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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ining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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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마이닝을이용한

데이터사이언스전문기업

프로세스맵
데이터분석

Process Discovery

프로세스
모니터링

Process Monitoring

프로세스
개선

Process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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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 Market Guide for Process Mining: 2년연속등재

• 글로벌 Process Mining 솔루션대표업체 19개사선정 (2019)

-유럽 13 / 미국 2 / 캐나다 1 / 호주 1 /브라질 1 / 한국 1 (퍼즐데이터)

출처: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939836/market-guide-for-process-mining

Gartner – 프로세스 마이닝 마켓 가이드(2018, 2019년)

https://www.gartner.com/doc/3870291/market-guide-process-mining
https://www.gartner.com/en/documents/3939836/market-guide-for-process-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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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마이닝: 이벤트 로그를 통한 프로세스 모델 도출

(Process Mining: Discovering process models from event logs), 

윌 반 데르 알스트, 네델란드, 2004

Process Mining(프로세스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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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및분석

프로세스

모니터링및비교

프로세스

지속적인개선

시스템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맵을 자동으로 생성/가시화/분석

프로세스 가시화

다양한 프로세스 맵 분석

강력한 필터 연계 분석

Root-Cause Analysis

멀티유저 대용량 처리

PC
Mobile

소요시간 병목구간 중복 작업 비교/예측
Web Log, E-Commerce, Mobile App, Desktop Action

ERP, CRM, MES, PLM, E-Mail, Messenger, Database

Event Log 

Process Mining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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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Event Log”를 추출하는 것이 필수

Firstcontact

CaseID Activity Timestamp
Resource …

MakeTicket

Survey

InternRepair

ExternRepair

RepairReady

TicketReady

CaseID: 23-8432의
Process

2018-01-08 5:17

2018-01-08 5:17

2018-01-12 4:19

2018-01-13 6:57

2018-01-13 16:57

2018-01-14 11:17

2018-01-14 15:14

Event

Process Mining : Event Log →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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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ase ID Activity

10:01 1 A

10:02 2 A

10:03 1 B

2 C

3 A

1 C

1 D

2 B

3 E

4 A

2 D

5 A

3 D

4 C

4 B

5 E

4 D

5 D

A

B

D

C

Case 1

A

C

D

B

Case 2

A

E

D

Case 3

A

C

D

B

Case 4

A

E

D

Case 5

A

B C E

D

Process Map / Model

프로세스 마이닝: Event Log →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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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혁신 PI 

Process Innovation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 마이닝

2712 patients

29258 events

264 different activities

by Process Mining

Process Mining
• Alpha Mining, Genetic Mining, Heuristic Mining

• Process Model Mining, Perfomance Analysis

정보시스템 이벤트 로그 데이터
• ERP / CRM / OCS / PACS / E-Mail / Message / DB

• MES / Sensor (IoT) / Network / Server / IT

기존 프로세스 분석

내원

귀가

입원

선택진료
동의 사인

진료의뢰서 등
록

타원영상
자료 등록

수납
(창구/무인)

검사 접
수

진료 접
수

진료

수납
(창구/무인)

처방전
발급

원내약 수령

증명서류 발
급

검사

진료 예
약

검사 예
약

입원 예
약

Interview?
Documents?
Survey?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더 많은 분석과 인사이트

데이터 기반 Process Mining(프로세스 마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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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Map

Restricted information

No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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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ap : The basic of DX

Zoom in - zoom out

Various views (hotels, fuel stations, restraints, … )

Current location

Dynamic content

Traffic information

Navigation & Prediction … AI 

Process Mining : 

The Basic of DX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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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Log based Process Mining Demo(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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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구간 (Bottle-neck) 반복구간 /중복구간

ProDiscovery프로세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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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 Audit

Change requests 

went directly to 

implementation

프로세스비교및검증

2,321/0

2,852/15m

712/0

1,917/38s

ProDiscovery프로세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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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성과분석
Performance 
Metrics

Process Model Organizational Model

Social Networks Analysi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udit
Compliance

Simulation

프로세스마이닝

Start

Register order

Prepare

shipment

Ship goods

(Re)send bill

Receive payment
Contact

customer

Archive order

End

PuzzleData ProDiscovery -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Platform



Puzzle Data Process Mining Academy

ProDiscovery 와 Google Analytics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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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edium.com/@pedrorobledobpm/
process-mining-plays-an-essential-role-in-digital-transformation-384839236bbe

Puzzle Data ProDiscovery란?

