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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Smart Phone)
� 스마트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고급으로 간주되는 기능들을 탑재한 휴

대용 전화기를 통칭
� 최근에는 Wi-Fi 기능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기본 탑재한 PC

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용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용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인식

� 스마트폰의 종류
� PDA에 전화 기능을 추가
� 휴대전화에 부가 기능을 추가

� 삼성이나 LG와 같은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개방된 운영체제 또는 플랫폼이나
표준 인터페이스를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메일이나 웹 브라우징과 같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용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고 불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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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개발자에게 개발 플랫폼과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 iPhone OS, Android, Symbian OS, RIM(Research In Motion) OS, 

Windows Mobile OS 등

� Wi-Fi와 터치 스크린 기능 기본 탑재
� 최근 Wi-Fi와 터치 스크린 기능을 탑재한 일반폰(feature phone)

출시출시

� 화면 크기와 해상도의 제한
� 현재 화면 크기는 3.5인치에서 4인치
� 기본 해상도는 800×480 (iPhone 4G는 960×640)
� 휴대가 가능해야 하므로 화면 크기가 더 커지기는 어려움
� 해상도가 더 커져도 인간의 눈이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에 한

계가 있으므로 문서의 일부를 확대해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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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App) 등록 여부
� 앱 확장성이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일반폰으로 부름

� CPU 처리속도
� 일반적으로 처리속도가 1GHz가 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그 이하를 일반폰것을 스마트폰으로, 그 이하를 일반폰
으로 부름

� 최근 1GHz 일반폰(LG MAXX 등) 출시

� Wi-Fi 제공 여부
� 2010년 5월부터 Wi-Fi 기능이 가능한

일반폰 출시
� 더 이상 스마트폰의 특징으로 보기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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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2010.5.9.>



7<출처 : 한겨례신문 2010.7.15.>



�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
통신 3사의 예측에 따르
면 2010년말 약 600만대,
2011년말에는 약 1,700
만대의 스마트폰이 보급
될 것으로 예상됨될 것으로 예상됨

� 이것은 국내 휴대폰 전체
보급 대수인 약 4,700만
대의 30%를 상회하는 수
치로, 휴대폰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8<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0.8.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 5월 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하루 평균 60분 가량 인터
넷에 접속넷에 접속

�이용자들은 평균 23개의
앱을 설치해 그 중 9개를
사용

�대부분 정액 요금제를 사
용하고 있지만 데이터 트
래픽을 충분히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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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서는 웹 사이트의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이 가능하지만 확대하지 않고는 브라우징하기 어려움

10



� 스마트폰에서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모바일 웹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 빠른 시간 내에 대학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 빠른 시간 내에 대학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모바일 웹을 제
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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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바일
http://m.naver.com

Google 모바일
http://m.google.com



� 현재 미국에서 16GB Wi-Fi Only iPad는 $499, Wi-Fi & 3G 
iPad는 $629에 팔리고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Wi-Fi Only iPad의 판매량이 7:3 정도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iPad의 사용장소는 집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60%가 넘고 있음

� 사용자들은 iPad와 같은 Tablet PC를 휴대 기기(portable 
device)이기는 하지만, 이동 기기(mobile device)로는 보지 않device)이기는 하지만, 이동 기기(mobile device)로는 보지 않
고 있음
� iPad를 3G로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데
비해 iPad는 일반 웹 페이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임

� 3G iPad의 경우 유투브와 같은 동영상 재생시 mp4가 아니라 3gp로
서비스하고 있어서 화질이 떨어짐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iPad는 스마트폰의 경쟁자가 아니라 일
반 PC나 노트북의 경쟁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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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Phone 4 iPad

CPU 종류 및 속도 Apple A4, 1GHz Apple A4, 1GHz

화면 크기 3.5인치 9.7인치

화면 해상도 960×640 1024×768

무게 137g 680g

운영체제 iOS 4.0 iPhone OS 3.2

가격 $199, $299 $49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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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iPhone용 WorldCat Mobile 앱
(App) 제공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서는 키워드나 저자명, 도서명 등을 검색어를
입력입력

