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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현황

과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 수준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 서비스와 모바일 앱에 관련된 연구, 특

히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확인하여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바일 앱의 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자정부와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 Eum et el의 모바일 앱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모

바일 앱의 발전단계 및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

아들이는 수용성 측면, 마케팅의 상호작용 측면, 정부3.0 이후 새

로운 모바일 서비스 패러다임에서 태동한 통합성과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용이성, 유용성, 상호작용성, 통합성,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의 모바일 앱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이 평가기준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의 발전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범주의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관련한 국가

정책과 국제항공기구 등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책동향을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기구 등

의 항공서비스와 관련된 간행물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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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모바일 앱과 관련한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여 HTML5.0과 하이브리드 앱 등의 모바일 앱 제작기술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근접모바일 통신기술, 모바일 결제, 모바일 위치

측위 기술 등 다양한 모바일 앱 응용기술의 발전 동향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국내 공공기관과 외국 주요

공항 등의 모바일 앱 운영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

지와 홍보 간행물, 모바일 앱 등을 조사하였는데 국내공공기관은

서울시, 경찰청, 한국관광공사를, 외국공항으로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덴마크 코펜하겐공항, 프랑스 샤를

드골공항, 싱가폴 창이공항 등을 비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평가기준과 환경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인천국제

공항의 모바일 앱의 수준을 모바일 앱의 기술 동향, 공공기관 및

외국공항 운영사례 비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 이용

현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용이성 측면에서는 직관적인 UI구성과 메

뉴구성으로, 유용성 측면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다른 앱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길 찾기, 입국 환영, 가상현실 등으로 높은 서비

스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합성 측면에서도 공항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모바일 앱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수

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기능이 약해 상

호작용성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관련 기능이 없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인천공항 모바일 앱 수준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의 발전방안을 3가지 방향으로 도출하였는데

유용성, 용이성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의 사용목적별 분리와 간소

화를 통해 유용성과 용이성의 수준을 더 높이는 한편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기능 개선을 통해 앱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iii -

상호작용성 및 마케팅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 계정관리와 SNS연

동, 지능형 음성인식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모바일 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마케

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성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여객 맞춤

서비스 강화와 교통주차 안내서비스의 개선, 관광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특화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앱, 인천공항, 모바일 앱 평가기준,

전자정부

학 번 : 2014-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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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폭발적인 이용 확산에

의해 이들 기기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5,633만 명이며 이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 수는 4,026만으로 전체 무선전화 이용자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1)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이처럼 양적으로 성

장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의 이용 빈도와 행태도 변화되고 있는데 한국인

터넷 진흥원이 전국 6,000가구의 만 12세 이상의 모바일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평균 스마트폰 이

용 시간은 2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2)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과 문자 메시지 이용시간은 감소하는 반

면 게임이나 채팅/메신저,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디어 동시이용 행태에서도 TV나 데스크톱 PC 등 다른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사용하는 동시 이용 매체 1위로 조사되었

다. 이렇듯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

간 스마트폰에 의한 콘텐츠 검색과 이용이 늘어나고 지속되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3)

이런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오늘날 많은 민간 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모바일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확

대하고 있는 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모바일서비스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에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

1)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계 2014년 8월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P2, 74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 : 2012년과 2013년의

비교”, KISDI STAT Report 13-11, P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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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2011년 제정하여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시 전반적인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제정․배포한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2012. 5, 행정자치부 제

정)에서는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모바일 공통기

반의 구조와 기능, 활용 절차 등을 제시하였으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

스 로드맵(2011～2015)에 따라 2012년에 모바일 행정 업무포털 서비스

등 총 16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등록과 검증, 배포, 관리 체계 등의 정

립을 위해서 정부는 2011년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마련

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

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인천공항의 경우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모

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서비스로는 공항안내, 운항정보

제공, 입국환영,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의

항공승객대비 이용률은 서비스 초기인 13년 1월 17%에서 당해 9월 78%

로 뛸 정도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만4) 이용자들이 주로 운항정보 안

내, 입국환영 등 단편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

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앱 수준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 및 이에 따

른 환경변화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걸쳐 모바일로 변하는 추세

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의 확산은 1인 1모바일기기 소유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바일서비스는 대중이 가장 접근하기 쉬

운 대상이 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모바일화 환경 아래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공기관은 사용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매개

체로서 모바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올리고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자료(모바일 앱 이용현황 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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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지하에서 이 논문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앱 서

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

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앱과 관련된 선행연구

와 각종 문헌 등의 자료 연구를 통해 모바일 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우선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각종 정책들, 모바일 앱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외부 환경 분석 및 공공기관 및 외국공항들에서의 실제 운영 사례

등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천공항 모

바일 앱 수준 분석 결과와 환경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들을 통해서 향후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논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의 운영 현황과 현재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 수준

그리고 향후 공항의 모바일 서비스에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요

인들과 실제 운영 사례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논문을 위해 국내외의 모바일 앱 및 공항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 국제기구들의 문헌 자료 그리고 모바일 앱 서비스 관련 기

술 동향에 대한 자료와 보고서, 공공기관 및 외국공항의 운영사례 등을

범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이 논문을 위해서 모바일 앱과 모바일 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항공 정책과 서비스 관련

정부자료, 국제항공 관련 기구 등의 자료, 그리고 모바일 앱과 관련된 기

술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모바일 앱과 모바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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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수집, 분석하여 이 논문과의 차별성을 확인

하고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

가 기준을 수용성, 마케팅, 모바일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의 세 가지 측면

에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이 논문에 필요한

연구 모형을 만들었다. 또한 모바일 앱과 공항 서비스에 관련된 환경 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정부정책 및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이

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의 정책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공항관련 서비스의 현황과 국제

기구에서 권고하는 서비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ICAO, IATA 등의 정

책자료 및 각종 보고서 등에서 문헌조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모바일 앱과 관련된 기술 동향과 발전방향을 알기위해 미래

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에서 발간되는 모바일

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 자료 등을 수집하여 참조하였다. 공공기관과

외국공항의 운영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모

바일 앱 등을 직접 검색하여 기능을 비교 확인하여 운영 사례를 분석하

였다

인천공항에서 실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구축 및 현황과 관련된 인천국제공항공

사 내부 자료와 설문조사자료, 이용현황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실

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직접 설치하여 스마트폰에서 기능을 확인하여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의 수준을 평가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을 통해 나온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 수준

결과를 환경 분석 결과에서 나온 시사점을 참고하여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함으로서 향후 인천공

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것인가에 대하

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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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앱의 개념 및 기술적 특징

1) 모바일 앱의 개념 및 현황

모바일 앱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서 스마트폰 앱으로 불

리기도 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는 2008년 7월 애플이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인 ‘앱스토어’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부

터 IT 시장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한필구 외, 2011) ‘이동’을 의미

하는 ‘모바일’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즉 워드 프로세서나 웹브라우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어플리케이션’이 합쳐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콘텐츠인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

의 보급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들어졌는데 영상, 그림, 채팅, 메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대량

으로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폰 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로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때문인데, 스마트폰은 일

반 PC와 같이 범용의 운영체제하에서 표준화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환

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인 앱을 개발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종기, 2011)

2010년 이후 모바일 앱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여러 학자들을 통해 모바일

앱이 정의되어졌는데 <표 2-1>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모바일

앱에 대한 정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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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모바일 앱에 대한 정의>

연구자 모바일 앱 정의

(한필구 외 2010)

모바일기기(휴대폰)에서 이전 휴대폰으로는 가능하지 않

았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보다 작업 효율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휴대폰용 응용 프로그램

(김성수 외, 2011)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게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생활 및 작업 생산성 등과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

(배재권, 2010).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통신 프로그램 등이 모바일 환경 하에서 구동되는 것

(이국용, 2012 )

모바일 앱이란, 모바일 환경 하에 휴대폰이나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서 구현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게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생활 및 작업 생산성 등과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은 플랫폼에 따라 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으로 나누어지

는데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OS) 중 구글 안드

로이드의 비중은 78.6%이며 iOS의 경우 1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 제공되는 모바일 앱의 수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약 90만

개,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약 1백만 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6)

5) Gartner(2013. 11). “Market Share: Mobile Phones by Region and Country,

3Q13.”

6) trustedreviews.com(2013. 12. 17). “Windows Phone Store offers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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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IT분야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의 자료7)에 의하면 전 세계 모바일 앱 마

켓의 다운로드 건수는 2013년 1,021억 개에서 연평균 27.4% 성장하여

2017년에는 2,687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1 세계 모바일 앱 마켓 다운로드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

출처 : Gartner(2013. 9)

이 중 네이티브 앱(native app)8) 형태로 다운로드는 되는 앱들의 비중

은 2013년 기준 전체의 9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별다

른 차이 없이 9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HTML59) 등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웹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으나 모바

apps, lags way behind Android and iOS.”

7) Gartner (2013. 9). “Forecast: Mobile App Stores, Worldwide, 2013 Update.”

8) 안드로이드, iOS등의 플랫폼에 맞추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언어로 개발

된 앱으로 실행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9)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도 플래시나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웹 앱 기능을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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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웹에서 직접 작동하는 웹 앱(web app)10)의 본격적인 시장 확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앱은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채팅, 음성, 메시지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음악, 사진, 동영상,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기능, 그리고 모바일

뱅킹, 모바일 쇼핑, 위치기반서비스, 모바일 교육 등 모바일 기술을 응용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스마

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공공 앱이라고 하는데 공공 앱은 모바일 전자

정부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

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이미연, 2013), 2014년 9월 기

준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

는 모바일 앱의 총 수는 1, 167개로 나와 있다.11)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서비스들은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비교해

서 행정효율성과 대민서비스 측면은 떨어지고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머

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기관 간에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자원 격차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입법조사처, 2011)

또한 일반 개발업체들이나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 비해 콘텐츠는 풍부하

지만 사용자 환경(UI) 및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으며, 특

히 모바일 특성을 무시한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 및 복잡한 UI 등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태원, 2012)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웹표준 언어

10) HTML, CSS, Javascript 등 일반적인 웹 기술로 개발되어 표준화의 장점이

있는 앱으로 네이티브 앱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앱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업데이트가 빠르고 개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11) 전자신문, 2014. 9. 2일자(http://www.etnews.com/20140901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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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앱의 기술적 특징

모바일 앱은 제작하는 기술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이티브 앱(Native App), 웹 앱(Web App),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

(Hybrid App)이다.

먼저 네이티브 앱은 C, JAVA 등의 언어로 개발된 앱으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등의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제작되기 때문에 빠른 속

도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각 단말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말에 장착된 모바일 플랫폼(OS)에 영향을

받고 플랫폼에 따라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앱의 업그레이드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웹 앱은 HTML, Javascript, CSS 등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순수한 브라우저 기반의 앱으로서 디바이스와 운영체제, 그리

고 브라우저간 호환이 가능하여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서도 계속하여 업

그레이드 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픈 API12) 등을 통해

쉽게 Mesh-Up13)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존재한

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처리가 불가능하고 단말의 고유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며 브라우저의 성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량이 많은 정보의

처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 앱은 네이티브 앱과 웹 앱의 장점들을 취할 수 있

12) API는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

로 일반인이나, 기관간의 정보 공유 등 정보 공개를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것인데 OPEN API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

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

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지

도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 웹 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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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두 기술을 섞은 것으로 보다 빠르면서도 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도

록 고안되었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앱은 콘텐츠 내용물은 HTML기반의

웹 앱으로 제작하고 패키징 처리만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등으로 제작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매우 편리하게 다양한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표 2-2>는 각 세 가지 유형의 앱을 비교한 것이다.

<표 2-2, 모바일 앱 유형별 기술적 특징 비교>

네이티브 앱 웹 앱 하이브리드 앱

개방방식 단말 API 사용
웹브라우저

기능만 활용

네이티브앱과

웹 앱 절충

구동속도 빠름 느림 중간

앱스토어 판매 가능 불가능 가능

개발비용 높음 낮음 중간

개발기간 길다 짧음 중간

스토리지 로컬 서버, 클라우드 모두

UI제작난이도I 상 하 중

UI표현능력 상 하 중

배포방법
앱스토어 등 별도

배포방법 필요
배포 불필요

앱스토어 등 별도

배포방법 필요

유지보수 필요 불필요 필요

트래픽양 적음 많음 중간

출처 : 강민구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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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전자정부와 모바일 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전통적인 정부

서비스의 영역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선 전자정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네트워크와 디지털 정보)을 전략

적으로 이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주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로서

(김동욱, 1997) 전자정부의 목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정부 내부업무

의 효율화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

민들의 참여, 거버넌스 등을 최적화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Moore, 1999; 고경민 외, 2004). 또한 전자정부의 서비스는 업무절차 간

소화를 바탕으로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전자정부의 목표인 국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석주, 2009)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는 오프라인 서비스의 제약을 극복함

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을 가능하게 하였

는데 정통적인 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과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개선시켰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의 빠른 확산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제공되는 단순한 온라인서비스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과 대중이 아닌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

스를 원하게 되었다.

이용자인 국민의 이러한 요구 변화에 따라 정부서비스도 정부중심의

단순한 정보제공 역할의 일방향서비스에 탈피하여 국민이 더 이상 서비

스 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토록 하는 변화된 서비스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모바일 기술

의 발전과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이

용 확대로 인해 전자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정부 공

공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정부의 다른 형태인 모바일 전자정부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 출현



- 12 -

하게 되었다. 모바일 전자정부(Mobile Government)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모바일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부 서비스와 정보를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에

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Kesavarapu et el, 2009).

<표 2-3>은 기존의 전통적 정부와 전자정부, 그리고 모바일 전자정부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교표이다.

<표 2-3, 전통적 정부, 전자정부, 모바일 정부 개념>

항 목 전통적 정부 전자정부 모바일 정부

원 칙
관료주의적 절차

(전화, 팩스)

IT를 이용하여

절차 재구축

(PC, 인터넷)

무선기기와의 원활한

통합 및 연결

서비스 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하루 24시간, 주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공간
직접 방문, 팩스,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고객의

가정과 사무실

고객이 있는 곳,

물리적 위치

서비스 형태
정부 기관에

직접 방문

간편한 클릭으로

웹 포털 접속

필요한 서비스에

한 번에 접속

출처: Oui-Suk, Uhm(2010), Introduction of m. Government & IT

Convergence Technology, KAIST Institute for IT Convergence

모바일 전자정부의 출현 초기 시기에는 기존 전자정부와 연관하여 전

자정부의 보조수단이나 변형된 형태로 간주하였으나(Kumar and Sinha,

2007; Kushchu and Kuscue, 2003) 최근의 연구들은 모바일정부 서비스

가 모바일 단말들의 이동성을 십분 활용하여 기존의 전자정부에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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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어려웠던 서비스와 기능들을 다양하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모바일 정부의 특별한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있다(Hung,

Chang, and Kuo, 2013)

모바일 전자정부가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

이점들은 무선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특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보화 진흥원은 스마트폰의 도입을

계기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효율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공공서비스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의 구현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모바일 전자정부의 특징을 이동

성, 다양성, 개방성, 경제성으로 정의하였다.14)

<표 2-4, 모바일 정부 서비스의 특징>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이동성 앱의 다양성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공간 제약 없이 사용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마트폰용 앱 개발이 가능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FMC 등을 통한 경제성

SNS 서비스, 모바일 정부 블로그 등

정부-시민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및 활성화가 가능

IP전화기 사용을 통한 통신비용

절감, AP 구축을 통한 데이터 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가능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모바일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모델은 크게 정부 대 시민(G2C),

정부 대 정부(G2G), 정부 대 기업(G2B), 정부 대 직원(G2E)의 4가지로

14)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의 정부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IT정책연구시리즈 제2호, 2010.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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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는데 모바일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과 모바일 서

비스는 상당부분은 정부 대 시민(G2C) 서비스이다.(OECD 대한민국정책

센터, 2012)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형태

에 따라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단방향의 경우 단문 텍스트

혹은 멀티미디어정보를 포함한 장문메시지를 통해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

는 형태이고, 양방향의 경우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각종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형태이

다.(서용원 외, 2010)

최근 모바일 전자정부의 서비스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에 집중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제공기관과 제공되는 앱의 수량 등 양적인 면에서도 정

부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앱의 경우

그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등

모바일 앱 서비스와 관련된 지침들을 만들어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앱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지침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3. 모바일 앱의 발전단계 및 수준 측정

1) 전자정부 발전 모형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서비스의 발전단계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서비스 출현의 배경이 되는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와 수준에 관

한 이론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

정부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Windley, 2002; 오강탁, 2003) 마찬가

지로 전자정부의 발전모형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 발전모형을 만듦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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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서비스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는 세계주요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고객서비스 관점, 서비스의 상호작용 관점, 웹 포탈의

진화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Gartner그룹15)은 고

객서비스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발전모형을 온라인 등장단계, 서비스의

상호작용, 온라인에서의 거래처리 가능, 서비스 수준이 전체적으로 고도

화되는 변환의 4단계로 나누어 전자정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UN의 경우 국가 간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Gartner 그룹의

4단계 모형을 초기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출현단계, 보다 폭넓은 정보

를 제공하는 발전단계,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

는 상호작용단계, 시민과 정부 간 쌍방향 접근이 가능한 전자거래단계,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처리단계의 5단

계로 확장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과거 전자정부가 공급자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 조직 면에서도

단절적이었다면, 미래 전자정부는 수요자 지향적인 단절되지 않는 조직

원리를 추구하는데 이는 결국 모바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의미

가 일치한다.