• 퍼즐데이터의 자체 개발 프로세스 마이닝 솔

루션

• 프로세스 마이닝(Process Mining)을 기반으

로 한 데이터 분석 툴

•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모든 산업군에 적용 가

능

• 직관적인 UX/UI로 End user가 쉽게 사용 가

능하며, 다채로운 분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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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 이상 패턴 도출

프로세스 개선
Process Simulation
(개발 중)

기존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세스 확인, 
이에 대한 세부 분석 가능

병목 구간, 업무 정체 구간, 
업무 몰림 현상 등의 문제점
확인, 개선된 프로세스 도출
로 비즈니스에 기여

복잡한 웹 로그 데이터를
단순화,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프로세스에 대
한 이해 가능

프로세스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지표 향상에
대한 예측으로 시행 착오

감소

ProDiscovery의 분석 관점 및 목표

“유저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쇼핑을 할까?”

“구매 과정에서 왜 이
페이지로 유입 됐지?”

“이 페이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UX개선 시 전환율 상승
을 예상할 수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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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nalytics란?

• 구글의 웹 사이트 트래픽 분석 도구

•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

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에 기반한 분석

제공.

• 가격, 성능, 접근성과 완성도가 뛰어나며

웹 분석 도구로써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

•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 사용 가능

(프리미엄 버전 ‘구글360’ 전환 시 과금)

검색엔진
Naver
Daum
Google

소셜
Facebook
Instagram

Blog

디지털광고
Banner
Search

Targeting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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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소스(source) / 매
체(medium) 에 따른 세션
수, 이탈율, 전환율 확인

유저들이 사이트를 체류하
는 동안 페이지 별 방문 수, 
체류시간, 사이트 성능 확인

잠재고객 가능성이 있는
방문자들의 언어, 지역, 
도시 등의 정보 제공

페이지 내 구매 수, 
회원 가입 수 등의

KPI 성과 측정

“우리의 잠재고객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광고 매체가
효율적일까?”

“유저들은 어떤 페이지
를 많이 볼까?”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많이 구매했을까?”

Google Analytics의 분석 관점 및 목표

고객분석(Audience) Acquisition

고객행동(Behavior)전환율(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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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scovery 와 Google Analytics 차이점

E-Commerce의 마케팅, 판매성과 측정, 분석용 솔루션

프로세스 마이닝기반 고객 행동 프로세스 분석 솔루션
Content  Here



22

22

각각의 도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핵심질문은?

• 새로운 유저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 들어올까?

• 이번 기획전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쿠폰은 어떤 쿠폰 일까?

• 이번 달 전환율은 몇 이지? 지난 달에 비해 상승했나?

• 19년 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얼마나 팔렸을까?

Google Analytics

•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다 이탈했을까?

• 유저들은 웹 사이트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 구매를 한 유저들은 구매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한 경로를 거쳐 구매했을까?

• 체류 시간은 높은데,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ProDiscovery

ProDiscovery와 Google Analytics에 적합한 분석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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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목적

Content  Here

비교 분석
동일한 데이터를 각각의 툴을 이용
분석하여, 분석 결과의 예시 및
상호 보완 가능성 제시

DATA

Google Analytics

데모 계정(Demo Account) 이용 분석,
2017년 매출에 기여한 유입 채널 및
판매 상품을 잠재고객 > 행동 > 전환
순으로 분석

ProDiscovery

ProDiscovery 이용 분석,
구매 여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쇼핑몰 고객 행동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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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설립된 빅데이터 솔루션 대회 플랫폼 회사로 2017년 3월에 구글에 인수.
• 기업이나 단체가 다양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순위경쟁
을 하는 플랫폼

• 본 비교 분석에는 Kaggle에 올라온 공개 Google Analytics 데이터 셋 이용: 
(www.kaggle.com/c/ga-customer-revenue-prediction/data)

