어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듬. 

○ 그러나 최근 들어 기술 발전과 제품간 경쟁 심화로 인해 기능 복합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어, 본래의 주 기능 외에 부수적인 기능도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퓨젼 제품들

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IA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종래의 PC 아키텍쳐

와는 차별적인 구조와 성능을 갖는 non-PC형 정보기기라는 특징을 가짐.  

○ PC는 부품간 호환성 유지를 위해 일정한 산업 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외관 및 

디자인, 구조와 성능 측면에서 제품간에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IA는 제품군별로 형태와 

디자인이 다양하며, 구조와 성능 역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현재 다양한 IA들이 개발, 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IA로는 PDA, 스마트

폰, 웹 패드, 인터넷 TV,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게임기, 인터넷 단말기, 
이메일 단말기 등을 들 수 있음.  

IA의 분류  

■ IA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군 구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

나, 타겟 니즈와 대상 고객층을 기준으로 IA 제품군을 분류한다면, 웹 접속

기기, 통신기기, 엔터테인먼트 기기, 단순 컴퓨팅 기기, 특수목적 기기 등 크
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웹 접속기기는 인터넷 접속의 간편성을 강점으로, 인터넷은 사용하고 싶지만 PC 사용에 어

려움을 느끼는 주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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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통신기기는 휴대 편리성을 강점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확인, 증권 시세 파악 등을 

위해 출장 및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맨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

음.  

○ 엔터테인먼트 기기는 멀티미디어 플레이 기능과 쌍방향성(interactivity)을 강점으로 동영상, 

MP3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쌍방향 TV 프로그램, 네트워크 게임 등 참여형 엔터테인먼트

를 즐기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단순 컴퓨팅 기기는 저렴성과 간편성을 강점으로 일정 관리나 데이터 입출력, 인터넷 접속 

등 PC의 일부 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특수목적 기기는 가정, 주방, 차량, 의료 등 특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제작

된 기기를 말함. 최근 보험외판, 재고관리, 군사 부문 등 세분화된 시장을 목표로 생산되고 

있는 응용기기(VAD : Vertical Applicaction Device)가 여기에 속함. 

<표 I-2> 타겟 니즈 및 고객 대상층을 기준으로 한 IA 분류 

구 분 타겟 니즈 대표 제품군 

인터넷 접속 기기 간편한 인터넷 접속  인터넷 TV, 웹 패드, 인터넷 단말기 

휴대용 통신기기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휴대폰 , 스마트폰, 인터넷  

스크린 폰  

엔터테인먼트 기기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인터넷 게임기, 

 인터넷 쥬크박스, 인터넷 e-Book 

단순 컴퓨팅 기기 저렴하고 간편한 컴퓨팅  인터넷 PDA, 핸디 터미널 

특수목적 기기 특화된 산업적 용도 
 차량용 IA, 학습용 IA , 주방용 IA,  

의료용 IA  

■ 과거 IA는 이처럼 기본 기능 및 타겟 니즈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큰 어려

움이 없었음.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이 복합 기능을 갖춘 기기를 원하고, 다
양한 퓨전(fusion) 제품들이 개발되어 IA 제품군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

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능별 분류의 유용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 복합 IA 제품의 예로는 Mp3 플레이어 기능이 부가된 스마트 폰,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갖

춘 PDA, 화상전화가 가능한 인터넷 TV 등을 들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휴대 편의성을 기준삼아 휴대형 IA(Handheld or Mobile IA)와 
고정형 IA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은 기술 과제 및 시장 포지셔

닝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함. 

○ 휴대형 IA는 경박단소(輕薄短小)가 특징으로, 휴대 및 이동이 간편하여 모바일 컴퓨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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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고정형 IA는 TV, 비디오 게임기, 전화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 기기에 인터넷 기능이 부가된 형태임. 

○ 휴대형 IA는 모바일 컴퓨팅, 무선 인터넷을 지향점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성 확보를 위해 

소형화, 경량화, 배터리 사용시간 증대 등이 중요한 기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시장 포지

셔닝에 있어서도 주로 실외에서 컴퓨팅이 필요한 비즈니스 맨 계층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

고 있음. 

○ 고정형 IA는 단순히 간편한 인터넷 접속 뿐만 아니라 향후 홈 네트워킹으로의 응용 가능성

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 편의성, 가격 경쟁력, 네트워킹 확장성의 

제고가 중요한 기술 과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은 사용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

로 유선 인터넷 방식이 채택되고 있음.  

<표 I-3> 휴대 및 이동 편의성에 의한 IA 분류 

구 분 휴대형 IA 고정형 IA 

특 징 
소형,경량형 기기로 휴대 및 이동이 용이함 

주로 무선 인터넷 방식 활용 

중,대형 기기로 휴대 및 이동이 번거로움. 

주로 유선 인터넷 방식 활용 

대 표 
제품군 

PDA, 스마트폰 , 웹 패드, 쌍방향 호출기 등 
인터넷 TV, 인터넷 게임기,  

인터넷스크린폰, 인터넷 단말기 등 

인터넷 
접속방식 

이동성 확보 위해 

주로 무선 인터넷 방식 활용 

사용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로 유선 인터넷 방식 활용 

지향점 모바일 컴퓨팅, 무선 인터넷 홈 네트워킹, 브로드밴드 인터넷 

기술적 
과 제 

소형화, 경량화, 저렴화, 

배터리 사용시간 증대 등 

사용자 편의성, 가격 경쟁력,  

광대역 서비스에의 대응, 

네트워킹 확장성의 증대 등 

시 장 
포지셔닝 

외출 및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 맨 계층 

일정관리 등 간단한 컴퓨팅을 위해 비싼 노트

북 대신 저렴한 대용 기기를 원하는 경제적 소

비자 계층 

간편하고 저렴한 인터넷 접속을 원하는 주부, 

중장년층  

PC 외에 추가적으로 인터넷 접속 수단을 갖길 

원하는 가정 

IA의 부상 이유 

■ IA가 최근 차세대 컴퓨팅 기기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수요, 기술, 공급 측
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 니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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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보다 쉽고 저렴한 컴퓨팅 기기를 원하는 잠재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PC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높은 구매비용 및 유지비용, 사용자 편의성 부족, 휴대성 부족 등

은 원천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PC는 이러한 신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듬. 

○ IA는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므로, 기존의 PC 사용자 뿐만 아니라 PC에 관심이 없는 계층, 

PC 사용법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 인터넷은 사용하고 싶지만 PC의 비싼 가격 때문

에 고민하는 계층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음.  

○ PDA, 스마트폰 등 휴대형 IA의 경우 이동성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사용자 효

용을 창출할 수 있음. 

■ 기술 측면에서는 IA의 기반 기술인 컴퓨터, 가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PC의 기능 중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IA를 보다 작고, 가볍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IA는 컴퓨터, 가전, 정보통신 산업간 융합(Convergence)의 핵심 영역이며, IA 발전의 동인 또

한 컴퓨터, 가전,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기반 기술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SOC(System On a Chip) 기술은 종래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모뎀 등 기능별로 분화된 부품에서 수행되었던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술로, 향후 IA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참여 기업들이 기존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려는 차원에서 
IA 산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임. 

○ PC 선도기업들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IA로 확대하여 점차 포화되어가는 PC 시장에서 돌파

구를 마련하고, 성장성 높은 IA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음. 가전 업체들 역시 기존의 가전 

제품에 인터넷과 컴퓨터 기능을 접목하여 IA 제품으로 신규 출시함으로써, 기존 가전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가전제품 대체 수요를 진작하고자 함. 

○ 소프트웨어, PC 부품, ISP, 네트워크 사업자 등 PC 관련 전후방 산업 참가자들 역시 모바일 

인터넷과 IA의 부상을 새로운 시장 기회로 보고, 차후 본격화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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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A와 PC plus 시대의 도래 

■ PC는 그 특성상 기술수명주기가 짧고, 사용자들의 개별적 수요에 일일히 대
응할 수 없음. 또한 부품간 호환성 유지를 위해 일정한 산업 표준 규격을 따
르며, 확장성 확보를 위해 본체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져야 함.  

○ 이 때문에 기존의 PC에서는 잦은 교체비용 발생과 높은 유지비용, 조작 및 사용상의 어려

움, 투박한 디자인, 이동성 부족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이같은 문제점들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극복하기 힘든 원천적 문제임.  

○ NC(Network Computer)나 Legacy-free PC가 기존 PC의 형태를 유지하며 PC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는 시도라면, IA는 PC의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폼 팩터(form factor)를 통해 그동안 누

적되어온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문제는 PC 미구매 계층 중 상당수가 컴퓨터 사용목적이 단순하고 PC 가격

에 부담을 느끼며, IA를 PC의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임. 이
들은 IA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PC 대신 IA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이 경우 IA 매출 증가는 곧 PC 시장의 상당한 잠식을 의미하게 됨. 이 때문에 일부 PC 산

업 참여자들은 IA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PC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음. 

■ 흔히 Post PC 논쟁이라 불리우는 논란은 이러한 위기감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음. Post PC는 사전적 의미로 ‘현재의 PC 이후의 컴퓨터’를 뜻하고, 일반적

으로는 기존의 박스형 IBM 호환 PC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컴퓨팅 
기기인 IA를 지칭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용어임. 

■ Post PC 논쟁은 Post PC 제품군, 즉 IA 제품군이 컴퓨팅 환경에 미칠 파급 효
과와 PC의 장래에 관한 것으로, 한편에서는 IA가 PC를 전면대체할 것이라

는 ‘Post PC론’과 다른 한편에서는 IA가 PC의 보완적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

라는 ‘PC plus 론’이 맞서고 있음. 

○ Post PC론의 지지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간단한 컴퓨팅까

지 수행할 수 있는 IA가 이동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한 PC를 대신하여 인터넷 접속의 

주 창구로 부상하면서, 고정형 컴퓨터인 데스크탑과 노트북 위주의 PC 시대가 종결될 것이

라고 주장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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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plus론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non-PC 컴퓨팅 기기들이 등장하겠지만, 향후 PC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저렴해져서 IA가 PC를 대체하기보다는 PC에 IA 제품들이 부가(plus)되는 

‘PC plus’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 

■ 다양한 IA가 선보인 2000년 가을 컴덱스에서도 Post PC 논쟁이 다시 재개되

었음. IA 산업 관계자들과 다수의 언론 미디어들은 IA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하며 Post PC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음. 반면 Microsoft나 Dell 등 PC 산업

의 기존 강자들은 시장의 절대적 규모 차이를 강조하며 “PC는 아직 건재하

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음. 

○ IA와 관련된 신기술 및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IA 산업의 성장세가 PC 산업을 크게 앞지

르고 있기 때문에, IA가 PC를 대체한다는 Post PC론의 주장이 마치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음. 

○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IA는 PC와 약한 대체관계 내지는 보완적 관계로 자

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IA가 인터넷 접속에 있어 PC의 대체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특정 용도에 특화된 IA의 본질상 IA는 PC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없음. 

○ 따라서 개별 IA 만으로는 PC처럼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고, PC 역시 

끊임없이 발전하며 컴퓨팅 환경과 사용자 니즈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IA가 PC

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미래의 컴퓨팅 환경 역시 PC가 사라진 Post PC시대라기보다는 PC와 IA가 공
존하는 PC plus 시대 또는 PC extended 시대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여
기에서 PC extended란 IA 및 다양한 기타 주변기기의 사용을 통해 PC의 기
능성이 확장된다는 의미임. 

○ PC plus론의 지지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PC 사용자가 PC 기반의 컴퓨팅 환경 하에서 개별적

인 니즈에 부합되는 IA들을 선택하여 최소 단위의 네트워크인 PAN(Personal Area Network)을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때 PC는 PAN의 중핵기로서 자료 저장, 

IA간 자료 중개 등 개인 서버(personal server)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IA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PC 시장의 잠식 우려 역시 다소 과장된 반응일 수 
있음. IA의 사용자 확대는 기존의 PC 매출의 일부분을 잠식하겠지만 그 정
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수익성 악화 기로의 PC 산업

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즉 IA는 PC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PC 업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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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이 높은 IA 부문으로 제품 계열을 확대시킴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 또한 자

료 호환의 용이성을 강점으로 특정 IA와 PC를 패키지 상품화하거나 기업 대상 솔루션을 제

공함으로써 수익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음. 

