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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

모바일 앱에 통찰력을 더하다.



Overview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기업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및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PC 사용량을 뛰어넘어 바야흐로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특히 쇼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2011년 약 6천억원 이었던 시장규모가 2014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약 7조 6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젂망

[DMC Report 인용]

데스크탑 vs 모바일 트래픽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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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Report 인용]

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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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은 4,201억원으로 젂년도 대비 100% 성장, 2014년에는 69% 증가한 7,099억원 젂망

2011년 젂체 광고비 중 0.6%에 불과했던 모바일 광고는 2013년에 4.3%를, 2014년에는 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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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

모바일 광고 시장 젂망

4대매체, 온라인 광고 등 93.6%

모바일 광고 점유율

모바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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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Report 인용]

Overview 



모바일 광고를 집행하는 다수의 기업은 온라인 광고와 같이 광고효과에 따른 명확한 젂홖 데이터를 받아볼 수 없어

모바일 광고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효율적인 광고 운영에 대한 고충을 토로

하지만 모바일 광고에 대핚 기업의 딜레마,
정말 모바일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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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여는 얼마나??



일반 온라인 광고는 “웹 브라우저”에서 광고 클릭 후 이동되는 페이지 또한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쿠키, 레퍼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속성을 갖고 추적 및 분석 가능 그러나 모바일 광고는 “웹(또는 앱)”에서 광고 클릭 후 이동되는 경로는 “앱 스토어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이 젂홖되면서 쿠키, 레퍼러의 지속성을 가질 수 없어 분석 흐름이 끈기게 되는 현상 발생

광고와 앱(Application)갂의 분석 연결성 단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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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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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 외부채널 분석 In-App 컨텐츠 및 주문 등 성과 분석

외부 마케팅 홗동 & 앱 내 인터랙션 분석
가능핚 하이브리드형 분석 솔루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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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마케팅 홗동 분석 필요 사용자 정보, 컨텐츠, 주문/결제 등 앱 내 액션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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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갂편핚 분석홖경 설정

• 사용자의 분석 연결성 유지

• 높은 데이터 신뢰도

• 앱 설치수, 인앱 주문/매출 등

광고 플랫폼별 명확핚 성과 측정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기업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및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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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Different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기업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및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이야기 합니다.

더 이상 게임에만 특화된, 광고분석에만 특화된 분석 솔루션에

기업의 비즈니스를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고려한 최적의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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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 : AD Tracking Link

네이버
검색엔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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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과 App에서 유입되는 모든 채널을 분석합니다.
현재까지 앱 분석 시장에서는 광고추적링크를 통한 앱의 유입만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웹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을 통한 사용자도 유실없이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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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WEB Case by APP

Script
적용

ATL
적용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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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유입 채널

6,140

6,140

사용자수 설치수 주문수

812

812 726

726

- 남성&10대&중학생 330 30 16

- 남성&40대&직장인 1,850 284 184

- 여성&30대&주부 3,960 498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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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를 위핚 세밀핚 타겟 분석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하는 핵심 기능은 바로 세그먼트(타겟팅 분석)입니다.

다양한 세그먼트 조합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도출해 효과/효율적인 마케팅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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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데이터 표현으로 분석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무리 의미있는 데이터를 제공해도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긴다면 분석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데이터를 쉽고 인포그래픽하게 제공해 사용자의 분석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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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Engagement

Retention Conversion

DAU(Daily Active User) : 일 순수 사용자수

WAU(Weekly Active User) : 주 순수 사용자수

MAU(Monthly Active User) : 월 순수 사용자수

New User, Returning User : 신규/반복/재방문 사용자

Avg.Screen : 평균 화면 조회수 / Avg.Session Length : 평균 이용시간

Bounce : 앱 실행 후 홗동없이 종료한 횟수

Screen moving path : 사용자의 화면 이동경로

사용자 재방문 간격 분포, 재방문 횟수 분포

Retention : 앱 설치 이후 지속적 사용 또는 삭제여부를 판단 Custome Goal : 상담 신청수, 젂화 문의수, 이벤트 응모수 등

ARPU(Avg.Revenue Per User) : 사용자당 평균 구매액

ARPPU(Avg.Revenue Per Paying User) : 구매자당 평균 구매액

CVR(Conversion Rate), Installs, Deletes, Sales

웹분석 Know-how로 의미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비즈스프링의 웹분석 1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솔루션으로

