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에 있어  

왜 숫자가 필요한가? 
Why UX and design need numbers? 

올레 샵 개편 사례발표 



‘KT 공식 온라인 채널’ 

 

iPhone / iPad 

핸드폰/인터넷/패드/에그 등 

KT상품 온라인 판매 

 

-kt 올레샵- 

올레 샵은…. 



Philosophy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Philosophy:누구에게 

독자 소비자 고객 사용자 시청자 관객 



경험을…(John Dewey, 1933, Art as Experience) 

Philosophy:무엇을 

창작이나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서 기본 의미를 정의 

감상적, 인식적, 향유적인 것은 경험과 연관되고,  

이것은 미적인 것으로,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을 드러내는 말. 

또한, ‘예술적(artistic)’과 ‘미적(esthetic)'이라는 말을 구분. 



Philosophy 

고객 또는 사용자에게, 

일상적인(Seamless) 경험을 주어야 한다. 



1단계 
: 상품 선택 



2단계 
: 주문하기 



3단계 
: 배송 및 인증 입력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에 있어  

왜 숫자가 필요한가? 
Why UX and design need numbers? 

사례발표 주제 



많은 조사 방법은 

돈, 시간, 노력, 그리고… 설득의 어려움 

Usability Test 

 몇몇의 숫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나? 

 정성적 내용을 어떻게 지표화시키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데 어떻게? 

 

 

Contextual 

Inquiry 

Survey 

User Profiling 

Focused 

Group 

User Interview 

Affinity 

Diagram 

Lab Test 

Ethnography 



그래서, 
쉽게~ 쉽게~ 그 방법을 찾아서...전략을 설정. 

 있는 것 사용하고 

 유사한 것 따라 하고 

 남들 아는 것 적용하고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 
 

 있는 것 사용하고 

방문 고객 성향 
구매 고객 성향(고객 프로파일분석) 
이용자 성향: UV,PV,자주 이용하는 메뉴 
유입경로 
유입키워드 
방문자의 주 접속지역 
성별/연령 

통계 툴 

리서치 

바이럴 

온라인 설문조사 
FGI 
전문가 인터뷰 

연관 검색어 
검색최적화 
파워FB유저  
유저 포스팅 
블로그 
지식인 
User voice 

숫자 ”  “ 



온라인에서 자주 논의되는 숫자 

 진성 고객 수(로그인 UV)변화 

 방문 대비 페이지 소모 비율 

 방문객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메뉴의 클릭 수) 

 제품보기 페이지에 머문 시간(초) 

 주문결제 페이지에 머문 시간(초) 

 주로 유입되는 Site 및 유입키워드 

 일일 방문자 수  

 방문고객 당 제품보기 횟수 

 방문자의 주 접속 지역 

 제품보기 대비 주문결제 전환률 

 가입유형 별 개통/주문취소 

 구매고객 프로파일(성별, 연령대, 고객등급, 사용 개월, 별)  

방문고객 당 제품보기 횟수 

제품보기  주문결제 전환(고객) 

제품보기 페이지 소요시간(초) 

주문결제 페이지 소요시간(초) 

제품보기  주문수 전환 (고객) 

상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는 비중 

카테고리 내 하위 상품 보기 횟수 및 시간 



 유사한 것 따라 하고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에 연속적으로 

+ = 

상식 ”  “ 



상식이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
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
력 및 사리 분별. 

두산백과 

 유사한 것상식적인 것 



 남들 아는 것 적용하고 
그 느낌, 그것, 말 안 해도 아니까. 

제가 할께요!  
느낌 아니까~ 

공감 ”  “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기분’    

두산 백과 사전 
 

공감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 

데이비드 호우, 공감의 힘, 27p 

 남들 아는 것 
          나도 아는 것 
          그래서, 공감되는 것 



공감 
Sympathy 

상식 
Common Sense 

숫자 
Number 

객관적데이터 

일상적인, 평범한  
경험 

공통된 
느낌, 감정 feel 

숫자,  상식,  공감 
(number) (common sense) (sympathy) 

남들 아는 것 적용하고 

유사한 것 따라 하고 

있는 것 사용하고 

“                           ” 

“                      ” 

“                   ”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은 평소에 문자와 통화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완전무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 사용하시면 단말기를 35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이 요금제는 지니음악1년 무료 상품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3군데만 필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사람-사람에서의 경험 

핸드폰 바꿀려구요. 



사람-스크린에서의 경험 

쇼핑사이트 홈 카테고리이동 상품선택 

혜택보기 

할인내역보기 

옵션선택 

지불금액 확인 

로그인 주문서 작성 

용량/크기 

색상 

가입유형 

완료 

동의서 작성 

주소입력 

카드결제 

확인 



오프라인 경험 온라인 경험 

사람-사람 사람-스크린 

! 



개편 방향 
 

1. 오프라인의 상식적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연속시키자. 

