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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삶 및 ICT 기술 환경의 변화로 산업과 ICT와의 융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화두로 산업 전반에 대두됨 

1. Mega Trends 

과거 

 소비자 주도의 시대 

 Two-Way 커뮤니케이션, 능동적 참여 

 다변화 되는 고객 니즈, 선택적 소비 

1)IoP: Internet of People   2) IoT: Internet of Things     3) IoE: Internet of Everything  

현재 

생활/삶 

 공급자 주도의 시대 

 One-Way 커뮤니케이션, 수동적 수용 

 획일적 대량생산에 의한 구매 

 제품을 만들면 팔리는 시대 

 품질/성능 중심의 경영 

 경쟁력 = “기술력” 

 특정 산업 기술 개발 중심의 ICT 
(반도체, 이동통신 등) 

 IoP1)(유무선 인터넷) 시대 

기업 경영 

ICT 기술 

 저성장 장기화, 공급 과잉의 시대 

 치열한 고객 확보 전쟁 

 경쟁력 = “제공 가치 & 경험” 

 ICT 기술의 대중화/보편화, 
기존 산업과 ICT기술간 융합 보편화 

 IoT2), IoE3)…  초연결 시대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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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y UX – UX의 대두 

10대 미래 기술, UX1) UX 키워드 검색 추이 

* 출처: 네이버 트렌드 분석  

   - 분석 키워드: UX 

   - 기간: ’07년~’13년 

Gartner 10대 전략 기술 
(2012) 

NIA 국가정보화 트렌드 
(2013) 

1 Media Tablets and Beyond Big Data 

2 
Mobile-Centric Applications 
and Interfaces 

Cloud Computing 

3 
Contextual and Social User 
Experience 

Social Network Service 

4 Internet of Things 보안 

5 App Stores and Marketplaces Smart Car 

6 Next-Generation Analytics Tablets PC 

7 Big Data 스마트 홈/가전 

8 In-Memory Computing HTML5 

9 Extreme Low-Energy Servers UI/UX 

10 Cloud Computing Green IT 

1)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UX)은 향후 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기술이자 경영화두로서 주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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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y UX – UX의 중요성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 

Company 
 원재료 < 상품 < 서비스 < 경험 

 고객의 총체적 경험을 대상으로 할 때,  
고객의 인지 가치는 매우 높음 

Customer 

 제품/서비스의 모방은 가능하나, 
감성/문화를 포괄한 차별화된 경험으로 
형성된 Brand Equity는 경쟁사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Competitors 

훌륭한 
사용자 
경험 

더 높은 
고객만족 

재구매율  
향상 

고객 
로열티 
강화 

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3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조사 결과   2) ‘To be a creative company’, Business Week, August, 2005 (‘룰 브레이커’, 박기성 저에서 인용) 

高부가가치 창출 

고객 로열티 제고 

모방이 어려움 

<원재료> 

1~2 센트 

<상품> 

5~25센트 

<서비스> 

75센트~2$ 

<경험> 

4$ 

사용자/고객 가치 혁신 
고

객
 지

불
 가

치
 

1센트 원두가 4$ 스타벅스 문화로 

전세계인이 즐겨찾는 스타벅스 

40여년,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로 성장 

Starbucks 사례2) 

 NPS(Net Promoter Score) 1)  

   : 스타벅스 42.3 > 커피빈 40.8 >  
     카페베네 37.8 > 할리스 33.5 > 탐앤탐스 28 

감성/문화를 포괄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은 높은 부가가치, 고객 로열티 및 모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임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wq0i6nk4OAHhM&tbnid=P8BdOJKkKwbaWM:&ved=&url=http://brainage.egloos.com/v/3919381&ei=L7INU_CNGcSeiQe9rgE&bvm=bv.61965928,d.aGc&psig=AFQjCNFJIhqHDTswfpd1Bc6PZW-NW-Avmg&ust=139349289863019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j6L8pbRGphZgVM&tbnid=GH3WdEeYjJ8EDM:&ved=0CAUQjRw&url=http://aving.net/atc/read.asp?c_num=109739&ei=fbMNU9D1N9SgiQfi0oGgBw&bvm=bv.61965928,d.aGc&psig=AFQjCNFpURZ41qIuFktq4j_laJfgq6pnJQ&ust=1393493100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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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X의 정의 – 사전적 정의 

“UX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다.”    

