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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background
통신요금 20%인하 - 공약

통신사 기득권 유지로 인한 요금문제 미해결

PDA(아이팟터치)를 사용한 이동통신요금 절감효과



What`s new?



What’s ?



iPod Touch Movie



Apple Inc.
Founders : Steve Jobs 外 2人

Industry : Computer H/W&S/W, 
Consumer Electronic, etc.

Product : Mac, Server, iPhone, 
iPod, OS X, etc.

Revenue : US 32.48 Billion 
(FY2008)



Apple’s Business Model



H/W

S/W

App Store
Customer Developer

Service fee  30%
Developer 70%

Supply Supply

Supply Supply

Supply



We have only
2 target models

iPhone iPod Touch



iPhone Selling  Cumulation Volume

Apple Inc. 2/4 2009
Tim Cook, Apple COO



iPod Touch Selling  Cumulation Volume

Apple Inc. 2/4 2009
Tim Cook, Apple COO



iPhone + iPod Touch Selling  Cumulation Volume

Apple Inc. 2/4 2009
Tim Cook, Apple COO



Smart Phone Market

44.5% 13.2%

5.3%

5.3%

4.0%

27.8%

Nokia RIM Apple HTC 富士通 Etc.

2008 1Q
(Gartner, May 2009)



Smart Phone Market

41.2% 19.9%

10.8%

5.4%
3.8%18.9%

Nokia RIM Apple HTC 富士通 Etc.

2009 1Q
(Gartner, May 2009)

about 200%
Grow up!



What’s Wibro?



Wibro Coverage



Wibro Coverage



What`s Wi-Fi ?



What I want to do is...



Now

Wifi Zone Possible



Future

&
Wibro Coverage Possible

Wibro Kit

Wifi Zone Possible



이동성 + 가격 +컨텐츠  

이동성 : EGG 제품사용을 통해 아이팟터치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한다 

 가격 : 국제전화 , 장시간 통화 사용자에게 통화요금 크게 절감

컨텐츠 : iTune Store,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이용가능

무료 SMS 서비스 - 중고생, 수험생



Reliability

APPICATION 오픈소스 및 OS 구축되어 있음

비용 및 Risk 측면에서 아이팟이 유리하며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위 장점을 살리고 베터리, 부피문제 해결을 통한
제품을 만든다.



Core Technology

• Wibro 및 Wi-Fi 신호 제어 프로그램 개발

• 충전기능 포함된 제품 디자인

• Wi-Fi 신호 변환장치 내장

• 배터리 수명

• iPod Touch  Application 개발



Wibro Trend

• Wibro Egg를 이용한 휴대형 기기들의 활용도가 높아짐

• 특정지역의 군, 경찰이나 조선소, 광산,공장,항만 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 및 준비작업 병행

• 노트북, 닌텐도DS, PSP, 스마트폰 등

• 동부익스프레스의 친절콜택시

• WiMAX 망 서비스 사업 추진중



Market Analysis

• 국내 iPod Touch 판매대수 추정치는 약 40만대 (인구 1/100명 소유)

                                         ... Daum Communications 2008. 10

•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  아이폰의 시장성을 감안
하여 아이폰용 서비스를 현재 제공중

• iPhone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남

• Wibro 커버리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중

• Wimax(Wibro 포함)의 국제표준을 위해 삼성, 인텔 등 노력



Marketing Strategy

• 서울 도심거주지역 비즈니스맨 공략한다.

• 서울 주요지역 관광가이드 서비스 제공한다.

• 국제전화 및 장시간 통화자를 주고객으로 삼는다.

• Wibro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일반고객층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고객층을  넓힐 계획이다.



Future 
Development

- Skype -

Wibro internet + Skype call
= cell phone service

유무선 300 요금제 : 14,100원/1개월
(월 300분 무료통화)

추가요금
유선전화 : 분당 20원

휴대폰 : 분당 76원(10초당 12.7원)



Skype vs 이동통신사
Skype 종류 LG 텔레콤

(망내무료프리미엄)

14,100 기본료 41,000

300분 무료통화 망외 300분
망내 1200분 

유선 10초당 4.3원
무선 10초당 12.7원 추가요금 10초당 14원 

Skype 전화번호 3,000 추가
Wibro 20,000 추가 추가비용 OZ 인터넷 6,000 추가 

37,100 비용 계 47,000

Skype 가입자간 통화료 무료
SMS는 비쌈

국제전화는 훨씬 저렴
와이브로 커버리지 + wifi

특징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통

신사
OZ 인터넷 무제한
전국 커버리지



iPhone & IPod Touch with Skype Application을 통해
Wibro 및 Wifi 지역에서 휴대폰처럼 쓸 수 있다.

그것도 보다 저렴하게 말이다.



Future 
Development

- Nearest Tube -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런던 서비스 중.

iPhone의 GPS 기능과 연동되어
해당 지역의 날씨, 기후, 버스노선 등의

정보를 제공.

Wibro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할 수 있음.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