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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경 
 

이메일 마케팅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주요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

반적인 웹 마케팅과의 사용 환경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특

히 외부제작 이메일 템플릿은 시안 완성도에 비해 실 발송 템플릿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또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웹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길 원하며, 일반적인 홍보성 메일은 스팸메일로 분류하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갖춘 개인화된 메일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비스 기획 및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징 및 동향 등을 정리하여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현업 및 작업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는 가이드를 만들어 리뉴얼 등 외부제작 시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삼성생명 이메일의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02 현황 

 

A.  이메일 마케팅이란? 

 

① 이메일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은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이다. 

이메일은 가장 강력한 원투원 마케팅 도구로써, 92%의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

넷상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마케터 중 70%가 

이메일을 Sales Marketing Strategy의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adsky1500/20144535004, 

 http://blog.naver.com/007dkhs/1101148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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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메일 마케팅의 특징 

- 비용의 효율성 : 고객 확보 시 고객과의 접촉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다. 

- 빠른 발송 속도와 높은 응답률 : 수만 건을 동시 발송 할 수 있으며 정보를 받아들일 만한 

대상 고객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반응률이 매우 높다. 

- 추적 분류할 수 있는 매체 : 응답자들이 여러 형태의 응답형식을 통해 답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 확실한 배달 : 메일의 배달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은 메일은 수정해 다시 

보낼 수 있다.  

- 개인화 마케팅 가능 : 개인화된 마케팅이 가능하다. 

(미국의 IDG 리스트 서비스 / http://www.msecret.net/board/onlinemarket/view/wr_id/777) 

 ③ 이메일 마케팅 시 고려사항 

- 고객중심의 기획 : 고객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며 그 컨텐츠를 어떻게 

고객들을 위해 최적화 할 수 있을지 파악한다. 

- 사용자 환경 고려 :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PC이메일 사용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메일을 확인 가능한 루트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기, 시간, 환경 등이 다양해졌다. 확

인 루트가 다양해지고 정보가 넘쳐남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컨텐츠만을 빨리 보고 빨리 

벗어나려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 : 하루 평균 거의 1시간씩을 e메일 작성이나 점검에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메일 작성 등

과 관련해 하루 평균 49분을 소비하고 있으며, 1시간 이상을 e메일 점검에 사용하는 직장인도 24%에

나 이른다.(미국기준)) 

(스마트폰이 가져온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한 단상, http://www.ciociso.com/news/articleView. 

html?idxno=9617) 

(이메일 사용량, 유선 이메일 감소 모바일 급증 http://www.ntimes.co.kr/sub_read.html?uid= 

31819&section =sc2&section2=%B0%E6%C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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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삼성생명의 이메일 마케팅 

 

① 통계현황 

대상고객 500여만명의 메일 발송 통계 현황 

 

 
- 계약성 메일 : 삼성생명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로 보험료 납입 내역이나 상령일, 납입증명서 

등 계약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이다. 

 

- 정보성 메일 : 계약자를 포함한 삼성생명 홈페이지 회원 중 이메일 수신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이메일로 보험 정보나 서비스 홍보 등의 목적을 가진 메일이다. 

 

응답률 

 

발송메일 종( )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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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디자인 현황 

일반메일 이벤트성 메일 

 

기본 이메일 가이드를 준수하는 템플릿으로 현재 발송

되는 메일 디자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명절이나 그 외 이벤트가 있을 때 발송되는 메일로 

상단 브랜드바와 하단 푸터 디자인 외에는 가이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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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메일 종류 현황 

보험료 급여이체내역 이메일 

 
: 보험료 급여이체 내역 

삼성생명 계약고객에게 보내는 금액 안내 이메일로 평이한 내용에 다소 알아보기 힘든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타 마케팅 메일 

 

: 햄버거 쿠폰메일 

사이트에 로긴하여 다운받는 것이 아닌 쿠폰이 등록된 

사용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냄으로써 바로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삼성생명 뉴스레터 

고객 연령대를 3가지로 나누어 각기 다른 컨텐츠가 

들어간 메일을 발송한다(현재 삼성생명에서 보내고 

있는 유일한 타겟마케팅 메일) 