전자정부의 발전된 형태인 모바일 전자정부의 최종 목표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정부인데 서비스 채널이 통합이 되는 U-Gov로 진화됨에 따

라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통적인 정

부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업무처리

가 개인화 지능화되고 기존 전자정부 보다 한 단계 발전하여 서비스 편

리성 접근성이 더욱 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석주, 2009)

결국 미래의 전자정부는 IT 및 인터넷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과 오프라인이 통합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수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

보서비스의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정보화진흥원, 2009)

15) Gartner Group(2000) Gartner’s Four phases of E-Government Model,

Research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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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주요 기관 및 연구자들의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모형>

기관 단계 주요 내용

Gartner 4
정보제공(information),양방향서비스(interaction),전자

거래(transaction),전환(transformation)

UN 5

출현(emerging), 발전(enhanced),

상호작용(interactive), 거래(transactional), 유기적

결합(seamless)

Accenture

(2003)
5

온라인 정보제공, 기본인프라, 서비스제공, 거래성숙

통합서비스

Bartel

(2002)
5

e-information, e-commerce, e-reengineering,

e-CRM, e-collaboration

Deloitte

(2002)
6

정보제공, 공식적 양방향거래, 다기능 포털, 포털의

개인화, 공통서의 범주화, 완전 전환

Booz Allen

(2001)
4

전자정부인식제고, 전자정부 인프라구축, 비전달성을

위한 관리, 디지털 서비스 지속적 제공

출처: 김석주 (2009)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과 과제

2) 공공앱의 발전단계 모형

Eom et al(2012)은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 앱의 발전 모형을 단순제시 단계, 복합제시 단계, 단순 상호작용 단

계, 복합 상호작용 단계, 거래단계, 변화단계의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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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표 2-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6,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

단계 구분 세부내용

1단계

(단순

제시)

정의 공공앱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측정

지표

문자나, 사진, 그리고 비디오 영상 등의 단순 서비스의

공급. 시민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기능 없음

2단계

(복합

제시)

정의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능이 제공되는 단계

측정

지표

위치기반서비스, QR코드 등의 개인맞춤형서비스가 제공

되지만 공급자쪽 에서의 일방향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단순

상호

작용)

정의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

측정

지표

Q & A, 카운슬링, 채팅 게시판 등의 기능 제공

단문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제보 가능

4단계

(복합

상호

작용)

정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단계

측정

지표

시민 중심적이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상호소통이 가능.

SNS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상호작용

5단계

(업무

처리)

정의 양방향 소통기술을 제공하는 공공앱의 단계

측정

지표

세금, 벌금 등의 지불 및 공공상품 결재 가능

공공 앱을 통해 물품이나 공문서의 배달을 요청 가능

6단계

(통합)

정의 공공앱의 포괄적 연동으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단계

측정

지표

서비스 전달의 관점에서 공공 앱들이 연계되어 one-stop

서비스가 가능, 공공앱이 포탈의 역할 수행

출처 : Eom. et. el(2012)

이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단순제시 단계는 이전의 유선에서 제공되던

공공정보를 공공앱에 의해 공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공공 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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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단계로서 서비스 공급자는 문자나, 사진, 그리고 비디오 영상 등

의 단순 서비스 공급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민의 편의를 증가시

키는 기능은 이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인 복합 상호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술에 의해서 QR코드

같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능이 제공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시민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구글맵스 같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찾을 수 있는데 정부기관(서비스 공

급자)은 여기서도 일방향의 서비스만 제공한다.

세 번째 단계인 단순 상호작용 단계에서 서비스공급자인 정부기관들은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공공사무에 대하여

시민들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Q＆A, 카운슬링, 채팅

게시판 등을 제공하는 공공 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비상

상황에 대하여 짧은 단문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제보할 수 있

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인 복합 상호작용 단계는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단계이

다.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단순한 수준을 초월해

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들도 시민중심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상호소통이 SNS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섯째 단계인 거래단계는 시민들과 정부기관 사이에 기술적 보안과

신뢰가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양방향 소통기술을 제공하는 공공앱의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세금이나 벌금 등을 지불하거나 공공 상

품을 결재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은 공공 앱을 통하여 물품이나 공문서

의 배달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변화단계에서는 공공앱이 시민들이 받아보기 원하는 정

보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전달의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

지어는 서로 다른 공공 앱에서 요청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공앱을 통해서 One-stop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공공 정보의 플랫폼인 하나의 공공앱이 포탈의 역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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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모바일 앱 발전단계 모형은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제

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제공되어 있는 모바일 앱의 수준들을 이 지표들

을 참조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모바일 앱의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수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장에서 논의되었던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에서 각

단계의 특징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수준을 파악하

는 참고 요소로 파악하여 평가기준 수립 시에 반영하였다.

3) 기술수용 모델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품질을 파악하는 일은 서비스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은 그 서

비스가 가진 수준과 품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 부분에서도 이용자들이 정보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이론들이 발표되었는데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등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들은 이용자들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상품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외의 연구자

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고 채택 검증하는 모형이 바로 기술수용모형

(TAM)이다(손정임, 2010)

기술수용모델은 Davis가 1986년에 처음으로 제시하였던 이론으로 합

리적인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의 수용 여부를 예측하고 해석하

기 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박일우, 2012).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이용자 행위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후로 첨단 제품이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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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술의 수용과 이것을 사용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플하면서도 설득력

이 높아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서 그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유재

현․박철, 2010).

Davis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행동에 관련되는 개념으로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사용의 용이성을 먼저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명함으로써 이후의 연구들에서 새로운 기술의 사용

과 수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였는데(민병권, 박정용, 2010) 여기서 지각된 유용성을 ‘특정한 방

법이나 체계를 이용함으로서 개인의 직무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라고 하였다. 즉 어떠한 기술이나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그러한 기술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안시준, 2010).

<그림 2-2, 기술수용모델 : Technology Acceptance Model>

한편 지각된 용이성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IT기술이나 시스템을 사

용할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노력이 좀 더 적게 덜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데, 모바일 앱의 경우 간편하게 눌러서 구동되고 한

눈에 들어오는 직관적인 구조로 인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를 지각된 유용성으로 말할 수 있다.(김진경, 2013)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개인의 이용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주는데,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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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기술

일수록 그 기술이 더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특정 기술이 비슷한 다른 기술들보다 더 편리하다고 느낀다면 이 기술은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더 잘 이용된다는 것이다.

기술수용 모델은 애초에 컴퓨터 기술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

었지만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IT기술들 및 관련 서비스들에 적용

시켜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유효식 외, 2012) 기술수용모델은 모바일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들에서도 많이 이용되어지는데 Lu et al.(2003)은

무선 인터넷 기술(Wireless internet Technology)의 수용에 대한 연구를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해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종래의 연구에서 제시되

었던 변수들을 새로 조합해 Wireless internet에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차이, 사회적 영향, 기술복합성 그리고 무선 환경 등이 장기적 또는 단기

적인 용이성과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

였다.

문용은，정유진(2005)은 기존 기술수용모델을 응용하여 용이성, 편리

성, 혁신성향, 위험성, 경험 등이 모바일 뱅킹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김태방(2005)은 모바일 Game의 이용 의도

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유용성과

용이성이라는 기술수용모델의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자기 효능감이 유용성에,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서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용 용이성과 유용성은 전자정부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서비스 매개요

인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arter and Belangger(2005)는 전

자정부 연구에서 이용 용이성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자는 전자정부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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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모바일 서비스는 지금까지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모바일 서비스 분야가 다양한 응용 분야로 세분화

됨에 따라 이동 네트워크 또는 이동 단말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광의의

개념으로 모바일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선행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기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련된 것 위

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기관 중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

나는 직접 시민을 접촉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관 서비스로서 공공도서관 모바일 웹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박옥남,

2014), 유비쿼터스 시대의 한국 공공도서관의 RFID 시스템과 모바일 서

비스 활성화 연구(홍재현, 2005), 스마트폰을 통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

스의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이은희, 2011), QR코드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 방안에 관한 연구(박진희, 2012), 공공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권아현, 201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공도

서관 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김민화, 2011) 등이 있다.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모바일 웹은 HTML5, XHTML, CSS 등의 웹 표준을 준

수하여 기존 웹사이트를 모바일에 최적화시켜 별도로 개발한 것을 말하

며 모바일 앱은 Visual Studio, Xcode, Eclipse 등의 개발 도구를 사용하

여 모바일 플랫폼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구중억, 2011)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바일 앱 외에 공공기관의 모바일 웹 서

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모바일웹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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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 여부 및 모바일 표준 준수에 대한 실중 연구(문형남, 2010), 지

속가능 웹을 위한 모바일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장선영 외, 2012), 전자정

부 모바일 웹 서비스의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현황(임수정 외,

2010), 모바일 웹사이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김은진, 2012), 대한민국 m-Government 서비스의 모바일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조사(임수정,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모바일을 이용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G4C에 관한 연구(정형

철 외, 2013), IT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모바일

오피스 사례(조남재 외, 2012), 모바일 서비스 시대의 향토 문화 자료 서

비스 방안(한동현 역사문화연구, 2011), 국가R&D정보 개방·활용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선 방안(김윤정 외, 2012), 공공부문 정보의 모바일 서

비스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현 외, 2011)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서비스의 수용의도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PR효

과 그리고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수용

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한기훈, 2012),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

스 수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손주희, 2012), 모바일서비스의 PR효과 연

구 : 서울시 모바일서비스를 중심으로(류명정, 2012), 모바일기반의 공

공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현, 201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시 정책홍보서비스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임현규, 2012), 정부3.0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윤주, 2014) 등이 있다.

2. 모바일 앱에 관한 선행연구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들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들이 배급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졌는데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와 디자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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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로부터 모바일 앱의 이용 동기와 수용요인, 그리고 사용자 만

족도와 모바일 앱이 학습과 광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로 이어져왔다.

먼저 모바일 앱의 개발과 UI, 디자인과 관련한 연구로는 스마트폰 기

반의 앱에 관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만족도 정량적 분석(강미정, 201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별 색채사용과 감성 의미(이혜진 외,

2011), 스마트폰 앱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김선진, 2013),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 아이콘의 디자인 요소 분석(여영기 외, 2013, 디지털디자인학연

구) 등이 있다.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연구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한 사용성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구현우 외, 2012, 디지털정책

연구), 모바일 앱 개발, 배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오상헌

외, 2011, 한국IT서비스학회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웹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이명호, 2013 디지털정책연구) 등이 있다.

모바일 앱의 이용 의도와 마케팅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앱

이용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성수 외, 2011), 모바일 미디어의 앱 마

케팅 연구(조진경, 2011), 모바일 앱 구매 결정에 끼치는 영향요인(김희

웅 외, 2011), 스마트폰 앱 선택요인과 구매요인의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오선주, 201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사용자 유형에 따른 모바일 앱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오선주, 2014) 등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대민 모바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양적으

로 성숙 단계로 접어 들어감에 따라 공공기관과 관련한 모바일 앱에 대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모바일 앱 서비스의 수용에

대한 연구, 앱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방안,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평

가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공공분야 모바일 앱 수용에 대한 연구로는 공공 모바일 앱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란영, 2014),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손주희, 2012) 등이 있다.

경태원(2012)은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현황 연구에서 국내, 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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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공공 분야 모바일 앱 동향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의 모바일 앱

의 접근성, 차별성, 호환성 강화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수희 외(2013)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연구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앱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관

련자들의 심화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시민참여 서비스의 전환과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쟁점

연구에서 조희정(2011)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앱 서비스 현황과 특징을

비교, 평가하여 정부 앱의 서비스 한계를 지적하고 모바일 사회에서 정

부 앱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였다.

김준형(2013)은 공공 앱의 수준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공

공 모바일 앱의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단계 모형을 만들어 공공 앱

수준을 측정하고 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공공 앱 개발 및 제공에 대

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연(2013)은 공공 모바일 앱의 구축체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연구

에서 공공앱의 활용도와 품질에 따라 구축과정을 비교하여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공분야를 제외한 모바일 앱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자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적 기술 요소와 디자

인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모바일 앱이 발생시키는 수용요인,

만족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공분야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모바일 앱의 수준이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의 동향을 파악

하고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개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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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 같은 다중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바

일 앱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공항은 공기업으로서 공

공기관에 속하지만 공항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간분야와 비

교하여 크게 차별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 서비스는 공공적 특성과

시장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앱 서비스의 특성(이용자 중심, 최신기술의

접목 등)을 모두 필요로 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

에서 선행연구 등을 포함한 문헌 자료와 국내외 정책과 실제 운영 사례

의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공항모바일 앱 서비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 설계

모바일 앱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천공항 모바일

앱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

해서 우선 평가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

공 모바일 앱의 발전단계 모형을 참고로 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수용성,

마케팅,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패러다임에 발전 측면에서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들을 검토한 후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을 평가할 평가 기준을 수

립하였다.

평가기준 수립 후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과 공항 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정책, 국제기구들의 지침 및 권고사항, 모바일 앱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 동향 등을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국내의 공공기관과 국외 공

항들의 실제 운영사례들을 비교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모바일 앱의 발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들을 발굴하였다.

이 시사점들을 앞서 논의한 평가 기준들과 연계하여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가늠함으로서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 발

전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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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기준의 설정

1) 모바일 앱의 수용성 측면에 의한 평가 기준

모바일 앱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 방안을 이

끌어 내기 위해서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자에게 인식되어서 수용

되어지는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Venkatesh와 Davis(2000)는 기술

수용모델(TAM)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그 기술을 채택하기

이전에 느꼈던 정보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기술에 대

한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정보통신시스

템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관련 서비스의 수용성은 결국 그 시스

템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이론적 고찰에서 기술수용모델의 주요변수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들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수용 의도

관점에서 유용성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차별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용이성은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평가기준 1 유용성

정의 :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차별되는 기능과 서비스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평가기준 2 용이성

정의 : 사용자가 모바일 앱의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거나 모바일

앱 사용 시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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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앱의 마케팅 측면에 의한 평가기준

인터넷 기술과 이용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마케팅에 대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은 고

객과의 관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마케팅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

다.(Bezjian-Avery et al, 1998: Deighton 1996; Hoffman and Novak

1996) 이 상호작용성은 모바일에서도 고객과의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

로 작동하는데 이는 모바일의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인 이동성으로 인

하여 이전과 비교해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이

다.(Kalakota and Robinson, 2001) 즉 모바일 환경에서는 시간이나 공간

의 제약 없이 고객과 항상 긴밀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과

의 상호작용이 실시간기반으로 더 친밀하게 변하기 때문이다.(Nakajima

2002)

상호작용성의 개념은 사람들 즉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기계와의 상호작용성 개념을 포함하는데 (Bucy, 2004;

Stromer-Galley, 2004). 모바일 앱 등의 콘텐츠 사용자가 느끼는 상호작

용성에는 이용자-기계(기계적), 이용자-이용자(대인적), 이용자-메시지

(메시지적) 등의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이성호 외, 2006)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항상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소유

하고 있어 사용자의 ID 및 위치 정보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나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모바일 콘텐츠들은 장소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모바일기기-모바일콘텐츠간의 중단 없는 상호작용

을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성호 외(2006)는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상호작용성의 개념이 중대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각된 상

호작용성이 만족도와 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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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상호작

용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종전의 기술수용모델

의 관점에서 벗어난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성이 모바일 콘텐츠 사용자들

의 태도 형성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

정보통신 기술의 수용과 만족에 관한 설명변수로서 상호작용성을 제시하

였다.