Kaggle 그리고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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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데이터 기간

• 16년 8월 11일 ~ 18년 4월 30일

• 유저 수 : 176,910명, 

• Session 수 : 195,995개

• 로그 데이터 구성

• GA의 RAW Data 중 일부 dimension

(PagePath, ChannelGrouping, Source, 

Medium, Landing/Exit Page …)

26

분석 Kaggle 데이터 설명(www.kaggle.com/c/ga-customer-revenue-prediction/data)

• URL : shop.googlemerchandisestore.com(현재 운영 중)

• 구글 관련 상품(의류, 텀블러, 가방 등) 판매

분석데이터관련 E-commerce 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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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Sample Data
(www.kaggle.com/c/ga-customer-revenue-predictio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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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nalytics 분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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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즈니스 성과 분석

• Acquisition : 월별 세션 수는 상반기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월에 가장 높음(1월 세션

수 : 69,966, 11월 세션 수 : 109,884)

• Behavior : 이탈율은 7월 이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9월(55.51%)에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Conversions : 월별 전환율은 8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0월에 가장 작았고,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10월 전환율 : 

1.94%)

• 전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cquisition

유저 수
(Users)

55,920 54,003 60,120 58,230 54,694 55,389 61,729 72,199 74,276 84,560 76,772 80,725

세션 수
(Sessions)

69,966 66,573 74,858 71,872 69,867 68,557 77,374 90,230 94,920 94,920 109,884 100,859

Behavior

평균 체류시간
(Avg. Session Duration)

162 157 159 161 174 158 168 153 121 139 144 125

이탈율
(Bounce Rate)

45.11% 47.37% 48.49% 48.58% 45.09% 46.85% 47.71% 50.72% 55.51% 51.98% 45.67% 51.65%

Conversions

매출액
(Revenue)

$399,577 $318,610 $365,827 $412,650 $314,407 $333,584 $382,792 $415,044 $365,412 $412,291 $511,304 $513,500 

전환율
(Ecommerce Conversion Rate)

3.03% 2.53% 2.70% 2.54% 2.93% 2.86% 2.71% 2.69% 2.04% 1.94% 2.2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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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 2017년 유입 매체 별 성과 분석

• 세션 수는 높지 않으나, 전환율 및 매출액이 큰 매체

• mail.googleplex.com/referral, gdeal.googleplex.com/referral, site.google.com/referral

• gdeals.google.plex.com/referral : 세션 수는 전체 2.14%이지만, 높은 전환율(24.5%)과 매출액(전체 매출액 대비

26.1%)을 발생시키고 있음

• 세션 수는 높으나, 전환율 및 매출액이 낮은 매체 : google/organic, youtube.com/referral, google/cpc

• google/organic : 전체 세션수의 44.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환율은 0.8%로 낮은 수준

• googleplex, google로 부터 유입되는 유저들의 높은 전환율이 매출액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Source / Medium Users New Users Sessions Bounce Rate Pages / Session
Avg. Session 

Duration
Ecommerce 

Conversion Rate
Transactions Revenue

google / organic 366,037 356,905 447,854 49.74% 3.91 137 0.83% 3,707 $399,489

(direct) / (none) 133,237 133,176 177,543 50.71% 4.04 158 2.77% 4,911 $1,076,803

youtube.com / referral 92,939 92,335 99,912 67.05% 2.08 54 0.02% 21 $376

google / cpc 46,227 43,598 65,683 69.04% 2.90 92 0.81% 533 $59,501

mall.googleplex.com / referral 41,121 33,250 80,322 14.72% 8.26 298 9.38% 7,535 $1,106,902

analytics.google.com / referral 16,516 12,943 22,057 52.43% 2.85 175 0.01% 2 $12

Partners / affiliate 14,696 13,688 18,487 55.07% 2.92 158 0.05% 10 $584

gdeals.googleplex.com / referral 9,843 6,927 21,362 9.39% 9.22 353 24.46% 5,226 $1,238,647

sites.google.com / referral 9,108 6,568 16,183 20.48% 7.25 274 16.64% 2,693 $619,377

m.facebook.com / referral 5,199 5,094 5,623 70.50% 2.14 54 0.09% 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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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 2017년 Landing Page별 성과

