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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site 

Chapter.01 
E-commerce 

모바일 커머스, 
실용주의 쇼핑전략 

모바일은 이제 쇼핑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모바일 쇼핑 시장은 스마트 폰 대중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약 1조 7천 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며 급격히 성장했고 2014년에는 약 9조 5천 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여 2016년에는 PC 인터넷을 통한 쇼핑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유저가 원하는 모바일 

쇼핑몰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더 나은 모바일 쇼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쇼핑, 어디까지 해봤니?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림 1] 모바일 커머스. 성장, 또 성장 중! 모바일 쇼핑 연간 거래 액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3000억  6000억 

1조 
7000억 

4조 7500억 

9조 5300억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3)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seq=173


Website Edit 

5 

상품을 직접 검색하는 사용자를 위한 연관 검색어 노출 01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검색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자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 불편한 타이핑을 해야 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입력에 따른 노력을 

최소화해 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 2] 에서는 상품명의 한글자만 입력해도 연관 검색어들이 노출되어 더 편리하고 

단순하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 입력 

했을 경우 전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림 2] 연관 검색어 기능으로  편리해진  글자 입력 

상품을 탐색중인 사용자를 위한 전략적 상품 배치 02 

모바일 그리드뷰 유형에 따른 사용자 시선추적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에서 배치한 이미지 

사이즈가 클수록 주목도가 높아, 시선이 시작될 확률이 높고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큰 이미지는 왼쪽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시선 흐름이 자연스러워 유저 선호도가 높았으며 큰 이미지로 인해 주변의 배치된 

이미지까지 집중도가 함께 높아져 근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Hot 패션 마트리빙 

가구 기프트 취미 

프로모션 배너 영역 

NSM 마켓 가| 

> < 
Hot 패션 마트리빙 

가구 기프트 취미 

프로모션 배너 영역 

NSM 마켓 가| X
 

연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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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리드 상단의 주목도는 당연히 높았지만 그리드가 길어질수록 하단 이미지들이 

중간 이미지들 보다는 시선 집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 모바일 그리드뷰 리스트의 사용자 시선흐름 연구  

[그림 4]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시선 흐름을 유도하는 사례 

그리드 유형에 따른 사용자 선호도를 

토대로  모바일에서  조금  더  사용자 

시 선 과  선 택 에  효 과 적 일  것 이 라 고 

예상되는 그리드 유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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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쇼핑몰에서는 모바일 트래픽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 ~12시에 

‘출퇴근 해피타임 할인 쿠폰’과 ‘오후 3시 끝장 쿠폰’을 제공하여 모바일 유저의 

쇼핑습관을 고려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결정을 고민중인  사용자를 위한 혜택 03 

모바일 쇼핑 이용자들은 화면의 낮은 가독성을 감수해야 하고,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해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한 후 상품 구매는 온라인을 통해 하게 되고, 

이렇게 불편한 요소들을 감수한 만큼 할인 혜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림5]의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쇼핑 관련 활동으로 상품 비교 

검색, 쿠폰 및 할인정보가 주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쇼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차별화 된 모바일만의 “쇼핑의 재미”가 필요합니다.  

[그림 5]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 조사(※복수응답) 

[그림 6] 모바일 전용  할인 쿠폰 제공 

모바일 쇼핑 관련 활동 

매장 정보 

쿠폰 및 할인 정보 

상품 구매 활동 

구매 후기 / 리뷰 작성 

이벤트 참여 

상품 비교 검색 

기타 

출처 : DMC미디어(2013.3) 

69% 

55% 

47% 

29% 

19% 

1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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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   
주문결제 주문완료 

배송정보  확인  선택 ▲ 

시원한 여름이불 신상품 
10종 택1, 냉장고 이불 ‥ 

45,020원 

옵션 선택 3. 북유럽스타
일 옐로우 / Q 

옵션변경 

총 결제금액 

   1   ▼ 

48,520원 

선택해제 선택삭제 선택삭제 TOP 

Click! 