전자정부 및 모바일 전자정부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성은 서비

스 품질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데 Yoo(2009)는 시민만족과 전자정

부의 대한 관계 연구에서 상호작용성이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이행, 정

부가 제공하는 세분화된 서비스와 함께 시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변수임을 밝혀냈으며 Moon(2010)은 모바일 정부의 위기상황관리 연구에

서 상호작용성이 개인정보 보호, 보안 그리고 자원과 함께 모바일 전자

정부 서비스의 시스템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기술을 통하여 제공되

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수용성과 품질 수준, 그리고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

바일 앱의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에서의 상호작용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상호작용성을 또 다른 평가기준으로 정하였다.

평가기준 3 상호작용성

정의 : 앱 사용자의 개별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의 상담원, 메

시지, 음성인식 대응 등 다양한 방법의 상호 의사소통

3) 모바일 서비스 패러다임에 발전에 근거한 평가기준

앞서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형에서 최

종적으로 정부 서비스가 지향해야할 단계는 통합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합 처리 단계임을 보았다. 한국정보진흥원은 IT 정책연구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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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터넷의 진화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의 측면에서 실시

간 정보의 공유와 중단 없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무선모바일 기기들 간의 채널 통합과 서비스 통합이 일어나

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트너 그룹(2006)도 국민관점의 통합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전자정부의 마지막 단계로

보았다.

<표 2-7, 미래 정부의 맞춤형서비스의 개념과 지향가치>

구 분 내 용

맞춤형서비스

의 개념

▪ 정부가 수혜자를 특정하여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수요에 반응하여 생성됨

▪ 정부가 단독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자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생겨남

▪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됨

▪ 시간/노력 등 자원 투자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제공됨

▪ 서비스의 품질, 범위, 난이도에 따라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제공될 수 있음

맞춤형서비스

의 지향가치

▪ 개인의 시간, 노동, 자원 투자를 최소화하여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 안전, 방재, 공정(公正) 등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

▪ 정보통신 기술력이 활용되고 또 발전되는 상승작용의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 지속적인 발생과 진화, 새로운 비즈니스化로 일자리

창출의 역할과 경기 회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2013)

16) 3대 IT 신기술에 기반한 정부 서비스 선진화 방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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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

로 스마트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 내부와 민간을 연결하고, 공공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

임인 정부3.017)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방향

을 다채널 통합/연결로 잡았으며 궁극적인 목표를 정부 내 모든 정책,

사업, 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특성․유형별 요구에 맞춤형으

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의 편

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18)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모바일 서비스 패러다임 발전 측면과 궤

를 같이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성과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다른 평가 기준들로 설정하였다.

평가기준 4 통합성

정의 : 오프라인에서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를 앱을 통하여 한번에

구현하거나 다른 모바일 서비스로 연계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

평가기준 5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의 :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특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모바일 앱의 수준 평가를 위해 이 논문에서 제시한 평가기준들은 모바

일 앱의 발전단계 모형에서 제시한 단계별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상호작용성이나, 통합성, 편의성 등은 이 발전모형에서 세부적으로 제시

한 공공앱의 수준을 나타내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17)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

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18) 행정자치부 정부3.0백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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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수준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

논문의 연구 분석틀은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인천공항 모바일 앱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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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바일 앱 관련 환경 분석

제 1 절 정부정책 및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1. 정부 정책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항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으로써 항공법, 항공보안법 등에 의거 다양한 정부 정

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공항개발 중장

기 종합계획, 항공보안 기본 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등 3개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먼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항공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정기적으로 공항개발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4차 개발

계획19)이 수립되어져 있는데 주요 정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공항 경쟁력

확보, 지방공항의 구조적 발전 도모, 공항개발 및 운영 간소화로 편의성

과 대중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 친화적인 공항개발 등이다.

다음으로 항공보안 기본계획20)은 우리나라 항공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항공보안법에 의거 국내외 항공보안여건을 반영하여 국토

부에서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국가의 항공 보안과 관련한 종합 계획이다.

주요 포함내용은 보안정보 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 승객불편 최소화 및

차별화, 상용화 주제 활성화, 성능 표준화 및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

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으로 이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

율화법에 의거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

19) 항공법 제 89조에 의거 수립되며 공항개발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임

20) 항공보안법 제9조에 의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토부에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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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다. 주요 추진계획은 환승승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항공승객 관련

업무 통합 관리체계 구축, 교통 수단간 연계정보를 실시간 교통․운행정

보로 연동하는 연구의 개발 등이다.

한편 정부 3.0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정보

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데이터의 민

간 활용을 활성화하여 민․관 협치를 강화할 예정인데 현행 114개 정보

시스템, 589개의 DB 중 현재 개방되어 있는 234개의 DB외에도 추가적

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현행 40% 수준인 DB개방율을 2016년까지

204개 DB를 추가로 개방하여 개방율 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

토교통부, 정부 3.0 추진계획)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연계운영시스템의 도로교통정보 DB나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수치지형도 DB 등의 공공데이터들은 모바일 서비스

에서 교통정보 안내나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으며 추가적인 공공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통하여 민간에서는 이를 다양

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토교

통부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

대할 예정인데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토지이용규제 내

비게이터, 재난재해 알리미, 국가기준점 등의 제공 서비스 이외에도 스마

트폰을 통해 부동산, 공간정보, 재난 등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스마트폰 앱을 지속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2)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미래지향적․포괄적

정부 정책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가치를 두는

정부3.0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 정부 3.0 정책은

10가지의 중점과제와 그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21). 이중 가장 중요

21) 행정자치부 정부 3.0 백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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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는 공공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이를 위하

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것이다. 다음으

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하

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는 것인데 개방 수요가

많은 데이터부터 단계적 개방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치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구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

규모 국책사업에 ‘전자 공공토론’을 의무화하며 생활 공감 모니터단을 확

대·개편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부

조직과 인력관리를 과제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유

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

해 스마트워크, PC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고 정책정보와 행정지식 공유

로 정책품질 제고를 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

현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과학적인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신사업을 창출하

고 있다.

정부 3.0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기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SOS국민안심서비스, 도로이용불편사항 신고서비스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

록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간 시스템 연계에 의한 맞춤형 원스톱 서

비스인 “1회 입력에 의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등이 좋은 예이다.

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ICT분야의 정책을 수립, 관리 감독하는

부처로 ICT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3년간 부처업무보고22)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 앱 관련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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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①수요자 맞춤형 ICT 적용, ②차세대 글로버 웹

표준 확산, ③네트워크 고도화, ④무선인터넷 개발, ⑤스마트라이프 선도

서비스 확산, 그리고 ⑥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관련법 제정 등이다.

  각각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맞춤형 ICT 적용

정책인데 이를 위하여 스마트 기상지원시스템 구축 및 증강현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관광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ICT 개발인데 이를 위하여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을 설립하였으며 모바일․TV앱, 인터넷 드라마, 대형 다

큐(3D 포함) 등 분야의 15개 랩을 설립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까

지 이어지도록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는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 정책인데 이를 위하여

기기(PC, 모바일, 스마트TV 등), 브라우저, OS 플랫폼에 제한 없는 개방

적인 글로벌 웹 표준 환경 구축을 위한 HTML5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

는데, 중소 영세 웹사이트의 HTML5 전환 지원 및 기술지원(HTML5공

통모듈 개발 등)과 정보제공을 위한 ‘HTML5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하

였다. 또한 HTML5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17년까지 웹 표준 전문 인력

3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격차해소이다. 먼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하여 1기가 인터넷을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한편 10기

가급 국산장비를 활용한 시범망을 구축․실증(ITU전권회의 인근지역)하

고 향후 국산장비 중심의 10기가급 인터넷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 이용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장소, 서민 이용시설에 공공 와이

파이를 대폭 확대(’14년 7천 개소, ‘17년까지 1만 2천 개소)하고 이를 활

용해 모바일 관련 국민생활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

촌 지역에 IPTV,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대역망을 보급하였으며 섬마을에도 광대역망 보급을 개시하였다. 이밖

에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확대(’15년 40% → ‘17년 90%)와 함께 UHD 등

고품질 서비스 개발 활용을 위한 ‘기가타운’ 조성과 차세대네트워크

22) 미래창조과학부 2013, 2014, 2015년 부처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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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민간투자활성화 등 ‘네트워크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네 번째로는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이다. 1Gbps급 무선

인터넷 기술개발 및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스마트 IT 환경을 시범적

으로 구축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를 위하여 단계적 LTE-Advance

d23) 기술개발, 검증 및 국제표준화 추진,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시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

에서 기술시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 라이프 선도서비스의 확산인데 이를 위하여 국

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생활 정보를 NFC24) 등 모바일 기술

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모바일협업 확산을 위하여 원

격지에서도 업무처리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중소

기업 등에 제공하였다.

여섯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관련법 제정 등 클라우드 육성체

계 마련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발전법(인력양성 및 R&D 지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

우드 이용 촉진 등)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 수행계획을 가지

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 기술지원을 위한 창조앱 빌리지25)가 있는데 창

조앱 빌리지는 미래창조과학부(산하 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모바일 앱

관련 지원기관으로 스마트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스마

트 모바일 응용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하여 앱 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인프라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모바일 앱 관련 국내ㆍ외 최신 기술

23) LTE의 확장기술로 4G기술로 대역폭을 20MHz 광대역을 사용하고, 전송속

도도 기존 LTE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술

24) Near Field Communication : 무선태그(RFID) 기술 중 하나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로 통신거리가 짧고 보안이 우수하

며 가격이 저렴해 주목받는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

25) http://www.appvillage.or.kr/info/info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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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향, 통합 개발 환경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창조

앱 빌리지에 테스트베드, 회의 공간 제공, 앱 개발 교육 실시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앱 빌리지를 통해 국내 취약한 앱 개발 환경 개선, 부족한

무선인터넷 전문 인력 양성 및 스마트 모바일 관련 창업(Start-Up)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다. 창조 앱 빌리지는 앱 시장 진입이 어려운 개인 및

소규모 개발사들에게 통합 앱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앱 개발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와주고 있는데, 모바일

앱 관련 동향정보 제공, 테스트 서버, 저작도구, 개발환경지원, 저작도구

지원, SW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지원을 수

행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 5개, 지방에 5개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 국제항공기구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항공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

제기구이다. 이 기구에서는 항공관련 선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제항공

협정(Chicago Convention)과 아울러 이러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부속서(annex)들을 수립하여, 전체 체약국(Contracting

States)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ICAO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국제 항공운송여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것이며 특히 승객, 승

무원, 수하물, 화물, 우편물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이 출입국간소하는 보안절차와 아울러 매우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ICAO의 정책을 가장 잘 기술한 부속서는 총 19개로 구성되어져 있으

며 10,000개의 표준과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러 정책 중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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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이며 효과적인 여행 편의를 위한 관련 부속서는 부속서

9(Facilitation, 간소화)와 항공보안 규정을 다루는 부속서 17(Security,보

안)이다. 특히 부속서 9는 승객 간소화에 대한 ICAO 정책을 명시하고

있어 공항 효율화와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부속서 9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기 출ㆍ입국 시 불필요한 지연방지,

여객 항공 이용 시 출국 및 입국 절차 간편화, 국경 통과 시 간편화, 화

물의 통관 및 반출절차의 간편화, 입국불허자 및 강제퇴거명령 받은 자

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한 간편화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승객 출국 및 입국절차 간편화는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ICAO 기본 정책이다.

이러한 부속서 9의 승객 여행 간소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여러 세

부 적인 주요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ICAO 간

소화프로그램 (The ICAO Facilitation Programme, FAL) 수립이다.26)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협약에 포함된 10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

정은 각 체약국이 세관,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준수할 요건 등을 명시하

고 있는데 각 회원국은 이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상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신속한 대응대책을 위한 표준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지침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ICAO에서 간소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각 체약국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승객의 출도착 여행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이 추진하여야 할 사

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4가지 분야에 대한 간소화를 제

시하였는데 체약국 자체, 항공운송자, 공항 그리고 고객이다. 체약국은

간소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자는 운영상 지연

최소화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항 분야에서

는 여객터미널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에 중점을 두었

다. 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들이 가장 원하는 신속한 여행 처리절차에 대

하여 명시하였다. 특히 공항분야에서 원활한 승객처리를 통하여 여객터

미널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앱 서비스

26) http://www.icao.int/Security/FAL/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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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여객과의 적절한 소통으로 혼잡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

다.

ICAO는 승객혼잡방지의 일환으로 입출국 심사간소화에 대하여 강조

하며 위협기반을 통한 정밀 검사로 일반 승객의 출입은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개 국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간소화

패널을 운영하여 간소화를 위한 세부 실무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다. 아

울러 ICAO에서는 기계판독 여행문서(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MRTDs)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데 ICAO는 전 세

계 문서표준을 개발하였으며 2010년 4월1일부터 이러한 표준을 각 회원

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및 보안정책의 조정 등을 통해 모바일 앱을 통한 여행문서의 활용으로

출입국 간소화 등에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추구하는 항공사 국제

기구이다. IATA의 주 업무는 항공사를 대표하며 항공사에 대한 애로사

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230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전 세계 항공사의

93% 물동량을 처리하며 연간 약 24억 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있다.27) 지

난 60년 동안 IATA는 전 세계 항공사들과 관련된 정책 및 상업 표준

지침들을 수립해오고 있는데 IATA의 주요 정책은 승객의 편의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 중 첫 번째가 출도착 승객의 간소화 정책 이며 다음

이 항공보안 5대 핵심 개선 사항이다.

먼저 출입국 간소화 정책은 승객의 이동 동선 하에서 가능한 불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정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는 각국 정부의 출입국 간소화 정책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

으며, 둘째가 기계여권판독의 확대이며, 셋째가 업무간소화 프로그램 추

27) http://www.iata.org/about/Pages/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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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다. 여기에는 5가지 세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전자화물 프로

그램(E-freight), 수하물 개선 프로그램, 신속여행(Fast travel), IATA

E-service, 자동수하물 처리 등이다.

전자화물프로그램은 화물 서류 처리를 전산화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도

다양한 모바일 앱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28). 신속여행프로그램(fast travel

programme)에서는 여객의 신속을 여행을 위하여 전자티켓,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승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류판독(Document Scanning), 수하물 처리(Bags ready-to-go),

항공 재예약(Flight re-booking), 셀프 탑승(Self-boarding), 수하물 수취

(Bag recovery), 체크인(Check-in)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승객의 신속한

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IATA E-service의 경우 EMD(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서류 사용에 134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

하여 지원하고 있다.

IATA에서는 출입국간소화 및 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GSMA(Global System for

Mobiles Association)와 IATA간 협력으로 다양한 모바일 프로그램을 권

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승객 체크인(Passenger check-in),

수하물 체크인(Baggage check-in), 보안검색대(Security check-point),

라운지 출입(Lounge access), 탑승(Boarding), 도착(Post-flight)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NFC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연구하고 있다.29)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승객 체크인에 앱 적용 방식을 제시하

고 있다. 현재에는 탑승권을 종이, e-mail, SMS, MMS 등의 다양한 방

법으로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방식이 IATA 표준방식이며 공

항에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탑승권을 리더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은 승객 처리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에 추가하여

NFC를 도입하면 절차를 더욱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승객이 기존

셀프서비스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체크인을 하면 승객은 NFC 탑승권을

28) http://www.iata.org/whatwedo/cargo/e/efreight/Pages/index.aspx

29) The Benefits of Mobile NFC for Air Travel 2011 IATA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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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며 이 탑승권 데이터는 NFC가 탑재된 휴대폰에 보안성을 갖추

어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면 종이 탑승권 없이 승객이 항

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항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스

템을 도입하면 신속한 승객 이동으로 공항의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 IATA NFC 도입관련 연구 현황>

출처 : IATA, NFC Reference Guide Air Travel, 2013.10

수하물 체크인의 경우 현재까지도 가장 간소화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NFC를 이용하게 되면 수하물 접수를 간소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하물 추가 비용 지불 등에도 신속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방법은 체크인한 승객이 키오스크(Kiosk)30)로 가

면 NFC로 인하여 승객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수하물 태그를

쉽게 인쇄할 수 있다. 이후 수하물에 태그를 붙이고 지정된 수하물 처리

지역으로 가서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만약 수하물 위탁 시 추가비용

이 발생하면 NFC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다.

