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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모바일 기술은 단순히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만은 

아니다. 사회와 문화, 비즈니스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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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대

개인용 컴퓨터(PC) 출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1 예측가들에

따르면 아이패드 단일 판매량은 2013년 1억4천8백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2 2016년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출하량이 PC를

압도할 것으로 예측되며,3 모바일 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컴퓨팅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은 피처폰을

대체하고 있으며4 현재 모바일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12%를

차지하고 있다.5

모바일 기기는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언제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므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터치 및 제스처 기반의 단순함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아가 기술과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상호작용에

대해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모바일 기기는 본질적으로 컨버전스

기기다. 다시 말해 통신수단, 카메라, 웹브라우저에서 바코드 스캐너,

지도, 결제 시스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우편물과 전화번호부,

쇼핑 리스트, 거리 지도 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현재 상황과 미래의 잠재력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은 깜짝 놀랄만한 속도로 운영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활용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와 직원들의 기대치와 대기업 상품을 포함한 기업의 

모바일상품들 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기업이 모바일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지만, 모바일이 지닌 잠재력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가 일으킨 변화의 토대는 바로 단순한 연속체(Continuum)이다. 한쪽 끝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이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다. 다른 쪽 끝에는 지속적인 붕괴(Disruption)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 연속체의 혁신적인 점은 많은 신생 기업들과 혁신가들이 모바일 기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

했을 추진력을 얻었다는 점이다. Uber(역주: 앱을 활용한 콜택시 서비스 업체)나 Google의

Project Glass(역주: 안경형 Head-up Display 기기 개발 프로젝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Square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Square는 서비스 출시 2년이 지난 지금 매일 160억 달러 이상의 결제액을 처리하고 있다.6

기존의 기업들 역시 모바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Coca-Cola에서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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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운영되는 Freestyle은 소비자가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100가지

이상의 음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Whole Foods의 Smarter Cart는 MS Kinect

(역주: MS에서 개발한 사용자 행동/음성 인식 장치) 기반의 쇼핑 카트이다. 매장 안에서 고객을

따라다니며 말하고 고객의 음성 명령에 대답하며 Windows 8 기반 태블릿과 UPC 스캐너,

RFID 리더기로 상품을 인식한다.7 이 미래지향적인 카트는 안내원과 개인용 계산대 역할을 

수행한다.

붕괴(Disruption) 측면에서 보면, 비디오 가게나 서점 같은 주요 소매업종의 종말에서부터 

수세에 몰린 신문업계에 이르기까지, 숱한 경고 메시지가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지만

유형의 재화가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는 산업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매장에서 비교 

구매(Comparison Shopping)를 하든 낯선 도시에서 식당을 찾든 간에 모바일은 산업과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사업하는 방식,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모바일로 인한 기회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동일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렌트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및 위치

추적, 기타 고객 서비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앱이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콜센터 문의를 줄이는 등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모바일 구현은 최첨단 혁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비행사의 두툼한 운항 메뉴얼을 태블릿으로 대체하고, 세일즈 팀에게 휴대하기

편한 마케팅 자료와 고객 계정에의 실시간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며,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부엌

식탁에 앉아 맞춤형 보험 설계, 보험료 산정,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가 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가치는 분명하다.

두 번째는 Uber처럼 태생적으로 모바일 기술에 의해 활성화된 기업들이다. Uber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 모델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고객들은 택시가 필요할 경우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차량을 예약한다. 고객들은 광범위한 후보 차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현재 택시와의 거리와 차량 종류, 기사에 대한 과거 이용자 피드백까지 모두

볼 수 있다. Uber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예약부터 결제, 서비스 완료까지 모두 해결한다. 

모바일 기술이 없었더라면 Uber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IDEATION VERSUS IMPLEMENTATION

CIO들은 대체로 모바일에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모바일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CIO들은 이와 관련된 복잡성을 처리해야만 한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BYOD(Bring-Your-Own-Device 역주: 개인용 기기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를 하고 싶어한다.