• ddd

• gdeals.googleplex.com 으로 유입된 전체 세션 중 약 72%는 메인 페이지(/home)로 유입됨

• 이탈율이 매우 낮고, 전환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이탈율 : 3.50%, 전환율 : 26.87%)

• nest/nest-usa 상품군은 유입 매체와 상관없이 높은 전환율을 보임

• 유입매체 : sites.google.com/referral, 전환율 : 18.86% 

• 유입매체 : (direct)/(none), 전환율 : 21.01%

Landing Page Source / Medium Sessions % New Sessions Bounce Rate Ecommerce Conversion Rate

/home google / organic 221,142 80.16% 47.71% 0.90%

/home (direct) / (none) 98,443 78.68% 55.51% 1.18%

/google+redesign/shop+by+brand/youtube google / organic 94,816 91.83% 55.04% 0.20%

/home mall.googleplex.com / referral 62,439 49.42% 11.71% 8.38%

/home gdeals.googleplex.com / referral 15,350 44.77% 3.50% 26.87%

/google+redesign/shop+by+brand/youtube (direct) / (none) 15,014 93.11% 64.21% 0.17%

/google+redesign/nest/nest-usa sites.google.com / referral 11,551 49.20% 19.46% 18.86%

/signin.html (direct) / (none) 11,545 55.94% 39.37% 4.89%

/google+redesign/nest/nest-usa (direct) / (none) 6,227 72.28% 26.56% 21.01%

/basket.html (direct) / (none) 5,265 58.14% 33.9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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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 2017년 상품별 성과

• ddd
• 17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군은 Nest(구글의 스마트 홈 관련 기기 브랜드)로, 65%의 매출이 해당 제품군

에서 발생

• Nest 제품군의 상세 페이지를 본 후, 장바구니 추가하는 경우는 약 51%,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4%

Product Source / Medium
Product 
Revenue

Unique 
Purchases

Quantity Avg. Price Avg. QTY
Cart-to-Detail 

Rate
Buy-to-Detail 

Rate

Nest® Learning Thermostat 3rd Gen-USA - Stainless Steel gdeals.googleplex.com / referral $235,886
1,231 1,583 

149.01 1.29 68.53% 35.41%

Nest® Cam Outdoor Security Camera - USA gdeals.googleplex.com / referral $222,798
1,191 1,872 

119.02 1.57 65.28% 30.54%

Nest® Learning Thermostat 3rd Gen-USA - Stainless Steel (direct) / (none) $179,463
920 1,191 

150.68 1.29 60.51% 39.40%

Nest® Cam Indoor Security Camera - USA gdeals.googleplex.com / referral $175,399
1,092 1,474 

119.00 1.35 49.40% 28.29%

Nest® Cam Outdoor Security Camera - USA (direct) / (none) $139,503
748 1,138 

122.59 1.52 57.57% 26.96%

Nest® Cam Indoor Security Camera - USA (direct) / (none) $136,513
829 1,136 

120.17 1.37 55.19% 27.33%

Nest® Cam Outdoor Security Camera - USA sites.google.com / referral $130,647
669 1,098 

118.99 1.64 55.67% 24.70%

Nest® Learning Thermostat 3rd Gen-USA - Stainless Steel sites.google.com / referral $127,131
651 853 

149.04 1.31 66.11% 31.25%

Nest® Learning Thermostat 3rd Gen-USA - Stainless Steel mall.googleplex.com / referral $123,817
598 831 

149.00 1.39 55.62% 30.97%

Nest® Cam Indoor Security Camera - USA sites.google.com / referral $102,978
611 865 

119.05 1.42 43.70%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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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ion - 2017년 구매 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

장바구니 추가 → 개인 정보 서식 작성
단계로 넘어간 세션은
약 40%(약 60% 이탈)

개인 정보 서식 작성 → 
지불 방법 단계로 넘어간 세션은
약 81%(약 19%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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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년 구매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Conversion)

