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비즈니스 벤처전략 사례：mClickPlus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mClickPlus on the Mobile Business Bentur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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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SK Telecom, KTF, LG Telecom 등 이동통신 업체와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및 시
스템통합(SI)업체들은 상호제휴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과 PDA를 이용한 모바일 솔루션 시장
의 수요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1) 관련 업계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이 1500억원, 솔루션
및 SI 시장이 2000억원 등 PDA 단말기 수요를 제외하고도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솔루션 시장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엠클릭플러스(mClickplus)의
벤처전략을 분석 연구한다.

1.1 모바일솔루션 벤처
엠클릭플러스는 모바일 인터넷 솔루션 개발 업체로서 모바일 오피스솔루션, SMS솔루션,

＊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1) 오재인,2003
2) Venkatesand Brow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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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트리밍 솔루션,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 SI구축 솔루션, 무선전광판 솔루션 등 기
업이 모바일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3) 2000년 4월 법
인 설립 후 대만 ASP업체인 퀴텍(QITEK)과 기업용 모바일 그룹웨어 '모피스21(MOffice21)'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동년 9월 LG텔레콤과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GEO사와
공동 사업을 수행했다. 2002년 5월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여 토탈 모바일
솔루션 지원 업체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다. <표-1>은 엠클릭플러스의 간단한 연혁을 보여
준다.

<표-1> 회사 연혁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7월
4월
4월
2월
1월

-

VideoCamp 서비스 개시
우리은행과 SMS 전송계약 체결
매직아이와 사업협력계약 체결
연합캐피탈과 SMS 전송계약 체결
SMS 마케팅 솔루션 제품군 출시

2001년

2001년 12월
2001년 11월
2001년 9월
2001년 6월
2001년 6월
2001년 4월
2001년 3월
2001년 3월

-

MCLICK MESSENGER 프로그램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등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평화은행과 SMS 전송계약 체결
SMSCLICK 프로그램 등록
텔리젠과 사업협력계약 체결
Dell Computer Asia 본사와 LSP 계약 체결
모비스와 사업협력 계약
Emblaze Research사와 MPEG4 ASIC Agent 계약

2000년

2000년 12월
2000년 11월
2000년 10월
2000년 9월
2000년 9월
2000년 9월
2000년 8월
2000년 8월
2000년 8월
2000년 8월
2000년 7월
2000년 7월
2000년 7월
2000년 4월

-

산업자원부 음성인식 브라우저 개발과제 선정
삼성전자와 사업협력 계약
소프트웨어 사업자 인증
이스라엘 GEO사와 공동사업수행 계약
한국통신프리텔 n-Biz사업 회원사 인증
LG텔레콤과 사업협력 계약
대만 QITEK Technology사와 사업협력 계약
벤처기업인증 획득
MOffice21 프로그램 등록
MOffice21 상표등록
인포뱅크로부터 투자 유치
델 컴퓨터 Service Partner 계약
Click TV와 사업협력 계약
법인설립

3) www.mclickplu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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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사업
엠클릭플러스의 주요 사업은 모바일 오피스솔루션인 모피스21과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
이다.
모피스21은 21세기형 인터넷 그룹웨어로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기업내의 업무 수행
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PC 및 모바일 인터넷폰을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주요기능으
로는 주소록, 전자메일, 게시판, 전자결재, 일정관리, 채팅, SMS 연계, FAX를 이용한 원격 프
린팅, FAX 재전송, 영업지원 연계 기능이 있다.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은 기존의 수동형 영업 자동화 시스템(SFA：Sales Force Automation)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고, 고객이 위치한 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영업자동
화 시스템이다. 또한 고객 영업정보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신속하게 검색, 처리되는 실시간
영업자동화 시스템이다. 또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중앙에서 전사적으로 관
리되어,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전사적 고객관리가 가능하다.

1.3 협력업체 현황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 및 인터넷, 모바일 관련 전반에 관하여 엠클릭플러스는 <표-2>과
같이 국내 유수의 기업과 서비스 및 판매에 관련된 사업 협약을 맺고 신규 사업 솔루션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표-2> 협력업체 현황
협력업체
ClickTV
Dell
AIDII.COM

내

용

상호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파트너
Dell 서비스 공식 업체로서 Dell System 구축과 관리를 담당
모피스21 번들 제품으로 PDA를 공급

Infobank

엠클릭플러스의 솔루션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분을 소유한
주주

EMBLAZESystems

멀티미디어 동영상 솔루션을 아시아 퍼시픽 파트너로서 판매와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
N016
ACS Technology
LG TeleCom

MOU, 모피스21 팩키지 판매 영업
N-Biz 인증 업체로서 n016 기업용 솔루션을 공동으로 마케팅 하고 있음
상호간의 솔루션을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다. MOU 체결
LG B2B에 모피스21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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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피스21

모피스21은 21세기형 인터넷 그룹웨어로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기업내의 업무 수행
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모피스21은 모바일 인트라넷 제품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업용, 학교용, 종교용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
어 있다. 본 장에서는 모피스21의 주요기능과 서비스 내용,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
도록 하자.