> > 
장바구니  

\   
주문결제 주문완료 

배송정보  확인  선택 ▲ 

시원한 여름이불 신상품 
10종 택1, 냉장고 이불 ‥ 

45,020원 

옵션 선택 3. 북유럽스타
일 옐로우 / Q 

옵션변경 

   1   ▼ 

제품선택 선택 3. 북유럽스타일 
 옐로우 / Q 

▼ 

사이즈 ▼ 

변경 

퀸 사이즈 

상품 구매를 진행중인 사용자를 위한 결제 편의성 04 

결제단계에서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바구니와 주문하기 페이지에서 에러가 발생되거나 결제 절차가 복잡하다면 

유저는 그 쇼핑몰에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림 7]의 쇼핑몰에서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제품 옵션을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상품 페이지로 돌아가서 옵션을 

재 선택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그림 7] 장바구니에서도 상품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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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머스.  
해외사례를 통한  
변화동향 Go to site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  쇼핑몰이 가진 

장점들이 뉴스를 통해 이슈가 되기도 했고, 국내 

쇼 핑 몰 에 서  마 주 하 는  시스 템 적 인  약 점 까 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천송이 코트’를 

구 입 할  수  없 다 는  문 제 를  대 통 령 이  직 접 

언급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쇼핑몰이 가진 콘텐츠/UI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중에 국내로 도입해서 득이 

될만한 소스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쇼핑몰트렌드”  
콕콕 짚어 알려주는 사이트  

업그레이드 요점 정리! 

· Amazon.com 관련 기사 
[위키트리] 아마존 "무인비행물체 물류배송, 공상과학 아닌 현실"  2013-12-02 
· 국내 웹사이트 쇼핑의 한계 관련 기사 
[연합뉴스]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 사려면 산너머산  2014-06-05 

Chapter.01 
E-commerce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인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 부  동 일  상 품 을  국 내 

쇼핑몰에서  샀을  때보다 

해외 쇼핑몰에서 샀을 때 

가격적인 만족도가 충분히 

높 기  때 문 입 니 다 . 특 정 

품목의  경우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며, 

직구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불안정성과 긴 배송시간만 

감수할 수 있다면 꽤 가치가 

있는 쇼핑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외로 

점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seq=178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95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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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네비게이션 
Fixed Navigation 
 

01 웹 페이지 탐색을 마쳤을 때 굳이 상단으로 가지 

않더라도 중요 콘텐츠를 계속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정메뉴는 웹  페이지에서  보는  view의  위치가 

위/아래/좌/우로 이동하더라도 메뉴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치마 사러 왔다가 

어울리는 블라우스라도 찾으러 가는 것은 우리들의 

흔한 쇼핑 패턴일 것입니다. 

스크롤을 내렸을 때에도 네비게이션이  

고정되는 UI. 

롱 스크롤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보편화. 

[그림 1]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을수록 편리한 고정메뉴 

하이퀄리티 이미지 02 우리나라처럼 상세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수 십 번 

해줘야 구입후기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는 

사용자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요소가 아닙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나열해 놓지 않더라도 상품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양보다는 질로써 상품을 

어필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은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사실적으로 상품을 이해할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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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콘텐츠, 레이아웃의 명확성과 단순성에 초점을 맞추는 쇼핑몰 트렌드 

사용자 반응 디자인 03 웹은 사용자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해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 으로  바뀌 는  것도  웹 에서  말하는 

반응입니다.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반응들을 

인지적 목적 외에도 상품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리스트 페이지에서 상품의 장점을 어필하기

에는 아무래도 단일 컷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때, 

마우스 오버 시 상품의 또 다른 컷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림 3] 각 상품의 썸네일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착용 컷이 상품 이미지로 변경되고,  
상품의 전체 컬러 또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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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문제  
해결전략 

04 같 은  S 사 이 즈 여 도  브 랜 드 에  따 라  기 준 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즈 문제가 과연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사용자들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온라인에서  옷을  입어볼  수는  없는 

걸까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쇼 핑 몰 이  2 백 만  불 의  Funding 에  성 공 했 다 는 

소식입니다. 이 쇼핑몰에 사용자가 방문하면 몇 가지 

체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체형/상체길이/팔 

길이)을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나의 체형에 맞는 

옷들만 sorting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림 4] Fitting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Fitbay 쇼핑몰  

기타 선호하는 브랜드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더 상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저들의 Fit 정보들은 계속적으로 Data로 쌓이게 되어 특정 브랜드에 어떤 사이즈가 나와 맞는 

옷인지를 판가름하게 해줍니다. 나와 상관없는 상품을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은 수많은 상품들이 

나열된 쇼핑 환경에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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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일관성을 가지는 디자인 

보유 상품이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자체에 컬러가 있어 

컬러 선택을 잘못 하게 되면 직관적인 상품 파악이 어렵습니다. 

상품설명 시 어떤 컬러를 사용해야 할지 어려울 때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지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통일해 주는 것입니다. 