 

“User experience involves a person's behaviors, attitudes, and emotions  

about using a particular product, system or servic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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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X의 정의 – SKC&C의 UX정의 

1)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기존의 UI 디자인 또는 CEM 프로세스 관리의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성, 문화를 포괄한 총체적인 경험(UX)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UX란?  

 CEM1) : 마케팅, 고객관리(CS/CRM) 관점 

• 고객관계관리의 확장적 측면으로 고객 경험 

전(全) 단계에 대한 전략적 관리 중심 

• 고객 접점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 

 UI : 시스템 개발, 디자인 관점 

• UX의 적용을 UI 설계 및 디자인 분야 집중 

• 광의의 Interaction /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가치로의 이해 및 적용 필요 

BM: 신규 제품·서비스 기획 관점 

• 사용자의 실질적인 기호/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서비스의 기획 

• 사용자의 생활과 제품간의 경험 설계에 초점 

 UX : 기업 전 Value Chain 활용 관점 

•UX를 사용자가 제품/서비스를 

탐색/구매/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감정, 

느낌, 생각으로 정의 

•UI/CEM 관점 대비 사용자 경험 

분석(실생활 행동 등) 및 Biz. 활용(신규 

BM/서비스 발굴 등) 범위 확대 

SKC&C의 UX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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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UX 분석은 시장/고객리서치에 의존하여 대상 규모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고비용/장시간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음 
 

4. 기존 UX 분석의 한계(1/2) 

UX 분석 방법 한계점 

DB 분석 

• 사용자 리뷰 분석 

• Contact Center 

데이터 분석  

• 에러분석 등 

니즈/태도 분석 행위 분석 

시장/ 
고객 

리서치 

• Interview, FGI 

• Survey 

• Persona 기법 등  

• Video Ethnography 

• Town Watching   

• Photo Diary/Story 

등 

• Web log analysis 

• A/B Test 등 

대상 

사용자 

규모 

분석 범위 

Data 

Coverage 

분석 시간 

• 잘못된 Sample 선정 시, 

대표성 이슈 有 

• 분석 결과의 개별 고객 

단위의 적용 어려움 

• 일회성 분석 위주,  

장기적 관점의 사용자 

경험 추적 불가  

• 고객 프로파일, 

구매/결제 데이터 중심 

• 일상 생활 및 구매 후 

이용 경험에 대한 

정성적 분석 불가 

• 고비용, 장기간 시간 

소요 

조사 
시점 

Time 

전수 

Sample 

일회성 

사용자  
일상 생활 

Profile, 구매/결제 
등 일부 Data 

DB분석 
시장/고객 

리서치 

실시간~1주일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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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CRM을 중심으로 개인화 마케팅 강화 관점에서 Customer Insight를 심화·확대하는 노력에 
집중해 왔으나, 마케팅 성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4. 기존 UX 분석의 한계(2/2) 

Customer Insight 심화 

마
케
팅 

성
과/B

iz. V
a
lu

e
  

기본 
프로파일 

(Demo/계약) 

거래/이용 
Value중심 

Insight 

과거 Data  
기반 Usage  
패턴/성향 

현재  
Context/ 
Lifestyle 

외부여론 
/탐색정보 

(Web/Buzz) 

… 직관적 마케팅 
(Mass 마케팅) 

가치 기반 
Target 마케팅 

(사업간 Cross-sell) 

고객 성향 기반 
개인화 마케팅 

(상품 추천/Up-sell) 

Context/Needs기반 
개인화 마케팅 

(상품 추천/Up-sell) 

