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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홈페이지란

디지털 마케팅이란 큰 틀에서 ‘웹 사이트(website)’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기업 웹 사이트는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들이 회사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일종의 기업의 사옥,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의 

웹 사이트, 즉 기업 홈페이지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실리콘 밸리의 잘 나가는 기

업들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Nvidia) 등이 가장 열을 올리는 것이 새 본

사 사옥 건설 경쟁이다. 사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본사 사옥 및 홈페이지
애플캠퍼스 사진 출처：http://en.wikipedia.org/wiki/Apple_Inc.#/media/File:Apple_Headquarters_in_Cupertino.jpg, 구글 
사옥 사진 출처：http://now.dartmouth.edu/2014/08/tuck－students－explore－tech－industry－options/, 페이스북 사옥 
사진 출처：http://www.constructionmagnet.com/rural－builder/facebooks－leed－gold－certified－building－features－
metal－sales－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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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기업들이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는 데 많은 투자

를 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이며, 계속적으

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오를 가장 표

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옥인 것이다. 인터넷 세상에서의 사옥이 바로 기

업의 웹 사이트, 홈페이지다. 온라인 세상에서 기업의 얼굴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디지털 마케팅 구심점이 되는 구성 요소가 바로 웹 사이트이다.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홈페이지를 단장하고 관리하며 주

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엄청난 에

너지와 시간을 쏟는 반면, 정작 가장 디지털 마케팅에서 기본이 되는 그들의 홈페

이지 관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

도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

을 통해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통로들을 통해 끌어들인 소

비자들을 최종적으로 데리고 올 공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웹 사이트 마케팅의 

중요성

인터넷 세상에서 기업의 홈(home)이자 헤드쿼터인 웹 사이트는 기업 브랜드의 정

체성(identity)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정보들, 즉 기업 비전이나 가치관을 제시해주

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의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기업이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기업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 하나는 이윤추구이다. 이윤을 추구하지 못

하는 기업은 지속될 수 없다. 기업이 직접 소비자와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거래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기업 홈페이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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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들여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기업 홈페이지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

을 통해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그들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홈페이지에 방

문하고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목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기업 홈페

이지라 할 수 있다. 

2012년 10월에 콘스탄트 콘택트(Constant Contac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미 존재하는 고객들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구성 요소로 ‘기업의 홈페이

지’를 뽑았다. 사실 기업의 홈페이지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

기는 도구는 아니다. 고객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도

구는 사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기업의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이다. 하지만 그러한 도구들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최종

적인 목적지는 기업의 홈페이지다.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통해 ‘아, 이러한 기업

이 있었구나’, ‘오, 이 기업 좋은 광고를 만들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궁극적

으로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의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나 해당 기업에 대해 더 알

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그들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기업

의 메인 웹 사이트인 ‘기업 홈페이지’다. 오프라인에서 기업의 매장 역할, 특히 메

인 매장의 역할을 온라인에서는 웹 사이트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기업

이 잘 알려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B2C(business－to－customer) 기업이 아니라

면 기업의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광고와 같은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들이나, 높은 자사의 제품 노출로 인해 (많은 매장에서 판매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B2C 기업의 경우에는 굳이 기업 홈페이지의 주소를 알

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의 메인 홈페이지를 검색을 통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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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찾아갈 수 있다. 즉 네이버나 구글에 그 기업 이름만 치면 대부분 기업 메인 웹 

사이트 주소가 검색창 최상단에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소자본 자영업을 하거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의 홈페이지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기업 이미지를 얻어갈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그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홈페이지의 방문을 높이기 위해, 특정 물건 카테고리나 기업 카테고리를 검색했

을 때 기업의 홈페이지가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검색엔진 최적화 전략을 수

립해야만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방문할 가능성을 높일 수 

많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미 존재하는 고객들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구성 요소로 ‘기업의 홈페이지’를 뽑았다.
출처：www.emarke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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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마케팅 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

마케팅 자동화 툴

소셜미디어 광고

온라인 쿠폰

온라인 광고

일일 거래 서비스 제공자

각 채널별 새로운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유지 효율성 

기존 고객 유치 및 새 고객 확보에 모두 효과적
새 고객 확보에 더욱 효과적 
기존 고객 유지에 더욱 효과적
기존 고객 유지 및 새 고객 확보에 모두 효과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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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마케팅에서 웹 사이트 마케팅은 검색엔진 마

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떻게 기업의 홈 페이지를 효과적으로 검색엔진 결

과에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것인지는 다음 장인 검색엔진 마케팅에서 다시 살펴보

도록 하겠다. 