산만한  
Display 문제  
해결전략 

05 

[그림 6] 상품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통일한 이벤트 배너 

[그림 5] 과도한 컬러 사용으로 주목도 저하  

Clear : 명확한 정보전달을 도와주는 디자인 

애플의 MacBook Air는 이름에서처럼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품입니다. 

그 얇기를 사진으로도 느낄 수 있게 측면 사진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미지 디자인은 단순히 상품을 멋있게 그리는 것이 

아닌,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림 7] MacBook Air 상품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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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선호하는 레이아웃 

Summary 
 

모바일 쇼핑 족에게 필요한  
‘+alpha’  

쉬운 타이핑 & 주목도 높은 상품배치 

가| ▼ 

연관검색어 노출 

가디건 

가디건| ▼ 

검색어 직접 입력 

심플한 상품검색  
- 작은 화면에서 사용자 배려 

-1) 이미지가 클수록 시선의 시작이 될 확률 높고 주목도 역시 높음 
-2) 큰 이미지는 좌측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선호도도 높음 
-3) 큰 이미지 주변의 작은 이미지들은 근접효과로 집중도 높음 

A1 A2 A3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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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편리한 상품 정보  
전달 방법 

편리한 UI  
네비게이션 

사용자의 시선  
유도 전략 

Some  
Text 

스크롤을 내렸을 때에도  
네비게이션이 고정되어  롱 스크롤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보편화 

고정 네비게이션 
(Fixed Navigation) 활용 

킬러 콘텐츠로  
시선 집중 

사용자 반응 디자인 

UI 네비게이션 



둘, 

Technology 

하나, 온라인 마케팅의 준비동작, 검색엔진 최적화 (SEO) 

둘 , 웹사이트 속도의 중요성 

셋 , 각양각색 해상도, 그 다양함에 맞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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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의 준비동작 
검색엔진 최적화 (SEO) 
 

Go to site 

Chapter.02 
Technology 

검색엔진은 검색광고(SEM) 이외에도 방문자가 입력한 쿼리에 맞추어 웹 문서, 동영상, 지도, 뉴스 등 다양한 

섹션의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서 ‘하와이여행경비’로 검색하면 0.2초 만에 295,000개의 

웹 문서가 검색되는데요, 검색엔진 최적화는 295,000개의 웹 문서 중 내 사이트를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O 최적화란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SEO 체크리스트 5가지 

타이틀 태그 (Title Tag) 설정하기 01 

타이틀 태그는 검색엔진 최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웹 페이지의 고유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태그 활용 팁 :  

① 모든 페이지의 타이틀을 다르게 지정합니다.  

② 대표 키워드의 위치는 가급적 앞에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림 1] 아마존 닷컴의 Title Tag Keyword 사용 사례 

검색엔진이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 사이트의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엔진에 최적화 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아마존 닷컴 타이틀 태그 아마존 닷컴 - Fire TV 타이틀 태그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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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키워드와 메타 디스크립션 02 

메타태그 키워드는 웹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타태그는 헤드 안에 위치하며,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검색엔진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보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Title Tag 

Meta Description 

출처 : louisvuitton.com 

[그림 2] 상) 구글에서 ‘여성 토트백’  검색 결과로 보여지는 LouisVuitton  공식 사이트 
      하 ) LouisVuitton 홈페이지 소스에서 확인되는 Meta Description 내용 

Meta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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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뉴욕 스트리트 St – 뿔테 선글라스 

이미지 태그 Alt 속성 활용 03 

검색엔진 로봇은 이미지를 수집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지 태그에 alt 속성 값으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alt 태그의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검색 로봇은 alt 태그 속의  내용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img 속성에 alt 태그를 사용한 모습 

이미지 정보 alt 태그의 사용 

출처 : designwebkit.com 

연관성(Relevancy) 있는 상품명의 작성 04 

검색엔진 로봇이 크롤링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내부적으로도 찾고자 하는 

상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추상적인 명칭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 분류를 상품명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명 : 뉴욕 스트리트 St 

뉴욕스트리트 상품은 

어떤 상품인건가요? 

아! 뉴욕 스트리트라는  

상품은 선글라스군! 

[그림 4] 좌 ) 상품과 연관성 없이 작성된 상품명   
우) 상품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가 추가된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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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속도의 중요성 Go to site 

‘사이트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느끼는 순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운영자가 개발 구조나 서버의 원리를 잘 몰라도 간단하게 

사이트의 속도를 체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객관적 속도측정 01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노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배나 

느린 속도로 답답함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 이지만, 대체적으로 원하는 URL을 넣고 기다리면 속도 측정 결과 값을 보여 

주는 정도이므로 사이트 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느리게 만드는 원인 찾기 02 

속도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살펴 봐야 하는데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 (Chrome)의 개발자 도구 입니다. 