회사의 구성원들은 앱에 관한 아이디어를 잔뜩 가지고 있지만, IT 조직들은 쏟아지는 요구

사항들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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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Fortune 100대 기업들 중에서도  모바일 적응이 더딜 수도 있다는

가정은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2년도 Fortune 100대

기업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앱, 그리고 기업 모바일 구현에 대한 

투자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By the numbers
On the web

Mobile web

Fortune 100대 기업 중 51개 업체가 모바일 웹 사이트(m.url.com이나 url.com/mobile처럼

전용 URL을 가진 모바일 전용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과 엔터테인먼트,

항공사 같은 소비자 중심 산업의 기업들은 B2B 산업보다 모바일 웹 사이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와 중장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발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다.

모바일 웹 사이트가 마케팅과 통신, 구인, 기업 봉사활동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 웹 사이트가 없다는 것은 소매업체가 전화번호부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것과 같다.

Responsive web design

다양한 화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개발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반응형으로

설계된 웹 사이트가 부상하였다. 반응형 웹 사이트는 레이아웃과 콘텐츠 크기를 재조정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기기 및 해상도에 맞는 디자인으로 최적화된 사이트이다. 전혀 다른 콘텐츠나

다른 사이트(url.com과 m.url.com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현재 접속하는 기기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맞게 조정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태블릿 PC, 데스크톱 중 어떤 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심지어 텔레비전으로도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Fortune 100대 기업 중 겨우 두 곳만이 반응형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었다.8 이 두 사이트 중에 좀 더 나은 사이트는 얼마 안된 2012년 여름

후반부가 되어서야 론칭되었다.9

Native mobile applications

특정 플랫폼이나 기기 전용으로 개발된 앱의 개수가 현재 1백만 개를 넘어섰다.10 모바일 웹과

마찬가지로 분석 결과 항공사와 소매업처럼 소비자 중심의 기업들이 전용 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11 이들 중 모바일 앱을 하나라도 가진 기업의 대다수는 여러개의 플랫폼을

지원한다. iOS 기반 모바일 앱이 가장 많았으며 안드로이드용 앱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그 외에 블랙베리와 원도우즈폰용 앱이 일부 있었으며 소수의 팜 OS용 앱도 있었다.

Categories of apps

•마케팅 및 정보: 비교적 기본적인 앱으로 마케팅 브로셔의 모바일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모바일 전용 기기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주로 기존의 콘텐츠를 모바일로

옮겼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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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머스: 소매업과 항공사,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으며 앱을 활용한 수익 증대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콘텐츠는 PC용이나 모바일 웹 사이트의 단순한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다.

•계좌 관리 및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통 금융서비스나 항공사, 통신업, 의료 서비스업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와 최근 활동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앱들을 살펴본 결과 설계가 잘 된 것부터 목적을 알 수 없는 것까지 온갖 종류가 있었다. 특정

제품을 위한 바코드 스캐너나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만 찾을 수 있는 앱처럼 부적절하게 특화된

앱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앱들은 사용자들에게 굳이 다운로드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제3자 바코드 스캐너나 모든 브랜드의 주유소를 검색할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인 앱은 이용자

층이 훨씬 광범위하다. 인기 앱은 매력적인 화면 디자인과 특정 플랫폼용 기능을 이용하여 핵심

속성과 브랜드 약속을 모바일을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브랜드 경험을

향상시키고 전달하는 앱이 전통적인 인쇄물이나 PC용 콘텐츠를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은 

모바일 전용 앱들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차별점이 무엇인가?

Fortune 100대 기업의 앱 중 30% 이상이 모바일 웹 사이트와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앱을 개발했을까?