○ PC의 주요 부품인 CPU, 평판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메모리 등은 IA에도 동일하게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PC 하드웨어 부품 업체들에게도 IA는 시장 확대의 기회임.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업체 또한 IA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PC용 컨텐츠를 IA용으로 전환하는 과

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임. 

■ 한편 IA는 산업간 융합 경향을 견인하면서 컴퓨터 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

신, 가전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신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
상됨. 

○ IA는 PC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90년대 후반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컴퓨터, 

정보통신, 가전 산업간 융합 현상의 산물이자 최전선이라 말할 수 있음. IA는 컴퓨터의 컴퓨

팅 기능, 정보통신의 데이터 통신 및 인터넷 기능, 가전의 사용자 편의성을 일체화하고 있

어, IA는 기존의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와는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전통적 가전 업체들 역시 그동안 가전산업에서 축적해온 소비자 지향적인 기술력을 바탕으

로 신개념의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통신 및 미디어 업체에

서도 연계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을 통해 시장 확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I. 휴대형 IA 

1. 휴대형 IA의 개념 및 특징 

■ 휴대형 IA (Mobile, Handheld IA)는 휴대 및 이동이 용이한 경박단소(輕薄短小)
형 IA 제품군을 의미함. 즉 크기가 작고 가벼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무선 인터넷 접속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한 IA 제품군을 말함. 

○ 즉 인터넷 접속 기능이라는 IA의 기본 특성에 휴대의 편의성을 추가적인 강점으로 갖춘 제

품군임. 

○ 휴대형 IA는 휴대의 간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핸드핼드 기기, 휴대용 정보단말 

등으로 불리기도 함. 또한 모바일 컴퓨팅과 무선 인터넷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측

면에서 모바일 컴퓨팅 기기, 무선 인터넷 단말기 등으로도 지칭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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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휴대형 IA로는 PDA, 스마트폰 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웹 패드, 쌍
방향 호출기 등 틈새시장을 노리는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여 현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임. 

<표 II-1> 휴대형 IA의 주요 제품군 

휴대형 IA 
주요 제품군 

개 념 주요 공급업체 (및 제품) 

PDA 
개인정보관리를 주기능으로 컴퓨팅 기능과 인터

넷 접속 기능이 부가된 휴대용 컴퓨팅 기기 

Palm (Palm III, V, VII) ,  
Compaq (iPaq) 
Casio (Casiopeia E-115, 150) 
Psion (Psion III, Revo)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를 기초로 무선 음성 통신 기능 
외에 무선 인터넷 기능과 컴퓨팅 기능을 보강한 
정보기기 

Nokia (Communicator 9000) 
Ericsson (R380) 
Qualcomm (pdQ) 
LG전자 (LGi 3000) 

웹 패드 
인터넷 접속을 주기능으로 10인치 정도의 LCD 
스크린, 스피커, 내장 모뎀 등을 갖춘 노트북 크

기의 정보기기 

Cyrix (WebPad 200) 
Fujitsu (Stylus1200) 
Cu bit (WebPad) 

쌍방향  
호출기 

키패드와 4~5라인의 스크린이 부가되어 메시지 
및 메일의 송수신이 가능한 호출기 

RIM (Blackberry) 
Motorola (T900) 
Glenyare (AccessLink II) 

■ 휴대형 IA가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바일 컴퓨팅과 무선 인
터넷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관심 증대에 있음. 

○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원격근무 형태의 확산, 신속한 업무처리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업무 

및 생활 환경 자체가 이동지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컴퓨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대되어 왔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과 무선 이

동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본격적인 무선 인터넷 시대가 열렸음. 무선 인터넷과 결

합을 통해 모바일 컴퓨팅은 개인일정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함축

하게 되었음. 

○ 모바일 컴퓨팅 시장은 과거 노트북이 주도해왔으나, 정보통신 및 IA 관련 기술의 발달로 

기기의 고성능화, 소형화, 경량화, 저렴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컴퓨팅 시장의 차세

대 주자로 휴대형 IA가 부상하고 있음 

■ 최근 휴대용 IA 기기의 고성능화, 소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적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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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또한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예를 들어 PDA는 휴대용 컴퓨팅 기기에

서 출발하여 데이터/음성 통신 기능이 부가되고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단말

기에서 출발하여 컴퓨팅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PDA와 스마트폰의 통합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Visor PDA와 Qualcomm의 pdQ 스마트폰

을 들 수 있음. PDA 신생업체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핸드스프링은 2000년 10월 자사의 

Visor PDA에 부착시켜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GSM 방식 모듈을 발표하였음. 한편 미

국의 퀄컴은 핸드폰에 Palm PDA를 아예 내장시켜버린 pdQ 스마트폰을 98년 출시한 바 있

음. 

○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능 복합화 시도는 가격 상승 문제와 제품 크기의 대형화 문제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시장 창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 무선 휴대용 단말기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크기, 모양, 기능 면에서 이

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형태의 유사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의 성능 복합화 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업체, 정보통

신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간에 전략적 제휴 또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음. 

■ 현재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휴대형 IA가 지닌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휴대

형 IA를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 전자상거래(m-Commerce), 무선 인트라넷 시
스템, 무선 물류 시스템, 무선 CRM (Consumer Relation Manaagement) 구축 등 
다양한 산업적 응용 방안이 개발되고 있음. 

○ 의료, 보험, 제조, 군사 등 특수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특화 솔루션 응용 기기, 즉 VAD 

(Vertical Application Device)로의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 PDA 

개념 및 특징 

■ 최근 모바일 컴퓨팅의 핵심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관리(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를 주 기능으로 워드프로세싱, 파일 입출력 등 간단한 컴퓨팅 기능과 인터넷 
접속 기능이 부가된 소형의 휴대용 컴퓨팅 기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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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또는 장지갑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도 간단한 컴퓨팅이 가능함. 

예를 들어 Palm V는 크기가 119 x 81 x 17 mm에 무게가 163 g에 불과함. 

○ 간단한 워드프로세싱과 스프레드쉬트 작성이 가능하며, PC와의 데이터 교환이 자유로움. 특

히 OS로 WinCE를 채택한 PDA는 MS Office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이 높고, 멀티미디어 기능

이 뛰어나 최근 각광을 받고 있음. 

■ PDA는 많은 형태의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Handheld Companion, 
Handheld Device, Palm-Size PC, Handheld PC, Companion Notebook, Palm 
Companion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함. 

■ PC의 완벽한 대용수단은 될 수 없지만, 전자수첩의 휴대성과 노트북의 강력

하고 다양한 컴퓨팅 기능을 동시에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반

으로 PDA는 점차 그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음. 

○ PDA는 저장 용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스타일러스 펜 또는 자판 입력, 나아가 PC와의 

자료 동기화(data synchronizing) 방식을 채택하여 자료 입력이 용이하며, PC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및 파일이 구성되어 있어 PC와의 호환성이 풍부함. 

○ PDA는 가격이 노트북의 1/4~1/5 수준으로 저렴하며, 순간 On-Off가 가능하고, 배터리 수명

이 2일~2달에 이르며, 무게가 가벼워 걸어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음. 

<표 II-2> 전자수첩, 노트북, PDA의 비교 

 전자수첩 노트북 PC PDA 

주요 
용도 

- 개인정보관리(PIMs) 
- 컴퓨팅 
- 유무선 인터넷 접속 

-  PIMs 및 Computing  
- 무선 인터넷 접속 

크기 - 명함 정도 크기 - A4 크기 - 손바닥 크기 

무게 - 5~10mm 정도 두께 - 15~30mm 정도 두께 - 10mm~20mm 정도 두께 

장점 
- 휴대가 간편 
- Instant On/Off 
- 긴 배터리 수명 

- 데스크탑 PC에 비해  
 휴대 및 이동이 용이 
- 인터넷 접속 가능 
- 데스크탑 PC 수준의  
 컴퓨팅 기능 

- 휴대가 간편 
- 컴퓨팅, 인터넷 접속 기능 
- 상대적으로 저렴 
- 짧은 부팅시간 
- 긴 배터리 수명 

단점 

- 자료입력이 불편 
- 자료 저장 용량이 작음 
- 기능이 단순함 
- 자료백업이 지원되지  

않아 데이터 손실 위험

이 큼 

- 고가격 
- 긴 부팅시간  
- 짧은 배터리 수명 
- 휴대상의 불편함 
 

-  PC에 비해 인터넷 접속 
  이 다소 번거로움.  
- 인지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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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의 분류 역시 조사기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운영 OS, 데이터 입력 방식, 본체 크기 등에서 PPC(Palm-sized PC)와 
HPC(Handheld PC)로 구분함. 

○ HPC는 주로 WinCE를 OS로 장착하고, 640 x 240 사이즈의 액정 화면에 키패드를 갖춘 PDA

를 의미함. 그러나 최근 PPC 계열에서도 WinCE를 장착한 PDA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이러

한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명칭 역시 PDA로 통칭하는 경향임. 

<표 II-3> PPC와 HPC의 비교 

 PPC HPC 

 

    

데이터 입력 
방식 

스타일러스 펜 입력 
(터치스크린 방식 및 필기체 인식) 

키패드 이용 입력 
스타일러스 펜 입력  
(터치스크린 방식 및 필기체 인식) 

화면 크기 240 x 320 pixels 이상 640 x240 pixels 이상 

본체 크기 지갑 크기 장지갑 크기 

운영 OS Palm OS, WinCE, 제작사 자체 OS WinCE 또는 자체 OS 

대표 제품 

3Com의 Palm series 
IBM의 Workpad Series 
Casio의 Cassiopeia 
HP의 Jornada  
Compaq의 Pocket iPaq 

HP의 200LX,  
Psion의 Series III, V 
Sharp의 H/PC Pro  
 
 

■ PDA는 80년대부터 제기된 ‘간편하게 휴대가능한 컴퓨터’라는 제품 개념에

서 출발하였으며,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를 통해 오늘날의 형태에 도달했음. 

○ 최초의 PDA는 1984년 영국 Psion사가 출시한 Organizer이며, 1993년 미국 Apple에서 출시한 

Newton Message Pad는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PDA 시대를 개막하였으나, 지나

친 고가격 고기능 전략으로 인해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함. 

○ Newton은 최초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갖추고, 필기체 인식 및 터치 스크린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이메일, 팩스 기능을 내장하여 PDA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Newton의 등장을 시작으로 흔히 1세대 PDA라 불리우는 다양한 PDA 제품

들이 시장에 등장했으나, 시장 형성에는 실패함. 대표적인 1세대 PDA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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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의 Expert Pad, Casio의 Zoomer, AT&T의 Personal Communicator 등을 들 
수 있음. 

○ 1세대 PDA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로는 기능에 비해 비싼 가격, 휴대성이 떨어

지는 큰 부피와 무게, 기대와 달리 미약한 통신기능, 필기체 인식기능의 빈번한 오작동, 이

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1세대 PDA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HP, IBM, Sharp 등을 중심으로 후속모델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졌음. HP의 OmniGo 100, Sony의 MagicLink, IBM의 Simon, 
Sharp의 Zaurus 등이 대표적이며, 이 제품들은 흔히 2세대 PDA로 구분됨.  

○ 2세대 PDA는 소형 경량화, 필기체 인식 기능 개선, 사용자 지향적 인터페이스 강화, 팩스 

및 이메일 송수신, 온라인 접속 등 통신기능의 강화, PC와의 자료공유 기능 향상 등의 측면

에서 1세대보다 진일보하였음. 

○ 그러나 2세대 PDA 역시 차세대 PDA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비싼 가격, 기능상의 미

비점, 기기간 호환성 부족 등의 약점 때문에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음. 

