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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소규모팀, MVP(Minimum Viable Products), 빠른 출시와 시장의 반응

반영/개선을 통해 성공한 Line과 Kaka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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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 회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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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Deliverable Business

1. Background



8(Naver UX Lab Case)

1. Background

원칙기반 (Principle based)가이드라인과 UI 패턴기반 (UI Pattern 

based)가이드라인각 5가지 총 10가지 분류로 구성

가이드라인 이해를 위한 사례

Web2.0 사용경험향상가이드

과거: Role of Gatekeeper (Internal Rich Interaction Guide & Wireframe, 2006)

(FID CX Lab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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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구글이

Google Car, Google Glass와 같은 신사업을 하고

Android, Nest를 인수한 배경에는

Lean UX 를 통한 성공이 배경이었다?

린 UX는 과연 새로운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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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의 빠른 수립과 MVP 프로토타이핑, 테스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Adsense, 2003

1. Background

가설:

애드센스는 구글 엔지니어 폴 부크

하이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는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

일에 광고를 붙이자는 생각을 했다. 

이메일 콘텐츠와 밀접히 관련된 광

고를 붙이면 사용자가 좋아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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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전통적 의사결정:

그러나 당시 구글 임원이던 메리사 메이어 현 야후 CEO는 부크하이트의 제안을 거부했다. 프

로토타입(시제품)도 못 만들게 했다. 

빠른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하지만 부크하이트는 상사 의견을 무시했다. 밤을 새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메이

어의 출근 전인 오전 7시에 구글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출근한 메이어는 이메일을 열어보고는 처음에는 언짢았다. 그러나, 메이어는 광고가 유용해 보

였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할 예정이라는 메일 옆에는 고어가 쓴 책 광고가 붙어 있었다. 고어 연설에 관심 있는 사람에

게는 필요한 정보였다.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다른 사용자들도 마음에 들어 했다. 이 같은 사용자 반응이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메이어는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가설의 빠른 수립과 MVP 프로토타이핑, 테스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Adsense, 2003

출처: CEO는…의사결정자 아니다 최고실험가 되어라 [매경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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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린 UX는

어느 한두 사람이 만들어 퍼트리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업계 전체의 성찰에서 나온 뚜렷

한‘마음가짐의 변화＇다.

린 UX는 과연 새로운 개념인가?

출처: 이재용 추천사중, 린 UX, 제프 고델프, 조시 세이던 지음, 김수영 옮김, 김창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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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 Lean UX가 제기된 환경적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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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이와 같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의 등장은 개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app을 유통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스타트업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폭

제가 되었다.

2007년 iphone의 등장과 함께 Apple은 개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앱을 출시 할 수 있는 앱

스토어 생태계를 구축, 이후 구글도 Android 

OS를 기반으로 Playstore의 생태계 구축

1. Background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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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준화로 인해 더 이상 기술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짐

• 모바일 앱/웹의 등장으로 잦은 테스팅, 업데이트가 필요해짐

• 기존의 워터풀 방식이 검증시간이 오래 걸려 실패 비용이 증가

• 많은 문서들로 복잡해진 비즈니스 환경에서 관리가 힘들어짐

문제점

스타트업의 잦은
실패로 이어짐

기존의 안정된 경영 구조에서 활용되는 경영방법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지

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

환경변화

전승우. “린 스타트업 벤처 기업만의 전유물 아니다”. LG경제 연구소. 2013

누구나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게 됨

Lean Startup

1.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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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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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First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징

특성 1. 개발 주기가 빠르다.

2.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적다.

3. 소규모 조직으로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여 최대한 빠르게 개발한다. 

4. 출시 후 1-2일 정도면 소비자 반응과 평가를 얻을 수 있다.

5.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모바일 앱 개발 환경에 적합한 UX디자인의 역할과 방법론의 요건-agile UX 프레이뭑을 중심으로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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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동물이> 야윈, 마른

2. <고기가> 기름기 없는, 살코기의(opp. fleshy, fat)

3. <회사가> (비용을) 절감한

Lean

거창한 계획에 따라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가지고 최

소한으로 만들어 빨리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하고, 학습하여 다음 제품을 만

드는 기업 유형

Lean Startup

Lean Startup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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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Traditional

전략
비즈니스 모델

가설 기반
사업 계획서
실행중심

신제품(서비스) 과
정

고객 개발
현장 중심의 가설 테스트

제품관리
시장 요구 방식을 통한

제품 생산

개발
애자일 방법

반복적/증가적 제품 생산
애자일 또는 워터풀 방법

제품생산 전 최종제품을 구체화 함

조직
고객 및 애자일 팀

학습 및 신속함 위주의 능력
기능에 따른 부서

경험 및 실행 능력 위주의 능력

실패
예견됨

아이디어 반복과 가설/실패를 통해
수정

예외
직원해고를 통한 수정

속도
빠르게

만족할만한 데이터로 운영
측정됨

완벽한 데이터로 운영

린방식과전통적 방식의비교. (출처 : HBR 2013. 5)

Lean Startup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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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UX의 이해

