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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품은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작품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특정한 문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하

지만, 현재 모바일 폰의 문자 메시지는 텍스트 위주의 평범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본 작품은 텍스트 기반의 문자 서비스를 탈피하여 편지지와 아이콘을 활용하여 지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바일 

편지 서비스 앱이다. 본 작품은 바쁜 현대인의 특성상, 자신의 필체가 악필일 경우가 많아 꺼려하고 있다. 당장 자신의 글씨를 

고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진심이 느껴지고 특별한 편지를 제작 하여 전송을 하고자 개발하였다.

키워드: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ng), 팬시텍스트서비스(Fancy Text Service), 모바일편지(Mobile Letter), 앱(App)

I. 서 론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많은 발전을 거두어 왔다. 

그림 1.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

Fig. 1. Market of Smart-Phone Accessary

또한 스마트폰에 발전에 맞추어 지금까지 많은 앱이 개발되어 

왔으며, 문자와 관련된 앱도 많이 개발되었다. 또한 앱 분야는 소

자본의 아이디어 중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대학생

들이 도전하기에는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 도전하기

에 좋은 분야이다. 특히 팬시사업의 부가가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어플리케이션과 팬시를 접목하여 작품을 진

행한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 연구

1. 국내 동향

스마트폰 관련 팬시제품은 폰 케이스를 중심으로 제품형태와 

디지털콘텐츠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 휴대폰 액세서리 제품

시장은 크게 세 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PCS 단말기 등장과 함께 형성된 초기 시장이다. 줄, 고리 등 소형 

팬시형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되었다. 2000대 초반까지 패

션 안테나, 가죽 케이스, 전자파 차단기, 핸즈프리 용품 등 소형 

제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브랜드화하지 못하고 저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시기다.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안테나가 내장되기 시작한 2000년대 특정 휴대폰용 보호 케이스

와 액정보호필름이 처음 등장했다. 2007년 애플 아이폰, LG전자 

프라다폰이, 2008년 삼성전자 햅틱, 옴니아 등 고가 풀 터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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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시되면서 휴대폰 액세서리가 브랜드화 됐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경우는 카카오톡 테마가 가장 독보적이다. 카카오톡 테마

는 간편하게 PC를 통하여 집에서 편집 및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테마를 이용한 서비스 산업으로 “테마봇”이란 프로

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젊은층을 위주로 팬시와 융합된 산

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팬시와 앱의 융합

Fig. 2. Conversion of Fancy and App 

2. 시장 전망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전체 모바일 시장의 성장을 

주도 할 만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음악, 
게임, 동영상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로 모바일 콘텐츠의 유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시장의 성장 동인으로 주목 받고 있

다. 가장 잘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업체는 구글로 평가가 되고 안

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로 변화한 후 앱 시장의 환격 구축을 

강화했으면 결과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수입이 모바일 앱 매출의 

3분의1을 차지한 결과를 보였다. 이미 브랜드앱이라는 명칭으로 

대기업은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을 구성을 하고 있다. 삼

성카드, 신한카드 등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게임 분야로 본

다면 애니팡 같은 게임은 1일 매출이 10억의 안팎의 ‘대박’을 쳤

다. 그림 3은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출액 증가 추이 및 

전망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 2015년까지 38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앞으로

도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은 각광받는 시장으로 분석이 된다.

그림 3. 모바일 앱 시장 전망

Fig. 3. Market Prospect of Mobile App

2.1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가 나오기 전, 안드로이드 마켓은 2008년 8월 28일

에 발표되어 2008년 10월 22일부터 이용이 시작되었다. 2009년 

12월 응용 프로그램의 갯수는 2만 개를 돌파하였다. 2010년 10월 

25일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트위터 계정에서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10만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2010년 7월에 

발표된 디스티모라는 회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마

켓에 등록된 무료 응용 프로그램의 갯수는 전체의 57%로, 애플의 

앱 스토어의 무료 응용 프로그램의 비율이 28%로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2012년 3월 6일 안드로이드 마켓의 이름은 

구글 플레이로 변경되었다.