30) 공항안내정보나 시설물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무인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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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안검색에 NFC를 적용하는 것인데, 먼저 보안검색대 진입

승객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NFC를 이용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승객의 신원확인 뿐 아니라 승객이 상용승객인지 비즈니스 승

객인지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검색대에 설치된 스캐너에 NFC정보

를 스캔하면 승객이 일반, 상용고객라인, 패스트 라인으로 갈지를 결정

이에 따라 해당 검색대로 이동하면 된다. 비슷하게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라운지 등의 경우에도 NFC 스캐너를 라운지에 설치, 자격을 갖춘 승객

에 한하여 스캔하면 자동으로 라운지 출입이 가능토록 하면 승객의 라운

지 접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항공기 탑승의 경우 탑승 시 NFC정보를 이용하여 게이트에서 스캐닝

하면 자동으로 승객의 탑승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승

객 입장에서 신속히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뿐 아니라 항공사 입

장에서도 추가 인력의 부담 없이 승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 끝난 승객이 공항에 도착 시 교통

편 제공 등의 서비스를 NFC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승객에게는 교

통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며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와 연계된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국제공항협의회(ACI)

국제공항협의회는 공항운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공항 운영효율화 및 승객 처리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제공항협회는 승객, 수하물, 화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

는데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승객효율화 관련 정책인 ACI 핸드

북31)을 통해 승객 유형별 정의, 승객 효율화를 위한 공항 기반시설 및

건축, 운영과 조직구성 등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항효율성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여 보면 공항운영자는 여

러 공항요소와 승객의 필요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정책

31)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7th edit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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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승객 간소화 프로그램(Simplified Passenger Travel)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에서 시설 및 절차 계획 수립 시 간소

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32)

특히 여객신속화(Simplifying Passenger Travel, SPT)를 강조하고 있

는데 이는 승객절차 단순, 검색강화, 승객 만족도 극대와 기존 공항 자원

이용, 여객 시스템 효율성 확보 등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e-ticketing and self-service check-in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간소화 관련 절차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절차와 자동화된

절차를 목적으로 기존 절차를 개선토록하고 있으며 정부 간의 데이터 상

호전송으로 여객의 편의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종이 없는 절차를 만

들기 위해서는 NFC기술 등을 이용한 모바일 앱 기술 개발이 가장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국 간소화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출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인데

ACI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출발 60분, 도착 45분 승객 처리 시간을 준

수토록하고 있다.33) 또한 수하물 처리 시간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공항 설계 등을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화물 처리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아울러 ACI는 공항운영자가

승객처리 및 보안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을 규

정하고 있는데34) 특이한 것은 구체적으로 승객 처리를 위하여 생체 정

보가 담긴 상호호환이 가능한 여행 서류를 사용토록 정책을 수립하였

다.35)

이외에도 ACI에서는 회원국이 전자항공권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는

데36) 전자항공권 도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인터넷 부킹 등 승객

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셀프서비스 키오스크(Self

32)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3.4

33)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3.6

34)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4.1.1

35)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4.11

36)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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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Kiosk)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37) 공항운영자가 항공사에

가능한 승객편의를 위하여 공항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체크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항의 혼잡 및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

적일 뿐 아니라 승객처리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도 필수적이기 때

문이다. 셀프 키오스크는 승객 처리능력을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

기에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가 선호하는 시스템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전자항공권이나 키오스크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이나 보안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결국 모바일 앱과 통합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독

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런 분야에서 모바일 앱의

사용 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ACI에서는 공항에서 웹사이트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공항운영자들이 승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공항웹사이트와

인터넷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38) 공항웹사이트는

공항정보의 확산에 필요한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운항정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하여 국내외 승객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CI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웹사이트 구성 시 공항운영의 환경에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상 승객을 고려하여 최신의 필요한 정보와

아울러 상업적 목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700개의 회원사 대부분이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

며 공항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서비스

는 이런 웹사이트의 유용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여객들이 어디서나

항상 공항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으로 ACI의 권고사항과도 일치

한다.

37)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4.17

38) ACI Policy and Recommended Practices Handbook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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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바일 앱 관련 기술발전 동향

1. 모바일 앱 제작 기술의 발전 동향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모바일

앱의 발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 동향을 확인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의 발전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바일 웹 앱과 HTML5

모바일 앱은 일반적으로 PC에서 사용되는 S/W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앱의 용량이 작고 빨리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산속도, 저장 용량 및 배터리 용량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 등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14) 네이티브 앱의 경우 빠른 속도와 모

바일 단말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모

바일 앱 제작 시 많은 이들이 이 방식으로 앱을 제작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앱은 네이티브

방식으로 제작된 앱이다. 하지만 네이티브 앱은 모바일기기의 운영체제

에 종속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 때문에

앱의 재활용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지 않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

바일기기들의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폰’, RIM의 ‘블랙베리’ 등 다양한 모바일 OS들

이 경쟁 중이며 최근에는 ZTE One 스마트폰의 출시와 함께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OS’가 선을 보였고, 삼성의 ‘타이젠’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

트폰도 출시되었다.

한편 네이티브 앱 제작을 위한 개발도구들도 모바일 플랫폼마다 다른

데 이 때문에 앱을 출시할 때 플랫폼에 따라 각각의 앱을 따로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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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개발기간과 개발비용 그리고 유지보수 시에도

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웹 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데스크탑 환경과 달리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웹 표준이 비교적 잘 지켜지

고 있기 때문에 웹 표준 기술로 “웹 앱”을 일단 개발하면, 플랫폼별로

앱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출현하더라도 이미 웹 표준 기술로 개발된

“웹 앱”은 별도의 수정작업 없이 바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

으므로 “웹 앱”은 크로스 플랫폼 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웹의 제작기술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1999년부터 HTML 4.01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래 2014년까지 15년 동안

웹 기술은 별 다른 발전 없이 정체되어 오다가 새로운 웹 제작 기술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HTML5.0이다.

<그림 3-2, HTML5 주요 특징>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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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0은 애플, 모질라,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 제작사들이 Flash 등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던 강력한 기능들을 브라우저에 내장하여, 표준 웹

기술만으로 웹 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04년 표준화기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2007년 W3C39)이 이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Web Application1.0 표준안을 W3C 내로 받아들이면서 HTML5라고 지

칭하게 되면서 차세대 웹 표준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서와 콘텐

츠를 위한 플랫폼에 머물러 있던 웹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HTML5.0은 이전의 HTML에 비해 외부 플러그인의 지원 없이 비디

오와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

일 웹 앱을 HTML5로 개발하면 얻는 이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데 첫째,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대다수의 모바일 기기에는 HTML5를 지원

하는 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있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로, 웹 앱은 네이티브 앱과 달리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네이티브 개발환

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등 앱스

토어를 통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로이 배포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표준 규격인 HTML5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환경이든 어

느 플랫폼과 상관없이 크로스 브라우징이 가능하므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채원석 외, 2012)

한편 W3C는 HTML 표준안을 2014년 확정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양

한 IT산업 관련분야에서 HTML5의 활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의 언

급처럼 모바일 웹 앱은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HTML5를 활용함으로서 보다 쉽게 다양한 기능과 강

력한 성능을 가진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HTML5와 결합한 웹 앱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웹 앱이

39) world wide web consortium(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WW의 표준안

제작과 새로운 표준안 제안, 기술의 공유를 통해 WWW 의 기술적, 사회적 확

산을 위해 구성된 전 세계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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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앱에 비해 성능이 뒤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이티브 앱의 형태로 제작되지만 안의 내용은 웹 기술로 구동되는 하이

브리드 앱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HTML5 표준 기술 도입이

점차 확산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HTML5 기술이 발전하고 성능이 더욱

향상될 장래에는 웹앱, 네이티브앱, 하이브리드 앱의 구별 없이 HTML5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 하이브리드 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웹 앱은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네이티브 앱’에

비해 아직은 성능이 떨어지고, UI/UX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조금은 이질

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애플의 ‘앱 스토어’나

구글의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점과

보안상의 이유로 단말기의 로컬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카

메라, 각종 센서 등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

의 네이티브 API의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네이티브 앱과 웹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앱이 HTML5의 등장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HTML5를 이용하여 하

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면 웹 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앞서의 문제점인

앱스토어 유통문제, 네이티브 API를 활용 등의 ‘웹 앱’의 문제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앱이란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으로 만든 웹페이지

를 자바스크립트 API를 거쳐 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

용물은 웹페이지이지만 외관의 형태는 앱인 것으로 보면 된다. 하이브리

드 앱의 장점은 다양한데 먼저 앱 스토어를 통한 등록과 배포가 가능한

데 이는 수익구조 측면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함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개발비용이 일반 네이티브 앱에 비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플랫폼이 다른 다양한 모바일기기들에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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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앱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이다. 셋째는 유지비용 절감과 신속한 업데이트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단일 플랫폼으로만 운영하므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업데

이트 또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에선 힘든 스마트

폰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기능호환 및 저장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

<그림 3-3,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앱인 다음과 네이버 앱>

물론 단점도 일부 존재하는데 웹페이지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이티브 앱보단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웹과 앱을 연결하는

시스템인 ‘Hybrid Framework’40)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점,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따른 해상도 차이와 이로 인한 최적화 문제 등이 대표적

인데 이들 단점들은 향후 모바일 기기의 발전에 따른 하드웨어의 성능

40) 하이브리드 앱 개발도구로서 폰갭, 티타늄, 에스프레소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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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Hybrid Framework의 최적화 기술발전과 방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 모바일 앱 응용 기술의 발전 동향

모바일 앱 제작기술 못지않게 모바일 앱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앱 서비스에 응용될 수 있는 관련 응용기술의 현황

과 발전 동향이다. 이들 응용기술은 모바일 앱 분야뿐만 아니라 ICT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융합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동향을 파악

하여 향후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에 미칠 영향들과 시사점들을 파악

하고자 한다.

1) 근접 모바일 통신 기술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의의 빠른 확산과 대중적인 보급으로 인

해 모바일 단말을 통한 영상, 데이터 등의 콘텐츠 보유와 소통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선통신의 이용도 대폭 증가하였다. 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모바일 트래픽은 2012. 1월 29,748테라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1월 현재 129,672테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41)

이런 추세에 따라 관련 모바일 통신 기술의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근접통신기술의 경우 모바일과 접목하면 여러 가지 응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대표적인 근거리 통신망은 Wi-Fi로

주요 표준규격은 802.11a, 802.11b, 802.11g 및 802.11n 등이 있는데, 초창

기의 100m 반경 내에서 5 ～ 20Mbps의 속도에서부터 유효 전송속도

180Mbps, 이용가능 거리가 300m로 넓어지고 AP(Access Point)당 수용

하는 단말기도 크게 늘어나서 점차 그 이용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고성능 모바일 기기의 출현으로 인해 직접 통신기술(D2D :

Device to Device)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속

41)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201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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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나오고 있는데 직접 통신기술은 기지국이나 AP 등 중계를 거치지 않

고 해당 단말끼리 직접 통신을 하기 때문에, 교환망에 걸리는 부하나 트

래픽을 감소시키면서 사용자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출시되어 상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직접 통신기술으로는 NFC,

Bluetooth, FlashLinkQ, Wi-Fi P2P 기술 등이 있는데 이 중 NFC는 이

미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탑재되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이용되고 있

으며 2014년 말 새로 출시된 신형 아이폰6에서도 NFC기능이 탑재되어

근거리 통신용 및 모바일 결제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기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서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무선태그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중 하나이다. 비접촉식으로 10cm 이내의 근접 거리에서 단말기기간 데

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결재, 헬스케어, 신분인식

등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모바일 결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김대건, 2014)

<그림 3-4, NFC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출처 : 한국경제 201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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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는 기능적으로 태그가 탑재된 기기를 능동형(Active)으로 작동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Reader)와 태그에 각종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라이터(Writer) 역할까지 수행한다. 또한 각 단말

들 간에 별도의 설정 없이 단말들 간에 근거리 접촉만으로도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타의 근거리 통신 기술에 비해 통신 거

리가 짧기 때문에 보안성 또한 뛰어나다.

IHS(2014)42)는 NFC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출시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NFC 스마트폰은 2012년 1억 2천만대, 2013년 2억

7천만대, 2014년 4억1천만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2018년에는 약 12억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NFC는 주로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애

플이 아이폰6 출시부터 NFC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능을 선보

이면서 NFC 성장세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NFC 이외에 최근 모바일 근접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비콘(beacon)이라는 기술이다. 비콘은 무선송신소, 신호등과 같이

‘신호를 상대에게 보내는 장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콘은 블루투

스43) 기반을 이용한 근접 서비스 솔루션으로서 이전의 GPS 기반 위치

측위와 비교해 실내 사용이 가능하고 더 정밀하다는 특징이 있어 각종

전시장, 경기장, 관람장, 미술관, 매장 등의 건물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비콘 기술로는 애플의 iBeacon과 퀄컴의

Gimbal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SKT에서도 관련 기술을 출시하였다. <그

림 3-5>는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 사례를 도시한 것으로 이용

자가 특정 매장 가까이 가면 매장에서 제공되는 할인이나 특판 행사 안

내를 받게 되고, 만약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할인권을 받게 된다.

42) IHS (2014. 2. 27), “NFC-Enabled Cellphone Shipments to Soar Fourfold

in Next Five Years

43)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

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으로 주로 10미터 안팎의 초단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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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열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상품을 구매하고 매장을 나갈 때에는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서비스는 매장 안에서는 소형크기의 비콘 장치를 설치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이 비콘을 인식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임종철 외, 2015)

<그림 3-5,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 사례>

출처: http://estimote.com/retail

2) 모바일 결제서비스 및 관련 기술 동향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기술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쇼핑과 결제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

고 있다. Gartner(2013. 5)44)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7년

까지 연평균 35%씩 성장하여 7,214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44) Gartner (2013. 5. 15). “Forecast: Mobile Payment, Worldwide, 2013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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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모바일 뱅킹의 이용 건수 비중

이 45.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온라인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의

결제로 변화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 모바일 결제서비스 시장 규모>

출처 : Gartner, 2013

최근의 모바일 결제시장은 이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기존의 결제대행업체에 더불어 인터넷플랫폼업체의 참여

로 경쟁이 심화된 것, 또 하나는 결제 프로세서의 단순화이다.