Chapter.02 
Technology 

• Webwait 바로 가기 ▶ 

• Pingdom 바로 가기 ▶ 

• Gtmetrix 바로 가기 ▶ 

• Google Page Speed  바로 가기 ▶ 

 

• 크롬 다운로드 바로 가기 ▶ 

• 크롬 브라우저 > 설정 > 도구 > 개발자 도구 선택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23322
http://webwait.com/
http://webwait.com/
http://webwait.com/
http://webwait.com/
http://webwait.com/
http://tools.pingdom.com/fpt/
http://tools.pingdom.com/fpt/
http://tools.pingdom.com/fpt/
http://tools.pingdom.com/fpt/
http://tools.pingdom.com/fpt/
http://gtmetrix.com/
http://gtmetrix.com/
http://gtmetrix.com/
http://gtmetrix.com/
http://gtmetrix.com/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pagespeed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pagespeed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pagespeed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pagespeed
https://developers.google.com/speed/pagespeed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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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진 원인의 확인과 개선 03 

총 용량 상태 확인하기 

메인 페이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입니다. 용량이 커질 수록 전송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로딩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총 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웹 폰트 

용량, 이미지 용량, 멀티미디어 용량이며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여 이 세 가지의 

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소 별 용량 확인 방법 바로 가기 ▶ 

 

 

 

→ 개발자 도구 중, Network 선택 
 

→ Network 탭 하단에서 확인되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총 용량 

 

 

출처 : store.starbucks.com 

[그림 1] 스타벅스 US의 메인 총 용량은 63.4KB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S/JAVA Script 로딩 순서 변경하기 

HTML은 구조, CSS는 외모, 자바스크립트는 행동을 정의합니다. HTML 페이지 안에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위치는 큰 제한이 없으나, 위치에 따라 페이지 로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 CSS 먼저 보여주고, 동작에 대한 부분은 뒤로 미뤄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로딩 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2url.kr/a5a7
http://2url.kr/a5a7
http://2url.kr/a5a7
http://2url.kr/a5a7
http://2url.kr/a5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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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해상도 
그 다양함에 맞서기! Go to site 

해상도란? 

화 면  해 상 도 (graphic display resolution) 는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너비와 높이의 

치수를 pixel 단위로 설명하는  것으로 종이나 

스크린  등에  표현된  그림이나  글씨가  표현된 

섬세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인치당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ppi(pixels per inch), 1 인 치 당  몇  개 의 

점(dots)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dpi(dot 

per inch)를 주로 사용하며 픽셀 혹은 도트 수가 

많을수록, 즉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깨끗하고 정교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ile:YouTube-resolution-comparison.jpg 

[그림 1] 한 화면에 픽셀이 많아 질수록 선명해지는 화면 해상도 

Chapter.02 
Technology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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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해상도는? 

01 2014년에 국내 사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3%가 

1800px 의  고 해 상  모 니 터 를  사 용 하 고  있 어 

대한민국은 점차 대형 스크린 시대로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이 약 38%는 여전히 

1200px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사용자를 위한 

사이트를 제작할 경우 1200~1900px 웹 디자인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그림 2] 2014년 국내 모니터 해상도 점유 현황  

출처 : StatCounter Global 
Stats –Screen Resolution 
          (Desktop, Tablet, 
Console) , South Korea , 
2014년 1월~12월 

800px이상~1200px미만 

4% 

800px 이하 

5 % 

1800px 이상 

52% 
1200px이상~1800px미만 

39% 

2014년  

모니터 해상도  

해상도 테스트 02 고객이 보고 있는 다양한 스크린 화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해상도에서 사이트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야 합니다. 

[ 일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 테스트 Tool ] 

• Chrome Test IE 바로 가기 ▶ 

•  FireFox v.15 브라우저 개발자도구 ▶ 

•  DaumCacao Troy  바로 가기 ▶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est-ie/eldlkpeoddgbmpjlnpfblfpgodnojfjl?utm_source=gmail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est-ie/eldlkpeoddgbmpjlnpfblfpgodnojfjl?utm_source=gmail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est-ie/eldlkpeoddgbmpjlnpfblfpgodnojfjl?utm_source=gmail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est-ie/eldlkpeoddgbmpjlnpfblfpgodnojfjl?utm_source=gmail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test-ie/eldlkpeoddgbmpjlnpfblfpgodnojfjl?utm_source=gmail
https://www.mozilla.org/ko/firefox/new/
https://www.mozilla.org/ko/firefox/new/
https://www.mozilla.org/ko/firefox/new/
http://troy.labs.daum.net/
http://troy.labs.daum.net/
http://troy.labs.daum.net/
http://troy.labs.daum.net/
http://troy.lab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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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웹 (Responsive Web Design,이하 RWD ) 

