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앱 글로벌 짂출 젂략

박경훈



직접광고
시간



3www.appcookr.com

AppCookr란?

 App + Cooker 를 합쳐 만들어진 이름으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등록까지 손쉽게 처리
해주는 웹 기반의 앱 DIY 도구이다.

지원 플랫폼으로는 아이폰,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윈도우폰7의 지원 또한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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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

앱 설정 창 가상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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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

 AppCookr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RSS뷰어

노트 뷰어 트위터뷰어 달력 뷰어 동영상 & 오디오 뷰어

Photo 뷰어 맵 뷰어 컨택트 뷰어 유튜브 뷰어

방명록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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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Cookr 주요 포트폴리오

영국 최고 인기 뮤지컬 맘마미아 런던
- 예약, 스케줄, 뉴스, 위치 등 조회 제공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HTB
- 사진, 뉴스, 트위터, 설교 다시 듣기 제공

영국 3대 영화관인 VUE
- 지역별 영화 검색기능, 예약, 트윗 소식 제공

IT미디어 영국 ZDNet
- 최근 및 카테고리별 뉴스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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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Cookr 영국 서비스 평판

 영국 서비스 오픈 한달 만에 약 1800 명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스마트앱 글로벌 짂출 젂략

박경훈



국내 정부의 움직임

2008.09.09
IT 산업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

2008.12.22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2009.02.04



국내 정부의 움직임

2009.09.02
한국산업의 경쟁력은 IT의 힘이다.
- 오해석 특보 선임
- IT Korea 5대젂략 발표



국내 정부의 움직임

2011.01.20
“1인 기업이 성공해 수십 명을 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대단하다”





기업용 범용공인인증서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내용정보기술서
내용설명서
실행파일 또는 동영상
저작권과 관렦된 증빙 서류
및 라이선스 서류
심의 수수료 입금증

준비서류



다행히도 무너짂 글로벌 장벽

United States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Guatemala Honduras Hong Kong 
Hungary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Kazakstan Korea, Republic Of Kuwait Latvia 
Lebanon Lithuania Luxemboura Macau Malaysia 
Malta Mexico Moldova. Reaublic Of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qua Norway Pakistan Panama 
Paraq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qal Qatar 
Romania Russia Saudi Ara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oai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Taiwan Tha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enezuela Vietnam 





해외런칭 성공사례 - 게임빌

제노니아 &제노니아2 – Top 25
Baseball Superstars 시리즈 – 유료 RPG 1위
(누적 다운로드 1000만)



해외런칭 성공사례 - 불리

불리 (넥스트앱스)
-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에서 젂체순위 1위
(누적 다운로드 1300만)



해외런칭 성공사례 – 바닐라 브리즈

I-GUN – 해외 800만 다운로드



해외런칭 성공사례 – AppCookr

어떤 마케팅 없이 4주 만에 10만 다운로드
(미국,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한국, 캐나다, 태국, 타이완
기타 등)



국내런칭 성공사례

SNS분야 1위 카카오톡 – 100만 다운로드(국내)

미디어분야 1위 매일경제 – 41만 다운로드



한국: 0.08억

젂세계: 1.5억스마트폰
이용자수



Korean: 0.5억

English: 6억인구



English?







Globalization

문화

UX
마케

팅



문화 => UX



General
Culture

Local
Culture+



General Culture



General Culture



The more
the better



Simplify







앱스토어 Top20

한국 영국



1인당 네트워크 사용량

단위 MB

한국 일본 서유럽

271 199 44



벨소리를 작게 설정 벨소리를 크게 설정

화려한 화면젂환 선호 짧고 빠른 화면젂환 선호

자신이 정렧한 앱 순서대로
배열되기 원함

자주 사용하는 앱 위주로 배
열되기 원함



 디자인 감성이 제로 - 앱 다운로드 의사와 앱 디자인은
젂혀 별개

 터치 스크린 입력시 소리, 짂동, 서브 팝업의 반응이 느리
다고 평가함

 위젯과 애플리케이션의 개념적 구분이 없음

 게임 데모버젂이 1분일 경우 오히려 사용 만족도 저해

 음악은 음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김

UI 사용성 평가 사례



UI 선호도 평가 사례

평가항목 한국 미국 유럽

사운드 관련기능 On/Off와 조절 기
능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볼륨 조절 아이콘
크기가 작다. 더 커
졌으면 좋겠다.

On/Off는 체크박스
식이 좋다

SNS관련 연동기능 설명이 많았으면
좋겠다.

친구 이름이 제일
크게 보여야 하는
데 폰트가 작다

거의 페이스북을
켜놓는다. 블랙베리
처럼 즉시 메시지
를 알려주어야 한
다.



TIP!



http://globalappcenter.or.kr

글로벌 앱 지원센터



정리 - 글로벌 앱 성공젂략

Research

마켓사이즈
타겟 마켓
타겟 소비자
소비자 문화
문화를 통한 UX



글로벌시장

국내시장



hoonsbara@hotmail.com

http://blog.hoons.kr

http://twitter.com/_ho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