초기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00년대 초, 중반에 미국의 이베이와 중

국의 타오바오 등의 페이팔(PayPal)과 알리페이(Alipay)가 주축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구글의 구글 월렛(google wallet), 2014년 하반기 출

시 발표한 애플의 애플페이(Apple pay), 국내업체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Kakao pay) 등 인터넷플랫폼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

다. 또한 이런 업체들의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프로세서는 카드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실행 등의 단점을 없애고 서비스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술들이 도입되며 간소화 되고 있다.(석지미, 정부

연, 2014)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크게 NFC기반기술과 비

NFC기반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NFC는 도입방식에 따라 이통사 중심의



- 57 -

‘USIM(UICC) 방식’, 다른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 ‘microSD 방식’, 기기

제조 때부터 NFC가 내장되는 ‘embedded SE 방식’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이통사가 주도하는 USIM방식이 주로 적용되어 왔는데 USIM칩을

사용한 교통카드,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45) NFC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칩이 탑재된 단말기와 이를 판독하기

위한 POS 단말기 등 결제 인프라 구축비용이 새로이 든다는 단점이 있

다. 최근에는 이러한 NFC의 단점을 커버한 앱 및 바코드 기반의 비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NFC방식은 인앱(IN-APP)방

식과 모바일 직불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앱 방식의 모바일

결제는 이용자가 앱에 신용카드나 계좌 번호 등 지불 수단을 먼저 등록

하고 바코드를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 결제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판매자

는 모바일 기기에 연결 잭을 부착한 후 모바일 앱을 작동시켜 결제단말

기로 활용하는 방식(POS)으로 별도의 리더기 구매와 같은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7, 구글 월렛(NFC방식)과 스퀘어(비NFC방식)>

(출처 : 경제인문사회연구소, ICT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작동시키고 패스워드

45) http://blog.lgcns.com/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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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하면 QR코드나 바코드가 나타나는데, 판매자가 이를 리더기로

인식시키면 연결된 계좌에서 지불금액이 인출되는 방식으로 모바일 앱

방식과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이 있다.(이주영, 2013)

3) 실내 위치측위 및 내비게이션 기술

스마트폰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 중의 하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이다.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위해서는 위치인식 기술이

필요한데 단말기에 내장된 GPS센서를 이용한 LBS(Location Based

Service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의 주요 응용 서비스인 내비게이션은 차량용 단말과 스

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대중적 서비스로 발전되었고, 이제는 시장이 어

느 정도 포화상태에 왔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은 3D기술 도입, 음성검색

및 안내, 특수 부가기능 추가 등을 통해 보다 차별되고 고급화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이 진화하고 있

는 변화 방향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실내 공간’과의 결합이라 할 수 있

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

모바일을 이용한 위치 인식은 실외와 실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

인 GPS기술의 위치인식 정확도는 반경 16m, 이동속도 0.09m/s 정도이

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위치 인식 정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용이 어

렵다. 또한 실내 위치 인식의 경우, 제한적인 실내 환경과 좁은 공간 등

의 장애 요소들로 인해 GPS를 사용하기 힘들므로 GPS를 사용하지 않

는 실내 위치 인식 방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최태웅 외, 2011)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 중 대표적인 응용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실내공간까지 확장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유재준

외, 2012),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17438 이라는 표준화 항목을 통하여,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필

요한 요구사항 및 내비게이션 관련 데이터의 공유, 활용에 대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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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고 있다(유재준, 이소연, 2014)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내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

천공항의 경우 무선랜 기반의 위치 측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더 정

밀한 위치 측위를 위한 개선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제 3 절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사례 분석

1. 국내 공공기관의 운영 사례

스마트폰의 대중적 이용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들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도 모바일

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앱은 정부 홈페이지의 공공기관 모바일 앱46)에 상세히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앱들은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상호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제작 및 배포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앱이 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주요 공공기

관과 모바일 앱 대민서비스가 활발한 공공기관 앱을 중심으로 앞서 제시

한 평가기준인 유용성, 용이성, 상호작용성, 통합성,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1) 서울시

서울시는 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종류의 앱을 개발하여

시민 및 외국 관광객에게 서울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관련하여 8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울, I tour

seoul,스마트 서울맵,120 다산콜 센터, TBS 교통정보, I photo mosaic,

대학로 공연정보, 마켓 다이렉트로 구성되어져 있다.47)

46) http://www.korea.go.kr/administdata/mobileApp/mobileApp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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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앱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모바일 서울 앱48)은 서울특

별시의 대표 적인 모바일서비스로 가장 강력한 앱 중 하나이다. 이 서비

스는 생활편의 및 시정정보 등 6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현재 위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한 Wi-Fi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웹 & 앱 정보. 다양한 축제·

행사 등의 시정 이벤트 안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송하는 푸시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I tour seoul 앱이다. 이 앱은 위치기반 관광정보 앱으로 주변의

관광정보, 숙박정보, 식당 등 이용자가 필요한 위치기반 정보들을 서비스

하며,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시내 곳곳의 유명명소를 찾아갈 수 있

도록 지도와 상세경로 정보를 보여준다.

또한 외국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 있는 통신사 로밍임대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전용 임

대 단말기를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아이폰 이외에 다양한 스마트폰에도 대

응할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서울맵 앱은 서울시 지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0개 레벨의 이미지 지도 및 서울시 정보 조회 ,확대, 축소, 이

동을 통한 지도 조회, 내 위치 이동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다. 아울

러 검색기능이 있어, 명칭 검색, 새주소 검색, 지번주소 검색, 지역기반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실시간 주차장 정보, 음식점 가격 정보,

화장실 위치, 자전거 도로, 안심 먹거리 업소 정보, 생태문화길, 새주소,

지번 등 다양한 서울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색 결과 및

서울시 정보 즐겨찾기 기능, 항공사진 보기, 정보 공유하기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120 다산콜 센터 앱인데 이 앱은 교통, 수도, 일반 상담원과 바

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자를 바로

47) http://www.seoul.go.kr/v2010/app/#

48) m.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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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도록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5개 국어로(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다산콜센터를 소개하고, 외국어 상담원과 바

로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외국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각언

어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3G 영상상담 및 생활불편사항, 재난재해 등을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영상

상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한다. 또한 시. 구청 상담자료 등 핵심생활

정보에 대한 FAQ 등 핵심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TBS 교통정보 앱으로 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영어방송으로

살아있는 영어 학습을 제공하는데 살아있는 영어를 만나는 최고의 방법,

100% 영어방송 tbs eFM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청취할 수 있고, 방송

내용 AOD와 영어대본 등 다양한 자료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또한

현재위치의 교통상황만 골라 볼 수 있는데, 이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도로 속도정보와 사고소식, 공사정보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tbs 정보센터로 문자와 전화, 트위터 문의가 가능해 1:1 맞춤 교통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아울러 서울 곳곳의 생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

는데 교육, 의료, 물가정보, 문화, 행사 등 실속 있는 정보를 종류별 검색

은 물론, 현재 이용자 위치 중심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

으로 tbs 라디오와 tbs TV를 실시간 무료로 듣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사진 관련 앱인 I photo mosaic. 공연관련 앱인 대학로 공연

정보 앱,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정보 앱인 마켓 다이렉트로 앱 등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시 모바일 앱들은 대체적으로 용이성, 유용성, 상호작용성에서 뛰

어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용이성과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사용 목적이나 이용자별로 모바일 앱을 분리하고 분리된 앱

들을 기능별로 특화시켜 이용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능별 앱

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

였다. I tour Seoul 앱이나. 대학로 공연정보 앱이 대표적인데 I tour

Seoul 앱의 경우 신속하고 쉽게 원하는 숙박, 관광정보 등을 매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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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할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아울러 대학로 공연정보 앱의 경우 필

요한 공연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상호작용성 측면에서는 다산콜 센터 앱, TBS 교통정보 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산콜 센터 앱의 경우 상담원과의 직접 상호 소통을 통하여 실

시간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생활불편사항, 재난재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기능

도 제공하고 있어 상호작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BS 교

통정보 앱의 경우 문자와 전화, 트위터 문의가 가능해 1:1 맞춤 교통정보

를 받아볼 수 있다.

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역시 많은 종류의 앱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9) 몇 가지 앱을 소개하자면 첫째, 스마트투어가이드 앱

으로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

는 무료 오디오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이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와 박물

관, 그리고 시티투어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

는데, 테마별 이야기를 저장하거나 직접 구성하여 나만의 맞춤여행을 만

들 수 있고, 방문한 관광지에 발도장을 찍고 친구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도 있으며, 스마트투어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더욱 재미있는 여행의 추억

을 남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기능은 오디오 안내 듣기(대본 제

공), 사진 감상, 위치 보기(지도) 테마 보관, 즐겨찾기, 맞춤 여행테마 만

들기 위치 자동 알림, SNS 공유하기, 검색 등의 기능이 있다. 이 앱은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2013 율리시스상 연구 & 기술 혁신부문 수상, 아

시아 태평양 관광 협회의 골드 어워드 2013 마케팅 미디어 부문 수상 등

으로 우수한 관광 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둘째, Mediapp Korea 앱인데 이 앱은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

49) http://www.korea.go.kr/administdata/mobileApp/mobileApp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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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경우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주요 의원, 병

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위치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앱

이다.

셋째, 글로벌 에티켓의 달인 앱이다. 이 앱은 한국관광공사와 국가브랜

드위원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여행을 시작하

는 준비 단계부터 여행지에서 상황에 따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여행 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예절과 바디 랭귀지, 국가별 다양한 문화 정보, 그

리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과 체크리스트, 현지의 재외 공관 정보 등 여

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넷째, 국립중앙박물관 가이드 앱이다. 이 앱은 관광 안내서비스의 개선

과 향상을 위해 관광객이 친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

텐츠로 제작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와 각 지역의 국립박물

관을 소재로 감성적인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딱딱한 역사이야기

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역사여행’과 부여와 공주 지역의 ‘백제 역사여행’ 그리고 김해 주변 지역

의 ‘가야 역사여행’ 등을 비롯하여 각지의 국립박물관을 재미있고 흥미롭

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콘텐츠는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활

용이 가능토록 제작되었다.

다섯째, 베니키아 앱이다. 이 앱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비지

니스호텔 체인브랜드로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Best Night in Korea)’

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서비스

와 시설을 제공한다. 전국의 “베니키아(BENIKEA)” 체인호텔의 지역별,

테마별 숙박정보, 이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통해 적절한 해당 호텔을 예약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이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정보를 스마트폰

앱 개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축적된 관광정보를 외부에 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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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TourAPI)인 리프레시 여행 앱, 약 10년 동안 한국관광공사에

서 한국의 아름다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의 여행전문가들이 전국

을 돌아다니면서 관광명소와 문화를 샅샅이 취재, 수집한 귀한 관광정보

를 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모바일 앱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유용성

과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스마트 투어가이드 앱과

글로벌 에티켓의 달인 앱이다. 스마트 투어 앱이 경우 개인이 테마별 스

토리를 통하여 재미있는 여행의 추억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글로벌 에티켓 앱의 경우 여행 준비 단계부터 여행지에서 상황에 맞

게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편의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

다. 유용성 측면에서도 우수한데 Meddiapp Korea앱의 경우 사용가가 쉽

게 한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베니키아 앱의 경우 간편한 절차로 한국의 비즈니스호텔에 대한 전반

적인 정보와 이용후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리프레시 여행 앱의

경우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주는데 특히 고객 위치에 맞추어 이용

자 주변 1km 이내의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를 제공한다.

3) 경찰청

경찰청은 다양한 앱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

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앱들은 국민들을 재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매

우 유용한 도움이 된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들을 살

펴보면 우선 첫째로 교통알림e 3.0 앱이다. 이 앱은 경찰청에서 개발한

교통안전관련 앱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목적지까지의 길안내

와 소통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전국기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데 전국

기반(일부지역제외)체증구간, 도로공사, 집회시위, 교통사고 등 통제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시간 CCTV화면을 통해 현장상



- 65 -

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다양한 교통정보 및 경찰 관련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둘째는 서울교통정보 앱이다. 이 앱은 서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서울

시내 교통정보(서울교통상황) 앱이다. 서울지역 주요도로별 교통정보용

CCTV 278개소에 대한 실시간 동영상 및 정지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특히 영상선택기능을 부여하여 즐겨찾기에 영상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출

퇴근하는 길의 교차로 영상을 저장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속보, 도로공

사구간, 집회구간, 통제구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매 시간대별 1회

(08:00 ~ 21:30)까지 1일 14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실시

간 교통상황에 대해 궁금할 경우 앱에 있는 교통 안내 자동 전화로 연결

하면 교통 안내원이 요청한 도로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고 교통상황을 음

성으로 안내하고 있다.

셋째로 안전Dream 앱이다. 이 앱은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적 약자 대

상의 범죄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와 빠른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

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제작된 앱이다. 실종 발생 시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실종우려가 있는 자녀(가족)의 신

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고 및

제보 시 SNS 공유 등의 기능으로 빠른 전파가 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학교·여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

는 사람들을 위한 신고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내 주변의 생활안전시설

위치 검색이 가능토록 제작되었다.

넷째, 경찰청 폴-안티스파이앱이다. 이 앱은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의 스파이 앱이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이다. 스

파이 앱은 특정인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개발되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한 ‘경찰청

폴-안티스파이’는 총 54종(상용 12종+비상용 42종)의 스파이앱 설치 유

무를 판단하고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앱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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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청 피해자지원 앱, 112 긴

급신고, 교통 알림, 실시간 교통 정보와 보도 자료 확인, 수배자 정보 등

을 제공하는 하는 경찰 모바일 포털 앱 등이 있다.

경찰청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유용성, 상호작용성인데. 유용성 측면에서

폴-안티스파이앱의 경우 유해한 스파이앱의 감지 및 삭제를 도와주며

서울교통상황 앱의 경우 서울 시내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이용자에게 높은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Dream 앱의 경우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학교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기능으로 유용성을 높였다.

상호작용성의 대표적인 앱은 교통알림e 3.0 앱과 서울교통상황 앱으로

실시간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또한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상담원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길안내와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교통주요지역에 대한 화면을 CCTV로 선택하여 볼 수 있도

록 하여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2. 외국공항의 운영 사례

모바일 앱 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의 특성으로 인

해 어디서나 항상 서비스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한 입출국 처리, 수하물체크, 개인에게 특화된 마

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실제 세계의 각 공항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모바일 앱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과 방법 등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경쟁하고 있는 세계 여러 공항 중 대표적인 선진

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우수한 공항인

창이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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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앞선 IT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공항중의 하나이다. 특히 IT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효

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승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

고 있어 많은 여객들로부터 효율적인 공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시

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공항중의 하나이다.

스키폴공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앱50)을 개발하여 승객들의 편의를 높

이고자 하는데 우선 개인에게 특화된 여객정보와 실시간 운항 정보를 제

공한다. 여기에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여행계획에 대하여 계획할 수 있

도록 설계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항공편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실

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주차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인 택시도 예약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항공 관련 뉴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항시설 및 기타 정

보에 대한 종합적이며 실제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리한 공

항 이용을 위해서 공항지도를 제공하며 면세품에 대한 프로모션 정보 등

세부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항공편에 따라 특화된 면세점 할인권을 제공

하여 승객의 면세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스키폴공항 앱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다. 승객 별로

특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춤형 여행설계 및 사전 고객정보를 바

탕으로 주차장 사전 예약, 택시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

적인 서비스이다. 또한 항공편에 따라 특화된 면세점 할인권을 제공하여

면세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우수한 수준의 앱을 운영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중국 승객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어인 네덜란드

어, 영어뿐아니라 중국어 전용 앱을 통하여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50) http://www.schiphol.com/Travellers/FlightInformation/SchipholAppAnd

-MobileWebsite/OtherPhonesMobileWebsi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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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국 승객을 위한 앱을 개발하여 공항전체 서비스를 중국어로 제

공하고 있다.

<그림 3-8, 스키폴공항 모바일 앱>

2)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중의 하나이다. 프

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

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공항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체크인 및

보딩패스로의 활용이다. 프랑크푸르트공항은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Frankfurt Airport App 2.0”51)라는 앱을 개발하여 승객들에게 다양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행객이 공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다양하고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rankfurt Airport App 2.0은 특정 승객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

하여 다양한 사례조사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만들어 졌는데. 특히 여객

이 여행하기 전부터 프랑크푸르트공항에 최적화된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51) http://www.frankfurt-airport.com/content/frankfurt_airport/en/services

/container_services/fra_ap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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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용한 정보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방법, 주차

에 대한 권고, 프랑크푸르트공항 전반에 대한 일반 안내 등의 세부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공항 도착 후에는 승객이 프랑크푸르트공항에 있는

동안 해당 앱을 개별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프로그램화

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개인 필요 요건에 따라 시작페이지를 바꿀

수 있으며 Push Notification 이라는 단추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항공편과 게이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

다. 아울러 공항 내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는데

이는 공항 내에서 승객이 원하는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기능이다. 중국어 버전에는 승객들이 공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

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세금환급 계

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세계 최초로 제공하

는 서비스로 국제선 승객이 이전에 구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금에

대한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환급

관련 계산뿐 아니라 상품 검색 정보 및 가격대 표시등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3-9, 프랑크푸르트공항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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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공항의 앱은 국가별 승객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 자국승객을 위해서는 외투보관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국 승객들을 위해서는 독일의 와인을 소개하

며, 중국승객들을 위해서는 중국승객이 좋아하는 독일브랜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각 승객에 특화 시킨 앱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Frankfurt Airport App 2.0의 가장 큰 특징

은 상호작용성, 유용성,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다. 상호작용성의 가장 대표

적인 케이스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앱

을 구성하여 승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또한 유용성 측면에

서도 세금환급 계산 기능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서

비스로는 사용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앱 디자인 변경, 특정국가의 승객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등으로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중 국

가별 맞춤형 서비스는 소비성향을 분석하여 미국승객에게 와인소개, 중

국 승객에게는 독일 명품브랜드 소개 등 승객별로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객 친화적인 프랑크푸르트공항 앱은 우수한 공항 모바일 앱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독일어 및 영어 버전에 이어서 중국어 버전을 제공하여 다

양한 국적의 여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덴마크 코펜하겐공항

덴마크 코펜하겐공항은 유럽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항으로 유명하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식으로 모바

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일반 여객을 대상으로 여

객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일정표, 항공기 정

보, 터미널 안내, 주차안내, 기타서비스 안내로 나뉜다.