  
반응형 웹은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반응하여 각각의 

환경에서 최적화된 UI를 구현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최초로 정의한 

미국 개발자 이단 마콧 (Ethan Marcotte)에 따르면 RWD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도  
대응하기  

03 

[그림 3] 반응형 웹 – 다양한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해상도 대응 기술 

가변 이미지 (Flexible Image) 

•웹 브라우저의 가로 너비에 이미지나 동영상의 사이즈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편집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Grid 개념을 웹에 적용한 방법 입니다. 

디자인 된 Grid의 간격을 측정한 뒤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의 Grid가 

차지하는 공간이 몇%인지를 비율로 설정하여 창 너비에 따라 Grid가 

가변적으로 동작합니다. 

•다양한 접속 환경(텍스트 전용 브라우저, 스크린 리더, 프린트 매니저 

등..)에서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해상도의 min-width, 

max-width 값에 따라 변화를 감지하여 브라우저 창 너비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각 해상도에 최적화 되도록 레이아웃을 변화시키는 CSS3 속성을 

이용합니다. 

가변 그리드 (Flexible Grid) 

미디어쿼리 (Media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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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포트 (viewport) 메타태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화면 폭에 맞게 이미지나 콘텐츠를 노출하여 

가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태그의 viewport 속성을( 초기비율, 

최대/최소비율, 스케일  조정  etc..) 설정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화면에서 최적화된 모바일 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상도  
대응하기  

03 

[그림 3] 반응형 – 데스크톱, 태블린,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해상도 대
응 기술 

[그림 3] (좌) 메타 표시 영역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페이지,  
              (우) 기기 너비에 맞는 메타 태그가 지정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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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반응형 웹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비즈니스 관점의 SEO장점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SEARCH RESULTS 

01 
타겟팅된  
트래픽 

02 
ROI 
 상승 

03 
검색엔진의  
정확한 탐색 

04 
접근성의  

증가 

로딩속도 
-로딩 시간이 1초씩  느려질 때 마다... 

-7% 
 

구매전환 

-11% 
 

페이지 뷰 
 

-16% 
 

고객만족 
 

Summary 
 

Technology 

01 

02 

03 



셋, 

UX/UI 

심리학으로 보는 사이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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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site 

인지 심리학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보편화된 사이트 인터페이스가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 했는지 그 근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이트를  기획하려면 먼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해석하기 위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부분(UI, Visual Design 등)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용자 경험의 품질 차이가 발생합니다. 

 

 

 

 

 

심리학으로 보는  
사이트의 이해 

Chapter.03 
UX/UI 

[그림1]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인지 심리학은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중 하나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사이트 이용과정에서 겪는 행동의 원인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고 인지 심리학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효과적인 사이트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디자인 vs  

심리를 이용한 공공디자인 : 

 쓰레기를 바닥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휴지통. 

마치 농구 코트의 라인을 

표시하여 마치 정확하게 

휴지를 넣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의 

사이트도 단순한 사용성을 

넘어서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농구코트 휴지통 :  

Basketball Team Duesseldorf 

Magics: Trashbasket, 2007)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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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가까운 것끼리 
하나로 묶어서 본다 

인지 심리학 중에서도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기초 원리입니다. 그 중 근접성의 원리는 

사람이 형태를 지각할 때 가까운 것끼리 묶어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2] 게슈탈트 원칙 – 근접성의 원리 

01 

사이트 활용 포인트 

[그림 3]는 강의정보와 관련된 요소와 게시판 및 상담요소가 혼재되어 

메뉴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 콘텐츠는 가까이에 

배치하고, 성격이 다른 콘텐츠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두어 그룹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 모바일웹 메인 페이지 버튼 배치 비교 

게슈탈트 심리학 : 

‘ 형 태 ’ 를  의 미 하 는  독 일 어 

게슈탈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가 형태를 지각하는 원리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입니다. 부분 

혹은  요소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전체  맥락에 

따라 부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봅 니 다 . 이  원 리 가  적 절 하 게 

적 용 되 었 을  때  사 용 자 들 에 게 

정보를  명확하고  좋은  형태로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메뉴는 

상호 근접한 위치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세요. 