■ 1996년 미국의 Palm Computing에서 출시한 Palm 시리즈는 작은 크기와 단순

성,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크게 끌어 본격적인 PDA 대중화의 시
발점이 되었음. Palm 계열의 최초 제품인 Palm Pilot은 18개월만에 100만대 판
매라는 돌풍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PDA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렸음. 

○ Palm 시리즈는 자판 제거를 통한 소형화, 크래들(Craddle)을 이용한 PC와의 손쉬운 데이터 

공유(Hot Sync 기능),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입력 방식, 저렴한 가격 등으로 세계 PDA 시

장의 50% 이상을 장악하여 PPC 계열 PDA의 사실상 표준이 되었음. 

■ 1997년 Palm의 성공에 자극받은 MS는 PDA 전용 OS인 WinCE를 출시함. 
WinCE 계열 HPC는 칼라 디스플레이와 멀티미디어 기능, MS Windows 프로

그램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나, Palm 계열 PDA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함. 

■ Palm과 WinCE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PDA 제품군을 3세
대 PDA로 분류할 수 있음. 대표적인 3세대 PDA로는 Palm Computing의 Palm 
시리즈, HP의 LX 시리즈, Casio의 Cassiopeia 시리즈 등이 있음. 

○ 3세대 PDA는 표준운영체제의 개발, PC와의 완벽한 호환성 제시, 무선 네트워크 접속기능 

강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성 확보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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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PDA의 진화과정 

1세 대 PDA

3세 대 PDA

2세 대 PDA

미 래 의 PDA

멀 티 미 디 어 기 능 강 화

무 선 인 터 넷 기 능 강 화

- 전 자 수 첩 기 능 , 간 단 한 컴 퓨 팅 기 능
- 필 기 체 인 식 및 터 치 스 크 린 기 술 도 입

개 인 정 보 관 리 (PIMs) 기 기 로 출 발

- 소 형 경 량 화 , 필 기 체 인 식 기 능 개 선 , 사 용 자 인 터 페 이 스 강 화
- 팩 스 및 이 메 일 송 수 신 , 온 라 인 접 속 등 통 신 기 능 의 강 화

인 터 넷 정 보 기 기 로 서 의 가 능 성 제 시

- 표 준 운 영 체 제 의 개 발 , PC와 의 완 벽 한 호 환 성 , 무 선 네 트 워 크 기 능 강 화
- PDA 대 중 화 의 주 역 인 Palm의 성 공 비 결 은 단 순 성 과 저 렴 성

PDA의 대 중 화

-컴 퓨 터 , 통 신 기 기 , 정 보 가 전 기 기 의 역 할 동 시 수 행

휴 대 용 통 합 멀 티 미 디 어 단 말 기

 

시장 현황 및 전망 

■ 98년 이후 기술 측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과 데이터 호환기능 강화, 
수요 측면에서 인터넷 사용자 확대와 모바일 컴퓨팅 수요 증가, 공급 측면에

서 다수 제조업체의 신규 시장 참여, PDA 가격 인하, 다양한 상용 애플리케

이션의 출시 등으로 인해 PDA시장이 점점 가열되고 있음. 

○ Dataquest에 따르면 1995년 125만대의 PDA가 출시된 이래 1999년까지 세계 PDA 시장은 연

평균 40.4%의 고속성장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2004년에는 2,814만대 규모

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HPC 형태의 PDA는 뛰어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하지 못한 반면, 
PPC 형태의 PDA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였음. 이후에도 PPC가 시장의 사
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한편 HPC는 노트북의 대용품으

로 PDA를 사용하는 소수 매니아 계층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 PPC 형태의 성공 원인은 소비자들이 기능성보다는 휴대의 간편성과 가격의 저렴성, OS의 

상대적 안정성, 필기체 입력 방식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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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세계 PDA 시장 전망 

(단위:만대)

기타

HPC

PPC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99
487

699

1,030

1,489

2,051

2,815

14.2
15.7

20.9

27.4

36.0

47.6

62.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단위:억 달러)

 
자료 : Dataquest, 2000                          자료 : Dataquest, 2000 

■ PDA 시장에서의 플랫폼 경쟁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Palm OS 계열의 제품이 
70%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WinCE 
계열 PDA 제품군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으며, EPOC 및 기타 OS가 소규모 
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 

○ MS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PDA 시장을 공략하고자 2000년 들어 WinCE 3.0을 출시하

고, Compaq, Casio, HP 등 선도 기업들과 연합하여 Pocket iPaq(Compaq), Jordana 540(HP), 

Casiopeia E-115(Casio) 등 다양한 WinCE PDA 제품군을 선보임. 

<그림 II-3> 99년 세계 PDA 주요 운영체제 점유율 

Palm OS
73%

WinCE
19%

EPOC 32
5%

기타
3%

 
                 

자료 : Dataque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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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m OS와 WinCE간의 OS 경쟁은 단순히 플랫폼 경쟁을 넘어서 PDA의 미
래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 

○ Palm OS 진영은 PDA를 PC의 보조도구로서 생각하고 단순성과 저렴성, 안정성 강화를 강조

하고 있음. 반면, WinCE 진영은 PDA를 휴대성이 강조된 PC의 진화 형태로 보고, 멀티미디

어 기능의 강화와 원래 PC 운영체제인 Windows OS를 PDA로 완벽하게 이식하는데 주력하

고 있음. 

■ 향후 시장내 경쟁 양상은 Palm 계열 PDA의 수성, WinCE 계열 PDA의 약진, 
EPOC 및 기타 계열의 퇴조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PDA는 기기의 성능 뿐만 아니라 응용 애플리케이션 S/W의 풍부함과 기기의 저렴성이 소

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됨. 따라서 이미 많은 사용자와 응용 S/W를 확보하고 가

격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Palm OS 계열 PDA는 향후 WinCE 계열의 공세에도 불구

하고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WinCE 계열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격경쟁력 문제, 상대적 성능 저하 문

제, 애플리케이션 부족 문제, 컬러 LCD로 인한 과도한 전력 소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Palm OS와 WinCE의 대립은 PDA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즉 Palm OS 계열에서는 PDA의 제한된 성능과 디스플

레이 환경을 감안하여 문자 위주로 인터넷을 구현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반
면, WinCE 계열에서는 PC에서의 인터넷 환경을 PDA에서도 동일하게 구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Palm OS 계열에서는 PDA의 디스플레이에 특화되어 문자 위주로 구성된 인터넷 사이트

(예 : AvantGo.com)나 이메일 서비스(예 : Palm.net) 에 핸드폰 또는 무선모뎀을 사용하여 접속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됨. 이 방식을 채용한 대표적인 PDA로는 Palm VII가 있음. 

○ 한편 WinCE 계열 PDA에서는 무선 모뎀 또는 무선 인터넷 모듈을 장착하여 무선 인터넷에 

특화된 사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가능한 PDA 시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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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개념 및 특징 

■ 스마트폰(Smart Phone)은 휴대폰 단말기를 기초로 인터넷 접속, e-메일, 웹 브
라우징, 메시징 등 무선 인터넷 기능과 음성 녹음, 주소록 관리, 일정 관리, 
메모, 컴퓨터와의 동기화 등 컴퓨팅 기능을 보강한 정보기기임. 

○ 일반 휴대폰과 비교했을 때 키패드, 터치스크린, 넓은 디스플레이 창 등 외형적 차별성 외

에도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특징으로 가지는 고급 이동통신기기임. 

■ PDA가 PIMs 및 컴퓨팅 기능의 강점을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 기능을 추가하

고 있다면, 스마트폰은 음성 통신 및 무선 인터넷 기능의 강점을 기반으로 
PDA의 컴퓨팅 기능에 접근해가는 형태임. 

○ PDA와 스마트폰은 궁극적으로 융합되겠지만, 당분간은 기술적, 시장적 문제 때문에 차별화

된 형태로 나갈 것으로 예상됨. 

■ IA로서 스마트폰이 갖는 최대의 강점은 강력한 잠재적 수요 기반에 있음. 
즉 2000년 7월 현재 국내 2,700만명, 일본 6,000만명, 미국 8,600만명에 달하

는 거대한 휴대폰 사용자 집단은 가격 인하, 무선 인터넷 붐 조성 등 적절한 
유인(incentive)이 제공될 경우 기존의 휴대폰 단말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기로서 스마트폰은 2세대 및 2.5세대 단말기와 3세대 IMT-2000 
단말기를 연계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음.  

○ 휴대폰은 1세대 아날로그 방식(FDMA) 단말기를 거쳐 2세대 디지털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

속(CDMA), 시분할다중접속(TDMA), GSM 등의 디지털 단말기로 발전해왔고, 이후 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개인휴대통신(PCS)이 도입되면서 2.5세대 PCS 단말기가 도입되었음.  

○ 2세대 및 2.5세대 휴대폰이 음성 통신과 문자 서비스, 단순 데이터 송수신 등만이 가능한 

반면, 스마트폰은 인터넷 기능과 컴퓨팅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 향후 음성, 데이터, 영상을 

포괄하는 IMT-2000 (CDMA2000 및 W-CDMA) 단말기는 스마트폰의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 

<그림 II-4> 무선통신서비스의 발전과 스마트폰 

3세 대
I M T-2000

2세 대 (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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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M A  방 식 기 준

W -C D M A
2000 
K b p s

통 신 방 식
음 성 통 신 음 성 통 신

데 이 터 통 신

음 성 통 신

데 이 터 통 신
화 상 서 비 스

스 마 트 폰

음 성 , 데 이 터 통 신 ,
이 메 일 및 인 터 넷 접 속 ,  

컴 퓨 팅 기 능

이 동 통 신 단 말

보 급 형 단 말

음 성 , 데 이 터 통 신
기 능 위 주

 

■ 스마트폰은 기능 및 성능을 기준으로 보급형 인터넷 브라우저 폰과 고급형 
스마트폰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보급형 인터넷 브라우저 폰이 일반 휴대폰에 
간단한 무선 인터넷 접속 기능만을 덧붙였다면, 고급형 스마트폰은 10라인 
이상의 넓은 화면, 터치스크린, 키패드, PIMs와 웹 브라우저 등 차별적인 특
징을 갖고 있음. 

○ 인터넷 브라우저 폰 형태의 스마트폰으로는 Nokia 7110, Ericsson R320, Alcatec One touch Phone, 

LG i-plus 등이 있고, 고급형 스마트폰으로는 Nokia 9100 Communicator, Ericsson R3800, Kyosera 

pdQ, LG i-3000, 삼성 SCH-M1000 등이 있음. 

○ 주요 고급형 스마트폰의 사양과 특징은 <표 II-4>와 같음.  

■ 스마트폰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ME(Micro Explorer) 방식 등 무
선 인터넷 구현 방식에 의해서도 분류가 가능함. Nokia, Ericsson, Motorola 등 
스마트폰 제조가 가능한 선진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WAP 
진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스마트폰 역시 WAP 방식의 제품

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WAP은 Motorola, Ericsson 및 Nokia의 주도 하에 160여개 관련 업체가 결성한 WAP forum에

서 제안된 무선 인터넷 구현 방식으로 관련 업체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 ME는 Microsoft 측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HTML과의 친화성에 근거한 폭넓은 컨텐츠 기반

이 강점이며, 근래 이와 유사한 방식인 NTT Docomo의 i-Mode 성공에 힘입어 WAP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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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고급형 스마트폰 주요 제품 비교 

 Nokia 9000i Nokia 9110 Ericsson R380 

OS GEOS  GEOS EPOC OS 

크기 175 x 65 x 38 mm 158 x 56 x 27 mm 130 x 50x 26 mm 

무게 397 g 253 g 164 g 

디스플레이 640 x 200 pixel 640 x 200 pixel 360 x120 pixel 

무선인터넷 9,600 bps 14,400 bps 14,400 bps 

입력방식 키패드 키패드 다이얼패드, 터치스크린 

특징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이
메일, 팩스 송수신 기능, 
문자 위주 인터넷 문서 
열람 기능, 일정관리, 전
화번호부 기능을 갖춤  

9000i의 개선판으로 PC
와 동기화 기능 제공, 
Excel, Word 등 컴퓨터 
주요 프로그램과 데이터 
호환 가능 

Symbian의 EPOC OS를 
최초로 탑재한 스마트폰 

 
Qualcomm pdQ Motorola StarTac Phone 

Clip-On Organizer LG전자 LGi 3000 

OS Palm OS REX (자체 OS) 자체 OS 

크기 157 x 67 x 35 mm 103 x 48 x 22 mm 135 x 2.2 x1.0 inch 

무게 285 g 175 g (스타택 휴대폰 포함) 184 g 

디스플레이 160 x 129 pixel 240 x136 pixel 160 x 40 pixel 

무선 인터넷 14,400 bps 14,400 bps 14,400 bps 

입력방식 
다이얼패드,터치스크린, 
문자인식창 

터치스크린, 
문자인식창 

다이얼패드, 터치스크린, 
버츄얼 키패드 

특징 
Palm OS 탑재로 PDA인 
Palm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Motorola의 휴대폰 Star 
tac의 후면에 부착 사용

하는 add-on 타입의 액

세서리로 PDA 기능을 
제공함. 

