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맞춤형 App의
현 주소 보고서

기업들이 맞춤형 App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

2018 맞춤형 App의 현 주소 보고서

2018년의 새로운 트렌드
FileMaker 플랫폼은 노코드(no-code)/로우코드(low-code)를 통해 산업에서
중대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전문가,
전문 개발자, 그에 상응하는 업계 직원이 App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App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App들은 사업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비효율성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맞춤형 App 현 주소 보고서 2017은 코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개발 경험이
없는 개인을 일컫는 시민 개발자들에 초점을 뒀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맞춤형 App을 활용하는 수많은 방법과, 이러한
도구들로 사업적 성공에 한발 다가가는 방법을 검증합니다.

370사의 FileMaker
고객
북미

다양한 규모와 서로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
유럽

일본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는 2017년 10월에 북미, 일본 및 유럽에 있는
370사의 FileMaker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양한
규모와 서로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한 모든
기업들은 맞춤형 App 제작에 관계되어 있으며 맞춤형 App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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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들은 서류 작업에 대한 의존, 분산된 정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의존 및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동 입력 등의 공통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우코드 맞춤형 App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App은 유연하며 제작이 쉽고 투자하는 시간이 짧습니다(57%의 기업이
맞춤형 App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림).
고유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으며
선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며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Phillip Morgan, 편집국장, Meredith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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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주요 결과
맞춤형 App의 이점

93%
비효율적인 업무가
줄었다고 응답한
고객

91%
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고객

77%
데이터 입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고객

76%
투자 수익(ROI)
경험 고객

현장에서의 맞춤형 App

68%

의 기업이 '대체로 중요함'부터
'매우 중요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0%의 기업이 현장에서 맞춤형
App을 사용하고 있음)

진보하는 맞춤형 App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App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합니다.

46

%

의 기업이 맞춤형 App을 다른
시스템과 통합했거나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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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에 맞는
맞춤형 App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기업들은 여러 곳에 지사를 둔 대기업부터
지역 기업, 1인 기업까지 그 규모가 다양합니다.

21%
대규모
(직원 1000명 이상)

55%
소규모
(직원 5~99명)

24%
중간 규모
(직원 100~999명)

FILEMAKER, INC. — 6

2018 맞춤형 App의 현 주소 보고서

모든 비즈니스 도전과제를
위한 맞춤형 App
맞춤형 App을 채택하기에 앞서 기업들은 서류 작업, 여기저기 분산된
정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동 입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9%
67%

서류 작업에 의존
분산된 정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에 의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동 입력

부정확한 보고

30%
27%

중앙 집중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24%

신속한 변화가 어려움

24%

모바일 기기에서 비즈니스
시스템에 접근 불가

23%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차선책

23%

94%

47%

35%

팽배한 비효율적 작업 흐름
임기응변식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 부재

52%

의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의존하며 고유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함이 부족합니다.

53%

의 기업들은 복잡한 스프레드시트
사용 방법 때문에 실시간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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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용 방법과
유연함의 필요성
고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FileMaker의
맞춤형 App을 제작하게 되는 일반적인 동기 중
하나는 사용이 쉬운 플랫폼(84%)이며, 다른 하나는
유연함(81%)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3곳의 지사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각
지사에서 서로 다른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했습니다.
맞춤형 App으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FileMaker의 맞춤형 App을 제작하게

수 있었습니다.”

된 데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

Peter Mactavish,
IT 관리자, Scott Builders

시간 투자 필요

37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

81

%

32%

유연함

84

%

간단한 사용 방법

합리적인 비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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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제작 가능한 맞춤형 App

57%

73%

57%의 기업은 3개월
이내에 맞춤형 App

73%의 기업은 6개월
이내에 맞춤형 App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14%

1주일 이내

22%

1-4주

21%

1-3개월

16%

3-6개월

6-12개월

1년 초과

기억나지 않음

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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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내에 맞춤형 App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51%의 기업이 맞춤형 App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주당 5시간 이하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했습니다.

1%

30~35시간

3%

35~40시간

3%

25~30시간

5%

20~25시간

5%

15~20시간

8%

51%
5시간 미만

잘 모르겠음

9%

10~15시간

15%

5~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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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을 통해
비즈니스 도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맞춤형 App을 제작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맞춤형 App을 통해 연락처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맞춤형 App은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데
유용합니다.”
Kyle Putzier

상황을 계속 확인합니다.