2.1 주요 기능
모바일 인트라넷인 모피스21은 <표-3>과 같이 임직원 관리, 전자메일, 일정관리, 주소록,
현황판, 게시판, 전자결제, 문서변환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회사의 임직원 각자
가 직접 자신의 일정을 원하는 그룹 및 개인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회의와 같은 주요 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전자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도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함께 지원된다.

<표-3> 주요 기능 (www.mclickplus.com)
주요기능

세

부

내

임직원관리

인트라넷 이용자 등록 및 관리

개 인 설 정

개인 정보 공개 등급 및 는 수신 설정

전 자 우 편

웹 메일 기반으로 MS-Outlook(Express)와 100% 호환

게

시

판

각 유저 & 그룹별 게시판 공유 관한 부여

주

소

록

개인 및 공유 주소록 관리

일 정 관 리

개인 및 공유 일정 관리 기능

전 자 결 재

사내 워크 플로우에 따라 유동적인 결재 흐름 등록

자

각 유저 & 그룹별 자료실 공유 권한 부여

료

실

용

관리자모드

웹 기반으로 이용자, 게시판, 전자 결재 워크 플로우 관리

WAP 접속모듈

011, 016, 017, 018, 019 Mobile Phone들 통한 인트라넷 이용

PDA 접속모듈

IPAQ, PC-Ephone 등의 PDA를 통한 인트라넷 이용

문 서 변 환

게시판 혹은 메일의 첨부된 워드 문서(약 20가지)르르 모바일 환경에서 읽을
수 있도록 TXT 변환 가능

팩스프린팅

팩스를 통하여 게시판 혹은 메일의 첨부된 워드 문서의 원본을 원격으로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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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내용
전자 우편의 경우 외부 근무중인 영업 사원이 중요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고 이를 원격
으로 확인한 후 대면하고 있는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메일로
전달된 첨부 견적서를 휴대폰으로 모바일 인트라넷에 즉시 접속하여 해당 견적서 워드 문서
를 실시간으로 일반 텍스트 문서로 변환, 그 내용을 무선 PDA나 화면이 작은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만일 견적서를 현장에서 프린트하여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PDA나 휴대폰으로 모바일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근처의 팩스 수신 번호로 e-mail로 첨부된
견적서 원본을 그 자리에서 즉시 원격 프린팅까지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인트라넷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성과 실시간 업무 처리를 지원하므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가령, 사내 인트라넷에 금일 오후 1시로 영업팀 전략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정을 2시간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자. 기존의 인트라넷은 내부 근무자만이
변경된 내용을 사내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해야만 일정 변경 정보가 공유되었는데, 모바
일 인트라넷의 구조에서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일정 변경 즉시 자동으
로 SMS을 통해 관련 임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다. 즉,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와 이
에 대한 실시간 변경 정보가 SMS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스케줄 변
경 사항을 수신한 임직원들은 다시 모바일 휴대폰이나 무선 인터넷이 지원되는 PDA를 이용
하여 외부에서 손쉽게 자신의 세부 일정을 확인하거나 관련된 스케줄을 변경할 수도 있다.
모피스21은 유선 인터넷으로 서비스 될 뿐만 아니라 휴대폰, PDA, 노트북을 이용하여 무
선으로도 서비스 된다. <그림-1>은 휴대폰, PDA, 웹브라우져에서의 모피스21의 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1> 모피스 21의 화면4)

<휴대폰화면>

<PDA화면>

4) www.mclickpl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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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스21은 기존의 모바일 오피스 패키지가 주로 텍스트 위주로 기업의 기본적인 업무에
만 사용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예컨대 멀티미디어 메신저, 화상회의, 단문서비스,
사내 교육 문서 관리를 이용한 고객 관리 기능을 패키지로 통합, 기업 사무 환경에 적합하게
구현되었다.