Website Edit 

30 

사람들은 비슷한 것끼리 
하나로 묶어서 본다 

게슈탈트 법칙 - 유사성의 원리는 사용자가 형태를 시각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하여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원은 

원끼리 묶어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4] 게슈탈트 원칙 – 유사성의 원리 

02 

사이트 활용 포인트 

[그림5]에서 ‘버튼’은 한정된 박스에 ‘텍스트’와 ‘화살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변화되더라도 이와 같이 적용된 디자인을 동일하게 

버튼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 유니폼의 선수끼리 
동일 그룹으로 보입니다 
( 2010 한일전 ) 

위 그림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붉은색과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로 구분하여 보이시나요 

 

 

 

 

 

 

 

 

전체적인 사이트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그림 5] 콘텐츠를 대표하는 제목 및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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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와 사이트 콘텐츠 디자인  

덴마크의 행태주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 고안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잔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옆 얼굴로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사물임에도 그것을 인지하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지각하고, 선택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림 6] 루빈의 꽃병 
(Judy Cousins for Kaiser Porcelains, 
Royal Silhouette Vase, 1997)   

03 

사이트 활용 포인트 

[그림7]의 ‘네이버 럭키투데이’ 사이트는 메뉴가 ‘전경’으로 보이게 

하였고, 흰색 바탕이 ‘배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상품 중, 

바세린 상품을 선택해서 더욱 주의를 집중하여 ‘전경’으로 삼고 나머지 

것들을 ‘배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경과 배경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인 UI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디자인 강약조절 

[그림 7] 네이버 럭키투데이 
 
바탕 보다 튀어나온 것을 앞에 있는 
별개의 개체로 지각하면 그것은 ‘전경’이 
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배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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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탈의 열쇠! 이용자의 감정  

최근 화두인 사용자 경험(UX)이라는 것은 바로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와서 탐색하고 주문을 

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이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수십 단계를 겪고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로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림 8] 쇼핑의 4단계  

04 

[그림 9] 운영자가 주목하고 개선해야 할 이용자의 BAD 감정 지점 

 

이용자의 감정이 부정적인 지점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지점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로 이용자를 이해하는 사이트의 시작이며, 나아가 잠재적인 

이탈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광고 효율 및 매출 증대에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용자의 쇼핑 동선을 따라가며 쇼핑 단계 별로 변화하는 감정을 

관찰해보면, 이용자의 불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 때,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동선을, 전문적인 용어로 고통점(pain point)이라고 

부르고 고객들은 pain point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용자의 

감정 변화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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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 주체는 사람 

게슈탈트 심리학을 활용, UI 직관성 향상 
 

Summary 
 

인지심리학과   
UI 

 

人 

Look Sense Interact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넷, 

Web Trend 

1. 굿바이 굴림체, 헬로우 웹 폰트! 

2. 보고 듣고 열린다! Web Video Marketing 

3. 인포+그래픽, 읽기(txt)보다는 보기(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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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site 

01 웹 폰트란? 
웹 페이지를 보는 사람의 컴퓨터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임시로 

폰트를 받아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웹 기술입니다. 

굿바이 굴림체,  
헬로우 웹 폰트! 

Chapter.04 
Trend 

시스템폰트 (System Font) 웹 폰트(Web Font)  

• 사용자 PC에 설치된 폰트 •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 되는 폰트 

• 돋움, 굴림, Arial 등 유니버설 폰트 • 사용자 PC에 폰트가 없어도 됨 

•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하여 사용 

• 제작 환경과 동일한 텍스트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  

 • 확대/축소에서 폰트의 깨짐 현상 X 

 • 디자인 웹 폰트로 사이트 차별화 

웹 폰트를 사용하는 이유 02 

사용성 

웹 폰트를 사용하면, 사이트 관리에 있어서 변경해야 하는 텍스트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또한, 드래그 및 복사가 

자유로워 정보 공유에 편리하며 크기 및 변형도 자유로워 인쇄 시에도 

뭉개짐 현상이 없어 가독성이 높습니다.  

 

웹 폰 트  적 용 은  SEO( 검 색 엔 진 최 적 화 ) 와  

*웹접근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더 욱 그 장점 이 부각됩니다. 