• 이전의 UCD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 하였던 낭비적인 요소(문서작업, 시간 등)를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 연구를 통해 ‘가설’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검증하면서 끊임없

이 제품을 수정해 나간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

다는 철학

디자인적 사고

Design Thinking

애자일 방법론

Agile

Development

린 스타트업

Lean Startup

Lean UX

디자인, UX개발 비즈니스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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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적 사고 • 사람들의 행동과 니즈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융

합된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관찰, 브레인스토밍, 프로토타입 등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

애자일 개발
방법론

•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방법

린 스타트업 • 프로젝트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

작-측정-학습’이라는 순환피드백을 활용함. 시장가설을 빠른 프로토타이핑

을 통해 테스트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

고자 함

1. Background

Lean UX의 3가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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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UX의 이해 THINK

MAKE

CHECK

Generative Research
Ideation

Mental models
Behavior Models
Proto-Personas

Test Results
Competitive Analysis

Prototypes(MVP)
Wireframes
Value Prop
Landing Page
Hypotheses
Comps
Deployed Code

A/B Testing
Site Analytics

Usability Testing
Task Observation

Funnel
Sign-ups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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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Personas •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팀원들의 가정(Assumption)에 의해 만드는 퍼소나

• 간략하게 만든 다음에 향후 리서치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

기존의 퍼소나 형태 Proto-Personas 형태

• 팀 회의 진행 시 팀원들의 가정을 기반으로

간단한 스케치 형식으로 작성

• 사용자 조사를 기반으로 타겟이 될 User를

대상으로 작성

Lean UX의 이해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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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Minimum 

Viable 

Product)

• MVP는 가능하면 증명되지 않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

한의 기능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우리가 생각한 가

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학습을 하기 위한 도구

• Lean UX의 핵심

• 페이퍼프로토타입

(로우파이 프로토타입)

• 코드 프로토타입 • 서비스를 오픈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

최소 단위의 기능만을 구현한 MVP를 시장에 오픈하여
실질적인 user들의 피드백을 얻어 수정 보완하며 업데이트한다.

Lean UX의 이해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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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UX의 이해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 Text와 Image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추상화 방지하기가 어려움 (이해와 해석의

어려움)

• 관찰자의 직접 참여에 제약
• 특정 상황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데 제약

• 사용자가 Work Experience에 몰입한 상태로

Data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

• 지난 경험을 회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발생

Observation

Interview

Analysis

AS-IS

• 실시간 인사이트 도출에 용이
•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해석, 

이해하는데 적합함

• 관찰자의 직접 참여 없이 생생한 사용자 경험 관찰
• 특정 상황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 해야 함

• 사용자가 Work Experience에 몰입한 상태의

Data를 활용해 인터뷰가 가능함

TO-BE

실시간 공유

Task Observation (with Wearabl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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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UX의 이해

2.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Lean UX의 이해

각 프로세스 별
문서 시트 다운로드 가능

(진행 예정)

Observation (with Wearabl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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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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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사례

인터뷰를 통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각 업체의 프로세스 별 변수에 따라 프로세스 유형을 정리하

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 기존의 Lean UX의 이론적 바탕을 기준으로 국내의 업체들이 자신의 회사

의 특징에 맞게 어떻게 Lean UX를 최적화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수행

업체 서비스 소개 프로젝트 팀 구성

A사 결제 관련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 매니저

B사 소셜 여행 서비스 마케팅, 기획(UX), 디자인, 개발

C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기획, 디자인, 개발

D사 Music 서비스 기획(서비스운영), UX, UI, 마크업, 개발

E사 모바일 메신저 기획, 디자인, 개발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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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분석

CHECKMAKETHINK

process

방법론

Tools

특징

- User의 의견
- Google Analysis
- 내부 아이디어

To-do List 작성
(google site)

• mail

• Google site

• Pivotal 

tracker

• 육하원칙 방법론

Schedule 회의(주1회)
- 우선순위 선정

Product Team 회의
- 매일매일 수시로 진행
- 1명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진행 불가

• Idea는 모든 팀원이 수시로 Google site To-do 

List에 작성

• 회의 진행 시 보고서 및 회의록 같은 문서를 작성

하지 않음

• 회의 진행 시 1명의 팀원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보류

Product Team
회의

MVP제작
- 로우타입 프로토타입
- 복잡한 인터랙션의 경우,

조작가능한 프로토타입 제작
- 기획자가 진행(디자이너 관여X)

기획 진행

GUI디자인
- 간단한 경우 기존의 소스로

기획자가 디자인

• 프로토타입 Tool

- Invision

- Scala

개발

Product Team 회의
- 약 80%의 완성도라 판단될 시

서비스 오픈
-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기능

Release
-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주기
- 정량적 Test만 진행

1. Google Analysis
2. A/B Test
3. Heavy User Test

• Team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여

수시로 회의 진행

• 와이어프레임을 생략하며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

획자가 담당

• MVP는 내부에서 공유하여 Test진행

• Google Analysis

• Pivotal tracker

• Google site

• A/B Test

• Heavy User Test

• 정성적 사용자 조사는 시간 및 비용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져 진행하지 않음