�자료 검색의 예
� 'Absolute Power by David Baldacci'를 검색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abs pow dav'라고만 입력
�사용자의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검색하고 싶을 경

우에는 우편번호나 Libraries Locator에 있는 사용
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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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Cat Mobile 홈페이지와 자료 검색 화면
�http://www.worldcat.or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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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로 물리학자들은 일단 자신의
논문이 나오면 코넬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arxiv.org' 라는 사이트에 프리프린트(preprint)
를 등록

�arXiv는 물리학, 수학, 전산학, 생물학 분야의�arXiv는 물리학, 수학, 전산학, 생물학 분야의
논문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보관하는 인터
넷 저장소인데, 이름에 있는 X는 그리스 문자
Χ로 해석해서 ‘아카이브’(archive)로 읽음

�현재 arXiv에는 60만 건 이상의 문서가 수록되
어 있으며 매달 5천건 내외의 논문이 새롭게
업로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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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Xiv iPhone 앱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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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연구 네트워크(SSRN: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는 회계학, 경제학, 금융경
제, 사회보험, 정치학 등 사회과학 연구와 관
련된 등재 학술논문을 제공

�SSRN e라이브러리�SSRN e라이브러리
�초록 데이터베이스(Abstract Database)에는 28만

건이 넘는 학술 논문의 초록이 등록되어 있음
�전자 논문 컬렉션(Electronic Paper Collection)에는

23만 건이 넘는 논문의 원문이 PDF 형태로 등록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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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N iPhone 앱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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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학술데이터베이스 검
색 플랫폼인 EBSCOhost에서 스마트폰 전용 인터페이
스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러 대학들이 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EBSCOhost 데이터베이스 전
용 인터페이스인 EBSCOhost Mobile은 아이폰,  블랙용 인터페이스인 EBSCOhost Mobile은 아이폰,  블랙
베리, 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Nespot, 와이
브로, 3G망 등을 통해 편리하게 Ebscohost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와 쉬운 검색기능
을 제공하고 있음

� EBSCOhost Mobile 홈페이지
�http://m.ebsco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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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COhost Mobile의 자료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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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COhost Mobile의 원문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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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도서관의
간략한 소장 정
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

� Northwestern 
대학의 도서관

� Northwestern 
대학의 도서관
자료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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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소장 사항
을 검색하고, 열
람실의 좌석 정
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
도서관 열람실� 도서관 열람실
의 좌석 상황을
조회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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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도서관 구축업체 우리전자책은 전국 200여개 공
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전자책(e북)을 빌려 ‘아이
폰’과 ‘아이팟터치’로 볼 수 있도록 전용 리더기(‘XDF
리더’)를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함

�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아이폰’으로 전국 200여개 도
서관의 책들을 무료로 대출해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서관의 책들을 무료로 대출해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게 됨

�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XDF리더를 내려받
아 설치한 다음 자신이 온·오프라인으로 등록한 도서
관을 찾아 대출받은 책을 꺼내 읽으면 됨

� 대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도서관을, 일반 시
민은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등록해 전자책을 대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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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DF 리더의 초기 화면과 다운로드한 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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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한 전자책의 표지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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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플랫폼에 제한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도록 앱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지침 : 모바일 앱보다는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

� 모바일 웹 서비스의 경우 차세대 웹 표준인 HTML5 고려
2~3년 뒤 HTML5 기술표준이 확립될 경우를 대비(2012년에 W3C � 2~3년 뒤 HTML5 기술표준이 확립될 경우를 대비(2012년에 W3C 
Candidate Recommendation 예상)

� Google Chrome,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HTML5의 일부 기능
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는 기기 Device API가 제공되지 않아서 음성인식 검색, 비디오
캡처 등의 기능을 웹 응용으로 구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공개 API(Open API) 제공
�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DB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API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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