그 이유가 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앱을 통해 카메라나 GPS, 가속도계,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 같은 기기 센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오프라인을 통한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의 인터페이스와 구별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면과 사용감을 느끼고 싶을 때에는 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앱스토어에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발견가능성에 기반하여 앱을 제작

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계로서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다. 문제는 소비자가

감탄할 수준의 앱을 기대한다는 데 있다. 소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보고 싶어하고 제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다운로드가 1백만 건 이상인

앱들의 경우 평균 평가점수는 3.4에 불과하였다. 형편없는 점수는 아니지만 모바일 상에서의 노출

정도와 열광 수준을 고려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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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s in mobile enablement

Fortune 100대 기업의 웹 사이트와 앱을 직접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대한 투자도 

평가하였다. 많은 투자가 모바일 커머스와 소비자 직접 마케팅에 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Fortune 100대 기업 중 소매업체들은 모바일 쇼핑 카트 기술에 투자하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구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하고 있다. 즉, 앱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가상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전체 제품 카탈로그를 보여주려 시도하고 있다. 

Kroger와 Safeway같은 기업은 쿠폰과 특가 판매 이벤트 정보를 기기로 바로 전송하여

자신들의 앱 사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용자 참여를 늘리고 쇼핑 경험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고

있다. Walgreens와 다른 소매업체들은 Aisle411이나 Shopkick같은 제3자 판매업체와

파트너쉽을 맺어 매장 내 진열대 위치와 제품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Fortune 100대 기업 중 소매업체의 모바일 투자 중 상당수가 마케팅 예산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러한 투자로 개발된 앱들은 주로 제품 정보 제공이나 홍보용 앱 역할을 한다. 특정

식품에 맞춘 요리용 앱이나 특정 자동차 모델을 홍보하는 게임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 이 앱들은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나 이미지를 알릴 수는 있지만 상당수가 지속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지는 못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 앱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다.

THE DISRUPTIVE START-UP STORY

Fortune 100대 기업의 모바일 성숙도를 조사하면서 주요 신생기업들과 벤처캐피탈 기업들도

함께 조사해 보았다. 모바일에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 기업 KPCB(Kleiner Perkins Caufield

Byers)와 자칭 “신생 기업을 위한 훈련소”인 Y Combinator, 기업 인큐베이터인 NYU-Poly’s

DUMBO, 벤처캐피탈 기업 Andressen Horowitz(Facebook과 Pinterest, Groupon,

Twitter와 같은 기업들의 고향), General Assembly, 1871 Chicago, 선구적인 소프트웨어

벤처 캐피털 펀드 기업 Hummer Winblad, MIT Media Lab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By the numbers

우리가 검토한 신생 벤처 기업의 모바일 이니셔티브들은 여행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부터 교육,

의료서비스,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다. 벤처 캐피탈 기업과

신생 기업 인큐베이터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악된 350개의 업체와 프로젝트 중 89%는

어떤 식으로든 모바일을 이용하였다. 직접적인 모바일 플랫폼, 즉 모바일을 직접 경로(Direct

Channel)로 이용하거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조사 대상

중 1/4이상(26.2%)은 모바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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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의 “모바일 전용” 프로젝트 중 1/3은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플랫폼 서비스나 

구현 서비스(Enabling Service)의 대부분이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모바일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4(25.3%)은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집중한 비디오

게임 회사가 주를 이루었다. 소매업과 통신, 미디어는 “모바일 전용” 부문의 18.4%를 차지하였다.

의료서비스와 공공 부문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향후 이 수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와 기초 데이터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벤처 캐피탈 기업(VC)들과 신생 기업들이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의 유형이다. 신생기업들과 VC들은 단발성 

마케팅 앱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인쇄물용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부문은 모바일을 통한 혁신에 적합하다. 그리고 신생 기업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교육 소프트웨어 업체인 KNO(Andressen Horowitz가 자금을 투자한)는 매력있고

효율적이면서 사회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 교육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1세기형 플래시

카드와 인터랙티브 퀴즈, 페이스북과의 통합, 3D 모델링, 강좌 관리, 기타 인터랙티브 기능 등을

활용해 과거의 교과서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12

직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바일의 능력 역시 신생 기업들이 탐색하고 있는 영역이다.

