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평가가 서비스를 완성합니다.

앱스코어(APP’SCORE)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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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웹 사용성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앱/웹 서비스가 비즈니스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며, 고객 피드백 기반 신속한 서비스 품질 점검 필요성 증대

앱/웹 비즈니스 현황

문제점

필요성

Untact 가속화로 앱/웹 서비스가 비즈니스 중심에서

고객 중심 UX/UI 구축 미비로

고객 피드백 기반 서비스 개선점 도출 후

비즈니스 필수 요소로 강화됨

고객 만족도 하락 및 자사 브랜드 이미지 손상

신속한 서비스 품질 점검 필요

앱/웹 사용자 증대 및 특성 다양화
- 신규 유입 인원 증대 / 고객 연령, 성비, 취향 다양화

앱/웹 출시 및 업데이트 빈도 증대
-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IT 서비스 개발 필요성 증대
- 고객용/직원용 서비스 출시량 증대(근무환경 다양화)

유사 앱/웹 서비스 경쟁 심화
- 유사 서비스 앱/웹 출시량 증대로 경쟁 심화

고객 중심 UX/UI 구축 미비

고객 중심의 IT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외주 업체 의존 서비스 개발/관리
- QA 위주 테스트 수행

- 고객 중심 IT 서비스 Life Cycle/거버넌스 강화
(기획/개발/운영/개편/폐기)

서비스 품질/고객 만족도 하락

고객 피드백 기반 서비스 개선

- 서비스 관리 부담 증대로 체계적 관리 미비
- 자사 브랜드 이미지 손상

- 실제 서비스 사용 다수 고객을 통한 실효적인
서비스 개선점 도출

급변하는 앱/웹 사용 환경에 따른 고객 피드백 기반 서비스 점검/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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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SCORE 서비스 소개
단기간, 합리적 비용, 다수 적합 고객 피드백 수집/분석이 가능한 설문조사 기반 사용성 테스트 및 사용성 분석 솔루션 제안

온라인 설문조사 기반 대규모 사용성 테스트

솔루션 기반 사용성 테스트

4주 이내 1천명 이상 적합 고객 대상 사용성 테스트 수행

고객 행동 Log 데이터 기반 객관적 Data-Driven 분석

고객 피드백 기반 앱/웹 서비스 개선방향 제시

QA 자동화로 단시간 내 주요 기능 오류 검출

Task 중심 문항 설계 (소요기간 1주)
: Task(과제) 수행 후 설문 답변
예) 회원가입, 시승 신청, 결제, 예약, 화면 탐색 등

행동 데이터 분석 솔루션(Data-Driven)
고객 피드백의

: 화면/클릭/스크롤 단위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근거 데이터로 활용

CrowdSourcing 설문조사 (소요기간 2주)
: 25만명 패널 활용 적합 고객 모집 및 100% 답변 전수 검수
예) 제네시스 차량 자가 보유자, 쇼핑몰 월간 지출 30만원 이상 등

QA 자동화(AI QA)
: AI 솔루션 기반 비기능 QA 테스트 수행

통계 솔루션 기반 답변 분석 및 결과 리포트 작성 (소요기간 1주)
: 5만 건 이상 객관식/주관식 데이터 5일 이내 분석

행동 데이터 기반
고객 피드백 분석

: 설문 답변 데이터 UX/UI 전문가 분석을 통한 결과 리포트 작성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 및 Data-Driven 사용성 테스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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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고객사의 모든 사용성 테스트/평가/분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

1. 4주 이내, 1천명 적합 고객 대상 신속/정확 사용성 테스트 완료
- 기존 사용성 테스트 방식 대비 60% 이상 시간 단축, 30% 이상 비용 절감

2. Data-Driven 통합 사용성 테스트 수행
- 행동분석 솔루션 기반 사용성 테스트 수행

3. 고객 피드백 기반 통합 UX/UI 개선
- IT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 만족 실현

4. IT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고객 관점 IT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IT 서비스 체계적 관리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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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

기아 CSR 사이트

현대닷컴 국내 사이트

: 440명 대상 경쟁사 2곳과 비교 인식 사용성 테스트 수행

: 900명 대상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기아닷컴 국내 사이트

제네시스 국내 사이트

: 1,080명 대상 인터페이스 비교 사용성 테스트 수행

: 800명 대상 인터페이스 비교 사용성 테스트 수행

기아닷컴 호주 사이트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 현지 호주인 250명 대상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 레이싱/서킷 관심있는 600명 대상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기아 레드멤버스 사이트

현대 트럭&버스 APP

: 기아 차량 보유자 350명 대상 VOC 분석 및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 APP 사용자 80명 대상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기아 VIK APP

스마트 블루 태블릿 정비상담 시스템

: 기아 차량 보유자 150명 대상 VOC 분석 및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 심층 인터뷰 및 내부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수행 후 인터페이스 사용성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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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IT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사용성 테스트
서비스 제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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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appscore@stc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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