신 사업 발굴/  
제품·서비스 확장 

마케팅 
고도화 

• 제품·서비스 기획 및 신규 

BM발굴을 위해 시장·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Insight 확대  

• 세밀하게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험 Lifecycle 전(全) 

영역으로 Insight 확대 

 

 

 

사후서비스 사전 탐색 가입/이용 

마케팅 성과의 Quantum Jump를 

위해서는 본원적인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필요 

거래/사용이 활발한 우수 고객중심으로 확대 

CI 심화에 따른 마케팅 성과 한계점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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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샘플링 시 대표성 

이슈, 전수 적용 불가 

일회성 조사, 경험 

축적/추적 불가 

고객 프로파일, 구매/결제 

등 정형 Data 중심 

고비용/장시간 소요 

스마트 모바일 보편화, IoT, Wearable Device 확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 행동/Context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가능해짐 

5. UX 분석의 진화 – Enabler 

개인화된 맞춤형  

사용자 경험 제공의 접점 

(Always-on) 

기존 UX 분석의 한계 

 IoT/M2M, Wearable Device 확산  

-예: Google Glass, NEST, FuelBand, Connected Car 등 

 Big Data 분석 기술 및 Infra 

-빅데이터 처리 성능 고도화로 분석 비용·소요시간 감축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기술 
(Complex Event Processing : CEP) 

 스마트 모바일 보편화 

-사용자와의 쌍방향/실시간 Comm. 채널 

-국내 ’13년 스마트폰 보급율 74.3% 1) 

ICT 기술의 발전 분석 Enabler 

사용자의 실생활  

행동/Context 데이터 확보 
(자연스러운 경험유도) 

대용량/비정형 데이터의  

비용 효율적/실시간 분석 

1)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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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확보 가능한 사용자 경험 데이터가 확대됨에 따라 내/외부 Big Data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전체 경험을 대상으로 UX 분석 및 활용 범위 확장이 가능함 

5. UX 분석의 진화 – Direction 

UX 분석의 진화 방향  

AS-IS 

M
a
rk

e
t/C

o
n
su

m
e
r 

R
e
se

a
rch

 
B
ig

 D
a
ta

 
A

n
a
ly

sis U
X
 

분
석 

방
법 

활용 데이터 Coverage 

TO-BE 

“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 ” 

☞ 개인화, 지능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의 기반 2 

1 Big Data를 활용한 UX 분석 기법 고도화 
2 

Volume Period Speed 

Selective Whole Short Term Long Term Batch Near Real 

전수 데이터 활용 
3~5년 장기 

이용∙거래 데이터 
(준)실시간 분석 

활용 데이터 Coverage의 확대 
1 

다양한 데이터소스 활용 사용자경험 지표화 

센서 데이터 

IoT, Wearable 등 

접근∙사용 기록 

모바일, 웹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영상 등 

이동통신사  

예: 네트워크 

품질만족도 

멤버십 

예: 카테고리별 선호도 

예측/측정 

예: 이탈가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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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Experience는 직접적인 영향 요소인 Usability, Emotion, Value 外에도 Previous Experience, 
Viral Process, Brand Equity와 같은 간접적인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됨 

6. Big Data 기반의 UX 분석 – UX 구성 요소 

User Previous 
Experience 

Word of Mouse 
(Viral) 

Brand Equity 

User  
Experience 

 타인의 경험 
 시장 trend,  

입소문/인식 등 

 본인이 과거에 직접 
구매/ 이용한 경험의 
누적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 연상되는 품질/이미지 

기존 분석  
집중 영역 

(거래data 기반) 

SNS/여론,  
구매 후기 등 

비정형 분석 영역 

주로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한 분석 영역 

상품/서비스의 

Usability 

User 
Value 

User 
Emotion 

User Experience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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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사용자 경험 Life-cycle과 全 Value Chain 상의 Biz. Value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UX 분석이 필요 하며, 이를 UX강화에 활용하는 선 순환 구조가 되어야 함 