1871사가 투자한 RIVS.com은 대규모 인력 고용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기업들의

채용 과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우스울

정도로 쉬운 온라인 인터페이스(Ridiculously Easy Online Interface)”라고 표현된 인터페이스와

자동화된 인터뷰 스케줄링 기능, 그리고 통합된 지원자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RIVS에 따르면 기업들은 선발 과정의 속도, 비용,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자동화된 선발 기능을 통해 채용 프로세스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13

THE NEXT NEXT BIG THING

우리는 모바일의 잠재력이 발현되려는 시점에 서 있으며 한때 대담하다고 생각되었던 아이디어

들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모바일과 이동성은 자동 운전 자동차의 형태로 융합되고

있다. 디지털 지갑은 개인 정보와 직업 정보를 결합시켜 단일의 디지털 정체성을 창조하고 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연결성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은 디지털 정체성의 닻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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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미래상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는 모바일의 잠재력은 거의 모든 산업과 분야에 동일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Fortune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특히 소매업과 의료 서비스업에서

유익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Retail

오늘날 소매업계의 대다수는 모바일을 부가적인 부문으로 회사 내 닷컴 부서 산하의 모바일

커머스 영역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많은 업체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 즉 사일로(Silo)로 보고 별도로 재고관리와 가격 책정, 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은

물리적인 영역과 디지털을 융합하여 소매업체들의 사일로형 비즈니스 모델(Siloed Business

Model)에서 옴니채널 접근방식(Omnichannel Approach)으로의 진화를 촉진하고 있다. 소매업의

미래는 채널에 달려 있지 않다;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달려 있다.

모바일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모바일이 영향을 미치는 매장 매출의 비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미국에서는 모바일이 현재 매장 매출의 5% (2012년 기준 약 1천590억 달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6년까지 2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6,280억~7,52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14 이러한 영향력의 증가는 모바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바일은 단순히 전자상거래를 좀 더 작은 기기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존과 다른 기능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타이어 매장에서 쇼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타이어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새로운 타이어를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제공한다면, 이때 모바일은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을

위한 또 다른 플랫폼일 뿐이다. 하지만 소매업체가 일련의 맞춤형 질문(운전 스타일, 주거지, 평균

화물 적재량 등)에 기반해 적절한 타이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을 제공한

다면, 이때의 모바일은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기능이 된다.

오프라인 소매 매장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매장 안팎에서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소비자로 인해 모바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모바일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잠재적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Driving in-store purchases: 소비자들은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구매율이 높아진다.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쇼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매장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14%

높았다.15 소매업체들은 모바일로 적절한 정보와 기능을 필요할 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자신이 원하는 졸업식 파티 드레스를 같은 고등학교 여학생 중 이미 구매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바일 레지스트리나 사용자가 매장 내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 등이 있을 수 있다. 

Improving inventory performance: 한눈에 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소매업체에서는 웹 사이트와 매장 재고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제품 검색 결과 재고가 없다고 나오지만, 그 시스템은 매장의 재고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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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체는 모바일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내 재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 증가와 (재고

채널 간 통신 부족으로 판매를 못하는 경우를 줄임) 마진 향상(판매량이 증가하므로 팔리지 않

은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Empowering sales associates: 요즘은 소비자들이 판매직원들보다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애플의 리테일 매장을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카운터를 지키던 판매

직원들이 매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자신들의 모바일 기기에서

간단한 거래를 함으로써 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전통적인 매장이 진화화면서 직원은

더 이상 단순한 매매 담당자가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Providing inspiration: 모바일 기반 매체는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패션쇼 생중계부터 사용 설명 동영상, 디지털 무드 보드(Digital

Mood Board 역주: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보드. 다양한 색과 질감 샘플들이 들어있어 서로 

어울리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에 이르기까지 소매업체들에게는 고객들이 필요한 줄도 몰랐던

제품에 접하도록 하는 기회가 점점 늘고 있다.



Health

모바일 기술을 둘러싼 기대치가 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생명과학 분야도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모바일 세대

(그리고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통적인 서비스를

보완하는 모바일 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 기기로 개인적인

의료 기록을 접속하고 관리하길 원하는

사람들 중 X와 Y세대의 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노년층의 2배에 이른다.