MS outlook과 파일 공유

가 가능하며, 미국의 이

동통신서비스업체 Sprint
와 공급 계약을 맺음. 

시장 현황 및 전망 

■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7년 출시된 Nokia의 9000i임. Nokia 9000i는 혁신적인 
디자인, 간편한 이메일 송수신 기능, 다양한 PIMs 및 컴퓨팅 기능으로 주목

을 받았으나, 높은 가격과 시장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장 창출에

는 실패함. 

■ 이후 Alcatel이 Sharp와 공동으로 JAVA OS를 이용한 One Touch 계열의 제품

을 출시하고, Qualcomm은 Palm PDA를 스마트폰에 내장시킨 pdQ를 선보였음. 
또한 Ericsson은 1999년 Symbian EPOC플랫폼에 기반한 R380을 출시하는 등 
세계 선진 휴대폰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말기가 개발, 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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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 역시 스마트폰 개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LG전자이 

UP(Unwired Planet)의 브라우저와 음성인식기능을 갖춘 LGi-2000, 3000을 출시하였고, 삼성전

자 역시 SPH-M1000을 출시하였음. 

■ 선진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에

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창출은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음.  

○ 디스플레이 크기의 제한, 자료 입력 방식의 불편함, 저장 용량의 한계, 느린 전송 속도 등 

기술적 문제와 높은 가격, 시장 인지도 부족 등 마케팅상의 문제가 겹쳐 스마트폰은 예상했

던 것처럼 쉽게 대중화되지는 못했음.  

■ 그러나 최근 무선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술적 문제점들도 일정 
수준 해결되고,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무선 인터넷 시대의 차세대 
단말기로 스마트폰이 주목받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인 ARC group에 따르면, 세계 무선인터넷 사용자는 1999년 
3,170만명에서 2004년 7억 5,20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배 가까운 성장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무선가입자 비중 역시 1999년 7%에서 금년 12%로 증가하고, 2001년부터는 20% 이

상의 고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5>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및 무선인터넷 사용자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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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RC group, 2000 

■ 이에 따라 이동통신기기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기능 복합 이동

통신 기기인 스마트폰의 수요 역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

고 있음. 예측치는 일반적으로 보급형 인터넷 브라우저 폰을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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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기관 오범(Ovum)은 2004년까지 전세계의 무선기기 매출이 현재의 2배 수준인 670

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2000년말 2,100만명에서 2005년에는 2억명 

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시장조사기관 IGI group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세계 출하대수는 2002년 1억7,500만대，

2003년 3억3,000만대로 성장하여 2003년 세계 이동전화 예상 가입자 10억명 중 1/3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고급형 스마트폰의 경우 대중화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특히 과거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 기기 크기, 
사용상의 복잡함 등의 문제로 시장 창출에 실패했던 여러 선례들을 비추어

볼 때, 고급형 스마트폰은 시장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에

서부터 철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기타 휴대형 IA  

■ 기타 휴대형 IA로는 쌍방향 호출기, 웹 패드 등이 있고, 앞으로도 e-Book, 
MP3 플레이어, 디지털 캠코더 등 기존의 휴대용 전자제품에 인터넷 또는 무
선 네트워킹 기능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휴대형 IA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

로 전망됨. 

■ 쌍방향 호출기(two-way pager)는 키패드와 4~5라인의 조금 넓은 스크린을 갖
춘 호출기로 메시지 또는 메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낼 수도 있음. 
쌍방향 호출기는 별도의 인터넷 접속 없이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간단하여 정보 송수신이 저렴하고 신속하

다는 장점이 있음. 

○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RIM의 Blackberry, Motorola의 T900 , Glenyare의 AccessLink II 등이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PDA나 노트북과 IrDA를 통한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여 무선모뎀의 간이 

대용품으로 활용되기도 함.  

○ 송신자 뿐만 아니라 수신자도 전화요금을 함께 부담하는 미국의 이동통신 과금 체계의 특

성상, 북미 지역에서는 삐삐와 핸드폰을 겸용하는 사람들이 많음. 쌍방향 호출기는 주로 이

들을 중심으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음. 

■ 웹 패드(Web Pad, Web Tablet)는 인터넷 접속을 주기능으로 10인치 정도의 
LCD 스크린, 내장 스피커, 내장 모뎀 등을 갖춘 노트북 크기의 정보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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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 최근 Microsoft가 웹패드 형식의 Tablet PC를 차세대 PC의 제품 컨셉으

로 소개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현재의 웹패드는 제조비용 감소, 제품크기 소형화를 위해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CD-Rom 등 저장 장치는 제공되지 않음. 문자입력 

역시 터치스크린 방식 또는 무선 키보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가정용, 휴대용, 산업용, 교육용 등 응용범위가 넓어 ACER, Cubit, Fujitsu, National 

Semiconductor, Intel 등 많은 IA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제품 개발 및 필드 테스팅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상용화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차적으로 유선 인터넷 접속 방식에 근거한 가정용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시장이 활

성화되면 무선 인터넷 방식과 e-book 기술을 접목시킨 고가의 휴대용 제품들도 점차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III. 고정형 IA 

1. 고정형 IA의 개념 및 특징 

■ 고정형 IA는 인터넷 접속 기능과 간단한 컴퓨팅 기능이 부가된 탁상용, 고
정형의 디지털 가전제품군을 의미함.  

○ 현재 다양한 고정형 IA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인터넷 

게임기,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단말기 등 기존의 가전 제품에 인터넷 기능을 부가한 제

품군이 사용자 편의성과 친숙성을 강점으로 시장 형성에 성공하고 있음. 

■ 고정형 IA는 PC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부, 고령자 등 인터넷 소외층과 
간단한 인터넷 기능 및 워드 프로세싱 기능 정도만을 활용하는데 값비싼 PC
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PC 미구매 계층, PC 이외에 추가적인 인터넷 접속 
수단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주 대상고객으로 삼고 있음. 

○ 현재 상용화된 고정형 IA의 경우 주로 유선 인터넷 방식으로 이메일 송수신과 인터넷 자료 

검색, 인터넷 쇼핑, 홈뱅킹 정도의 기능이 제공됨.  

○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VOD(Video on Demand),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 대용량 멀

티미디어 서비스와 네트워크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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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고정형 IA의 주요 제품군 

 개 념 주요 제조업체 (및 제품)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컴퓨터 대신 TV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정형 기기 

Philips (Web TV) 
SONY (Int-150,250) 

인터넷  
게임기 

종래의 비디오 게임기에 DVD 등 첨단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접목시킨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 

Sega (Dreamcast 64) 
SONY (Playstation 2) 
Microsoft (X-Box) 
Nintendo (Gamecube) 

인터넷 
스크린 폰 

VoIP 방식의 인터넷 폰 서비스를 하드웨어화한  
전화기로 무료 인터넷 전화, 인터넷 검색,  
이메일 기능을 제공. 

Infogear (iPhone) 
Alcatel (Web-touch) 

인터넷  
단말기 

웹 브라우징, 이메일 송수신, 간단한 워드 프로

세싱을 할 수 있는 저렴한 탁상용 기기 
NetPliance(i-Opener) 
Intel (DotStation) 

이메일  
단말기 

웹 브라우징 기능 없이 단순히 이메일 송수신  
기능만을 제공하는 간단한 탁상용 기기 

Landel Telecom (MailBug) 
Cidco(MailStation) 

■ 고정형 IA는 PC와 직접적인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종 제품의 시장 포
지셔닝에 자칫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소비자들이 PC의 특성에 익
숙해져 있기 때문에, PC와의 차별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하는 개별 IA 
제품들이 시장 수요를 촉발시키는데 자칫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때문에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많은 IA 제품들은 제품의 시장진입 가격을 획기적인 수준

으로 낮추어 시장 수요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제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에

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형 IA 산업에서는 다양한 수익원천과 사업모델의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2.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개념 및 특징 

■ 인터넷 TV는 컴퓨터 대신 TV를 디스플레이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Net TV, Web TV, interactive TV 
등으로 불리우기도 함. 

■ 인터넷 접속 기기로서 TV가 주목받는 이유는 압도적인 보급률과 시스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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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상의 상대적 저렴성, 제한적이지만 편리성이 뛰어난 인터넷 접속, 쌍방향

(interactive) 디지털 방송 시대의 대응, TV를 통한 전자상거래(T-Commerce)의 
잠재력 등에 있음. 

○ TV는 전세계적으로 90% 이상의 가정이 한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가전 

제품임. 게다가 최근의 인터넷 TV 시스템은 기존의 TV에 셋탑 박스만 추가하면 되므로, 비

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짐.  

○ 주부, 중노년층들은 실질구매력은 크지만 PC에 잘 적응하지 못해 그동안 인터넷 전자상거

래에서 소외되어왔음. T-Commerce란 사용하기 어려운 PC 대신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TV를 통해 이들을 인터넷으로 유도하여, 인터넷 쇼핑, 경매, 증권, 예약, 교육 등 수익성높

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자상거래 개념임. 

■ 인터넷 TV의 기본 구성요소는 TV와 인터넷 접속 모듈, 무선 키보드, 무선 
리모콘 등이며 인터넷 접속 모듈의 내장 여부에 따라 크게 내장형(일체형)과 
외장형(셋탑박스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내장형은 출고시부터 TV수상기에 인터넷 접속 모듈을 내장한 형태이고, 외장형은 기존의 

TV 수상기에 인터넷 셋탑박스를 추가하여 연결하는 형태임. 

■ 초기에는 내장형 TV 형태로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내장형 TV의 경우 업그

레이드가 불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인터넷 기술에 대응하기 힘들고, 가
격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음. 

○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셋탑박스 형태로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다시금 인터넷 TV 시

장이 재조명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셋탑 박스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지금

도 내장형 TV 제품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기능에 비해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 TV 셋탑박스는 디지털 변조 기능에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네비

게이션 기능이 부가된 장치임. 디지털 변조란 디지털TV 셋탑박스의 기본 기
능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TV에서도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기능임. 

○ 셋탑박스는 원래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등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TV에서 시청할 수 있

도록 변환시켜 주는 방송수신 장치를 의미함.  

○ 최근 디지털 셋탑박스는 디지털 변조 기능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기

능, 가정내 정보단말 연결기능 등으로 다양한 응용이 시도되고 있음. 인터넷 접속 기능 역

시 디지털 셋탑박스의 다양한 응용 분야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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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TV 셋탑박스는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모뎀형 셋탑박스(일반 전화

선 환경), 케이블TV형 셋탑박스(Cable TV 환경), 위성TV형 셋탑박스(위성방

송 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케이블 TV와 위성 TV는 고속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및 그림 위주의 인

터넷에서 본격적인 쌍방향 멀티미디어 인터넷 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WebTV, AOLTV 등 모뎀형 셋탑박스에 기초한 인터넷 TV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동

영상, 음악 등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고속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에 힘입어 케이

블 TV형 셋탑박스나 위성형 TV 셋탑박스의 상용화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6월 Microsoft, 가전업체인 Thompson, 위성TV서비스업체인 DirecTV는 위성방송 인터

넷 TV서비스를 위한 연합 결성을 발표한 바 있음. 