 

  

④ 삼성생명 이메일 현황 요약 

삼성생명의 이메일 발송율은 계약성 메일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복적으로 발송되던 계약성 메

일이 줄어들어 총 발송량은 2010년에 비해 줄었으나, 우편안내장을 이메일로 동시 발송하는 

이슈가 생김으로써 신규 생성되는 템플릿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편안내장을 기반으로 제작

한 금액안내 이메일은 다소 알아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은 모두 같은 가이드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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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석 

 

A.  이메일 주변 환경 변화 분석 

 

①    스마트 기기에서의 사용율 증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유선 웹에서의 이메일 사용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모바일에서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2012 년 10 월 25 일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Comscore)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기준 미국 

내 웹 이메일 순방문자수(UV)는 1 억 5 천 300 만명으로 1 년 전(1 억 6 천 300 만명)에 비해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페이지뷰(PV)는 15%, 체류시간은 9% 가량 감소하면서 유선 웹을 

통한 이메일 활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이미지는 전세계 스마트 기기 

보급율에 대해 미국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플러리에서 작성한 그래프로 우리나라는 76%로 

6 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1 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메일 이용자는 2010 년 대비 

2011 년 19 배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추세에 의하면 2012 년 증가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2908022542518&nvr=Y 

 

 

 

2011 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최종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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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메일 이용 행태의 변화 

이메일 서비스는 2000 년 전후 포털의 방문자 확대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메신저, SNS, 

SMS 등 대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성장과 스팸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1 인당 

평균적으로 이메일 서비스에 방문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각종 스팸메일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이메일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아닌 업무용이나 자신이 필요로하는 

정보만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로 

2011 년 이메일 사용자들이 개인용도(67.1%)에 비해 업무용도(77.7%)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1 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_최종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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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디자인 및 트렌드 변화 분석 

 

①    화려함에서 단순함으로 

2009 년 마케팅 메일과 2012 년 마케팅 메일을 비교한 것으로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내용이 

쉽게 잘 보이는 심플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BC카드의 마케팅 메일 2012년 현대카드의 마케팅 메일 

화려한 메인 비주얼, BG 이미지 사용, 

많은 텍스트, 복잡한 내용 구조 

 

실제 DM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 심플한 내

용과 심플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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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금 더 편리하게 

삼성생명의 현재 보험료 급여이체 내역 메일과 현대카드의 청구서 메일을 비교한 것으로 

보다 사용자 개개인에게 특화되고 중요한 내용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의 보험료 급여이체 내역 메일 현대카드의 청구서 메일 

다소 알아보기 힘든 정보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고객에게 중요한(결제금액, 포인트)가 눈에 띄게 드

러나 있으며 부가적인 정보들은 작게 표시하여 보

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고객 성향에 맞는 홍

보배너를 하단에 배치하여 클릭율을 높였다. 

 

 

 

C.  시사점 

각종 포털들이 이미지를 차단하고, 빨리 보고 빨리 벗어나려는 성향이 확대되어 이미지 중심에

서 텍스트 위주의 심플하고 간결한 이메일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금액과 관련된 이

메일은 보기 편하고 개인화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되고 실시간

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나 기타 홍보성 이메일은 

PC만을 고려하여 작업되고 있다. 이런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이메일 마케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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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안 및 

개선책 

 

A.  이메일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 제안 

 

①    이벤트 배너 클릭을 응모로 진행 

이메일 속 이벤트 배너 클릭 시 User Agent를 통해 PC or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보내주어 응모율을 높인다 

 

적용 예시 

       
 

위 이미지는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로 고객

의 기기 종류를 체크하여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로 각기 이동시키고 있음 

 

 
위 이미지는 모바일 홈페이지 & PC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진행중인 이벤트 이미지로 고객이 남긴 

SNS 댓글 클릭 시 모바일 여부를 체크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PC 홈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②    발행 쿠폰,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쿠폰을 이메일로 발급하여 PC 의 경우 인쇄로, 모바일의 경우 쿠폰 화면을 제공하여 고객이 