이는 젊은 세대가 모바일을 사용해 건강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16

모바일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흐름을 향상시키고 환자 치료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다.

특히 복합적인 치료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태블릿을 통한 환자 기록의 조회와 업데이트, 원격

엑스레이 진단, 의료서비스 제공자들간의 실시간 협업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게다가 책임 진료와 결과 기반 모델은 모바일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연 프로그램은 흡연자들이 가상 커뮤니티로부터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소셜 앱을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환자의 수술 후 경과로 평가받는 인공 무릎 관절 제작업체의 경우, 환자에게

정적인 팸플릿보다는 치료 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모바일 기기를 제공하여

환자가 처방된 운동 및 식이요법을 따르도록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몇 안 되긴 하지만

당뇨병 환자용 앱도 이미 나와 있는데, 모바일은 이처럼 관리에 따라 치료 결과가 좌우되는 질병들에

있어 유망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7 환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매일 혈당 수치와 영양

상태, 활동, 약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조언과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의 이점들은 더 광범위한 생명과학 산업분야에도 적용된다. 약이나 기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결과가 얼마나 더 좋은지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더 좋은 결과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환자의 혈압 강하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두 가지

유사한 약 중 더 나은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환자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안내자 역할을 할 인터랙티브한

모바일 프로그램의 존재여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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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the showroom: 소매업체는 가능한 모든 침구 옵션의 조합을 비치해 놓는 대신, 상품 

전시실을 영감이 가득한 침실 스타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모바일을 이용해 중앙 창고에서

적시에 출하와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 

Using social networks to empower customers as trendsetters: 고객에게 정해진 스타일을

강요하는 대신 소매업체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고객이 트렌드세터(Trendsetter)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영감을 주거나(Pinterest나

Etsy, the Fancy 같은 업체) SNS를 이용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미래의 소매업은 개인별 맞춤형, 효율성, 풍부한 정보, 연결성, 자율권 부여(Empowering) 등의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때 모바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소매업체들이 모바일을 단순한 전자상거래의

연장선이 아닌 채널 전반에 걸친 고객응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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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전반에 걸쳐 서비스와 정보, 엔터테인먼트, 편리함을 한데 모으고

연결시키는 상시 접속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은 새로운 카메라, 시계, 서점,

라디오, 자동차 키, 사전, 교과서, 롤로덱스(Rolodex, 역주: 회전식 명함 정리기), 의료기록,

판매 지원도구, 금전 등록기, 플래너, 계산기, 고객센터 직원, 온도 조절 장치, 개인비서 등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거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EARLY LESSONS LEARNED

“You miss 100 percent of the shots you don’t take.”
—Wayne Gretzky, Canadian hockey legend

모바일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 성공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창의성, 

사용자 경험, 엔지니어링, 실용적인 능력을 배우고, 목표 플랫폼과 명확한 비즈니스 가치를

지닌 매력있는 사용 사례에 쏟아부은 그들의 초기 노력에 주목하라. 영감을 얻기 위해 신생

기업 커뮤니티와 테크놀로지 관련 블로그들을 주시하고 팀원들이 담당 영역에서 책임지고

최신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더 큰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실시간 데이터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승인하라.

뛰어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Agility is critical to mobile strategy.

물론 전략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8개월이 아니라 8주 안에 실행되어야 한다. 모바일의 

빠른 진화는 민첩하고 반응이 빠른 방법론을 요구한다. 현시점에 적절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한

전략들은 새로 떠오르는 트렌드와 기술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몇 개월 뒤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 요소는 두 가지다. 첫째,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이 어떻게 고객과

직원, 제품, 파트너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회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이 사용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효율성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 예상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아키텍처와 인프라, 관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너무나도 많은 기업이 인터페이스 개발과 시스템 선택, 

데이터베이스 보정을 위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모바일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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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BYOD 정책과 IT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초기 결정 없이는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빠른 실패는 많은 경우 혁신을 낳기도 한다. 일련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현 직위에 도달한 임원들에게는 불편한 사고방식이지만 이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모바일