일반 앱 분석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인게이지, 컨버젼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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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Set-up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기업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및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1단계 :

AD 
Channel

2단계 :

Campaign 
Page

3단계 :

App 
Install

4단계 :

App 
Launched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로

필요핚 데이터를 얻기 까지

단 4단계의 설정이면 가능합니다!

Set-up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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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Tracking Link 생성

Step 2. 생성된 Tracking Link 복사 후 배포

URL 복사

1단계 :

AD 
Channel

2단계 :

Campaign 
Page

3단계 :

App 
Install

4단계 :

App 
Launched

Set-up  A. Tracking Link 생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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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튺 클릭 후 다운로드

Step 1 에서 받은 스크립트 파일을
Campaign 페이지 내 태깅

1단계 :

AD 
Channel

2단계 :

Campaign 
Page

3단계 :

App 
Install

4단계 :

App 
Launched

Step 1. 캠페인 분석 스크립트 복사

Step 2. Campaign Page 태깅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AnalyticsScript.js”>>/script>

Set-up  B. Campaign Pag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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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nalytics SDK 다운로드 및 연동
1단계 :

AD 
Channel

2단계 :

Campaign 
Page

3단계 :

App 
Install

4단계 :

App 
Launched

Step 2. Analytics SDK 적용

SDK 받기

앱 이름

XML 복사 후 AndroidManifest.xml 설정

Set-up  C. Analytics SDK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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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Goal & Revenue 설정1단계 :

AD 
Channel

2단계 :

Campaign 
Page

3단계 :

App 
Install

4단계 :

App 
Launched

앱 내 주요 성과 값인 Goal 항목을
사젂 정의 후 SDK 적용
※ Goal 개수 최대 10개 지원

Set-up  D. Goal & Revenu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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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ful Reports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기업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및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SmartPhone Tablet Pablet

디바이스 세션 점유율

50%
30%

20%

광고 자연

광고 세션 점유율

60%

40%

Source 1 Source 2

Source 3 Source 4

35%

20%

인기 캠페인 채널 Top5

15%

8%

4%
11%

A Event B Event C Event

D Event E Event etc

35%

20%

인기 캠페인 Top5

15%

8%

4%
11%

대시보드 로그인 시 보여지는 첫 번째 화면으로 앱의 주요 트래픽을 요약핚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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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제공

로그인 여부에 따른 방문비율

요일에 따른 시간대별 방문 집중도를
파이 크기로 표현

평균 유입 및
평균 앱 사용현황 제공

사용자 유입행태의 특성을 요약핚 방문행동 개요 화면방문행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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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체 트래픽 추세를
신규/재방문자 비율로 구분



KPI 제공

회원
85회

125회

162

60

82

20

40

52

15

40

62

2

2

35회

22회

13회

13회

10회

4회

16회

10회

2회

2회

9:12:38

10:18:27

11:15:27

11:20:29

10:15:12

9:18:04

11:08:07

10:18:27

12:45:56

10:24:31

10:18:27 1.62

0.60(백만)

0.82 (백만)

0.20 (백만)

0.40 (백만)

0.52 (백만)

0.15 (백만)

0.40 (백만)

0.62 (백만)

0.02 (백만)

0.02 (백만)

사용자 특성별 사용횟수, 
체류시간 등의 지표값 제공

사용자 특성별 앱 사용현황을 비교핚 사용자 개요 화면사용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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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제공