우선 전체일정표에는 코펜하겐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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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항공기 정보에는 코펜하겐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

한 출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승객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터미널 안내관련 정보에서는 코펜하겐공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상

세한 설명과 함께 세부적인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

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아주 쉽게 해당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용

할 수 있어 승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차안내 서비스의 경

우 승객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에 도착할 경우 가장 적절한 주차

위치를 알려줌으로서 승객이 공항을 보다 더 효율적이며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3-10, 코펜하겐공항 모바일 앱>

코펜하겐공항은 미래에 NFC를 이용 하여 전자여권을 대체 하려는 계

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 즉 공항에서는 전자여권과 탑승권이

하나로 합쳐져서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 여권정보와 탑

승권 정보를 모두 넣어 보안성을 갖춘 모바일 앱 하나로 공항 수속 시

신원 확인 등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펜하겐공항 모바일 앱의 큰 특징은 통합성, 용이성, 유용성으로 공항

의 전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통합성



- 72 -

을 높였다. 또한 터미널 관련 안내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승객이 쉽

게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차서비스의 경우 차량을 이

용하여 공항에 도착할 경우 가장 적절한 주차위치를 미리 알려 주어 승

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유용성을 높였다.

4)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파리샤를드골 마이웨이 앱(My Way application for Aéroports de

Paris Group)이라는 앱을 개발하여 여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 시스템은 2011년 7월 8일부터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로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제공하는 모든 승객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

공하는 앱이다. 이후 My airport52)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하여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앱은 터미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가 위치 찾기 시스템으로 공항 내 200,000 평방미터내의 모든

위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최초에는 터미널 2E와 2F와 주

차장, TGV 철도역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점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스템은 터미널 내에서 승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장착되

어져 있어 현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알 수 있어 길을 잘 모르

는 초행길의 승객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두 번째는 공항 내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루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인데, 휴식지역과,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객이 주

로 가고 싶어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들 특히, 항공사 관련 정보, 게이트 관련 정보,

택시관련 정보, 체크인 관련 정보, 터미널 관련 정보, 대중교통 관련 정

보, 홀에 대한 관련 정보 등 여객에게 꼭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52) ttps://itunes.apple.com/us/app/my-airport-official-aeroports/id322543617?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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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와 더불어 각 시설에 대하여 여객에게 정확한 거리와 가는

방법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 제공된다.

세 번째는 레저와 서비스 기능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화장실, 라운지, 세금 환급소, 수하물 보관, 인터넷 카페, 안내센터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승객은 신속하

게 필요로 하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스케줄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이착륙관

련 정보, 체크인 지역 정보, 탑승국 정보, 항공사관련 정보, 트위트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항공 관련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러한 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마이스페이스라는 서비스인데 이는 항공편과 일정, 항공

사에 대한 정보를 즐겨찾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11, 파리 사를드골공항 모바일 앱>

파리 샤를드골공항 앱은 또한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이

필요한 언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양한 언어를 사용

하는 승객이 많아 이러한 승객을 위하여 여러 주요 언어로 이 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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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된다. 불어, 영어뿐아니라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독

일어, 브라질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되며 심지어는 한국어로도 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파리샤를드골 마이웨이 공항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유용성으로 현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하여 승객이 길을 잘 모를 경우에도 현

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루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승객 이동을 도

와준다. 또한 레저와 서비스 기능에서는 승객이 필요로 하는 공항시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점, 레스토랑, 화장실, 수하물 보관, 세금환

급소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싱가포르 창이공항

창이공항은 ‘iChangi App’ 이라는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앱은 공항 내 항공기의 출,도착을 알려주는 운항정보, 터미널

을 구획별, 층별로 안내하는 터미널 지도, 공항 내 각종 쇼핑과 식음료

시설 등을 안내하는 상업시설 안내, 공항 내의 시설 및 명소를 알려주는

Attractions/Facilities, 공항행사 등을 안내하는 Highlights, 공항교통, 환

승, 세관, 여행 등의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공항안내 등 총 6개의 범주로

구성되어져 있다.

먼저 운항 정보의 경우 이 앱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앱이 자동적으로 해당 승객의 운항관련 정보를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하

게 된다. 이러한 앱을 통하여 승객은 신속하게 실시간 운항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와 아울러 운항에 대

한 상세한 정보와 아울러, 창이공항 이용 모든 항공편에 대한 실시간 도

착시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한다. 또한 수하물 케로셀 번호 등 도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여 승객뿐 아니라 공항에서 대기하는 일반인도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쇼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항 내 매장의 할인 행사 등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여 승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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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이 앱은 식음료 매장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식당의

주요 행사관련 정보를 같이 제공하여 승객이 쉽게 필요한 식당을 적기에

선택할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공항의 최근 행사 및 프로모션 관련 정보

도 제공을 하며, 이 밖에 공항 접근에 필요한 교통정보, 환승 정보, 안내

전화, 긴급 시 전화 등 공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12, 싱가폴 창이공항 모바일 앱>

창이공항의 모바일 앱의 가장 특징은 용이성으로 공항관련 모든 정보

를 앱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는데 특히 승객들이 관심 있는

각종 이벤트 정보나 운항정보를 모바일 앱의 첫 번째 접속화면으로 만들

어서 이용자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메뉴 구성도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어서 공항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용이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하이브리드 앱 방식의 제작으로 운항정보, 나의일정 등 최소한의

기능은 네이티브 앱으로 구성하고 쇼핑, 맴버쉽, 공항안내는 웹으로 구성

하여 최신 정보의 실시간 전달성과 앱의 용이성 수준을 높였다.

이상의 운영 사례를 분석 결과 주요 외국 공항들에서 운영 중인 모바

일 앱들은 이용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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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보 제공, 최신 정보의 실시간 제공에 초점을 두어 앱을 만들었

으며, 이에 따라 앱의 구성이 직관적이고 단순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구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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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천공항 현황 및 수준 분석

제 1 절 모바일 앱 구축 및 운영 현황

1.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 도입 배경

인천국제공항은 2011년 개항 이후 첨단의 공항시설과 공항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항서비스를 제공해옴으로서

공항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2005년 이후

ACI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53)에서 10연속 1위를 할 정도로 최고의 수

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용객에게 최고의 공항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항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추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들을 개항 후부터 제공하여

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공하는 초기 모바일서비스는 2011년까지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와 U-mobile서비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통한 서비

스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공항에서 출

도착하는 항공기들의 운항정보나 출입국안내, 항공사정보, 시설안내 그리

고 공항 접근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데 모든 모바일 단말

기기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홍

보실이 주로 관리를 담당하였다. U-mobile 서비스에서는 운항정보, 공항

시설안내, 주차장정보, 택시출차정보 등의 비교적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

였는데 스마트폰과 피처폰 구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사 내 항

공영업처가 관리를 담당하였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은 운항스케줄, 출

입국안내, 교통정보, 공항시설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안드로

53) 세계 173개국 1850여개 공항의 운영자들이 소속된 비영리 협의체인 ACI에

서 세계 각국의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분야, 시설·운영 분야에서 1대 1

면접 설문조사를 벌여 공항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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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폰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연구개발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가 보급 및 확산됨

에 따라 신규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모바일서비

스로는 이러한 수요 증가 및 고객이 요구하는 양질의 모바일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공항공사 내 각 부서에서 모바

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공항

내 모바일 서비스의 난개발 및 중복개발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에서는 공항이용객 중심의 통합된 모바일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

는 한편 공항 내 모바일서비스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통일

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사 모바일 서비스 체계를 새로 수

립하기로 하였다.

<표 4-1, 인천국제공항 모바일서비스 현황(2010년 기준)>54)

대상 모바일 홈페이지 안드로이드 앱 u-Mobile

주요

메뉴

▪운항스케줄

▪출입국안내

▪교통정보

▪공항시설안내

▪항공사안내

▪택시출차정보

▪운항스케줄

▪출입국안내

▪교통정보

▪공항시설안내

▪운항스케줄

▪출입국안내

▪교통정보

▪공항시설안내

▪주차위치안내

▪택시출차정보

형태 웹(Web) 앱(App) WAP

단말 모든모바일기기 안드로이드폰 일반핸드폰

담당

부서
홍보실

정보통신처,

연구개발단
항공영업처

54)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모바일 서비스 통합개발 추진계획(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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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공항여객 및 공항 이해관계자의 모바일 서비스 필요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항 상주직원 및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서비

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 2012년 설문조사55)를 시행한 결과 공항종사자의

경우 응답자 중 73.6%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공항이용객의 경우 응답자 중 74.5%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걸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떠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은 공항종사자의 경우 위치지도

안내, 입국대기시간 안내가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으며 공항이용객의

경우에도 위치지도안내, 입국대기시간 안내가 전체의 97.9%를 차지하였

다. 이 설문조사는 대면설문 300명, 온라인설문 50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복수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4-1,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필요성>

55)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U-Airport 마스터플랜 고도화사업 설문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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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필요서비스>

2. 인천공항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경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바일 관련 서비스의 운영·관리 및 개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신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추진

하기 위한 계획을 2011년 2월에 수립하였는데 목적은 분산되어 개별 운

영 중에 있는 공항 내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효

율적인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신규 모바일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적 기능의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에서는 공항에서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모바

일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를 통일하기 위해 2011년 5월 인천공항 모바일

서비스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협의회(모바일 서비스 통합협의회)를 만들

었다. 모바일 서비스 통합협의회의 목적은 크게 모바일 서비스 통합 로

드맵 수립, ISP를 통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국내외 각종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의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방향 제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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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이었다. 협의회의 참석

범위는 전체 모바일 서비스의 조정과 통제, 모바일 서비스 통합을 위한

기술검토와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정보통신처를 포함한 공항공사 내의

관련분야 7개의 처로 구성되었다.

<표 4-2, 인천공항 모바일 통합협의회 구성원>56)

부서 분야 역할

정보통신처

여객안내

Smart Work

Smart Operation

전체 모바일 서비스 조정/통제

서비스 통합을 위한 기술검토

통합협의회 운영

항공영업처 여객처리 u-Airport의 여객처리분야

상업영업처 여객안내 면세점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검토

물류영업처 화물분야 AIRCIS 관련

경영정보처 Smart Work ERP 연동관련 기술검토

홍보실 여객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관리

연구개발단 신규서비스 관련 신규 모바일 서비스 기술검토

통합협의회의 운영은 운영회의와 실무회의로 이원화시켰는데 운영위원

회에서는 처/팀장을 중심으로 안건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였으며 실무회

의에서는 주로 관련담당자들 및 실무자들이 모여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

된 안건을 상정하고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요구사항 등을 개진하였다.

통합협의회에서 제시한 주요사업 중의 하나는 인천공항의 여객안내 분

야의 모바일 앱 개발이다. 인천공항은 건축시설의 규모가 상당히 커기

때문에 공항이용객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많은 수의 KIOSK와

안내직원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어

56)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모바일 서비스 통합개발 추진계획(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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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시 제공되었던 모

바일 서비스 또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특화된 서비스 불가, 다양한 모

바일기기 지원불가 등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공항 안내서비스 강화, 그리고 공항서

비스 처리시간 단축 및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및 잠재적 사용자를

위해 2011년 트위터 사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 사용여부 및 향후 사

용 의사에서 응답자의 86%가 향후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기능, 품질, 디자인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공항 모바일 앱 기능 선호도에

서는 운항정보, 시설위치, 교통정보 순으로 응답하였다.57)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용 앱 시범서비스를 연구개발단 주관으로 2011년 3월 개시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서비스 통합협의회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현황 분석과 모바일 앱 서비스의 필요사항들을 파악

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2년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항이용안내 모바일 앱 개발 용역”이란 이름으로 모바일 앱 사업을 시

작하였다.

모바일 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시 기본방향은 인천공항의 Mobile

Smart Airport를 지향한다는 명제 아래 공항 이용객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요구 부응, 환영객에 대한 편의 서비스 강화, 향후 기능 추가 및

신규 개발 요구에 대응한 확장성 고려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세부

적인 추진방향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내

정보를 단계별로 정보 구조화하여 효과적인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의 입력 및 검색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UI/UX를 구

57)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자료(모바일서비스 현황 및 신규 앱(App) 개발

추진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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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공간 구조 및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실내 측위 기술을 활용하여 길 찾기 기능 등 특수한 기능도 포

함시켰다.

과업의 주요 내용들로는 인천공항에서의 내 위치 확인 및 실내 길 찾

기 서비스, 입국자와 환영객의 편의를 위한 도착편 안내서비스, 공항 내

에서의 이용편의를 위한 증강현실(AR)서비스, 주차 위치 안내서비스, 운

항 스케줄, 교통정보 등 각종 공항정보 안내서비스, 기타 개인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등이었다. 사업 추진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각종 시스템 및 S/W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분

석단계, 두 번째로는 Android 및 iOS 등 다양한 OS와 해상도, 모바일

단말 등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하여 그에 맞추어 앱을 만들기 위한 디자

인단계, 세 번째로는 서버와 단말의 기능과 화면설계, 데이터처리,

Protocol 등을 위한 설계단계, 네 번째로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각종 기능

들을 적정하게 개발하는 구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구사항과 기

능들이 제대로 적절히 작동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증 단계였

다. 모바일 앱 구축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총 5개월이었으며 사업비는 약

7억2천만 원이었다.