전략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IT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R&D

활동처럼 접근해야 한다. 반복하고, 습득한 교훈에 빠르게 반응하며 실패를 허용하라. R&D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빠르게 반복하고 시행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며

실험을 하는 시제품 제작팀을 고려해 보라. “실패의 허용”이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시도를 허용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책임감을 뜻한다. 기업이 현재

사용하는 기술 시행의 산출물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탐색하는데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완벽한 실행보다 개념의 유효성 

검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경험상 기업이 이를 성공시키는데 있어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 독립된 연구 기관은 개념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는 있지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내부 혁신 팀은 소규모로 구성하기도 쉬우며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출구 전략이 모(母)조직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크로스-사일로 팀(Cross-Silo Team)은 다채널 전략을 개념화하는 데는 뛰어난 경우가 많지만

사업 전반에 걸쳐 실행에 옮길 때면 상충하는 우선 사항들과 의사 결정권자들, 프로세스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Fortune 100대 기업 규모의 조직도 이런 방식을 따르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이 “큰 기업 내부에서 작게 생각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를 목격하였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IT 인프라와 다년도 계획안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의 변화 속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을 갖추고 평가하여 배치한 하부조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Take a UX-driven approach. 

사용자 경험(UX)을 충족시키는 것은 목표 사용자의 니즈와 욕구, 일상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데이터 기반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초기 단계의 전략과 특성

아이디어화(Feature Ideation) 프로세스를 가속화 할 수 있다. 고객은 웹 사이트나 고객센터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기업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고객의 시선으로 모든 상호작용을 하나

하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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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항공사의 경우, 앱의 성능과 기능을 출발 전의 업무동선에서부터 낮은 조도와 난기류와

같은 비행 환경으로 인한 제한에 이르기까지의 조종사와 승무원의 실제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업체는 사업상 요구사항과 운전사들의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잘 저울질해야 한다. 철도회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폰트 크기나 확대된 터치

영역, 업무 중심의 아키텍처 등을 통해 움직이는 열차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몇 가지 있다.

• 앱 디자인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에 기반하여 창의성이 부적절하게 적용된 경우, 내비게이션 

바에 “Back”이나 “Main Menu” 버튼을 포함시키는 사례와 같이 특정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사용자 기대에 반하는 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 “고립된 섬” 접근방식을 취한 모바일 웹 사이트의 경우-예를 들어 PC버전의 콘텐츠를 매우 

간소화하여 제공하면서 본래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 않아 모바일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없는 추가정보를 보기위해 PC버전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

• 모바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편리함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모바일 형식(모바일 웹이나

전용 앱)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불편해 하는 번거로운 로그인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상충되는 비즈니스 요건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링크와 버튼, 옵션, 기능들로 복잡한 앱을 들 수 있다 - 사업상 요구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용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의 요구를 모바일 이니셔티브에 고려하려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용자 경험(UX) 

전문가를 개발팀에 포함해야 한다.

Assign dedicated ownership of the mobile channel.

우리는 기업들이 모바일을 엄격하고 사일로적(Siloed)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이는 기술이 주로 부서 단위에서 처리되던 과거에는 잘 통하는 방식이었다. 전체 

그림을 조망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핵심 비즈니스 동력들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 지를 고려하는

대신에, 기업들은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거나 콘텐츠와 자산 관리, 소셜 미디어, CRM, 애널리틱스,

게임화(Gamification),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노력을 분산시키곤 한다. 

모바일 전략의 성공은 종종 전담 제품 책임자가 이끄는 전문 센터(Center of Excellence)의

보유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은 마케팅∙운영∙테크놀로지의 전문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광범위한 역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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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Gartner는 2015년까지 조직의 25%가 CDO(Chief Digital

Officer)를 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8 Starbucks와 Diageo, GlaxoSmithKlein, New York

모두 CDO를 임명하였다.19 모바일 경계선이 계속 확장되어감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재정비하여 혁신과 기술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융합시켜 나갈 것이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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