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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years, GreatCall has grown, but has never lost that commitment to meaningful innovation. 

Touch3 and apps such as Urgent Care, GreatCall Link, MedCoach and 5Star service, bring our vision to life. 

To help you live yours to the fullest.”

Field of Business
이동통신사업, 모바일 서비스

RSUPPORT Service in Use
RemoteCall + mobile pack preload

2014년 12월 도입

Summary
2006 년 창립 이래,

GreatCall Splash, Jitterbug5, 
Touch3 plus health, 

안전 및 응급 치료 서비스 앱 등

노인 고객층의

보다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노인을 위한

mobile health and safety solution 
분야에 있어

미국 내 선두 주자가 되었다.

특히 GreatCall의 긴급 케어 앱은

의료 앱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Address

San Diego, California, 

United States

Vision

Staying in control while keeping 
you connected and protected. 

GreatCall은 미국 내 50대 시니어 고
객 을 “More active, More mobile,
More independent”한 사용자로 정의
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
상시키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하
고 있다.

GreatCall 제품군 중 삼성 Touch3 폰
은 잘 보이는 백 라이트 키패드, 큼직해
서 읽기 쉬운 숫자, 또렷하게 잘 들리는
스피커, 25일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 등
이 특징이다. 이는 50대 고객을 위한 맞
춤형 기능들이며, Touch3 의료 경보 앱
을 내장한 유일한 스마트폰이다.

GreatCall이 Touch3를 통해 구체화
하고 있는 ‘노인 복지 증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알서포트의 원격 지원 제
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배경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2차 세계대

전 종전 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
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창 사
회에서 기반을 잡아가고 있을 때, 개인
용 컴퓨터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으
며 스마트폰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베이비 붐 세대
는 아날로그적인 가치의 바탕에서 인생
의 중반부까지 살아왔으나, 이제 빠르
게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닐슨 컴퍼니에 의
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미국 내 마케팅
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세대라고 한다. 오
늘날 마케팅은 젊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사실 상 베이비 붐 세대

가 미국 내 가처분 소득의 70%, 전체
소비재 판매의 49%, 모바일 쇼핑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전
GreatCall은 일찌감치 이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이들이 여전히 독립적
인 성향이 강하고 사회 활동이 활발하
며 모바일 서비스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이나 앱 서비스 활용에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Touch3’ 스마
트폰을 선택했으며, Touch3는 고객이
보다 쉽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심플한 아이콘과 더 큰 텍스트를
볼 수 있는 UI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다안전하고건강한노후를위한모바일케어서비스의혁신
RemoteCall + mobile pack이함께합니다.

- John Walsh, Vice Chairman of GreatCall -[

[ GreatCall Touch3]



해결책과효과

GreatCall에 Touch3 스마트폰을 공
급하던 삼성전자는 알서포트의 리모트
콜 모바일팩 원격지원 솔루션을 해결책
으로 제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이미 리모트콜
모바일팩을 스마트폰 원격 지원 용도로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었다.

리모트콜 모바일팩은 고객의 스마트폰
에 설치된 모바일 지원 앱으로 원격 지
원을 요청하여 상담사와 스마트폰 화면
을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지원 솔루션
이다.

모바일 원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
저 알서포트의 모바일 원격 지원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했다. 그러나, Touch3 사용 고객의 특
성 상 Google Play Store에서 앱을 직
접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
가 높은 작업이었다.

효율적인 고객 지원 서비스 제공과 모
바일 앱 설치 절차의 제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바일 원격지원 앱을 Touch3에 사전
탑재하는 것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제
조할 때부터 원격 지원 앱을 기본 앱으
로 미리 탑재해 놓음으로써, 고객이 이
미 설치되어 있는 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알서포트의 리모트콜 모바일팩 도입
후, GreatCall 고객의 폰 화면이 콜센터
직원에게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 고객
은 어려운 설명을 하느라 힘들어 할 필
요가 없었고, 콜센터 직원은 한 눈에 문
제를 확인하여 고객 폰을 직접 원격 제
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콜센터는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고객
을 상담할 수 있었고, 고객은 더 정확하
고 빠르게 원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객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

이는 시니어 고객층의 눈 높이에 맞
춘 또 하나의 모바일 케어 서비스로 인
식되어, GreatCall에 대한 고객의 신뢰
와 충성도는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원격 지원은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켜
GreatCall 의 단말기와 서비스에 대한
시니어 고객의 선호도를 높였고, 이에
따라 GreatCall의 매출은 눈에 띄게 증
가했다.

앞으로의계획

사물인터넷(IoT)시대가 도래함에 따
라 모바일 헬스 케어 시장은 더욱 규모
가 커지고, 서비스는 점점 다각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헬스 케어의 중심에는 50대
시니어 고객이 있을 것이고, 이들을 위
한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쉽
고 간편한 프로세스이다.

이를 위해, GreatCall은 시니어 고객
층을 위한 모든 서비스 프로세스를 간
편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
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를 고객
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GreatCall은 스마트폰에 리모트콜 모
바일팩 원격 지원 서비스를 미리 탑재
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시니어 고객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알서포트는, GreatCall의
고객이 리모트콜 모바일팩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욱 향
상된 사용자 환경 속에서 GreatCall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친구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GreatCall의
긴급 케어 앱에 접속하면 간호사와 의
사의 조언과 진단을 24시간 동안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문제점

고객들은 GreatCall이 제공하는 차별
화된 모바일 서비스와 편리한 스마트폰
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고객이 50대 이상이었기 때문
에, 새로운 화면이나 기능을 접할 때 대
부분의 고객이 혼란을 겪었고 모바일
헬스 케어 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
다. 아주 쉽게 구현해 놓은 서비스임에
도 불구하고, 시니어 고객에게는 스마
트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 내에서 GreatCall은 24시간 콜
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고객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이 때 고객들은 급한대로 가
족이나 친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도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 고객은 콜센터로
다시 연락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고객의 전화 문의량 폭증으로 이어졌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고객
은 콜센터 상담사에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이로 인해 상담사는 고객
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정
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시니어 고객 지
원 은 기 존과 는 달라 야만 했 으 며 ,
GreatCall은 고객을 보다 쉽고 정확하
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Highlights

• GreatCall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mobile health and safety solution 분야의 미국 내 선두 주자로서, 고객이 스
마트폰과 모바일 헬스 케어 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리모트콜 모바일팩을 채택하였다.

• 시니어 고객의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불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리모트콜 원격지원 앱을 삼성 Touch3 단말기에 사
전 탑재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원격 지원으로 고객 만족 증대와 GreatCall의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 GreatCall 의 모바일 원격 지원 서비스는, 시니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서 GreatCall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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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Call의 시니어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는 새로운 도전이고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고객이 모바

일 상에서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 콜센터를 통한 문의 응대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해 준 리모트콜 모바일팩 원격 지원은 GreatCall 비전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솔루션입니다.”

- Director of GreatCa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