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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목적 앱 
간소화 전략에 관한 가이드

Ronnie Rios, 수석 컨설팅 엔지니어



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 
DevCon은 심층 세션, 특별 관심사에 관한  
미팅, 일대일 컨설팅은 물론 FileMaker, Inc. 
직원 및 FileMaker 플랫폼의 숙련된 개발자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DevCon은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FileMaker 전문가들이  
모이는 가장 가치있는 단일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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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이 ebook은 Ronnie Rios가 2017 
FileMaker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연설인 “간소화 전략: 단일 목적 앱”을  
기반으로 합니다. 

Ronnie는 컨설팅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
어 솔루션 개발에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FileMaker, Inc.의 수석 컨설팅 엔지니어입
니다.  

그는 경력 중 5년 이상을 Apple Inc.에서  
일하면서 기술 책임자 및 비즈니스 팀과  
컨설턴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http://www.apple.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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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개발자, 시스템 설계자, 업계 전문가들은 모바일 플랫폼의 맞춤형 
App을 제작하는 데 올바른 접근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쟁해 왔습니다. 

다목적 App 제작하기
또는

단일 목적 App 개발하기

몇 년 전에는, App 언번들링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01
소개

번들 vs 언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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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다목적 App을  
사용하는 것과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목적 App은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이  
하나의 App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  
App입니다.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은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App입니다. 

M

다목적 App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

1 1 1

1 1 1

1 1 1

하나의 다목적 App vs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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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목적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특징입
니다. 

목적은 사용자가 완수하거나 달성하려는 
것에 대한 정의이며 달성 방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일 목적은 기능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일 기능 App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합니다. 

단일 목적 App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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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언번들링”이란  
무엇입니까?

App 언번들링은 한 App의 기능을 여러 
개로 분류하고 해당 기능을 별도의 앱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번들링은 사용자들이 데스크탑 PIM을 
스마트폰으로 마이그레이션한 2007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주기가 2년이고 
부서 예산이 적은 소규모 작업 그룹에서 활용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 Shannon Sears 
CR Bard 이사, 기업 관계 관리, 
국제 영업 및 마케팅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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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언번들링 현상 

2013년과 2014년에 Facebook은 
Messenger App을 별도로 분리하고, 
Paper와 Slingshot을 만들었으며, 
Instagram과 WhatsApp을 사들였는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훌륭한 
App 언번들링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Foursquare는 자사의 App을 Swarm과 
새로운 Foursquare 앱 이렇게 둘로  
분리하였습니다. Twitter, Dropbox, 
Evernote 및 Google Docs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반대의 언번들링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맞춤형 App 개발자에게 적합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용자들이 데스크탑  
PIM에서 스마트폰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작

2007

2013-2014

다용도 App이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으로 기능 분리

단일 목적 App 다목적  
App을 제작하기 위해  
번들 전략 사용

2015-2016

간략한 변천사...

두 전략 모두 존재하며  
확실한 정답은 없음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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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번들 전략 vs  
언번들 전략

두 가지 전략: 사용자의 솔루션에 어떤 전략이 
적합한가?

전략 1 - 번들: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이 하나의  
App에 포함된 다목적 일체형 App을 제작합니다.

전략 2 - 언번들: 하나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특별
히 고안된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을 개발합니다.

App 언번들링이 업계의 예상만큼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 하나의 App에 많은 기능을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을 넣으면 설치 크기가 더 커지고, 로딩 속도가 
느려지며, 사용자들이 일부 기능을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확률이 높습니다. App 개발
자는 적당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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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 번들링의 이점: 

1. 모든 기능이 하나의 App에 있으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여러 개의 App이 함께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데이터 사일로 생산의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단일 환경 

통합된 경험 

종합 자료

다목적 App

M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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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 언번들링의 이점: 

1. 모바일 스마트폰 운영 체제 시스템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들이 탭에 감추어진 일부 기능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언번들링 전략을 통해 한 때 드러나지  
않거나, 감추어지거나, 잊힌 기능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3. 단일 목적 App은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비즈니스가 한 달 또는 일 년 주기로 App을 출시합니다.  

그 중 1/3은 IT 업계의 App 출시 주기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

홈 화면이 새로운 포털이 됨 

통합된 환경 

빠른 반복에 맞추어 짐/빠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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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용자들이 왜 단일 
목적 App을 선호하
는가

특정 목적의 기능, 깔끔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단일 목적 App을 선호하며 그로 인해 
사용율이 높습니다.

1

다목적 “Uber”

문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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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번들링의 위험성:

단일 목적 App이 다목적 App보다  
효용이 떨어지는 경우, 언번들링 전략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많은 App을 제작한 경우,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여러 App  
간에 잦은 이동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우 App들이 함께 동작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사일로를  
생성합니다. 

개발자는 내장된 FileMaker 플랫폼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
야 합니다. 

왜 여러 개의 단일 목적 App이 실패하는가

1 1 1

1 1 1

1 1 1

사용자 주도 방식이 아닌 경우 

App을 너무 많이 제작한 경우 

다른 App과 통합이 잘 안되었거나, 통합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사일로가 생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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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맞춤형 App 개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작

이제 제작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배포

제작한 맞춤형 App을 
팀에 공유해 보십시오.

다음 가이드를 다운로드 및 참조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맞춤형 App을 
제작하고, 제작한 맞춤형 App을 팀에 배포해 보십시오.

Ronnie Rios의 DevCon 발표를 시청하십시오.

04
간소화 전략: 
단일 목적 App

다음 단계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info2.filemaker.com/customapps_success_guides2017_lp.html?language=KO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8300
https://community.filemaker.com/docs/DOC-8300
http://www.filemaker.com/kr/custom-apps/index.html#fm-video-common-business-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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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com 배우기 사이트에서 무료 맞춤형 App 아카데미 교육 과정, 웹세미나, 디스커션,  
동영상 및 튜토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filemaker.com/kr/learning/

공식 FileMaker Community에서 다른 FileMaker 사용자와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동영상을 보거나 기술 보고서, 사용 방법에 관한 기사 및 백서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filemaker.com/

FileMaker.com 지원 사이트는 제품 설명서, 지식 베이스 기사, 구입 결정에 관한 도움 및 설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filemaker.com/kr/support/

온라인 학습, 교육 및 커뮤니티리소스  
탐색하기

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맞춤형 
App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탐색해  
보십시오.

이 ebook은 2016 12월 6~8일 열린 가트너 응용 프로그램 전략 및 솔루션 회의에서 Jeff Schulman과 Katherine Lord가 발표한 “슈퍼 세션: 
응용 프로그램, 인프라 및 운영체제: 전 세계가 충돌할 때”를 참조합니다.

http://www.filemaker.com/kr/learning/
https://community.filemaker.com/
http://www.filemaker.com/kr/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