• 정량적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릴

리즈

• 주요 기능의 경우에만 A/B Test진행

• Photoshop

• Pivotal 

tracker

• Style 

Guide

전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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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가설 설정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정량적 검증을 하지 않으며 테이블 리서치만

진행

• 팀 회의를 통한 아이데이션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방향성을 설정한 뒤 기획 문

서 작성 Æ 기획문서는 팀원간 프로젝트 방향성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러

프하게 제작

A社

MAKE • 팀원이 같은 공간에 없을 경우 메신저를 활용하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하며 파일

도 메신저를 활용하여 공유

•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 관리를 위하여 모든 파일은 레드마인에 저장

• 서비스 오픈 전, MVP 및 프로토타입은 제작하지 않음.

CHECK • 사용자 반응을 보기 위해 3-4개월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음 업데이

트에 반영

• 프로젝트 우선순위는 수익성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 방향성을 수정하며

혹은 과감히 폐기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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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대표가 새로운 서비스의 테마를 제안하면 각 분야별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에

맞는 리서치를 진행한 뒤 회의를 진행한다.

• 리서치한 자료는 문서화 하지 않고 폴더로 저장한다. (폴더 자체가 문서)

• 짧게 회의를 자주 가져 아이데이션을 진행한다.

B社

MAKE • 프로젝트 시, 모여 앉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자리를 재배치한다.

• 업무 틈틈이 스크럼회의를 진행한다.

•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쪼개 바로 바로 개발자에게 전달하여 시간 낭비를 줄인다.

CHECK • 사용성 테스트는 지인 위주로 빠르게 진행한다.

• 고객의 피드백은 앱스토어의 리뷰와 클릭률로 파악하지만 일정상 어려운 경우가 많

아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는다.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분석



32

THINK • Idea는 모든 팀원이 수시로 Google site To-do List에 작성

• 회의 진행 시 보고서 및 회의록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음

• 회의 진행 시 1명의 팀원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보류

C社

MAKE • Team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여 수시로 회의 진행

• 와이어프레임을 생략하며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획자가 담당

• MVP는 내부에서 공유하여 Test진행

CHECK • 정성적 사용자 조사는 시간 및 비용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져 진행하지 않음

• 정량적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릴리즈

• 주요 기능의 경우에만 A/B Test로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

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분석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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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프로젝트 제안은 각 부서별로 이슈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나 제안이 가능

• 주제가 정해지면 킥오프미팅에서 각 부서 별 리서치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미팅에서 모든 기능 픽스, 기획문서는 기획방향, 컨텐츠 구성요소 포함

• 킥오프 회의 시 오픈 일정을 정하고 프로젝트 시작

MAKE • 실무자들은 아침마다 스크럼 회의를 진행하고 매주 1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간회

의를 진행

• 디자인측면의 프로토타입은 ABC버젼으로 제작하여 내부회의를 진행

• 기존의 스타일 가이드가 존재하지만 속도측면의 이슈로 다 적용하지는 못함

CHECK • 서비스 오픈 2-3주전 오픈 직전의 프로토타입으로 사내 베타테스트를 진행

• 기업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히 완성된 후 오픈

• 서비스 오픈 후, 인터랙션 측면의 이슈사항 및 UI측면의 이슈사항을 체크하여 클릭

수 및 user 사용 행태를 파악하여 다음 릴리즈에 반영

• 이 외의 user의 의견은 고객센터에서 수렴하여 기획 팀에 전달

D社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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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가설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로 증명

•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모두 분석하여 사업의 실패 가능성과 실패 시 어떤 영항이 미치는

지 까지 분석

• 문서작업은 하지 않고 이메일을 활용

MAKE • 이슈사항이 있을 경우 스팩결정 미팅을 진행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비스 오픈 범위

를 좁힘

• 부서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한다. 또한 파

일 및 문서도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

CHECK • 서비스 오픈 직전, 내부 이슈사항이 있는 경우 지인 위주의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 기존 기획이 100%라면 기능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약 80%정도의 완성한 뒤 오픈하고

반응을 살핀 뒤 추가 업데이트 진행

E社

기업 별 Lean UX 프로세스 분석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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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국내의 많은 기업은 Lean UX 도입 초기단계이고 미숙하다. 또한, 하나의 모범적인

Lean UX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기업은 기업에 적합한 UX 프로세스를 정립해

야한다.

• Lean UX 프로세스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의 수정,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

드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에도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다.

• Lean UX 프로세스는 기존의 UCD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이다. 스

마트 모바일 서비스와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고 화면의 복잡도가 낮은 경

우 Lean UX가 특히 유용하다.

• Lean UX 프로세스 중 Paper Prototype Design & Workshop, IP Test, Café Test, 

Guerrilla UT 등 User Research의 활용이 미비하다. 추후 국내 Lean UX에 적합한

User Research 및 가설 검증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3. 국내 스타트업의 Lean UX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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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History goes with Mobi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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