2.1 앱스토어

2008년 7월 11일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 3G를 출시하면서 앱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아이폰 또는 아이팟 용 응용프로그램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후 애플 앱스토어가 성공을 거두자 구

글·MS 등과 국내외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등이 앱스토어 열

풍에 동참하였다. 앱스토어는 대형업체가 개발하고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개방형 장터로, 운영사에서 공개한 SDK(소프트웨어 개발키트), 
Xcode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

이션을 전세계 아이폰 이용자에게 팔 수 있다. 개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등록하면 소비자는 무선통신에 접속

하여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용 컴퓨터(PC)로 다운로드한 후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다. 애
플리케이션 판매수익은 개발자와 운영사가 7:3 정도의 비율로 분

배하며, 소비자들은 무료 또는 유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애플사 앱스토어 서비스의 경우, 시작한 지 1년 만에 10만 명

이 넘는 개발자들이 6만 5,0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였

고, 다운로드 15억 건을 기록하였으며, 월 매출액 3,000만 달러

(약 360억 원)를 달성하였다.

3. 타겟 설정 및 컨셉

현재 모바일 사용자의 대부분은 10~50대의 경제적 연령층이다. 
이 중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이성을 찾는 10~30대의 젊

은 연령층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전 연령층이 쓰지

만 본 작품의 주요 타겟층은 스마트폰 의존률이 높고 문자를 일상

화하고자 하는 10~20대로 설정하고자 한다. 10~20대는 부모님, 
이성문제 등 특히 20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가 있어 편

지를 많이 쓰게 되고 이성간 문제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편

지를 쓸 일이 다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

순한 텍스트 기반을 벗어나 비주얼한 편지지 형식의 스타일을 원

하고 있으며, 편지를 받는 이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해결하는 대안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출처 두잇서베이 www.do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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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스토리보드

본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편지지의 선택,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이모티콘, 자신의 사진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문자 시스템처럼 다수의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화를 두고 결혼을 할 때도 

청첩장 대신에도 사용 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 경쟁력이 있다. 다음 

그림 4는 본 작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스토리보드를 보여준다.

그림 4. 스토리보드 

Fig. 4. Story Board

2. 구현 제작

본 작품은 실행아이콘 및 구현제작을 다음 그림과 같이 보여준다.

3. 제공서비스

본 작품은 기본적인 항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편지지 및 이모

티콘, 사진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IV. 결론 및 기대효과

지금까지 SMS 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상대

방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었다. 즉,  모든 SMS 앱이 이미 

꾸며진 편지지에 문자를 작성하므로 콘텐츠 제공 빈약이나 식상

함, 진부함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본 작품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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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나아가 감동과 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 요

소로 기대한다. 특히 콘텐츠 제공이 다양하며, 공유기능과 사진첨

부 및 기능 등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원 제공함으로써 접

근성도 증대하였다.

1. STP 분석

[Segmentation]

- 인구통계적 변수 : 편지를 일상화하는 1020세대

- 행동적 변수 :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심리적 변수 :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폰 시장

[Targeting]

-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편지를 일상화하는 1020

[Positioning]

- 단순한 문자 서비스에서 특별한 편지형식으로 메시지를 디자인

2. 기대효과

그림 6. 기대효과

Fig. 6. Expected Effects

-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메시지 전송가능

- 배경, 이모티콘 내마음대로 선택가능

- 갤러리에 있는 사진첨부 가능

-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에도 전송가능➠ 
공유성 증대

-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제공

3. 홍보 및 마케팅 

바이럴마케팅 및 블로그를 통하여 네트즌들이 이메일이나 메신

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도록 자연스럽게 

홍보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SNS 홍보로 비용이 비교적 적

으며,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었을 때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는 구

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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