■ 인터넷 TV는 H/W 뿐만 아니라, OS, 응용 프로그램 등의 S/W, 안정적인 인터

넷 서비스, 풍부한 컨텐츠 등이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상품임. 따라서 H/W 업체, S/W업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 컨텐츠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제휴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인터넷 TV 시장에서는 하드웨어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월정액 인터넷 서비스 사

용료, 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익, TV 기반 온라인 배너 광고료 등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도

모하는 사업모델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T-Commerce의 진전에 따라 향후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배너 광

고료 수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III-1> 인터넷 TV의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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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상 거 래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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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 TV의 기술발전은 인터넷 서핑보다는 인터캐스트(intercast) 방식



28 

과 유사한 쌍방향 TV 프로그램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쌍방향 TV 
프로그램 기술은 향후 디지털 방송 시대에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기술의 성격을 가짐. 

○ 인터캐스트란 1995년 Intel이 개발한 기술상표임. 원래는 인터넷과 브로드캐스트의 결합, 즉 

PC로 TV를 시청하고 동시에 방송국에서 디지털신호로 보내는 각종 부가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이 방식을 이용한 TV 방송 자체를 인터캐스트라 부름. 

시장 현황 및 전망 

■ 인터넷 TV는 1996년 WebTV Network사의 등장과 함께 상용화되었음. 인터넷 
TV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본 Microsoft사는 1997년 4월 WebTV사를 인수하여 
2000년 6월말 현재 130만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TV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Microsoft사는 WebTV 전용의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드웨어인 셋탑박스는 제휴업

체인 SONY와 Philips가 생산, 판매하고 있음. 

■ ISP업체인 AOL사 또한 Time-Warner의 케이블TV망과 컨텐츠를 강점으로 금
년 6월 인터넷 TV 시장에 진출하였고, 미국 1,2위의 통신사업자인 TCI, 
AT&T 등의 업체도 자사의 케이블 TV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TV 사업을 추
진중에 있음. 

<표 III-2> 미국내 주요 인터넷 TV 서비스 현황 

 WebTV AOLTV 

추진기업 WebTV (MS 자회사) AOL 

셋탑박스 
Philips Web TV (200~250 달러) 
SONY Int-150,250 (100~200 달러) 

Philips Web TV (가격 동일) 
Hughes Electronics Direct TV (가격 미정) 

서비스 
이용료 

월 21.95~24.95 달러 
월 21.95 달러 
(AOL 가입자는 14.95 달러로 할인) 

제공 서비스 

모뎀 통한 인터넷 접속 
이메일, 채팅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정보검색, 선호채널 바로가기 
PIP기능(picture-in-picture)  
쌍방향 TV 프로그램 등 

모뎀 통한 인터넷 접속 
이메일, AOL instant messager, 채팅 기능 
선호 TV 채널 등록 기능 
미성년자 유해 TV 프로그램 시청 제한 
기능 
온라인 쇼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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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에서는 SONY와 Philips가 우위를 점하고 있
으며, 이외 Thompson, Mitsubisi등 유수의 가전 업체들 역시 인터넷 TV 셋탑

박스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Intel 또한 Nokia사와의 제휴 아래 Linux를 
OS로 채용한 차세대 셋탑박스를 개발 중에 있음 

<표 III-3> 인터넷 TV 셋탑박스 주요 생산업체 및 제품 사양 

공급업체 제품명 사양 

 WebTV Classic 33.6Kbps 모뎀, 2MB SGRAM 
Philips 

 WebTV Plus 56Kbps 모뎀, 1.1GB 하드디스크, 8MB SDRAM, 167MHz 
RISC CPU 

 Int-W150 56Kbps 모뎀, 148 MHz MIPS CPU, 16- bit stereo 사운드,  
16 MB RAM, 2 MB ROM, 8 MB Flash Memory 

SONY 
Electronics 

 Int-W250 
56Kbps 모뎀, 167 MHz MIPS CPU,16- bit stereo 사운드,  
16 MB RAM, 2 MB ROM, 8 MB Flash Memory,  
스테레오 TV 수신기 

■ 시장조사기관 IDC는 세계 인터넷 TV 시장규모가 1999년 610만대 수준에서 
2002년 1,930만대를 정점으로 2003년 1,87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

고 있음. 

○ 2002년 이후 출하대수는 다소 정체될 전망인데, 이는 인터넷 TV가 디지털 방송 시대로 가

는 과도기적 제품이기 때문임. 즉 2003년 이후 인터넷 TV 기능을 갖춘 보급형 디지털 TV

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인터넷 TV 매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림 III-2> 세계 인터넷 TV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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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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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D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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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TV의 전망이 장기적으로 다소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형 
기업들이 인터넷 TV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인터넷 TV 자체의 시장성보다

는 디지털 방송 및 양방향 방송의 전초전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인터넷 TV에 대해 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인터넷 화면의 가독성, 컨텐츠 부족, 쌍

방향성의 부족 등임. 인터넷 TV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해결하여, 디지털 TV 시대에 진정

한 양방향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짐. 

○ 참여 기업들은 현재 인터넷 TV 시장에서의 기술 및 시장 경험이 차후 본격적인 디지털 미

디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인터넷 TV는 미래 방송, 통신 융합의 정보가전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에서 “인터넷 TV”보다 “양방향

(interactive) TV”라는 용어가 더 비중있게 사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3. 인터넷 게임기 

개념 및 특징 

■ 인터넷 게임기(Internet Game Console)란 슈퍼 패미콤, 메가 드라이브 등 종래

의 비디오 게임기에 DVD 등 첨단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추가로 접목시킨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를 의미함. 

○ 비디오 게임기란 TV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활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게임 전

용 장치로, 최신형 컴퓨터를 능가하는 뛰어난 그래픽 처리 능력, 방대한 전용 게임 라이브

러리, 막강한 시장보급률과 대중성을 강점으로 가짐. 

○ 인터넷 게임기는 DVD를 이용한 영화 감상, 오락실 수준의 3차원 가상현실 게임, e-mail 및 

인터넷 서핑 등이 가능함. 대표적인 인터넷 게임기로는 SONY의 Playstation 2, Sega의 

Dreamcast와 2001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Nintendo의 Gamecube, Microsoft의 X-Box가 있음. 

■ 인터넷 게임기가 기존의 비디오 게임기와는 달리 인터넷 정보기기로 분류되

는 이유는 DVD 등 첨단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엔터테인먼트 
용도의 복합 쌍방향 미디어로서 상업적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임. 

○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 목적은 업무용 정보 검색보다는 여가 활용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 착

안하여 참여 기업들은 인터넷 게임기를 엔터테인먼트 용도에 특화된 가정용 인터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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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있음.  

○ 최근 SONY는 Playstation 2 전용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공개하였음.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Ethernet 카드가 장착된 하드 디스크는 Playstation 2가 게임기를 넘어서 미래의 홈 네

트워킹 환경에서 중핵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인터넷 정보기기로서 인터넷 게임기가 갖는 강점은 게임기 자체의 수요기반

이 크고, 하드웨어적 성능이 뛰어나며,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수요 
증대로 게임기 관련 사업 전체의 비즈니스 전망이 밝다는 점에 있음. 

○ Dataquest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9년 현재 PC 가정 보급률이 32%인데 반해 게임

기 보급률이 36%로 게임기가 PC보다 더 많이 보급되어 있음. 미국에서도 비디오 게임기는 

30% 이상의 가정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게임기 수요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출시 이후 3개월만에 200만대 판매를 돌파한 SONY의 Playstation 2의 경우 128비트, 300MHz

의 고성능 CPU, DVD 플레이어, 초당 1000만 폴리곤(Polygon : 3차원 그래픽의 기본 단위) 구

현능력, USB 단자 등 동시대 최고의 첨단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음. 

○ ‘게임’이 검색엔진의 검색어 순위에서 10위 이상을 항상 차지할 정도로 인기있는 웹 컨텐츠

로 자리잡았으며, 음악, 비디오 등 게임 관련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게

임 포탈 인터넷 서비스는 상업적 잠재력이 대단한 것으로 평가됨. 

시장 현황 및 전망 

■ 게임기 시장은 1983년 Nintendo의 8 bit 게임기인 패미콤과 게임 S/W인 동키

콩, 마리오의 성공이 기폭제가 되어 활성화되었음. 게임기의 진화 단계는 
CPU 성능과 주변기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세대 비디오 게임기가 단순한 장난감에서 고부가가치의 전자제품으로 변신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면, 4세대 게임기는 인터넷 접속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해 인터넷 정보기기로의 새

로운 도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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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게임기 시장의 세대 교체 

세대 구분 CPU성능 주도기업 (및 제품) 특징 

1세대 
(1983~1993) 

8 bit 
16 bit 

Nintendo (Super Famicom) 
Sega (Mega Drive) 

-  CPU 장착으로 기능 향상 
- 게임소프트웨어의 다양화 
- 하드웨어 개발자, 게임 소프트웨 

어 개발자 (써드 파티)간 분업  
구조 정착 

2세대 
(1994~1996) 

32 bit Sega (Saturn) 
SONY (Playstation) 

-  CPU 성능 개선 
-  CD-Rom 장착으로 동영상, 3차원  

그래픽 구현 

3세대 
(1996~1998) 

32 bit 
64 bit 

Nintendo (Nintendo 64) 
SONY (Playstation) 
Sega (Sega Saturn Net Link) 

- 본격적인 3차원 그래픽 구현 
- 다양한 CD 매체 재생 기능 

4세대 
(1999 이후) 

64 bit 
128 bit 

Sega (Dreamcast 64) 
SONY (Playstation 2) 
Microsoft (X-Box) 
Nintendo (Gamecube) 

-  DVD 채용으로 멀티미디어  
단말기화  

- 인터넷 정보 기기로 변신  

■ 2000년 현재 세계 게임기 시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138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며, 2003년에는 24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 지역별로는 게임기의 종주국인 일본 시장이 가장 크며, 미국과 서유럽 시장 역시 견실한 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아시아 지역 시장은 대부분 비공식 경로를 통해 게임기가 거래되고, 

소프트웨어 역시 불법복제 사용률이 높아 정식 제품 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 

<그림 III-3> 세계 게임기 시장 전망 

110.6
130.3 138.7

155.6

185.7

245.4
(단위:억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본
서유럽
미국

 
자료 : Datamonito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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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 시장은 SONY, SEGA, Nintendo가 삼분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Microsoft가 X-Box 개발을 발표함으로써 4파전 양상이 예상되고 있음. 2001년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현재 예고되어 있는 차세대 가정용 게임기들 대부분이 
발매되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초의 인터넷 게임기, 즉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최초의 비디오 게임기는 
지난 1998년 11월 출시된 Sega의 Dreamcast로, 64 bit 게임엔진에 56Kbps 모뎀, 
초당 300만개의 폴리곤 구현 등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을 갖추어 1999년 말
까지 385만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음. 

■ 2000년 3월 발매된 SONY의 128 bit 게임기인 Playstation 2는 SONY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8월말까지 일본에서 400만대 이상이 팔렸고, SONY 측은 
2001년 3월까지 Playstation 2를 전세계에 1,000만대 이상 출하할 계획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Microsoft는 2001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인터넷 게임기 X-Box를 전략적 차
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X-Box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는 Microsoft의 게임기 시장 경험 부족, 게임 전용 소프트웨어 공급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X-Box는 600 MHz의 Pentium III CPU에 WinCE, 8GB의 하드 디스크, DVD, 인터넷 접속 장치 

등을 갖추어 하드웨어 스펙 상으로 현존하는 인터넷 게임기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음. 