* 웹접근성 : '웹의 평등성‘에 

근거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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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미는 명확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은 자제하는 웹 폰트 

[그림 1] (좌) 모바일 화면에서 읽히지 않는 이미지로 된 상품 설명 
              (우) 어떤 해상도에서도 읽을 수 있는 웹 폰트 

심미성 

플랫 디자인과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올해에도 계속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 트렌드는 의미는 명확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는  지양하려는  웹  폰트의  사용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텍스트만으로 멋스럽고 감성을  자극하는 웹 폰트는 웹사이트를 

꾸며주는 훌륭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Website Edit 

37 

웹 폰트 사용시, 고려사항 03 

국내/외 웹 폰트 제공 사이트 

한글은 글자의 결합이 복잡하여 

영 문  보 다  제 작 에  몇  배 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ㄱ,ㄴ,ㄷ,ㅏ,ㅑ’ 를 

제 작 하 는  것  뿐 만  아 니 라 

‘작 ’이라는  폰트를  나타내고 

싶다면 ‘ㅈ,ㅏ,ㄱ’ 조합이 아닌 

‘작’ 한 글자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국문 ‘웹 폰트’ 제작의  
어려움 

웹  폰 트 는  웹  서 버 로 부 터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나 컴퓨터의 사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 너무  많 은  폰 트를 

지 정 하 면  다 운 로 드  할  폰 트 

파일의 크기가 커지므로 가급적 

두 개 이하 정도만 웹 폰트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의 크기 2 

웹  폰 트 에 도  음 악 이 나 

이미지처럼 저작권이 있습니다. 

무료 배포용이라고 하더라도 웹 

용으로 파일 포맷을 변환해서 

사 용 해 도  되 는 지  또 는 

유료인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라이선스(저작권) 확인 

각  브라우저  별로  웹  폰트의 

확장자가 다를 경우에 서로 다른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 터 넷  익 스 플 로 러 ’ 에 서 는 

제 대 로  보 이 는  웹  폰 트 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적 용 되 지  않 고 

기 본 폰 트 ( 시 스 템 폰 트 ) 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필요 

4 

Google  
Fonts 

Adobe 
Typekit 

Fonts. 
com 

모빌리스 
웹 폰트 

타이포 
링크 

모빌리스 

https://www.google.com/fonts
http://www.typolink.co.kr/
http://www.fonts.com/
http://api.mobilis.co.kr/webfonts/
https://typek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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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site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꼼꼼히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구매했을 때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이다. 자전거가 티타늄 소재로 됐는지를 

따지기 보다는 그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제품, 서비스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가장 앞 단에서 소비자들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일 것이다."   

  

기업용 동영상 플랫폼 업체 Brightcove의 라다 

라만 마케팅 이사는 ‘마케팅 스퀘어 컨퍼런스 

2014’에서 동영상 마케팅이 왜 킬러 콘텐츠 인지를 

기조 연설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마케팅을 통해 가장 높은 

매출과 수익성과를 낸 '베스트-인-클래스' 중 

95%가 콘텐츠 마케팅 전략으로 비디오를 

이용하였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듣고 열린다! 
Web Video Marketing 

 

Chapter.04 
Trend 

20% 

듣기만 했을 때, 

30% 

보기만 했을 때, 듣고 보았을 때, 

& 

70% 

VS 

출처 : socialmediaelearning.co.uk 

[그림 1] 비디오 마케팅이 강력한 이유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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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활용 유형 3가지 살펴보기 

일반 쇼핑몰의 동영상은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쇼핑 

동영상은 판매 상품이 갖는 사용성과 사용자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바탕이 된 동영상 입니다. 

[그림 2] ASOS의 15초 워킹 동영상 
패스트 패션 (Fast Fashion)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짧고 간결한 영상이 특징 

 
ASOS 바로 가기 ▶ 

   

구매 전환 증가가 목적인  

동영상 

이러한 동영상들의 특징은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구매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보다 상영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음성 정보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뢰를 얻

기 위한 동영상 

01 

http://www.asos.com/women/dresses/cat/pgecategory.aspx?cid=8799&via=top
http://www.asos.com/women/dresses/cat/pgecategory.aspx?cid=8799&via=top
http://www.asos.com/women/dresses/cat/pgecategory.aspx?cid=8799&via=top
http://www.asos.com/women/dresses/cat/pgecategory.aspx?cid=8799&via=top
http://www.asos.com/women/dresses/cat/pgecategory.aspx?cid=8799&via=top
http://www.asos.com/women/dresses/cat/pgecategory.aspx?cid=8799&via=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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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나 캠페인 홍보와 같은 인지도 증가가 목적인 동영상 

마케팅에서는 사용자에게 홍보물에 대하 연상되는 감정을 기억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친근한 이웃의 모습에 

근무자가 밝게 웃는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병원에서는 따뜻하고 안락함 

느낌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동영상 마케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을 전달 하기에 용이 하다는 것 입니다. 