3.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 현황

현재 인천공항에서 제공되는 일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공항 항공운항정보 및 공항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운영 중인 인천공항 가이드

앱과 인천공항 면세점 조합에서 인천공항 내 면세쇼핑 안내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공항DFS(AIRSTAR AVENUE) 앱이다. 이 외에 항공물류업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 용도의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 Air

Cargo Information System) 앱이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앱 AIRSTAR AVENUE는 쇼핑, 식음료, 편의시설,

운항정보안내, 출입국안내, 공항지도, 주차교통, 이벤트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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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분류항목 별로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주로 시설위치나 영업시간, 연락처 등의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

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준의 앱 서비스이며 많은 부분이 인천공항 가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와 중복되는 한편 면세점 조합의 지속적 관리와 업데이트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그림 4-3, 인천공항 모바일 앱 시스템 구성도>

출처 : 인천공항공사 내부자료(모바일 앱 사업 과업수행계획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은 운항정보, 공항 길안내, 입국환영, 교통정보,

공항안내, 주차안내, 통역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나의 일정

기능을 적용하여 특정날짜 등 일정을 등록하면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개인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 내의 관심 매장을 등록하면

경로안내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밖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능을 적용하여 앱의 차별성을 기하였으며 실시간 항공

운항정보 및 공항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통합안내



- 85 -

DB시스템과 WSDL58)을 이용하여 연동하며 실시간 버스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BUS Open API(경기/서울 버스)와 연동되어 있다 언어별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3가지 버전의 앱을 제공하고 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항정보는 인천공항에서 출발/도착하

는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고 공항 길안내는 공항 내 어느 지점의 출발 위치에서 도착지까지 빠

른 길을 찾아 길안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3D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하

여 이용객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4-4, 인천공항 모바일 앱 초기화면, 운항정보, 경로안내 화면>

출처 : 인천공항 모바일 앱 “인천공항 가이드”

입국환영은 도착편 항공기에 대한 검색 및 입국 진행 상태를 애니메이

션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환영객들이 쉽게 입국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교통정보는 버스노선, 철도운행, 택시이용 안내 등 공항을 오고 가는

58)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의 준말로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기술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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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안내의 경우 공항명소 찾아가

기, 랜드마크 VR보고 찾아가기, 매장/시설물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이용하여 공항 내 특정장소나 시설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림 4-5, 인천공항 입국환영, 교통정보, 공항안내 화면>

출처 : 인천공항 모바일 앱 “인천공항 가이드”

주차안내는 공항 내 지하주차장에서의 내차 위치 찾기, 주차장 요금

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역서비스는 영어/중국어/일본

어 통역/번역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외국인에게도 불

편함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쇼핑정보는 면세품을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명품부티크, 전자/기념

품, 패션/액세서리, 기타 등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장선택 시에는 매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전화연락처 등이 나오게 되어있다. 매장의 위치와 연락

처는 모바일 앱의 길 찾기 기능과 전화걸기 기능과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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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입국과 환승 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신고 그리고 정보

등을 안내하는 ‘출입국안내’ 기능, 그리고 이용자가 관심 있는 운항정보

와 공항 내 매장정보를 등록하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나의일

정’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6, 인천공항 주차 안내, 쇼핑 정보, 나의 일정 화면>

출처 : 인천공항 모바일 앱 “인천공항 가이드”

제 2 절 모바일 앱 서비스 수준 분석

1. 모바일 앱 기술 동향에 따른 분석

정보통신기술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사물통신, 클라우

드, ICT융복합 등의 신기술은 모바일 서비스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따라

서 이런 신기술의 발전추세와 동향을 통해 현재의 인천공항 앱 서비스의

기술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향후 기술적 발전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

토할 수 있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관련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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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용은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관련 정보통신기술 동향에 따른 분석을 통해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현재 수준을 먼저 파악하였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하나의 앱에서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One Application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양쪽 플랫폼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아직 태블릿 PC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앱의 형식은 네이티브 앱 방식으로 제작되어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또한 통신사의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서

도 배포되고 있으나 다운로드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구글 플레이에서 83,973건, 애플 앱스토어

에서 31,895건, 기타 앱스토어에서 8,451건이다.59)

네이티브 앱으로 제작된 만큼 각각의 플랫폼에서는 빠른 속도를 자랑

하고 있으며 단말의 내장 센서 등을 이용한 길 찾기와 증강현실 등 특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바일 앱들과 차별되는 장점이다. 하

지만 업데이트 시, 각 플랫폼마다 별도의 수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처가 힘든데, 공항에서 시설물이나 각종 안내 정보 등에 대한

변경이 잦은 점을 감안하면 공항 이용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적

으로 변경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경관리 측면에서의 수

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는 경로안내와 증강현실 서비스는 유용

성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이다. 경로안내 서비스는 시설물 규모가 큰 인

천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측위방식은 무선랜을 이용한 Wi-Fi방식으로 공간이 좁은 시설

물이나 전파환경이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는 비교적 오차가 적으나 공항

처럼 대규모로 개방된 공간이나 여러 무선기기들이 복잡하게 사용되는

전파환경에서는 측위오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경로안내 서비스의 오차

는 5m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5～10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59)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모바일 앱 2014년 접속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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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사 아이폰의 경우 iOS 버전 업그레이드 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위치측위가 불가능해져 경로안내 서비스의 작동이 중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증강현실의 경우, 현재는 단순히 매장의 이름을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사용자가 많지 않

은 실정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NFC를 탑재하고 있는데,

NFC를 활용한 모바일 결재기술은 상용화되어 2012년부터 전국단위의

서비스가 이미 가능해졌으며 공항분야에서도 항공탑승권, 항공마일리지

결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의 특성을

살린 편리한 결재방식으로 인해 공항의 마케팅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는 NFC를 활용한 모바일 앱 서

비스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경우 최근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통한 계

정관리를 통해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근의 동향과

비교해서 인천공항은 ‘나의일정’ 기능을 통해서 운항정보나 매장정보 등

을 미리 등록하는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공항의 맞춤형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공항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제공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에게 특

화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제한적이라 분

석되었다.

용이성측면에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기능과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앱의 용량이 크고 메뉴 구성도 복잡한

편이다. 또한 ‘경로안내’ 기능이나 ‘증강현실’ 등의 경우 구동시간과 작은

메뉴화면 등으로 인해 사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었다.

또한 앱의 접근용이성 측면에서도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이용자가 공

항도착 시부터 자연스럽게 모바일 앱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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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 공공기관 및 외국공항 운영사례 비교에 따른 분석

인천공항과 유사한 공공기관이나 공항업종에서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인천공항의 현재의 앱 수준을 분석하는데 직접

적이고 즉각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 분석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에 앞장의 외부환경 분석에서 조사한 국내 공공기관들과 외

국공항의 모바일 앱 운영 사례를 근거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수준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내의 서울시나 경찰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내 공공기

관들의 앱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목적과 이용자들을 위해 여러 개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목적에 맞게 특화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을 분리하였다. 이에 반해 인천공항의 경우 단일 앱으로만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단일 앱에 전반적으로 많은 기능을 담고 있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이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앱

의 용량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평균용량 10MB 이하인 것에 비해

40MB 정도로 큰 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은

정보제공의 정확성 등 유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임에도 앱을 쉽게 접

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용이성 측면에서는 일부 기능에서

만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나머지 기능들에서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민 서비스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성

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상담원과 통화, 문자접수, 푸시 알림

등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호작용성 측면에서도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외국공항들과의 비교에서는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나 독일의 프랑

크푸르트 공항의 경우, 특정 승객을 위한 공항 내 주차장 예약,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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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예약 기능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유사하거나 비슷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외국공항이 다

양한 언어와 국적의 승객들을 위해 기능을 별도로 분리 특화하여 해당언

어로 제작된 앱을 제공하는데 비해 인천공항은 기능이 똑같은 앱을 언어

별로 분리하여 국적별로 취향이 다른 승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취향에 부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외국공항들이 공항 내 면세점 등의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정보나 할인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해 인천공항의 경우 단순한 위치나 연락처 안내 정도에 그쳐 이 부분

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이 유용성, 용이성 측면에서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는데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한 길안내

와 내차 위치 확인, 입국 환영 등의 기능은 인천공항에만 있는 앱 서비

스로 고객에게 유용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다. 반면 보안심사를 받는

동안 평균 대기시간 안내, 주차장 예약, 쇼핑 제품 카테고리 분류, 쇼핑

예약, 매장 안내 증강현실 연동, 매장별 Rating & Review 작성 기능, 택

시 예약, Porter Service, 멤버십 관리 등은 해외공항에는 있지만 인천공

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앱 서비스들로 이런 서비스들을 모바일 앱 고도

화나 개선사업 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운항정보안내나 입국환영 등 특정 앱 서비스의 이용률만 높고 상

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므로 이런 서비스

들에 대한 용이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인천공항

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처럼 상호작용성과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국내 공공기관들과 외국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와 비교해서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표<4-3>은 인천공항과 비교대상 외국공항을 각각 평가기준별로 분류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항별로 우수한 서비스 수준과 평가기준이 나와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 수준을 외국공항에 바

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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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인천공항과 외국공항의 앱 서비스 비교>

공항명 우수 서비스 우수 평가기준

인천공항
가상현실, 내비게이션,

입국환영기능 등
용이성, 유용성

스키폴공항
개인 맞춤형 앱 서비스,

면세점 서비스
맞춤형서비스 제공

프랑크푸르트

공항

국가별 맞춤형 앱 서비스

네비게이션, 앱 상품검색
유용성, 맞춤형서비스 제공

코펜하겐공항
주차서비스,

터미널통합안내서비스
유용성, 통합성

샤를드골공항
내비게이션지도서비스,

다국어 앱 서비스
유용성

창이공항
실시간 쇼핑정보,

공항프로모션 정보 제공
용이성

3. 이용 현황 분석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공항 모바일 앱 서비

스를 이용하는 이용횟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여객

증가수는 2013년 41,482,828명에서 2014년 45,512,099명으로 전년대비 약

9.7%의 증가율을 보였다.60) 여객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바일 앱 이용

건수도 늘어났는데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초기인 2013년 1월에는 전체

공항이용자 2,894,359명 중 18%인 약 527,586명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에는 공항이용객 중 74%

정도가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기

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운항정보가 47%, 입국환영이 37% 정도

로 두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 http://www.airport.kr/iiac/pds/sta/Sta_08.iia?bag=FRG+%2B+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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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모바일 서비스 이용건수 및 비율(2014.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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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별 이용 현황>

공항소식
0%

공항안내
0%

교통정보
1% 길안내

0%

나의일정
3%

운항정보
46%

입국환영
47%

주차위치
1%

출입국안내
1%

쇼핑
1%

통역
0%

고객의소리
0%

오류신고
0%

2013년 인천공항 모바일 앱 서비스의 총 이용건수는 20,355,039건으로

일평균 34,720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4년 12

월까지의 모바일 앱 이용건수는 총 55,149,435건으로 일평균 151,094건으

로 여객증가율에 비해 훨씬 큰 폭의 증가율로 일평균으로 전년대비 약 4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별 이용현황을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입국환영이 47%, 운항정보가 44%정도로 여전히 입국

환영과 운항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운영체제별 이용 현황은 안드로이드가 88%, 아이폰이 12%의

비율이었으며 언어별로는 한국어가 94%, 영어가 4%, 중국어가 2%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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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61)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의 양쪽 앱스토어의 상황을 기준으로 운

영 현황을 분석해보면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최초 게시일 부터 2015년 1

월까지 총 25번의 업데이트를 거쳤으며 최종버전은 1.4.18이다. 버전 업

데이트 내용은 교통, 주차 정보변경에 따른 업데이트와 UI수정 및 버그

수정, 공항 내 시설물 및 매장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통번역 서비스 지

원에 따른 GUI개편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 인천공항 모바일 앱 앱스토어 운영 현황(2015년 1월 기준)>

(출처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2015년 2월 기준으로 고객 리뷰건수는 총 57건이었는데 평점은 5점 만

점에 2.5점으로 공항시설물 안내나 교통정보 안내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

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공항 내 길 찾기, 위치 찾기에서 위치 측위나

iOS 최신버전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대응, 업데이트 후 안정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설치 수는

50,000 ～ 100,000이고 고객 리뷰건수는 724개로 5점 만점에 4점의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공항 출도착 정보, 교통안내 등 각

종 정보 안내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나 역시 길 찾기

등 지도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61)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모바일 앱 2013, 2014년 접속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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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운영현황 분석 결과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 대한 전반적인 안

내 기능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길 찾기 등 특수한 기능에 대한

보완과 운영체제 버전 변경 시 신속한 대응 그리고 업데이트 후 안정화

등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적인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여 앱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용이성, 유용성 등에서 우수한 수준

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여객 대비 높은

이용건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항정보나 입국환영 등의 앱 서비스는

실시간 정보제공 및 높은 정확도로 인해 이용객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특정 앱 서비스에 이용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앱 서비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마케

팅 측면에서 쇼핑 등에 대한 앱의 이용률은 1% 정도로 모바일 앱을 통

한 공항 마켓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앱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우수한 정

보제공 기능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공항이용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나 수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

공 측면에서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수단 등이 제한적

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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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천공항 모바일 앱 발전 방안

앞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 수준을 기술 발전 동향, 유사 공공기관이

나 외국공항들의 운영사례, 이용현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모바일 앱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

도록 발전방안을 이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발전방

안은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추어 유용성과 용이성, 상호작용성, 통

합성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다섯 가지 방향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였으

며 이 기준에 따라 기존의 우수한 서비스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제

시하였다.

제 1 절 유용성, 용이성 측면의 발전 방안

앞의 수준분석에서 밝혔듯이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용이성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외국 공항들에 비해서도 우수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특정 모바일 앱 서비스의 이용 편중, 하나의 앱에 여러 기

능을 구현함에 따른 복잡성, 네이티브 앱으로 제작되어 업데이트 등의

변경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One Application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다양한 앱 선택 및 활용 불가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모바일 앱의 사용 목적별 분리

모바일 앱에서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복잡한 앱의 기능을 단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은 다양한 기능

을 하나의 앱에 담고 있지만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앱 서비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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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필요한 기능을 집중시키는 한편 사용하는 장

소나 빈도, 사용목적 등에 따라 기능을 분리시킴으로서 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의 간소화와 이용목적

별, 기능별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앱의 제작 및 제공이

필요하다.

앱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용 장소, 사용빈도, 서비스 성격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선 사용자 측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

인으로 분리하여 다국어서비스, 통역, 음성인식 검색 기능 등 특정 언어

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앱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여객의 특성을 반

영한 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일례로 점차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을 목표로 한 중국어전용 앱을 별도로 만들어 중국어와 한국어 통역기

능, 중국어 자연어 검색, 중국여객 취향의 쇼핑정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중국인 여객의 특징을 고려한 기능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용 장소나 여객의 여행프로세서 측면에서는 여객터미널 내부와 외부

로 나눌 수 있는데 교통/주차 기능은 별도의 앱으로 만들어 출국 시 공

항에 오는 방법, 귀국 후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 방법 등을 앱에서 제

공할 수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위치, 요금안내, 주차장 사

전 예약 및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여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분류 측면에서는 서비스 성격이 입국, 출국, 환승안내 등 항공

분야와 쇼핑, 식음료 등 상업시설의 비항공 분야로 나누어 앱을 분리하

는 것인데 비항공 분야 중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쇼핑 등의 서비스

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마케팅 차원에서 공항 내 면세

쇼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쇼핑 전용 앱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앱 분리와 동시에 기존의 공항 모바일 앱은

필수 안내 정보 등은 그대로 제공하되 잘 사용하지 않는 통역기능은 외

국어버전에만 넣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쇼핑정보의 경

우에도 면세점 위치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되 기본정보에서 별도의 앱으

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앱간 통합 기능 및 포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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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용이성과 유용성, 통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인천공항 모바일 앱 분리기준>

2. 하이브리드 앱 제작을 통한 앱 간소화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구성은 네이티브 앱으로 구성되어져 빠른 속도

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의 특성상 자주 변경되

는 시설물 정보나 공항이용 공지 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및 배포에 시

간이 소요되는 네이티브 앱의 단점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

용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앱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웹으

로 구현 가능한 기능들은 웹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대응 및 업데이트 시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인천

공항의 모바일 앱을 앱과 웹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웹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플랫폼을 최근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HTML5

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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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서비스들을 웹과 앱으로 어떻게 나누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어떤 기능들에 HTML5를 적용해서 개발할 것인지

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2,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HTML5 적용>

<그림 5-2>는 현재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기능들을 HTML5를 이용

한 웹과 원래의 앱으로 나눈 것인데 총 9개의 기능 카테고리 중에서 운

항정보, 출입국안내, 주차안내, 나의일정, 쇼핑, 교통 등의 6개 카테고리

는 HTML5로 적용하고 나머지 증강현실, 위치 파악, 길 찾기, 입국환영

등은 Native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럴 경우 개발비용 절감 효

과와 신속한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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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앱의 기능 개선 및 활용성 강화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의 기능 중에서는 최신 기술을 접목함으로서 현

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을 개선하거나 이용자가 앱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위치측위방식의 개선을 통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모바일 앱, 또는 앱에서 제공하

는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NFC기술 등 근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의 응용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 우선 실내 내비게이션은 5～10m 정도의 실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위치측위 방식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한데 현재의 AP방식에서 한층 더 개선된 기술적인 방안을 사용하여 위

치측위 오차를 5m 이내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폰의 경우

iOS 버전 업그레이드 시 경로안내 서비스의 작동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증강현실의 경우는 현재의

단순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서 매장의 상세정보를 연동하여 할인이나 프

로모션 진행상황, 서비스에 대한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림서비스 강화는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무선AP의 전파영역에 있을

때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존재를 알려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가 AP에 접속하지 않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와 AP에 접속했을 때

메시지를 수신하는 두 가지 경우로, AP에 접속하지 않는 전자의 경우는

Wi-Fi Beacon Stuffing기술로 환영메시지와 함께 모바일 앱의 이용을

안내하는 방법이다. AP에 접속하는 후자의 경우 접속화면의 첫 화면을

인천공항 모바일 앱 안내나 다운로드 화면으로 안내하여 이용자가 인천

공항 모바일 앱의 존재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NFC를 활용한 앱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NFC기반의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한 체크인, 보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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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전 신분 확인, 면세점 쇼핑 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IATA와 NFC 포럼은 2011년부터 NFC 탑승권