○ Microsoft가 X-Box 개발을 강행하는 데에는 인터넷 게임기 시장에 대한 진출 뿐만 아니라 

게임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PC의 상대적 입지 약화와 MS독주 체제 붕괴의 위험

을 사전에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Yankee Group에 따르면 미국내 게임기 보급 가구가 1998년 말 
3,590만 가구에서 2003년 말에는 4,350만 가구로 증가하고, 이중 신형 인터넷 
게임기의 비중이 8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인터넷 게임기의 보급

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게임기 보유 가구 중 PC를 소유한 가구의 비율 역시 1998년 52%, 1999년 65%에서 2003년 

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가정내 인터넷 접속 창구의 다원화 경향을 반영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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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III-1 > 인터넷 게임기의 사업모델과 SONY의 전략 

인터넷 게임기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모델은 흔히 Razor-and-Blade 전략이

라 불리우고 있음. Razor-and-Blade 전략이란 질렛 면도기 회사가 내구재인 면도기 판매

보다는 소모품인 면도날 판매를 통해 더많은 수익을 창출하듯,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부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즉 고성능의 단말기를 저가에 공급하여 사용자 네트워크를 확대시킨 후, 전용 게임 타이

틀의 판매를 통해 단말기 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수익모델임. 

SONY는 게임기 시장에서의 고전적 수익모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 사업 및 디지

털 가전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형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인터넷 사업 부문에서는 2001년 서비스 개시 예정인 Playstation.com을 게임 및 관련 영

화, 음악 부문의 포탈 사이트로 등극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7,500만대가 넘게 보급된 Playstation의 폭넓은 사용자 네트워크를 

Playstation.com에 집중시켜 충성도 높은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Playstation H/W, S/W 뿐만 아니라 CD, DVD 등 인터넷 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거래하는 컨텐츠 전자상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임. 

또한 SONY는 Playstation 2 관련 기술을 세계 IA 및 디지털 가전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

김시켜, 이른바 ‘Playstation 산업’을 조성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있음. 

이미 2000년 6월 SONY는 Playstation 2 게임기의 부품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외부 전자업

체에 판매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이는 기술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로열티 수입을 통해 

조기에 투자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임. 

나아가 Playstation 관련 기술을 보급하여 게임 및 비게임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Intel

과 Microsoft 주도의 시장 구도를 붕괴시킴으로써, Playstation 기술을 기반으로 H/W 산업

을 재편하겠다는 SONY의 야심찬 차세대 시장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도 해석되어지고 있

음. 

 

4. 기타 고정형 IA 

■ 기타 고정형 IA로는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단말기, 이메일 단말기, 인터

넷 백색가전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전자제품에 인터넷 기능을 결합

시킨 고정형 IA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터넷 스크린 폰은 VoIP(Voice on Internet Protocol) 방식의 인터넷 폰 서비스

를 하드웨어화한 제품으로, 전화기에 8인치 정도 크기의 소형 스크린과 키
패드, 특수 기능 다이얼 등을 추가한 형태임. 

○ 인터넷 스크린 폰은 전화 자체가 지니는 사용자 친숙성과 통신기기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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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Infogear(2000년 5월 Cisco에 인수됨)의 

iPhone, Alcatel의 Web-touch 등이 있음. 

○ 인터넷 스크린 폰의 장점은 전화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 저렴하고 간편하

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화상전화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음. 

○ 수익원은 월정액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 인터넷 폰 수수료, 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수료, 온라

인 배너 광고료 등이며, 수익모델이 인터넷 TV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휴

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관계 유지가 요구됨.  

■ 인터넷 단말기(Internet Terminal)는 웹 브라우징, 이메일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탁상용 기기로 저렴한 가격에 간단한 인터넷 기능 및 워드 프로세싱 
기능 정도만을 원하는 가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임. 

○ CD-ROM, DVD, 플로피 드라이브 등의 주변 장치 없이 키보드, 10인치 정도의 소형 LCD 스

크린, 이메일 저장 장치 등 간단한 하드웨어로 구성되며, 가정용 기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유선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함. 

○ 내장 OS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PC에 비해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

기 때문에 게임, 동영상 재생 등 멀티미디어 기능은 취약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의 간편함 때문에 틈새 시장을 구축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터넷 단말기로는 NetPliance의 i-Opener와 Intel의 DotStation 등이 있으며, 시장진

입에 성공한 Netpliance사의 경우 299달러에 단말기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로 매

월 21.95달러를 받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일반적인 수익모델을 따르고 있음. 

■ 이메일 단말기(e-mail Terminal)는 웹 브라우징 기능 없이 단순히 이메일 서비

스 접속 기능만을 제공하는 간단한 탁상용 기기임. 8~10 라인 정도의 소형 
스크린에 키보드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구형 워드 프로세서와 유사한 외형

과 성능을 갖추고 있음. 하드웨어적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메일 송수신, 
간단한 워드프로세싱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 일반적으로 유선 인터넷 방식의 탁상용 기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JVC의 PocketMail, 

Sharp의 Telemail 등 무선 휴대용으로 제작되어 이동 및 출장이 잦은 샐러리맨들을 공략하는 

제품도 선보이고 있음.  

○ 대표적인 이메일 단말기로는 Landel Telecom의 MailBug, Cidco의 MailStation 등이 있으며, 

Landel사의 경우 99.95달러에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메일 서비스 사용료로 매월 9.95달러를 

받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모델을 취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기존의 가전기기에 인터넷 기능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 가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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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부족한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주문하는 냉장고, 바코드 인식을 통해 

해당상품의 최적 조리법을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 조리하는 전자 렌지, 원하는 곡을 인터

넷에서 다운받아 연주하는 쥬크 박스 등이 있음. 

○ 인터넷 백색 가전의 시장성은 높은 가격, 소비자 인지도 부족 때문에 다소 불투명하지만, 

미래 홈 네트워킹 시대의 기반 기술 확보 차원에서 Whirlpool, GE, Matsushida, LG 전자 등 세

계 주요 선도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임. 

 

IV. 유망 IA 제품군과 IA 시장 전략 

1. IA의 전망과 유망 제품군 

IA의 발전 전망 

■ IA 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은 컴퓨터, 정보통신, 가전 산업의 기술 발전을 뒤
쫓아가는 경향이 있음. IA는 이들 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PC, 정보통신, 가전 산업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신기

술들은 2005년경이면 IA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IA 제품들은 구형 x86 컴퓨터 수준의 낮은 성능과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음. 그러나 

조만간 현재의 PC에 맞먹는 성능 및 기능을 PC보다 작고 저렴한 기기 형태로 구현할 것임. 

<표 IV-1>는 현재 IA제품 중 고급 기종의 사양과 2005년 예상 사양을 비교한 것임. 

■ IA는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기기의 초기적 형태로 정보통신 및 가전 기기가 
단독 형태에서 네트워크 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기로 발전해 왔음. 디지털 기기는 장차 단

독형(stand-alone) 기기 형태에서 유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기기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가

능한 네트워크화 디지털 기기 형태로 발전할 것임. 나아가 네트워킹을 통해 지능적으로 기

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품 또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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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IA 부품 및 성능의 발전 전망 

휴대형 IA 고정형 IA 
 

2000 2005 2000 2005 

기능 

특정 기능 수행 -  
PIMs, 이메일,  
WAP기반 웹서핑 
멀티미디어 재생 

다기능 수행 - 
PIMs, 이메일, 웹서

핑, 스트리밍 멀티미

디어 

문자, 그림 위주 -  
이메일, 문자, 그림 
위주 엔터테인먼트 
 

멀티 미디어 위주 - 
이메일, 음악, 비디

오 기반 쌍방향 엔

터테인먼트 

MPU 
x86  
또는 RISC 방식 
150 MHz 

Pentium 이상  
또는 RISC 방식 
1 GHz 

x86  
또는 RISC 방식 
200 MHz 

Pentium 이상 
또는 RISC 방식 
2 GHz 

데이터 
전송  
속도 

19.2 Kbps 
무선 모뎀 
 

384 Kbps 
무선 모뎀 
 

56 Kbps  
PSTN, ISDN, ADSL 
케이블 모뎀 

5 Mbps 
xDSL, 케이블 모뎀 
위성 인터넷 모뎀 

디스 
플레이 

65K 칼라,  
 
320x240 

트루 칼라,  
 
640x400 

Color TV 또는  
자체 디스플레이 
640x400 

Color Flat HDTV또는 
자체 디스플레이 
1024x768 

메모리 16Mbytes 128Mbytes 32Mbytes 256Mbytes 

스토리지 스마트 카드 방식 
32Mbytes 

미니하드디스크  
방식 5GB 

최고6GB 하드디스

크 추가 가능 
최고 100GB 
추가 가능 

데이터 입 
출력 방식 

IrDA,  
Parallel 

Bluetooth, 
USB USB 

USB, HomeLAN, 
IEEE1394 

사용자 인 
터 페이스 

펜-터치스크린 
키패드 

펜-터치스크린 
키패드, 음성 

펜-터치스크린, 
키보드, 리모콘 

펜-터치스크린, 키보 
드, 리모콘, 음성 

컨텐츠 시 
연 방식 

마이크로 브라우저 
WAP 

일반 브라우저 
스피커 

자체 브라우저 
일반 브라우저 
음성 

자료 : eTForecasts , 2000 자료를 기초로 수정 

○ IA의 주된 특징인 인터넷 기능은 다양한 네트워킹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IA는 네트워크

화 디지털 기기의 초기적 형태라 말할 수 있음. 향후 Home RNF, IrDA, UPnP, JINI, HAVI 등 

기기간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일반화되면, 현재의 IA 형태를 바탕

으로 보다 진화한 네트워크화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IA의 발전과정은 기반 기술 발전, 관련 업계의 제휴 동향, 관련 인프라의 구
축 정도, 시장 니즈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태적 
과정임. 

○ 현재 개발된 IA 중 시장 니즈, 시장 환경, 업계 이해관계 등에 부합하지 못하여 도태되거

나 틈새시장으로 남는 제품군이 있는가 하면 (예 : 양방향 pager, 이메일 단말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지만 새롭게 부상하여 시장을 확대해가는 제품군도 있을 것임 (예 : 

웹 패드). 



38 

■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기능 융합화 경향으로 인해 개별 IA 제품간 구별

이 사라지고, 복합 기기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휴대형 IA 제품군은 고속 무선통신 환경에의 대응, 멀티미디어 기능의 강화, 기능 복합화 

및 제품군간 기능 수렴을 통해, 점차 휴대형 복합 멀티미디어 IA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

로 기대됨.  

○ 고정형 IA 제품군 역시 기기간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 신기능 부가 및 기능 복합화, 초고속 

광대역 통신 환경에의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킹 IA로 발전할 것

으로 예상됨. 

○ 미래의 복합 멀티미디어 IA는 시장내 주도적인 제품군의 제품 컨셉에 기반하여 기타 제품

군의 기능을 융합하는 형태가 될 것임. 그러나 복합 멀티미디어 IA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실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향후 3~5년 정도는 현재의 IA 형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IA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

한 경쟁이 IA 제품군간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그림 IV-1> IA의 발전 전망 

Networked DigitalStandalone DigitalStandalone Analog

전자수첩

단순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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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복합화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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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IA

휴
대
용
I
A

고
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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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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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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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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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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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의 시장 전망 

■ IA가 장기적으로 융합화된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현재의 제품 컨셉을 중심

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할 것임. IA 시장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IA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IA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양한 제품군 출시 
등으로 향후 1~2년내에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 각 시장조사기관들은 IA 시장에 대해 대부분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지

만, 각자 IA에 대한 정의와 분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망에 있
어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보급형 인터넷 브라우저 폰을 스마트폰으로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예측치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음.  

○ 보급형 인터넷 브라우저 폰을 제외할 경우, IA 하드웨어 시장은 1999년 1,100만대, 24억 달러 

수준에서 2004년경 8,900만대, 178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하여 연평균 33.5%의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IDC는 전망하고 있음. 