쿠폰을 바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이메일 쿠폰<기존> 모바일 쿠폰<제안> 

 
생명에서 발송한 즉시 출력하는 형태의 햄버거 

쿠폰  
모바일로도 즉시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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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메일 정보 디자인 개선 및 개인화 제안 

고객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자주 접하는 안내장을 선정하여 개선 제안코자 함 

 

불편사항 개선안 

 
- 정보의 강약 없이 항목이 평이하게 나열되어  

있고, 표의 경우 2단으로 구성되어 복잡하며 

다건 계약은 계약별 구분이 잘 되지 않음 

- 홍보영역이 컨텐츠 내용에 비해 크게 잡혀있고 

중복 제공됨 

 

 
명세서의 기본 내용인 금액 등 고객이 알고 싶어하

는 중요 정보를 전면에 배치하여 빠르고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세정보와 마케팅정보는 탭으

로 별도 제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

여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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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메일 

제작가이드 

 

A.  이메일에서의 장애 

흔히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하면 디자인 작업 후 간단한 코딩을 하여 발송하는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바로 이메일 디자인이 

뒤틀리는 장애로 직결되고 또한 발송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메일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패널티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받아보는 기업의 이메일이 깨져보인다면 이는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아래 내용을 통해 

이메일 제작에 대한 현업 및 작업자의 이해를 돕고, 리뉴얼 등 외부제작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B.  이메일 장애 사례 

 

① 대표 장애사례 

- margin 또는 정렬 오류  

 
일부 메일은 margin을 자동으로 삭제하고 일부 메일은 정렬이 적용되지 않아 이미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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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벌어지는 오류 

 
이미지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한편으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으나 극복 가능한 

대안이 존재함. (위 이미지는 제작 과정에서 테스트한 화면을 캡쳐한 것으로 당시 오류 수정 

후 최종본으로 발송되었음) 

 

- 세로정렬 오류 

 
 

: 메일별로 세로정렬 기준이 다르거나 적용하더라도 없애는 경우가

측의 경우처럼 정렬이 맞지 않는 오류가 나타남 

- 배경이미지 오류 

 
배경이미지 위에 html코딩을 한 경우 위와 같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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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미지 차단) 

 
 

위 사례는 장애는 아닌 예시로써 일부 메일의 경우 자동으로 이미지를 차단하여 스팸과 예

상치 못한 다운로드에 의한 로드 등을 예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텍스트 중심 또

는 대체텍스트 삽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C.  이메일 장애 예방 가이드 

 

① 이메일 레이아웃은 table로 작업합니다. 

- 메일의 CSS가 아닌 서비스(포털, 리더, 프로그램 등)의 CSS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모든 이메일서비스에 동일한 형태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험적

으로, 업계 추이에 따라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도록 맞춤. 

 

② 이메일에 적용되지 않는 CSS 

- margin 안 먹힘. 

- padding-top/bottom 안 먹힘. (blank이미지로 해결해야함) 

 예시<div><img src="http://www.samsunglife.com/img/email/blank.gif" height="30" 

width="1" border="0" style="display:block;" /></div> 

- vertical-align 안먹힘. 

 

③ style은 inline으로 코딩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이메일서비스는 HTML의 <head>내 정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style을 head내에 정의하기보다는 <body>내의 태그에  

직접 style을 기술하는 inline 방식으로 적용해야 함 

 

④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미지는 background로 깔지 말아야 합니다. 

- gmail, outlook2007의 경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먹히지 않음 

 

⑤ 기타 웹과 다른 사항 

- 사이트별 자간 다르게 표현됨 

- 이미지를 세로로 나란히 두었을 때 여백이 생기며 갈라짐. (display:block 으로 해결) 

- 폰트 입력시 국문체는 국문/영문 함께 입력해야함 

- 이미지는 절대경로로 표기함 

- Flash 및 animate gif의 사용을 가급적 피해야 함(파일사이즈 커짐, 보안문제로 차단됨) 

- embed 태그 사용을 가급적 피해야 함(보안문제로 차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