사장,

Inventive Label, Inc.

기업 설문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Ap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7%
고객, 클라이언트,
회원들의 연락처 관리

39%
문서, 이미지, 비디오
또는 기타 파일 관리

52%
보고 및 분석

38%
송장, 견적,
주문, 예산 관리

41%
프로젝트, 작업,
스케줄 관리

34%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통합

40%
재고 및 자산
관리

30%
필드 데이터 수집
및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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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으로 쉬워진
에너지 효율 데이터 수집
NMR Group Inc.는 양질의 시장 조사를 설계 및 실행하고 분석하며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업체입니다. 맞춤형

App은 기술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NMR Group Inc
미국 메사추세츠 서머빌
직원 25~49명
설비, 에너지 및 추출

맞춤형 App 제작
및 배포 기간:
1~4주

비효율적 작업
감소율:

40~60%

데이터 입력
감소율:

20~40%

팀 생산성
증가율:

20~40%

우리는 회사와 가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설문 조사를
관리하는 업무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서류로 하게 되면 작업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며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 데이터 수집 시 맞춤형 App을 사용하여 가정이나 회사의 전구 및
난방 시스템 같은 에너지 관련 장치의 재고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업무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행해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서류 상에서 작업하려면 기술자들이 모든 규칙을 외워야하지만 맞춤형 App이 있다면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맞춤형 App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 고품질의 결과와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iPad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더욱 전문가처럼 보여집니다.
경쟁사에서 서류로 작업하는 경우,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죠.
Scott Walker, 프로젝트 매니저, NMR Group,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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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동 입력을 줄이는
맞춤형 App
맞춤형 App을 사용한
이후 데이터 수동 입력이
줄어든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예

77%
아니요

23%

데이터 수동 입력
감소

맞춤형 App이 데이터 수동
입력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0 – 20%

19%
26%

20 – 40%

25%

40 – 60%

60 – 80%

80 – 100%

16%
15%

56%

의 기업이 40% 이상의 데이터
수동 입력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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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맞춤형 App
맞춤형 App을 사용한
이후 비효율적인 업무가
줄어든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93%
7%

비효율적 작업의
감소

맞춤형 App이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0 – 20%

10%
28%

20 – 40%

27%

40 – 60%

22%

60 – 80%

80 – 100%

13%

62%

의 기업이 40% 이상의 비효율적
작업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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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은
생산성을 지향합니다.
맞춤형 App을 사용한 이후
맞춤형 App으로 인해
팀 생산성이 증가했습니까?

예
아니요

91%
9%

팀 생산성 증가

맞춤형 App을 채택한 이후
여러분의 팀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16%

0 – 20%

34%

20 – 40%

25%

40 – 60%

14%

60 – 80%

80 – 100%

>100%

7%

5%

51%
의 기업이 40% 이상의 팀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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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자수익률의
맞춤형 App
맞춤형 App을 사용한 후 ROI
(투자 수익)를 경험했습니까?

76%

예

아니요

24%

맞춤형 App에서의 ROI

맞춤형 App을 통해 확인한
ROI(투자 수익)는 어느
정도입니까?

23%

0 – 20%

30%

20 – 40%

17%

40 – 60%

11%

60 – 80%

80 – 100%

>100%

6

47%
의 기업이 최대 60%의 ROI 증가
를 경험했습니다.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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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증가를 이끄는 맞춤형 App

70

% 의 기업이 고객 만족도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고객들은 굉장히 만족했으며
우리의 신속한 문제 해결, 이메일
답변 및 실시간 전화 응대에 대해
많은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Chase Holden,
무역 거래 담당자, Merchant Services North America
mservicegroup.com

FILEMAKER, INC. — 18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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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이동하는
맞춤형 App
기업들은 모바일 맞춤형 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가치있게 생각했습니다.