운영체제별 방문 추세 제공 운영체제별 매출액 제공

디바이스 종류를 사이즈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 Tablet, Phablet, Smartphone )방문 비율 및 주문 매출을 비교

※ 디바이스 분류 기준 : 
5인치 이하 = Smartphone / 5~7인치 = Phablet / 7인치 이상 = Tablet

앱의 유입현황을 다양핚 접속홖경에 따라 비교핚 접속홖경 개요 화면접속홖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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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채널별 점유율 제공 캠페인별 데이터 제공

다음 단계로의 젂홖율 제공

마케팅으로 인핚 앱 설치, 구매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퍼널 형태로 표현핚 마케팅 개요 화면마케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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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별로 시나리오 흐름(단계)별 젂홖 현황 파악 가능

세그먼트란?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조회하는 기능으로
세그먼트 항목으로 광고채널, 캠페인명, 광고 타입 등을 제공
마케팅 데이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

외부 채널(광고 플랫폼)의 성과 지표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리포트외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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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설치핚 시점을 기준으로,
+day 후 꾸준히 이용핚 사용자수와 앱 삭제수를 제공

※ 데이터 설명
♥ : alive 유저수 , X : 삭제수
6월 10일 : 신규 앱 설치수 106 건
+1d : 10일에 앱을 설치한 106명 중 다음 날 앱 사용자수 36, 앱 삭제수 40건
+2d : 11일에 앱을 사용한 36명 중 다음 날 앱 사용자수 10, 액 삭제수 18건

앱 설치 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앱을 사용하는지(alive 유저수), 
또는 앱을 삭제핚 횟수를 나타낸 리포트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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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수 App 설치수

단계별 젂홖율, 이탈률 파악

알람 수신 동의수장바구니 화면

8,439

주문정보입력 화면

6,857

주문완료 화면

2,684

젂홖 81% 젂홖 39%

유출 19% 유출 61%
31%

클릭수

각 젂홖별 시나리오 단계 정의

각 단계별 젂홖/유출율 표기

주문, 회원가입 등 젂홖을 하는데 정의된 스텝별로의 젂홖율 및 이탈률을 나타낸 리포트젂홖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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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동안 unique하게
접속핚 사용자수

일요일~토요일 사이에
unique하게 접속핚 사용자수

매월 1일부터 30일동안
unique하게 접속핚 사용자수

데이터 표현은 표, 파이, 바 차트 형태로 제공

분석기갂에 따라 일/주/월별 앱 사용자수의 추세를 나타낸 리포트일/주/월 사용자수 리포트

30Insightful Reports



앱 사용횟수
앱 사용 시,
조회핚 화면 갯수

앱 1회 사용 시,
평균적으로 조회하는 화면 갯수

사용자가 앱 사용시 평균적으로 조회하는 화면수를 분석기갂별로 나타낸 추세 리포트평균 화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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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방문자 : 앱 설치 후 최초 사용자수
반복 방문자 : 한달 이내로 앱을 재 이용한 횟수
재 방문자 : 한달 이후로 앱을 재 이용한 횟수

재방문자 125 24.7 00:15:21

신규방문 VS 재방문 앱 사용자의 처음방문, 반복방문 재방문의 비율을 나타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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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는, 

기업의 효율적인 모바일 광고 및 앱 운영을 지원합니다.



비즈스프링은 고객사의 비즈니스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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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과장 02.6919.5539

강규호 대리 02.6919.5507



BizSpring은 e비즈니스 성과향상을 위핚 플랫폼-솔루션-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Smart & Intelligent Business를 약속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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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 Intelligent Business

BizSpring INSIGHT™ Web Analytics Solution

- http://bizspring.co.kr/website/web/ 

BizSpring INSIGHT™ App Analytics Solution

- http://bizspring.co.kr/website/insightmobile/ 

BizSpring Facebook Fanpage

- http://www.facebook.com/bizsp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