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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Open으로 매출 극대화 및 
Complementor 확보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공개 API)

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하며, 개발자에게 사유 응용 소프
트웨어나 웹 서비스에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한다.  

 

이것은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오픈 API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글맵, 오픈 스트리트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도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2017년 기준) 





API와 데이터 개방을 위한 SKT의 노력 



SK텔레콤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 통신사 최초 내, 외부 
BigData 활용 서비스 런칭 

국내 통신사 최초  Data 
 외부 공유 및  
개발환경 제공 

다양한 공공, 연구기관과의 
co-work 및 활용사례 전파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과  
빅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지원  

Social Analytics SVC Platform 
 “Smart Insight” 

Spatial Data Analytics SVC Platform 
 “Geovision” 

Open Data Platform 
 “BigData Hub” 

T- Developers 환경을 통한  
외부 개발자 지원환경 제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Bigdata Analytics Festival” 개최, 통계교육 지원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대구시,  
부산시, 통계청, 행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정보화진흥원…등 다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내,외부 Data활용 프로젝트 진행 

비식별화 Data제공  
“BigData Hub” 내  
T-raw data Open 

과기정통부 
“Big Contest” 개최 지원 

SKT-엔비디아  
인공지능 해카톤 개최 

All Things Data Conference 2016,2017, 2108 

2018 

Open Collaboration Center 

API포털 리뉴얼 



T Developers T API 



API 1차 수정 전.wpl






Supplier Demander 

Utilizer Analyst 

고객/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행복 동행 실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Leading 기업의 역할 

ICT 생태계 육성 및 
신사업 창출 기반 제공 



1,196명 참여 

253개 분석과제 제출 

38개팀 1차 선정 

21개팀 수상예정 
Innovation분야 12개 

Analysis분야 9개 







Open 



T map API 

• 

• T map의 경로 정보 

  (자동차, 보행자,타임머신 등) 

• POI 정보 

  (명칭, 주소, 전화번호, 좌표, URL 등) 

• 전국 교통정보 

   (실시간, 패턴교통정보) 



  위치 조회(안전)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쿠키즈, 법무부 전자발찌) 

 Global 
 대한민국 지도 정보 제공 

  (Google 및 Microsoft) 

  전기차/자율주행  
 충전량을 고려한 경로제공 

 충전소 DB및 소요시간 정보제공 

 HD지도기반  자율주행 지원 

  대리운전/차량공유 
 최적의 차주 및 기사연결 

 T map을 활용한 안전운전 지원 

 (SoCar) 

  

  Games 

 위치기반 게임 

 Bike open rider  
 (외계침공주식회사) 

  

  택시콜 
 고객의 목적지 정보 검색 

   고객 주변의 최적 배차 
     (아이원맥스) 

  Navigation 
 T map 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Car Navigation 서비스 
   (시터스) 

  

  긴급출동 
 긴급 출동시 최단시간/거리 산정 

 T map 빠른길  정보 사용 

(GM/동부화재, 소방서 긴급출동)  

  Logistics 

 물류 차량 관제 

 Geo-fencing을 통한 

  관할 지역 관리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CU) 

  

  Shipping/Delivery 
 배송시간 정보 최적화 

 고객 현재 위치 근처 

  음식점 검색 

  (배달의 민족, 띵동) 

T map API Use Case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리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We See Data As a “Opportunity” 
 

 

Data  is  the  next  edge  for  all the industry.  

SK Telecom  offers  essential  data alpha-generating. 



“ The Datafication of Everything” 





 국내  통신  시장의 과포화 

 전통적인 산업경계의 붕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차별화 된 고객가치 창출 

 고객 최적화된 가치 전달 

 창출 가치의 사회적 공유 

 ICT 생태계육성 및 다양성확보 

 기술 혁신의  플랫폼으로 도약 

 새로운 동반성장의  기회 발굴 



Jungsun.kim@s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