2.3 시스템 구성
모피스21은 사내외 인트라넷 서비스를 담당할 네트워크 망을 보유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모바일폰이나 PDA를 통하여 서비스 될 수 있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유선 상태에서도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2>는 모피스21의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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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

엠클릭 플러스의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은 기존의 수동형 영업자동화시스템과 달리 시간
과 장소에 제한이 없고, 고객이 위치한 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모바일 영업자동화시스템이
다. 본 장에서는 모바일 영업시스템의 서비스내용, 시스템구조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하자.

3.1 서비스내용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은 모든 영업 사원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바일 인터
넷을 이용하여 영업 지원을 한다. 고객 환경에서 선진 영업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모바일 인
터넷으로 지원하는 영업 프로그램을 제작하므로 영업 사원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본사에서 하위 실무진까지 일방적인 단일 업무 적용이 아닌, 하위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
까지의 부서 및 팀 조직에 따른 상호 유기적인 업무 흐름이 만들어진다.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는 전사적 영업 환경의 제공은 사
원의 출퇴근과 기본 인터넷 메일 사용과 같은 일일 업무 스케줄 관리가 전사적으로 함께 관
리가 되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에서부터 고객 계층과 특징에 대
한 정보를 PDA를 통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함께 조회와 처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영업 지원 시스템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줄 수 있고, 직원별
스케줄 관리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다. 향후 IMT2000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기존의 유선
형태의 영업 지원보다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표-4>는 영업지원시스템
을 유선 형태와 무선 형태로 비교한 것이다.

- 149 -

産業硏究

<표-4> 영업 지원 시스템의 유/무선 비교
비교항목

세

부

내

용

유 선

모바일

수동적

능동적

영업지원방식

고객 앞 현장에서 능동형 영업지원 능력

신속한 영업 처리

고객 영업 정보의 실시간 처리 능력

접속 한계

한계초월

전사적 영업 관리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능력

입력 불편

이용 편리

영업 이력 관리

고객별 영업 이력 관리에 의한 자벌적 응대

수동적

능동적

영업 일정 관리

영업 직원별 스케줄 실시간 관리 및 알람 기능

불가능

SMS 활용

CDMA2000 지원

국내 무선 이동 통신 데이터 전송 특성 지원

지원 불가

안정적 지원

기술 방향 관리성

국내 IT 발전 흐름을 따르는 최신 기술 적용

재 구출 필

흐름 부합

3.2 시스템 구성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은 실시간 제품 정보, 재고 정보, 주문 정보 조회/입력, 고객 정보
등의 영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한
다. 나아가 영업사원 개개인에 따라 맞춤 설정을 하여, 영업력의 극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림-3>는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시스템의 구성5)

5) www.viking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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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대효과
모바일 영업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업시간의 단절이 없어지고 영업, 사무, 고객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판매 점포의 재고를 일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 없이도 개별 판단으로 견적작성이 가능하다. 물품의 실시간 판매정보를 확인 할 수
가 있어서 본사의 영업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고, 본사의 ERP시스템
과 연동 또는 분리 관리하여 실시간 판매정보를 확인하며 마케팅 계획을 수립 할 수가 있다.
또한 상담진척관리, 행동지원, 일정관리, 방문 계획입안, 실적관리, 영업총괄관리 등 다양
한 기능을 구비하여 매일매일의 영업활동을 지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인트라넷인
모피스21과 연동한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은 매출확대, 영업력 강화,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업무개선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인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고객의 정보 욕구를 언제 어디서나 만족 시킬 수 있게 된다.

Ⅳ. 결

론

향후 기업용 시장은 PDA를 이용한 기업 모바일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많아져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단순 업무 환경 이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SCM, 모바일 영업자
동화 시스템(SFA), 모바일 현장업무 자동화(FFA) 등 PDA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업무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7)
오늘날 기업은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적으
로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외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내근자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
로 모바일 인트라넷의 도입으로 기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
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실시
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소 기업에는 손쉽고도 효과적인 모바일 비즈

6) Skok and Ian, 2001.
7) 시사컴퓨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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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특히 고객 접점 부분인 마케팅,
영업, 물류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 향상을 가지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은 최근까지 변화해 오던 것보다 향후에 더 많은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다양화 뿐만 아
니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아울러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컨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무선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따라서 솔루션 제공업체들은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
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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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mClickPlus on the Mobile Business
Benture Stategies

Jay-In OH

Since the number of mobile Internet user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round the world, the
mobile business ventures that provide a variety of applications of mobile Internet has gained great
attention among the related industry and academic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mobile business ventures, focusing on the two services of mClickPlus：Moffce21 as an
Internet groupware and the mobile sales support system as a tool for sales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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