■ 보급형 인터넷 브라우저 폰을 포함할 경우 Dataquest에 따르면 IA 하드웨어 
시장은 2000년 2,078만대, 56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 3억9,000만대, 912억 달
러 규모로 연평균 283%의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eTForecasts는 2000년 85억 달러에서 2005년 733억 달러로 연평균 53.8%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는 금액 기준으로 PC 시장의 1/3~1/4에 해당하는 규모로 IA 

시장이 불과 1~2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 시장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고성장이 예

상되는 유망 시장임을 의미함.  

<그림 IV-2> IA 세계 시장 전망 

5 56
244

558

912

1,928
2,057

2,175 2,290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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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억 달 러 )

IA  시 장
P C  시 장

 
자료 : Dataquest,2000. ID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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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IA 관련시장 역시 Dataquest에 따르면 2003년 
2,693억 달러, 2004년 3,096억 달러, 2005년 3,6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IA 시장은 수량 기준으로는 PC 매출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됨. eTForecast는 PC 시장의 성장은 다소 정체되는 반면 IA 시장은 큰 폭
으로 성장하여, 2004년 세계 IA 시장의 출하대수가 2억2,900만대로 PC 출하

대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PC 성장세 둔화의 주 원인은 IA의 PC 시장 잠식 보다는 PC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IA 매출 증가로 인한 PC 매출 감소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며, 

IA 시장의 성장은 오히려 관련 부품 및 컨텐츠 수요 증가 등을 통해 PC 산업에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IV-3> 세계 PC 및 IA 출하대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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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tForecast,2000 

■ IA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금액이냐 수량이냐에 따라 다소 다
른 이유는 IA의 평균 가격대가 PC의 1/5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임.  

○ 이처럼 낮은 가격대는 생산원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IA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

고, IA 산업의 수익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 이 때문에 IA 산업내에서는 사업

모델의 다양화 및 새로운 수익원천의 발굴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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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IA와 PC 가격 비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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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ataquest, IDC 

■ 한편 IA 제품들이 전화기, 게임기, TV 등 인터넷 접속기능이 없는 기존 정보

통신기기들을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기존 가전제품 사용자들이 대
체구매시 인터넷 접속 기능의 제공 유무를 구매기준의 하나로 삼는 경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IA의 대중화와 함께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에 있어 PC 뿐만 아니라 다양

한 IA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인터넷 접속 창구 다원화 현상 또한 두드

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미국내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은 2000년 52.7%에서 2005년 

76.1%까지 증가하고, PC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인터넷 접속 수단을 갖춘 가구의 비율이 

2000년 4.2%에서 2005년에는 55.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IV-5> 미국 내 인터넷 접속 수단 보유 가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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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orrester Researc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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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의 유망 제품군 

■ IA 시장 전체가 고성장세를 지속한다 할지라도, 개별 제품군별 성장 추세와 
시장 규모는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됨. 개별 제품군의 성장성은 제품 특성, 
시장 니즈, 시장 환경, 업계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극단적으로는 현재 개발된 IA 중 도태되거나 틈새 시장으로 남는 제품군도 있을 것이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새롭게 부상하여 시장을 확대해가는 제품군도 있을 것임. 

○ 개별 제품군의 성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 특성과 시장 니즈일 것으로 판

단됨. 즉 제품 특성이 시장의 잠재 니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품군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

성이 높음. 

■ 시장 전체로는 고정형 IA보다 휴대형 IA가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고정

형 IA는 일반 데스크탑 PC와 직접적인 경합 관계가 있고, 소비자들이 PC의 
다양한 기능과 고성능에 익숙해져 있어, 개별 고정형 IA가 제공하는 제품 
컨셉이 쉽게 어필하기 힘든 위험성이 있음.  

○ 또한 400달러 수준의 저가형 PC가 등장하면서, 고정형 IA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저렴성 역

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임. 

■ 휴대형 IA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PDA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

로 예상되며, 고정형 IA 시장에서는 인터넷 TV와 인터넷 게임기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휴대형 IA 시장의 주 수요자 계층은 이동근무자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인터넷 접속과 간단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저렴한 기기’를 필요로 함. 휴대

형 IA 시장의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IA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제품 
특성은 휴대성, 통신 기능과 컴퓨팅 기능, 저렴성이라 말할 수 있음. 

○ 휴대형 IA 시장에서 각 제품군간에 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이유는 3가지 제품 특성이 

각각 상충 관계에 있고, 현재로서는 각 특성을 완벽하게 모두 충족시키는 휴대형 IA 제품이 

없기 때문임.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기능과 컴퓨팅 기능의 동시 구현임. 현재 PDA
와 고급형 스마트폰은 두 기능을 동시에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장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두 기기의 기능 융합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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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면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IV-6>에서 A영역은 현재 스마트폰의 영역으로 컴퓨팅 기능보다는 음성 통화 및 이

메일 접속 등 통신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주 수요 계층을 이루고 있음. C영역은 현재 

PDA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휴대폰의 미약한 컴퓨팅 기능을 PDA로 보완하려는 소비자

들이 주 수요 계층을 이루고 있음.  

○ 현재 컴퓨팅 기능과 통신 기능을 동시에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원하는 소비자 

니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진정한 휴대형 IA의 시장 영역은 B라고 말할 수 있으며, 최

근 활발한 기능 융합화 경향에 힘입어 제품 형태가 A, C영역에서 B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IV-6> 휴대형 IA 기기의 제품 포지셔닝 

컴퓨터 통신기기

고 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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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DA)     

A

D

노트북

서브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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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기능보다는
통신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집단

기기 하나로
컴퓨팅 기능과 통신 기능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집단

휴대폰의 미약한
컴퓨팅 기능을

PDA로 보완하려는
소비자 집단

휴

대

성

컴퓨팅 성능

기기 성격

(웹 패드)

(차세대 휴대형 IA)

(스마트폰)

 

■ 인터넷 기능을 강화한 PDA와 고급형 스마트폰은 향후 B영역에서 치열한 주
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제품 컨셉의 측면에서는 PDA가 상대적으

로 우위에 있으나, 시장 환경이나 업계 이해 관계를 고려할 경우, 보급형 인
터넷 브라우저 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이 훨씬 광범위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

로 전망됨. 

○ PDA가 시장 주도적인 제품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DA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

가가 뒷받침되어야 함. 한편 IMT-2000 시대에 스마트폰이 현재 휴대폰의 후속 기종으로 부

각되고, 이동통신회사의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경우, 기존의 이동통신 사용

자를 기반으로 시장을 급속히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큼. 

■ 최근 Microsoft에서 웹패드의 일종인 Tablet PC를 2000년 컴덱스에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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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웹패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웹패드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군으로서 상용화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웹패드는 PDA나 스마트폰보다 성능은 뛰어나겠지만, 휴대성, 가격, 배터리, 디스플레이 내

구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휴대용 IA로서 PDA와 스마트폰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웹패드는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PDA나 스마트폰과는 다른 영역의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전망됨. 그 위치는 <그림 IV-6>에서 D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웹패드는 

PDA나 스마트폰 보다는 기존의 노트북과 경합 관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고정형 IA 제품군은 상호 대체관계가 약하고, 각자 제공하는 사용자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컨셉상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드나, 
시장 환경과 제품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TV 및 셋탑 박스와 인터넷 
게임기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 TV 및 셋탑 박스는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나고, 정보 및 엔터테인먼

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키며,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수요 
기반을 넓힐 수 있음. 

■ 인터넷 게임기는 현재까지 구축된 사용자 기반이 넓고 사용자 편의성 면에

서 뛰어나지만,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이외의 일반 용도

로 확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IA라기보다는 게임기 용도로 꾸준히 시장을 확
대해 갈 것으로 전망됨.  

○ 하드웨어 공급자 측면에서 인터넷 게임기 시장은 이솝우화에서의 ‘신 포도’에 비유될 수 있

음. 시장 전망은 좋아 보이나, Sony, Sega 등 일본 기업들이 이미 확고한 과점 체제와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해버렸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임. 

■ 인터넷 스크린 폰의 주 기능은 화상통신과 인터넷 접속이나 두 기능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음.  

○ 화상통신 기능은 통화 상대방 역시 동일한 종류의 인터넷 스크린 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인터넷 접속 기능 역시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고 입출력 방식이 PC

와 유사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듬. 

■ 인터넷 단말기, 이메일 단말기는 PC의 기능 중 인터넷 기능만을 특화시켜 
가전기기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기능이 다른 IA에서도 제공되기 때
문에, 제품 특성만으로는 별다른 강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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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간편하고 저렴한 인터넷 접속 도구를 원하는 가정 및 기업수

요를 대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적으로 Dataquest, IDC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제품별로 구체적인 성
장추세와 시장규모, 제품의 시장 주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PDA, 스마트폰,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인터넷 게임기 
등이 유망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 <표 IV-2>은 IA제품군별 세계 시장에 대한 IDC의 전망임. 

<표 IV-2> IA 제품군별 세계 시장 전망 

출하대수(만대) 매출액 (억 달러)  

1999 2004 연평균성장률 
00-04* 

1999 2004 연평균성장률 
00-04**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610 1,780 6.2% 880 29.8 19.6% 

인터넷 스크린 폰 110 360 26.2% 272 6.1 20.6% 

인터넷 게임기 200 2,260 28.1% 218 23.3 23.3% 

이메일 단말기 10 460 70.6% 11 4.1 60.1% 

인터넷 단말기 0.6 650 124.2% 1 16.5 111.1% 

PDA, 스마트폰 170 3,320 77.4% 1,032 95.2 51.3% 

기 타 1 69 94.7% 12 3.5 63.7% 

합 계 1,100 8,900 33.5% 2,425 178.4 39.1% 
자료: IDC, 2000. 
*,** : 연평균 성장률은 2000 년에서 2004 년을 기준으로 함 

2. IA 제조기업의 제품 및 시장 전략 

■ IA 산업은 PC 산업과 비교할 때 크게 4가지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완제품 제조업자의 위상이 높음. PC 산업의 경우 완제품 기업들은 단순 조립회사에 

불과하며, OS를 장악한 Microsoft와 CPU를 장악한 Intel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는 경향이 있

음. 반면 IA 산업은 제품 형태도 다양하고 부품 및 OS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완제

품 제조업자 측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음. 

○ 둘째, 완제품 자체의 제품 특성이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임. PC의 경우 부품 및 OS의 선택

폭이 작기 때문에 완제품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음. 반면 IA는 폼 팩터와 제품 설계, 부품 

선택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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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유통 채널이 다양함. PC 산업에서의 전통적 유통 채널은 생산자, 도소매업체 등에 한

정되었음. 그러나 IA 산업은 이외에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프리 마케팅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짐. 

○ 넷째, 사업모델이 다양함. PC 산업의 전통적 사업모델은 PC 본체 판매를 통한 일회성 수익

모델이었음. 그러나 IA 산업에서는 IA 하드웨어 판매 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인터넷 광고 유치 등을 통한 복합 수익모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활용되고 있

음. 

■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IA 제조업체의 전략 역시 PC 제조업체의 전략

과는 차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됨. IA 제조업체의 제품 및 시장 전략에 있어 
특징적인 요소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대부분 도입기 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 니즈 파악이 중요하고, 둘째, IA 시장

에서는 성능보다는 완제품 특성이 경쟁우위 확보에 더 중요하며, 셋째, 사업모델의 다양화

를 통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 IA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제품 
컨셉의 개발 여부가 가장 중요함. IA 시장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잠재된 상태

에서 Technology Push 형태의 제품 전략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Technology Push란 소비자들의 니즈 수준에 한발 앞서는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를 통해 시

장에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 내는 제품 전략을 의미함. 

■ 초기의 개별 IA 시장에서는 소비자 니즈에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뒤져서 실
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

지다가 어느 순간 소비자 니즈의 핵심 팩터에 근접한 제품군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하게 됨. 