주문 내용 확인 → 주문 완료
단계로 넘어간 세션은
약 95%(약 5% 이탈) 

지불 방법 → 주문 내용 확인
단계로 넘어간 세션은
약 85%(약 15% 이탈) 

Conversion - 2017년 구매 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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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nalytics 분석 요약

• ddd

• Attract

• 유입 채널 중 세션의 유입 수와 별개로 전환율이 높은 채널이 존재 - mail.googleplex.com/referral, 

gdeal.googleplex.com/referral, site.google.com/referral

• Behavior

• Nest (구글의 스마트 홈 관련브랜드) 는 랜딩페이지로써 유입채널과 관계 없이 유입수가 높고, 전환율 또한 높음

• 전체 전환율 2.53%, 세션 당 해당 페이지 랜딩 시 전환율 : 17.93%

• Conversion

• 17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상품은 Nest 상품군이며, 전체 매출의 약 65% 발생

• 전환율이 높은 유입채널과 전환율이 높은 랜딩페이지 모두 Nest 상품군 구매로 이어지며, 매출의 약 50% 차지

• 추가 가능 분석

• 고객 정보 관련 데이터 존재 시 향후 분석 가능 시나리오

• 매출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Nest 상품군의 유입 채널 별, 연령 별, 성별 Segmentation 후 타겟 고객에 대한 지속적

인 광고 노출 실시, 추가 구매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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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마이닝기반 고객 행동 분석 내용

동일 Google Analytics 데이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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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 전체 프로세스 맵

Product Detail 상품상세페이지

Product List 상품 목록

Quick View 상품 퀵뷰

Product Click 상품 클릭

Promotion Click 프로모션 클릭

Add to Cart 장바구니 담기

Basket 장바구니 페이지

Signin 회원 로그인

Order Form 양식 작성

Payment 
Method

구매 방법 결정

Review Order 구매 전 검토

Order 
Completed

구매 완료

구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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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 1) 전체 구매 프로세스

구매 O 구매 X

케이스 개수 9,355 (1.18%) 782,213 (98.82%)

케이스 당 이벤트
수

27.22 3.25

평균 수행시간 16분 49초 1분 36초

• 구매를 포함한 케이스

• 구매 프로세스 : Basket > Order Form > Payment Method > Review Order > Order Completed

• 로그인 프로세스 : Basket > Signin > Register Success > Main After Login > Basket

• 장바구니 제거 프로세스 : Basket > Remove from Cart > Basket

• 장바구니 등록 프로세스 : Product Detail > Quick View > Add to Cart >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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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 2) 로그인 프로세스

구매 O 구매 X

케이스 개수 9,355 (1.18%) 782,213 (98.82%)

케이스 당 이벤트
수

27.22 3.25

평균 수행시간 16분 49초 1분 36초

• 구매를 포함한 케이스

• 구매 프로세스 : Basket > Order Form > Payment Method > Review Order > Order Completed

• 로그인 프로세스 : Basket > Signin > Register Success > Main After Login > Basket

• 장바구니 제거 프로세스 : Basket > Remove from Cart > Basket

• 장바구니 등록 프로세스 : Product Detail > Quick View > Add to Cart >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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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년 구매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Conversion)프로세스 가시화: 3) 장바구니 제거 프로세스

구매 O 구매 X

케이스 개수 9,355 (1.18%) 782,213 (98.82%)

케이스 당 이벤트
수

27.22 3.25

평균 수행시간 16분 49초 1분 36초

• 구매를 포함한 케이스

• 구매 프로세스 : Basket > Order Form > Payment Method > Review Order > Order Completed

• 로그인 프로세스 : Basket > Signin > Register Success > Main After Login > Basket

• 장바구니 제거 프로세스 : Basket > Remove from Cart > Basket

• 장바구니 등록 프로세스 : Product Detail > Quick View > Add to Cart >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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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 4) 장바구니 등록 프로세스

구매 O 구매 X

케이스 개수 9,355 (1.18%) 782,213 (98.82%)

케이스 당 이벤트
수

27.22 3.25

평균 수행시간 16분 49초 1분 36초

• 구매를 포함한 케이스

• 구매 프로세스 : Basket > Order Form > