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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터  시 트

VMWARE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 

주요 동향 
모빌리티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는 어디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조직은 소비자 사용을 수용하기 위해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리케이션 채택, 관여 및 전환이 줄어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최종 사용자 경험은 비즈니스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사용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조직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전략의 성공을 보장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우수한 소비자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려면 조직에는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기기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 란? 
VMware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 는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전환을 늘리며 이탈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분석하고 연관시킴으로써 조직은 모바일 
수익을 극대화하고 활용을 향상시키며 유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쉽게 식별하여 애플리케이션 충돌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 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통찰력을 활용하면 
개발자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개발 
활동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 한 줄을 통해 개발자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류율과 
응답 시간 등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서비스와 API 
측정지표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의 충돌 및 오류가 발생한 
흐름을 빠르게 진단하고 문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소유주의 경우 사용자 흐름을 통해 로그인, 체크아웃, 청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발 팀의 조치가 필요한 
문제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련 정보는 
iOS 및 Android 를 포함한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완벽하고 통합된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하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대시보드 및 보고서에서 제공됩니다.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 를 통해 조직은 비즈니스 
통찰력을 활용하기만 하면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품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 는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자동으로 파악 

및 해석하여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전환을 늘리고 이탈을 줄일 수 있게 해 

줍니다. 

주요 이점 

• 애플리케이션 성능 통찰력을
활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채택, 관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환을

늘립니다.

• 데이터 및 사용자 흐름에 기반하여

사용자 이탈을 줄입니다.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얻어 더 높은 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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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기능 설명 

애플리케이션 개요 일간 활성 사용자(DAU), 롤링 월간 활성 사용자(MAU), 
애플리케이션 로드 및 DAU/MAU 비율 같은 측정지표로 
한눈에 애플리케이션 채택 및 활용을 모니터링합니다. 

네트워크 통찰력 응답 시간, 오류율, 요청 볼륨 및 데이터 입/출력을 
모니터링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및 특정 Endpoint 의 중단 
및 성능 문제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용자 흐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로그인, 체크아웃 
및 청구 등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개발 활동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드릴다운을 통해 
성공적인 사용자 흐름 및 실패한 사용자 흐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습니다. 

충돌 모니터링 가동 시간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자세한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버전, OS, 기기 및 
사용자를 포함하는 기기 진단 및 스택 추적을 통해 근본 
원인 분석을 가속화합니다. 현재 이 기능은 레거시 
Apteligent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대기 시간, 오류, 충돌, 예외 같은 측정지표 및 체크아웃 
또는 인앱 구매 같은 특정 Endpoint 를 기반으로 알림을 
설정하여 최종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를 
사전에 식별합니다. 현재 이 기능은 레거시 Apteligent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 사용자는 이동 경로를 사용해 성능 또는 웹 서비스 문제가 
일어난 정확한 단계를 다시 추적하여 문제 해결을 
가속화합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대시보드 
및 온디맨드 
보고서 

대시보드, 위젯 및 드릴다운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 성능, 
충돌, 문제 등에 대한 풍부한 시각화를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측정지표에 대한 온디맨드 보고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는 레거시 Apteligent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M w a r e  W o r k s p a c e  O N E  I n t e l l i g e n c e  |  3  

문서 제목 
 
 

 소프트웨어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는 독립형 제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 

VMware Workspace ONE Intelligence for 
Consumer App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vmware.com/products/workspa
ce-one/intelligence-consumer-apps.html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는 

구입 방법 

전화: 877-4 –VMWARE 

(북미 이외 지역: +1-650-427-5000,  

한국 지사 (02) 301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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