 

2. 고객(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공감하자 

 

3. 사용자 행동이 제시하는 숫자를 살펴보자 



전체 Process 

오프라인의 행동 패턴을 온라인으로~! 
 계산서 UI) 
  상품, 혜택, 가격을 찾기 쉽게 
 

- 방문자수, 
- 전환률,… 

스크롤은 짧게, 
덜 복잡하고 덜 딱딱하게 

Usability  
  Test  

혜택이 더 잘 와 닿게, 
구매프로세스를 더 쉽고 간편하게 

홈 상품 
개선 모바일 상품 

개선 



서비스 구축과정: 시각화 단계 

<아이디어 스케치> <와이어 프레임> <시각화> 



<기능 테스트> <사용자 만족도 테스트> <오픈> 

서비스 구축과정: 기능, 사용자 검증 



홈 상품 개편(PC) 



홈 상품  

1. 주제파악 

On/off 연속적으로 숫자 분석 
사용자 행동 파악 

목표

 주문결제전환률상승

 주문결제머문시간단축

Reference 분석 



나의 혜택, 사은품을 눈에 확~ 띄게! 다양한 상품을 쉽게 비교 및 쉬운이동~ 그래서 총금액은? 

홈 상품  

2. 개선 방향 설정 



홈 상품  

3. 서비스 오픈 

http://shop.olleh.com/weblogic/HomeInternetServlet?productCode=213202001 



홈 상품  

3. 서비스 오픈 

http://shop.olleh.com/weblogic/HomeInternetServlet?productCode=213202001 



방문 고객당 제품 보기 횟수 증가 

홈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원인 : 상단 상품별 네비게이션 기능의 메뉴 제공 

고객(사용자)니즈  

 고객(사용자)는 웹에서 다양한 상품을 서치함 

명확한 목표(구매)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음 

유사상품 군의 경우, 상대 비교를 통해 정보 파악 



제품보기주문 결제 전환 상승 

홈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원인 : 제품선택, 상세내용과 금액보기, 주문하기 단계 명확 

고객(사용자)니즈  

 화면에 제공하는 정보가 명확함을 선호함 

구매까지 총 3단계로 빠른 주문 원함 

내가 지불할 금액을 알면 구매 여부가 명확해 짐 



제품보기 소요 시간(초) 하락 

홈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원인 : 혜택, 주문 옵션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 

고객(사용자)니즈  

 얼마인데? 내가 받는 혜택은 뭐지? 가 제일 중요한 정보 

내가 내는 금액의 세부 내용을 원함 



주문결제 페이지 소요시간(초) 하락 

홈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원인 : 필수 항목의 선별 기입 

고객(사용자)니즈  

 나의 정보는 필수 사항이라도 기입이 불안 

꼭 필요한 정보만 표기되어 빠른 기입 가능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는 비중 감소 

홈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원인 : 모니터 가시영역에 중요정보 배치 

고객(사용자)니즈  

 마우스 스크롤이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안에 정보 제공필요 

세일즈카피, 혜택 및 상품내역, 결제금액을 좌우로 배치 



홈상품 개편 후 숫자가 알려 주는 insight 

 내가 받을 혜택은 무엇인가? 
 얼마의 금액을 내야 하는데? 
 더 더 더 더 짧은 단계로… 
 보이지 않으면 알고 싶지도 않다. 



모바일 상품 개편(PC) 



모바일 상품  

1. 주제 파악 

고객 또는 사용자는  

 내가 받을 혜택은 무엇인가? 

 얼마의 금액을 내야 하는데? 

 더 더 더 더 짧은 단계로… 

 보이지 않으면 알고 싶지도 않다. 



모바일 상품  

2. 개선 방향 

제품페이지에서 최종금액  
계산이 가능하네~! 

스크롤은 줄이고, 폭은 늘려  
시원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바로 입력, 바로 금액확인 



모바일 상품  

3. 구축 



모바일 상품  

3. 구축 

http://shop2.olleh.com/indv/indvProdView.do?prodId=1056 



모바일 상품  

3. 검증 

‘이용 편리성 및 구입 프로세스’ 평가 

 89.6%가  To-be 선호  구매  전, 할인 혜택을 적용 
 최종 월 납부금액을 계산해  바로 확인 
 구입프로세스가 더 간편 



모바일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제품 보기 페이지에 머문 시간 감소 

원인 : 혜택과 할인금액이 바로 계산됨 

고객(사용자)니즈  

 혜택과 할인금액, 납부금액은 가장 중요한 정보요소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 

상세페이지 보기에서 주문페이지로 전환된 횟수 감소 



모바일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1인당 상세페이지 보기 방문 횟수 감소 

원인 : 다양한 옵션을 한번에 선택 가능(개발 개선) 

고객(사용자)니즈  

 상품에 대한 옵션은 한 페이지 안에서 제공하여 

다른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는 것을 선호함  



모바일 상품  

4. 오픈 후, 통계 추이 

주문완료 비율 상승 

원인 : 상세 페이지에서 가격 시뮬레이션 완료 

고객(사용자)니즈  

 내가 받을 혜택과 할인금액, 납부금액을 명확히 제시
하면 가/부가 명확해짐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에 있어  

왜 숫자가 필요한가? 

다양한 방법론을 실행하기 어려울 때, 

디자인을 실적으로 어필하고 싶을 때, 

그리고, 

더욱더 전문적으로 일 하기를 원할 때,  

 



질문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