채택을 위해 데이터형식, 액세스 정책, 통신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검토

하고 있는데 이는 NFC 탑승권이 항공사와 공항 모두에게 비용 절감 효

과를 가져 오고 승객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5-3, NFC를 활용한 탑승권 등 공항 여객업무 처리>

제약사항으로, 탑승권 발권은 항공사 업무이며, NFC 리더 게이트는

인천공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모바일 탑승권 실현을 위해서

는 항공사와 업무 협의가 필요하며 추후 인천공항에서는 NFC 탑승권

발권이 가능한 항공사부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NFC 탑승권이 모든 외국공항에서 호환되기 전

까지는 종이 탑승권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상호작용성 및 마케팅 측면의 발전 방안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는 목적은 주로 국민들에

게 정책 안내와 홍보 그리고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

이 있다. 반면 일반 기업들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안내와 홍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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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모바일 앱을

마케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았었다. 하지만

앞서의 운영사례에서 보았듯이 외국 공항의 경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쇼

핑홍보, 프로모션, 할인권 배부, 상품예약, 주차예약 및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작용성은 앱의 서비스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도 상호작용성 기능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쇼핑 활성화 등 마케팅 이용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모바일 앱 계정관리

마케팅 측면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Needs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사용자 계정관리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과 싱가폴

창이 공항의 경우 멤버십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항 내 상업시설 이용 활성화와 매출 신장 그

리고 여객에게는 좀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금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는 특별한 계정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마케팅 측면에서 이를 활용할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전의 계정관리는 사용자가 직접 로그인을 해야 함으로서 사

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을 느껴 활성화되기 어려웠지만 NFC 인식 방

식 등을 응용하여 멤버십 관리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 없이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멤버십 계정관리를 통한 이점을 제공하는 등 유인

동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멤버십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 개인이 공항 상업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개인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면세점 특판 정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공항 내 상업시설 할인권 배포 등을 통해 멤버십 가입의 이점

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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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모바일 앱을 통한 멤버십 관리는 단순히 마케팅 측면에서뿐만 아

니라 모바일 앱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므로 이를 통하여 공항입

장에서는 매출 신장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용자 입장

에서는 공항에서의 체류 시간 단축 및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2. 모바일 면세점 활성화

인천공항의 면세점 안내 모바일 앱인 Airstar Avenue는 앞서 소개한

대로 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 업체들과 인천공항이 공동으로 관리하

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

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인 인천공항 가이드에서 안내하는 쇼핑 정보는 단

순한 위치정보와 연락처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머물러 전체 이용

률 대비 쇼핑에 대한 페이지뷰 이용률은 1%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처럼 현재의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나의 앱에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

문에 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모

바일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면세점 쇼핑과 관련한 기능을 특화시

켜 이용 편의성을 높인 별도의 분리된 앱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 시에

는 로그인 계정관리를 통해 카테고리별 면세품 안내, 면세품 구매, 결제,

구매이력 확인, 장바구니 기능 등 면세점 쇼핑과 관련한 모든 기능이 들

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 가이드 앱의 길 찾기 기능을 단순화시켜 모바일 앱과

연계함으로서 면세점 및 면세품 인도장 위치 안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이드 앱의 증강현실을 통해 면세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할인 행사 등을 확인하고 터치하면 모바일 면세점 앱으로 넘어

올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사이의 기능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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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모바일 면세점 앱 개요>

이 밖에 푸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인천공항 커브사이드에 진

입했을 때부터 모바일 면세점 할인권이나 프로모션 정보 등을 전송하는

방법,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하여 해당 면세점 근처를 지나갈 때

할인권이나 프로모션 정보 등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

려되어야 한다.

3. 상호작용성 강화(SNS연동)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의 수준을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상호작용성 부분이었다. 이 부분이 취약

한 이유는 규모가 크고 방대한 공항시설의 안내 및 각종 정보를 우선 제

공하려는 모바일 앱의 목적에 따라 모바일 앱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로 간주되어 초기 앱 서비스 시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성 부분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인 걸로 파악된다.

현재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 상호작용성이 관련된 서비스는 인천공항

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관계망(SNS)과 연동하는 것, 그리고 공항안내

데스크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와 기능에 따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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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도중에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공급자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우선 모바일 웹에서 운영하는 “고객의 소리”

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문자접수를 통한 민원 해결 등 장기적으로 상호작

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안내나 고정적인 안내정보 등에 대해서는 지능형 음성인

식 안내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실

시간으로 응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 3 절 통합성, 맞춤형서비스 측면의 발전방안

인천공항 모바일 앱의 세 번째 측면의 발전방안은 모바일 서비스 패러

다임 변화에 따른 여객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발전방안이다. 여객서비스

측면에서는 앞서 제시한 평가기준에서 통합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객 맞춤 서비스 강화

여객 맞춤 서비스는 한마디로 이용객이 출국하기 전 항공권 예약 시점

부터 공항에 도착해서 최종적으로 항공기를 타고 이륙하는 순간까지 이

용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공항에서 편리함과 여유

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도 현재 “나의 일정”이란 기능을 통해 출국일

정을 등록하면 운항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고 관심매장과 대중 교통편

등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조회할 수 있지만 단순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맞춤형 기능이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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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여객맞춤형 서비스 프로세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여객 맞춤 서비스는 현재의 “나의 일정”

기능을 강화시켜서 출국 전 3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되 첫 번째

는 출국준비단계로 나의 일정 메뉴에 운항정보를 등록하면 도착국의 날

씨나 최근 뉴스 등 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도착국 목적지의 교

통 안내정보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을

선택했을 때 대중교통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요금, 소요시간, 환승정보 등

을 알려주고 자가운전의 경우 경로, 톨게이트 비용, 주차장 정보를 알려

주는 한편 인천공항 교통/주차 앱과 연계되어 공항 내 주차장 예약과 결

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요금 지불 시에도 결제방식을 간편하

게 하기 위해서 인앱 방식이나 모바일 직불결제 방식 등을 도입하여 앱

을 통하여 사전에 결제하거나 현장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출국일 당일의 경우 공항의 혼잡도와 공항으로 오는 교통상황을 감안

한 공항출발 시간을 모바일 앱의 푸시 기능을 이용해 안내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자가 운전의 경우 지정된 공항 내 주차 장소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달받아 주차를 할 수 있다. 일단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공항

혼잡도에 따라 셀프체크인과 셀프백드롭62) 위치를 안내하고 대기시간이

짧은 보안검색대를 지정하여 위치를 안내하게 된다. 보안검색 후 면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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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들어서면 면세점 할인정보와 이벤트 정보 등을 모바일 앱의 푸시

기능을 통해 안내를 하고 탑승 30분전에는 탑승안내 메시지를 푸시로 전

송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항공정책 및 항공사와 협의 등이 필

요하여 지금 당장 구현은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모바일 탑승권

기능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편리하게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 기능과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통 주차 안내서비스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인천공항의 교통관련 서비스는 아직 대부

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으로 공항에서의 주차와 관련한 서

비스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주차와 관련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별도의 앱으로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

이 더 유리하다. 분리된 교통주차 앱은 교통안내서비스와 주차장서비스

두 분야로 나누어서 제공하되 교통안내 서비스에는 기존의 인천공항 안

내 가이드 앱에 있던 내용을 담되 공항에 올 때 자가용 선택 시 주차장

정보를 추가로 넣는 방안과 대중교통의 선택 시 출발지에서 가까운 정류

장이나 역의 위치를 안내하고, 택시의 경우 출발지점으로부터 공항까지

대략적인 요금도 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주차 앱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항의 주차장을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런 기능들은 스키

폴 공항, 코펜하겐 공항, 창이 공항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항에 와서 빈자리를 찾아다니지 않고 예약

한 자리로 바로 찾아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차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다. 앱 사용 시에는 공항의 실

내 내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예약한 주차 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은 호응을 받을 것이다.

62) 승객의 탑승권을 인식한 뒤 수하물을 넣으면 수하물태그를 발행하고 자동

으로 수하물을 부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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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교통 주차 안내 서비스 앱 구성>

3. 국가별 맞춤형 앱 서비스 제공

외국인 이용자의 모바일 앱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별, 언어별로

모바일 앱을 분리하여 중국어 전용 앱이나 영어 전용 앱을 만들되 한국

어 버전과는 메뉴 구성과 기능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외국의 주요공항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항을 자주 찾거나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나라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런 앱들은

이들 외국여객들이 좋아하는 기능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본래의 모바

일 앱과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공항 모바일 앱의 중국어

버전에서 제공하는 세금환급 계산 기능 등은 이러한 서비스의 좋은 예이

다.

인천공항의 경우 해마다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한국관광을 위해서 인

천공항으로 출입국을 하고 있는데 이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모바일 앱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공항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공항 내 상업시설 이용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등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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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국인 이용객들의 욕구와 선호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조사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이용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상

품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능과 메뉴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역서비스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앱에 자주 사용

하는 언어별로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통역 기능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국 언

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음성검색서비스는 한국어에 한해서만 지원

되고 있다. 이 통역기능은 전체 모바일 앱 기능 중에서 사용비율이 거의

미미한데 이는 통역서비스를 찾은 이용자들이 여행가이드 등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 모바일 앱과 통역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낮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들 통역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래의 인천공항 가이드 앱과

별도 제작된 외국어 전용 앱 양쪽에 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중국어 앱에는 중국어와 한국어 통역 기능을 넣고 중국인

들이 선호하는 쇼핑이나 관광정보를 강화시킨다면 앱의 유용성과 활용성

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10 -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 논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현황과 수

준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의 모바일 앱 수준을 다각적인 면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 서비스와 모바일 앱에 관련된 연구, 특히 공공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확인하여 다른 논문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바일 앱의 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자정부와 모바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 Eum et el의 모바일

앱 발전단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발전단계 및 수준 측정

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

는 수용성 측면, 마케팅의 상호작용 측면, 정부3.0 이후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패러다임에서 태동한 통합성과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용이

성, 유용성, 상호작용성, 통합성, 맞춤형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의

모바일 앱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이 평가기준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의 발전방안에 시사점

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범주의 환경 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첫 번째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관련한 국가정책과 국제항공기

구 등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행정

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였으며 국제적인 정책동향

을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

항협의회(ACI) 등의 항공서비스와 관련된 기구의 간행물과 통계자료 등

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모바일 앱과 관련한 기술동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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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0과 하이브리드 앱 등의 모바일 앱 제작기술의 발전 동향을 파

악하고 근접모바일 통신기술, 모바일 결제, 모바일 위치측위 기술 등 다

양한 모바일 앱 응용기술의 발전 동향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국내 공공기관과 외국 주요 공항

등의 모바일 앱 운영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

간행물, 모바일 앱 등을 조사하였는데 국내공공기관은 서울시, 경찰청,

한국관광공사를, 외국공항으로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

트 공항,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싱가폴 창이 공

항 등을 비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평가기준과 환경 분석에서 얻은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의 수준을 모바일 앱의 기술 동향, 공공기관 및 외국공항 운영

사례 비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 이용 현황의 세 가지 측면

에서 분석하였다.

인천공항 모바일 앱은 용이성 측면에서는 직관적인 UI구성과 메뉴구

성으로, 유용성 측면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다른 앱에서 제공하지 못

하는 길 찾기, 입국 환영, 가상현실 등으로 높은 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합성 측면에서도 공항에서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모바일

앱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

용자와의 의사소통 기능이 약해 상호작용성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이었으

며 마찬가지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관련 기능이 없어 낮은 수

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공기관들이나 외국공항들과의 수준 비교에서도 인천공항의 모

바일 앱은 유용성과 통합성은 뛰어나고 상호작용성, 맞춤형서비스 제공

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 유용성, 통합성은 IT인프라에 관

련된 우수한 환경 즉, 공항 내 무선 환경의 완비, 빠른 와이파이 속도 등

으로 인하여 가상현실, 실내 내비게이션 등의 첨단기능을 기술적, 환경적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으로 유용성이 뛰어난 걸로 보인다.

또한 공항 내 여객관련 서비스의 전산화가 잘되어져 있어 모바일 앱으

로의 정보 호환성 또한 원활하여 통합성도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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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이 낮은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여객서비스의 접

점서비스나 고객 불만에 대한 대응 등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우수

하여 모바일 앱에서의 추가적인 상호작용성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아 아직 관련 기능을 구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수준이 낮은 것은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여러 여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국인 외에도 중국 및 동남아 여객들의 많은 방문으로 공항이 포화되어

승객 안내를 위한 정보제공에 모바일 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모바일 앱의 상호작용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공항 및 유사기관들의 사례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론에서는 인천공항 모바일 앱 수준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인천공항의 모바일 앱의 발전방안을 3가지 방향으로 도출하였는

데 유용성, 용이성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의 사용목적별 분리와 간소화를

통해 유용성과 용이성의 수준을 더 높이는 한편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기

능 개선을 통해 앱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호작용성 및 마케팅 측면에서는 모바일 앱 계정관리와 SNS연동, 지

능형 음성인식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

게 제시하였으며 모바일 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

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성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여객 맞춤서비스

강화와 교통주차 안내서비스의 개선, 관광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앱 서

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특화된 통합된 서비스를 통

해서 인천공항의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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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이 논문은 오프라인 공항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인

천국제공항의 모바일 앱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오프라인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고객이 만족하는 우수한

서비스 수준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공항 모바일 앱 분야에서 최초로 수준

분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환경 분석을 통하여 평가 기준에 따

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이 주

로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것으로서 민간영역의 다양한 요구사항들

을 반영한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과 관련한 정책분석에서도 정부부처 위주의 거시적인

관점의 분석으로 기업 및 시장에서 논의되는 모바일 앱의 변화와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 국제기구의 정책방향 분석

에서도 주로 공항과 항공분야의 국제기구에 대한 분석으로 모바일 앱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정책적 방향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의 운영사례분석에서도 국내의 공공기관만의 사

례를 분석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우수한 모바일 앱 서비스와의 비교가 부

족한 점, 외국공항의 경우, 유럽의 대형공항들과 동남아 공항 한 곳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아시아나 북미 공항들의 모바일 앱 운영사례를 포함

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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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irport Mobile Application

Service through the Level and

External Environments Analysis

Jung, Bong-Koo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evaluation criteria and

analyze mobile application service of Incheon Intranational Airport in

many different areas for providing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study related to mobile service and

mobile application has been done, especially through the related

previous studies. Also to make evaluation criteria of mobile

application,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phase of mobile

application, instrument evaluation was reviewed.

Based on pre-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 five evaluation

criteria are established : ease of use, usefulness, 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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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and customized service.

In addition to these criteria, to establish and verify mobile

application improvement strategies, three categories of environment

analysis were conducted. First, the analysi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es of mobile application was made. The polic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were studied. Also the materials

and statistics data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and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were reviewed.

Secondly, related technical trends of mobile applications were

studied and development trends of various mobile application

technologies were reviewed including proximity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mobile payment and mobile positioning technique.

Thirdly, to verify most common mobile application cases of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oreign major airports, related

organization's home pages were analyzed. National organizations are

Seoul Metropolitan City, National Police Agency and Korea Tourism

Corporation, foreign major airports are Schipol airport, Frankfurt

airport, Copenhagen airport, Chares Degaulle airport and Changi

airport.

With the results of evaluation criteria and environment analysis,

three areas were analyzed such as mobile application technical trend,

national organization and foreign airport analysis and current

application usage statu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result conclude Incheon airport mobile application has some

strong point in ease of use factor and integrity factor. However, the

application was analyzed that it has some weak point in 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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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and customized service facto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Incheon airport mobile application

service, three improvement strategies are suggested.

In ease of use factor and usefulness factor, the service quality could

be upgraded by separating the purpose of usage and convenience

mobile application. And through the improvement of function by using

advanced technologies, the usage of application could be increased.

In the interactivity factor and marketing actor, the way to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with user by way of mobile application

account management and SNS interaction are provided.

Lastly, in the integration and customized service factor, the

development strategy is proposed to enjoy the satisfaction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ervice through customized passenger service,

parking guide service, and tailored service for each tourist group.

keywords : mobile service, mobile application, Incheon airport,

mobile application evaluation criteria, e-government

Student Number : 2014-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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