68%
의 기업이 '대체로 중요함'부터
'매우 중요함'이라고 답변함

8

%

10%
매우 중요함

전혀 중요하지 않음

13%
상당히 중요함

24%
거의 중요하지 않음

45%
대체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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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팀을 이루어 내는
맞춤형 App

50%
50%의 기업이 현장에서 맞춤
형 App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4%
64%의 기업은 맞춤형 App을 현장에서
사용한 후 모바일 팀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72%

iPad에서 사용

49%

iPhone에서 사용

“모바일 의료 데이터베이스로 우리는 전 세계에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으며,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곳을 원격으로
방문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고 고위험을 분류할 수 있는
의사와 자원봉사자를 불러와 한 주에 수백명에서 거의 2,000명의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Dave Stephenson
IT 지원 팀장,
DaVita Kidne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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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덕션을 위한
맞춤형 App
Kung Fu Monkey는 전 세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텔레비전 프로덕션입니
다. 그들은 아이디어, 대본, 프로젝트, 작업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맞춤형

App을 사용합니다.
Kung Fu Monkey Productions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
직원 5~9명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비효율적 작업
감소율:

20~40%

데이터 입력
감소율:

20~40%

팀 생산성
증가율:

40~60%

우리 직원들은 번화가, 회의실, 촬영 현장에서 일합니다.
포틀랜드에서 런던까지, 로스엔젤레스에서 밴프까지,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 맞춤형 App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exander Court, Kung Fu Monkey 프로덕션, 이사

FILEMAKER, INC. — 22

진보하는 맞춤형 App

2018 맞춤형 App의 현 주소 보고서

진화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한 맞춤형 App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App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합니다.

“FileMaker 맞춤형 App은 기존 사용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진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몇 년 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방식으로 맞춤형 App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생산을 위해
App을 개발했으나 현재는
우리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Chris Haupt,
CTO, Online Sports

Charles Zimmer,
파트너, Satellite Office Services, LLC

“우리의 App은 계속
성장 중이며, 업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Carmen Fisher,
공동 설립자,
Once in a Blue Moose

38

%

38%가 처음의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맞춤형 App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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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
활용하기

“우리는 수많은
출처의 데이터를

46%의 기업이 맞춤형 App을 다른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게

통합했거나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45

% 회계 시스템

Richard Currie,
재무 부학장, Concordia
University of Edmonton

26%

이메일 시스템

20%

CRM

7%

SAP

53%

기타 시스템:
SQL 데이터베이스, Google 캘린더, 건강 보험 전자
기록, 학생 정보 시스템, SharePoint, Amazon 판매자
서비스, 매핑 프로그램, FedEx Shipping Manager,
Slack, Jira, GIS, NetSuite,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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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App
활용하기
기업들은 맞춤형 App에 웹 서비스, iBeacon 및 IoT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7%

웹 서비스

11%

iBeacon

9

%

IoT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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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에서의
맞춤형 App
Merchant Services Group LLC는 맞춤형 App을 제작하여 인적 자원을 관리
하고, 고객 및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관리합니다. 그때부터 맞춤형 App의
사용 범위를 확장해 나갔으며 미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Merchant Services Group LLC
직원 10~24명
재무 및 금융 서비스

20~40%

ROI:
40~60%

비효율적 작업
감소율:

고객 만족도
증가율:

팀 생산성
증가율:

40~60%

60~80%

60~80%

데이터 입력 감소율:

맞춤형 App 제작
및 배포 기간:
1~3개월

우리는 [맞춤형 App]이 360 Works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전자 입금을 수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직원들은 한밤중에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이죠. 다른 App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FileMaker에서 제공하는 JSON 통합 기능이 포함된 데이터 API를 통해 Google
캘린더와 연동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캘린더와 연결하여 이벤트를
생성했을 때 스마트폰 및 개인 계정에 있는 캘린더와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다른 조명 시스템과 연결하여 직원이 퇴근 시 불을 끄는 것을 깜박했을 때 조명이
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 조명 시스템, 스마트 온도계, 일부
스마트 도어와 스마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Chase Holden, 무역 거래 담당자, Merchant Services North America
mservice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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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을 통해
제작되는 맞춤형 App
맞춤형 App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FileMaker, Inc.는

Apple 자회사로 iPad, iPhone, Windows, Mac 및 웹에서 매끄럽게
동작하는 맞춤형 App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제작하기에
관해 더 알아보거나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filemaker.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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