6. Big Data 기반의 UX 분석 – 주요 분석 관점 

주요 Focus 

 사용자 경험 Life-cycle별 MOT1)를  
MECE2)하게 체계적으로 접근 

     중요 이슈/기회 파악 누락 방지 

 특히, Before Purchase 단계 사용자의 
Context, 잠재적 니즈 파악 필요 

 사용자의 경험(실생활의 행동) 분석을 
통해 파악된 Insight가 사용자 경험 
설계에 반영/강화되는 선순환 구조 

 선제적 시장대응, 내부 경영혁신 
(운영효율화, 생산성 제고) 및 신규 
BM/서비스 발굴 등에 활용 

사용자 경험 Life-cycle 기반의  
체계적 Approach 

사용자 경험 분석에 기반한  
UX 강화 선순환 구조 

UX 분석 관점 

1) MOT: Moment of Truth,     2)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활용 데이터 

Coverage 확대 

Big Data를 활용한  

분석 기법 고도화 

사용자의 전체 Life-cycle 
관점에서 경험 단계를 반영 

기업 수익 창출 
측면의 다양한 요소 
고려 

Industry 별 
사용자 경험 
특수성 반영  

全 Value  
Chain 상의 
Biz. Value 

산업별 
특성 

SK C&C 
UX 분석 관점 

사용자 경험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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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험(실생활의 행동) 분석을 통해 파악된 Insight를 사용자 경험 설계에 반영하여 UX를 
강화한 사례 및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7. UX 분석 활용 사례  

amazon dash : 

- 아마존 프레시의 스마트 쇼핑 디바이스 

  바코드 리더 및 음성 인식, Wi-Fi 연결 기능 제공 

아마존의 온라인 식품 유통업 브랜드 

기업: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  
상품 기획/수급에 활용 

고객: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상품을 
손쉽게 즉시 주문 가능 

UX 활용 Point 

미국 백화점 체인, 800여 매장 보유 

- 오프라인 매장 check-in, 위치기반 서비스 

  블루투스 및 실내측위 기술을 활용, 스마트폰    

  사용자의 실내위치 확인 및 필요 정보 제공 

활용기술: Beacon(블루투스),  
      실내측위 

고객: 개인 고객 별 차별화 된 
쇼핑 혜택 및 경험 제공 

UX 활용 Point 

Second Screen : 

- First Screen인 TV 외 Second  

 Screen으로서의 스마트 기기 결합 

 TV와 스마트 기기를 결합한 부가적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 사용자에게 제공  

기업: 미디어 서비스 外 
부가적인 수익모델 확보 

고객: TV시청과 동시에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쇼핑 니즈 해결 

UX 활용 Point 

Prism Skylabs Heat-map) 

- 상점 내 보안카메라를 활용한 고객동선 분석 

고객들이 가장 많이 만져본 상품, 많이 머무른 

매장 내 장소, 진열 위치별 판매량 분석 제공 

美 보석 디자인, 액세서리 Shop 

기업: 내부 경영혁신 (매장 
운영효율화, 판매 촉진) 

고객: 쇼핑 대기 시간 감소, 쇼핑 
편의 지원 

UX 활용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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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을 넘어 ‘제공 가치 & 경험’으로 변화 

사용자의 실생활 행동/Context 데이터 확보가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ICT기술과 FUN요소를 접목, 적극 활용 

사용자 경험 Life-cycle 및 기업의 Biz. Value 관점의 UX 분석 및 활용 

UX 강화를 

위한  

Big Data 

분석의 활용 
 모바일, Beacon/NFC, IoT/M2M, 웨어러블 디바이스, Natural User Interface 등 

 단순한 기술력의 제공보다는 사용자의 실생활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 UX 

 마케팅/서비스 외에도 선제적 시장대응, 내부 경영혁신 (운영효율화, 생산성 제고) 및 신규 BM/서
비스 발굴 등의 관점에서 UX 분석 및 활용 

 Inside-out approach에서 Outside-In approach로 변화 필요 

 감성, 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경험의 차별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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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hank you! 

Q 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