인지도 증가가 목적인 동영상 

[그림 3] 유투브에서 화재가 되었던 이름없는 영웅(Unsung Hero)  
- 태국생명보험광고 바로보기 ▶ 

180만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1분 동영상의 힘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의 제임스 맥 퀴비(James 

MacQuivey) 애널리스트는 동영상 1분의 값은 글자 180만 단어라고 

표현 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이해하기 쉽고 가볍게 볼 수 있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여기에 문화와 언어의 차이도 

뛰어 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이 많은 동영상을 활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쉬운 만큼 오해를 주기에도 

쉽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동영상 마케팅의 

방법과 모습은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02 

https://www.youtube.com/watch?v=uaWA2GbcnJU
https://www.youtube.com/watch?v=uaWA2GbcnJU
https://www.youtube.com/watch?v=uaWA2Gbc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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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포그래픽이란? 
인포그래픽 (infographic)은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과 그림을 

뜻하는 Graphic의 합성어로 “그림 속에 정보를 담은 것” 이라는 의미 

입니다. 이러한 인포그래픽의 특징은 복잡한 정보를 기호와 그림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는 것 입니다. 

 

인포그래픽이 활용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SNS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언제든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정보과잉으로 인한 올바른 해석 작업은 사용자 몫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스토리와 디자인을 입혀 이해도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최근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인포+그래픽  
읽기(txt)보다는 보기(img) 

Chapter.04 
Trend 

[그림 1] 인포그래픽이 적용되지 않은 문서와 적용한 문서의 비교 

http://www.nsm.co.kr/column_view.do?pageNo=1&o_search_text=&o_search_type=&o_type=%EC%82%AC%EC%9D%B4%ED%8A%B8%EC%BB%A8%EC%84%A4%ED%8C%85&seq=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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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지속시간 연장 

Fun!! 

Time is money  

Easy To Share, SNS 

 

 

 

한  장의  지도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 캐릭터나 

일러스트를 이용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콘텐츠 

재미있게  

전달되는 정보 

정보 습득  

시간의 절감 
빠른 확산 

인포그래픽의 특징 02 

03 보이진 않지만 규칙이 있는 인포그래픽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포그래픽은 주제나 디자인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성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 지도형 도표형 2 

3 프로세스형  비교분석 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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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마케팅 효과 

웹 폰트의 장점 

01 
사용성  

웹 문서 상위 노출  
전략에 유리 

 

01 

02 

 
동영상을 본 사용자의 

75% 는!  
관련된 웹 사이트를 
방문 하였습니다. 

 
동영상이 있는 이메일의 경우, 

평균적으로 클릭이  

250% 더! 
증가 하였습니다. 

+ 

 
동영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평균  

2분을 더!  
웹사이트에 머물렀습니다. 

02 
심미성  
타 사이트와  

차별되는 매력 

웹 폰트 & 비디오 콘텐츠 

Summary 
 

Web Trend 



<2015 주요 소비키워드> 

고객에게 끊김 없는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인터넷·오프라인 등 여러 유통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비스 

Trend & 
Issue 

<2015년 소매유통업 업태 별 성장률 전망> 

‘옴니채널&M-커머스’  
2015 소비트렌드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14.3% 

4.0% 3.8% 3.2 % 

옴니채널 

모바일  
쇼핑 

글로벌 
소비 

몰링 
소비 

합리적  
소비 

모바일 쇼핑을 필두로 한 인터넷쇼핑몰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올웨이즈온’ 항상 쇼핑중인 소비자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소매유통업 전망 조사 

옴니채널이란? 

쇼핑과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기는 소비 형태 몰링소비란? 



하이타오족 선호 한국제품 현황 

역직구족이 몰려온다! 
중국 해외직구 족 '하이타오족' 
  

하이타오 매출현황 

1위 

G마켓 쇼핑 유형 

46% 
여성의류 

 

1위 

하이타오 매출현황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시장규모 

1400억 위안 
(약 24조원) 

2011 2012 2013 2014 

한국 쇼핑몰의 중문사이트 오픈 

Trend & 
Issue 

자료 : 즈푸바오 

자료 : 코트라 

에뛰드하우스 지마켓 에잇세컨즈의 새로운 CI 

중국어로 '하이'는 바다, 즉 물 건너 해외를 뜻하고 '타오'는 '소비하다' 라는 의미 

자료 : 한국경제신문, JTBC,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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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M은 독보적인 1위로 대한민국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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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the 
Success 
Story! 

2010~2014년 5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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