좋은 웹 사이트의

네 가지 기준

웹 사이트 마케팅은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의 입장에서 좋은 웹 사이트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웹 사이트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웹 

사이트 마케팅의 측면에서,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

업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디자인, 콘텐츠, 구조, 검색 최적화에 집

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좋은 웹 사이트

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좋은 웹 사이트의 네 가지 기준

디자인(design)
보기 좋은 웹 사이트를 만들어라.

콘텐츠(contents)
웹 사이트의 핵심은 좋은 콘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구조(structure)
소비자가 좋은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찾고(good web usability), 잘 공유할 수 있는
가(easily shared)

검색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엔진에서 당신의 웹 사이트를 추천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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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디자인으로 구성하라

첫째, 보기 좋은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보기 좋은 디자인

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beauty)의 기준은 인간의 지

각(percep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지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보기 좋다’

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배우 ‘문근

영’을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배우 ‘문근영’이 아주 예쁜 외모

의 배우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시각이 더 옳은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은 각자의 미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미’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배우 ‘문근영’을 못 

생겼다고 하기는 힘든 것처럼 말이다. 

웹 사이트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다.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보기 좋은 웹 사이트

의 기준은 주관적이지만, 어느 정도 보기 좋은 웹 사이트들이 가지는 공통적이면

서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보편성은 ‘간결한 것이 보기 좋다’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 중 하나인 ‘오컴의 

면도날(Ockham’s razor)’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오컴의 면도날에서 주장하는 것은 디자인에 있어서 단순함이 복잡성보다 더 선

호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요소들은 시각적 혹은 인지적으로 불필요한 무게를 

인간에게 가져다주고 이는 디자인 효율성을 낮춘다. 즉 기능적으로 동일한 디자

인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가장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

적인 동등성이란 여기에서 디자인의 동등한 효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능적

으로 동등한 2개의 웹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웹 사이트는 정보 내용과 

독해성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때에 기능을 저하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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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간결한 디자인의 웹 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보기 좋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시각적·인지적으로 웹 사이트 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웹 사이트를 만들 때 보기 좋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

진다면, 차라리 간결하게 홈페이지를 디자인해보자. 최소한 홈페이지가 미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가장 최고의 주가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의 홈페이지의 공통

점은 하나같이 간결하다는 것이다. 기업 가치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군더더기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간결하다. 다른 인터넷 검색 서비스들은 그들의 웹 사이트에 광고와 다양한 기능

을 덧붙이려는 반면, 구글은 최대한 단순하게 웹 사이트를 구성하려고 노력했다. 

즉, 그들 웹 사이트 방문자들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형태로, 웹 사이트 중앙의 검

색 바 이외에 다른 시각적인 요소는 과감히 제거했다.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가장 상단에 위치한 메뉴 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

로 이동할 수 있다. 그 결과 구글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손쉬운 검

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웹 사이트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는 철저하게 ‘오컴의 

면도날’ 법칙에 만족하는 웹 사이트를 만듦으로써 방문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

적이고 아름다운 웹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제한된 주의력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간결한 디자인을 보기 좋다고 여기는 것일까? 이는 인간의 

제한된 주의력(selective attention)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다. 즉 

한번에 한두 가지에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에게 너무 많은 정

보를 한꺼번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 제한된 인간의 주의력을 끌기 위해 경합하는 

여러 정보가 있을 경우, 인간의 주의력은 극도로 분열된다고 한다. 그 결과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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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홈페이지
출처：www.google.com

애플 홈페이지
출처：http://www.apple.com/kr/iph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