○ PDA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임. 시장 초기에 다양한 PDA들이 출시되었으나, 소비자 니즈를 

오판하여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음. 저렴성과 간편성이라는 핵심 팩터를 정확하게 공략한 

Palm Pilot이 성공하면서 비로소 PDA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였음. 

■ 따라서 IA 시장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 니즈의 막연한 인식만으로 사
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며, 세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 니즈와 이를 촉발

시킬 수 있는 트리거 팩터(trigger factor)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 가능

성을 높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터넷 단말기 시장의 경우, 잠재 니즈는 ‘어렵고 복잡한 PC 대신 간편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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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의 실현’이었음. 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Netpliance i-Opener의 성공 열쇠는 인터넷 단

말기를 소비자의 기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99달러로 출시한데 있었음. 즉 인터넷 단말기 

시장의 트리거 팩터는 저렴성이었던 것임. 

■ IA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해 두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제품의 성능보다는 
완제품 특성과 기능이 경쟁우위 확보에 더 중요하다는 점임. 

○ PC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 위주로 경쟁이 벌어졌지

만, IA 시장에서는 제품의 폼 팩터와 컨셉 설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완제품 자체의 특성과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제품 차별화가 가능함. 

■ 특히 대다수의 IA 제품군은 제품수명주기상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보다는 제품의 특성과 기능이 시장의 소비자 니즈에 얼마나 근접해 있
는가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됨. 

○ 쌍방향 호출기는 일반 휴대폰에 비하면 성능은 미약하나, 인터페이스가 간단하여 정보송수

신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문자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짐. 

○ RIM의 Blackberry가 쌍방향 호출기라는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언제 어디서

나 최대한 빨리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길 원하는 투자분석가, 기업의 CEO 등 비즈니스 맨 

계층의 잠재 니즈에 제품의 특성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부합되었기 때문임. 

■ 단 개별 IA 시장이 제품수명주기상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하고, 일정한 사
용자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품 특성 대신 고성능 다기능성이 경
쟁우위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도 있음.  

○ PDA 시장은 지난 3~4년간 단순성과 저렴성을 강조하는 Palm OS 계열의 PDA가 시장을 장

악한 가운데 사용자 계층이 크게 확대되었음. 

○ 2000년 들어 칼라 디스플레이와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무장한 WinCE 계열 PDA가 높은 가

격에도 불구하고 약진하고 있는 것은, Palm의 단순함에 식상한 사용자들이 성능 및 기능 측

면에서 차별화된 WinCE 계열 PDA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임. 

■ IA 시장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할 세번째 사항은 사업모델의 다양화로 제품

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시장에 막 진입한 IA 제품은 제품 인
지도 증대와 사용자 기반 확충을 이루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대 가격에 부응

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제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소비자의 기대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한 시장침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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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특히 고정형 IA 제품은 PC와 직접적인 경합 관계에 놓여 있어, 초저가 PC의 가격대인 400

달러가 IA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가격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IA 시장의 가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업모델

의 다양화임. PC나 가전 산업의 전통적인 사업모델이 하드웨어 판매를 통한 
일회성 수익모델이라면, IA 산업에서는 IA 하드웨어 판매 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부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인터넷 광고 유치 등을 통한 복합 수
익모델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복합 수익모델 전략의 기본 개념은 휴대폰의 보조금 판매 방식이나, Free PC 마케팅과 유사

함. 즉 제조원가에 못미치는 시장 기대가격 수준으로 하드웨어를 공급하여 충분한 사용자 

기반을 조기에 마련한 후, 인터넷 서비스나 부가 소프트웨어 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천을 통

해 손실분을 보전하고, 나아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임. 

○ 가장 단순하게는 인터넷 단말기, 이메일 단말기 시장에서처럼 하드웨어 제공업체가 인터넷 

접속, 이메일 서비스 등 관련 인터넷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식이 있음. 즉 단말기 하드웨

어는 저가에 공급한 후 매월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개

념임. 

<표 IV-3> 일회성 수익모델과 복합 수익모델의 비교 

 일회성 수익 모델 

(One-time Revenue Model) 

복합 수익 모델 

(Recurring Revenues Model) 

수익 원천 주로 하드웨어 판매에 의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 

인터넷 접속 서비스료,  

컨텐츠 사용료, 인터넷 광고수수료  

수익 모델 

특 성 
매출에 의해 일회적으로 결정 사용자 수에 의해 누적적, 지속적으로 증가 

제품 가격 

결정 요인 
제조원가 시장 기대 가격 

사업 방식 
OEM 방식 

자체 브랜드 방식 

인터넷 한정 방식 

인터넷 개방 방식 

■ 복합 수익모델의 대표적인 예인 Walled Garden 전략은 Netpliance사가 공동마

케팅 개념을 i-Opener에 적용한 방식임. Walled Garden 전략이란 일종의 인터

넷 한정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공동 마케팅 제휴를 맺은 커머

스, 컨텐츠 업체들의 사이트로 집중시키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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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적으로 브라우저의 북마크에 특정 사이트를 삽입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바로가

기 기능의 키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용됨. IA의 경우 PC와는 달리 사용자가 쉽게 이를 변경

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음. 이 방식은 이미 국내에서도 인터넷 TV 셋탑박스나 인터넷 스크

린 폰 업체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음. 

■ 또다른 방식으로는 인터넷 게임기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Razor-and-Blade 전략이 있음. Razor-and-Blade 전략이란 질렛 면도기 회사가 
내구재인 면도기 판매보다는 소모품인 면도날 판매를 통해 더많은 수익을 
창출하듯,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부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함. 

○ 예를 들어 SONY의 경우 인터넷 게임기인 Playstation2를 저가에 공급하여 사용자 네트워크 

효과 발생에 필요한 임계치를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한 후,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 엔터테인

먼트의 판매, 기반 기술의 라이센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회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3.국내 IA 시장 현황과 시사점 

■ 국내 IA 시장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처럼 큰 
성장세를 아직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국내 기업들

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 노력에 힘입어 시장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 

○ 국내 휴대형 IA 시장은 최근 모바일 컴퓨팅, 무선 인터넷 붐으로 인해 PDA 시장과 스마트

폰 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웹패드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 고정형 IA 시장은 인터넷 TV 및 셋탑 박스 시장이 사이버 아파트 추세와 맞물려 확

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백색 가전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국내 IA 시장의 선두 주자는 PDA라 말할 수 있음. 모바일 컴퓨팅과 무
선 인터넷에 대한 관심 고조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하반기 들어 PDA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 출시되고 있음. 

○ 국내 기업으로는 제이텔의 셀빅, 세스컴의 미니웹, 삼성의 이지팜, 엠플러스텍의 제스플러

스 등이 PDA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3Com의 Palm, HP의 Jornada, Casio

의 Cassiopeia, Compaq의 iPaq, 아이디닷컴의 PD-500C 등 외산 PDA 역시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현재 국내의 PDA 시장은 주로 외근 영업사원들 위주의 기업 시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96년 이후 국내 PDA 누적 판매 대수는 12만대 정도임. 금년에는 6만대 가량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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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OS 한글화 문제, 높은 가격대의 문제 등
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처럼 PDA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다
소 걸릴 전망임. 

○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PDA를 전자수첩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등 사용자 인지도가 낮고, 해

외 수입 PDA의 경우 Palm, WinCE 등 OS의 한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 확대에 어려

움이 있음. 또한 국내 개발 애플리케이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아직 

제한이 많음. 

○ 또한 Pallm형 PDA는 20만원 대에, WinCE 기반 PDA의 경우 최저 50만원대 이상의 높은 가

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의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

임. 

○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선 CRM, 무선 인트라넷 구축이 새로운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 대두되

고 있는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될 전망이며, 1~2년 후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

고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됨. 

■ 한편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까지 보급형 단말기 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
중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으나, 2000년 들어 무선 인터

넷 붐에 힘입어 보급형 스마트폰인 인터넷 브라우저 폰의 공급이 크게 늘어

나고 있어 점차 시장 전망이 밝아지고 있음. 

○ LG전자, 삼성전자 등에서 개발된 고급형 스마트폰 단말기는 주로 기업 시장 위주로 공급되

고, 일반 소비자 시장 판매는 소비자 인지도 부족과 비싼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보급형 휴

대폰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00년 들어 IS-95B 및 IS-95C 등 고속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 m-Commerce와 무선 인터넷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힘입어 2000년 상반기 수량 기준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폰이 전체 휴

대폰 판매의 30%까지 늘어났음. 

○ 2002년 IMT-2000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급형 스마트폰이 현재 휴대폰의 후속 기종으로 부각될 경우, 현재의 인

터넷 브라우저 폰 사용자들이 고급형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옮겨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

상됨. 

■ 국내 인터넷 TV 시장 또한 최근 초고속통신망의 확충과 인터넷 컨텐츠의 
다양화에 따라 기반 여건이 조성되고, 인터넷 사용자 층의 확대로 PC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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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인터넷 접속 도구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증대되면서, 새롭게 조명받

고 있음. 

○ 96년 LG, 삼성, 대우 등 가전 3사에서 내장형 인터넷 TV를 각각 개발하면서 국내 인터넷 

TV 시장이 개화되었으나, 기반 인프라 부족 및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초기 시장 형

성에는 실패하였음. 

○ 인터넷 TV 네트웤스, 클릭 TV, 홈TV 인터넷 등의 사업자가 셋톱 박스, PC-TV 형태의 인터

넷 TV 기술을 실용화하여 2000년 들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LG, 삼성, 대우 등에서도 

벤쳐 기업들과 제휴 하에 인터넷 TV 하드웨어 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업자들은 저렴한 기반 시설 투자에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이버 아파트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 홈뱅킹, 주식 홈 트레이딩, 홈 쇼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인터넷 TV 시장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게임기 시장은 밀반입과 불법복제를 통한 음성 거래의 규모가 크기 때
문에 정확한 규모가 계산되기 힘드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99년 약 1,27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과거 LG,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게임기 개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

으나, 게임 소프트웨어의 부족, 제반 여건의 미비, 시장의 미온적 반응 때문에 성공을 거두

지 못했음. 

○ 국내 게임기 개발의 실패는 단순히 국내 시장 여건의 문제만은 아님. 이미 일본 게임기 업

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과점적 위치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음. 

■ 기타 IA 제품으로 웹 패드와 인터넷 스크린 폰, 인터넷 백색가전 등의 제품 
개발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웹 패드는 엠플러스텍, 이젝스 
등에서 시제품을 내놓은 상태이며, 인터넷 스크린 폰은 에어미디어에서 시
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이처럼 국내에서도 IA의 성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함께 시장이 점차 형
성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제품들이 시장에 처
음 도입되는 제품들인 만큼, 개별 기업들은 시장 진입 성공을 위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해외 시장에서 제품 컨셉과 기술 수준은 우수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제품들

의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IA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

해서 무엇보다도 시장 니즈의 핵심 파악과 이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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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음.  

■ 따라서 IA 제조업체들은 먼저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소비자 니즈가 무엇인

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잠재 니즈를 현실 수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트리거 
팩터(trigger factor)를 찾아야 할 것임. 

○ 또한 시장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 컨셉을 발굴하여, 이를 제품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완제품

의 시장 매력도를 높여야 할 것임. 나아가 IA 시장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복

합 수익모델을 활용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국내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개별 IA 제품군의 성공 
여부는 해외 시장에서의 결과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음. 

○ 따라서 국외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국내 시장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위

험도가 크며,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에 있어서 국내 시장 환경의 특수성을 무엇보다

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장기적으로는 국내 IA 시장 또한 큰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현재 규모가 작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반 소비자 시장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IA 제조기업들은 당분간 일반 소비자 시장보다는 기업 시장과 해외 시장 수출에 강

조점을 둘 필요가 있음.  

■ IA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세계 선진기업들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

로 작은 유망 분야임.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IA 제조기업들이 벤처기업인 
관계로 영업 및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이제 출범하지 얼마 되지 않은 IA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

업,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또한 요망되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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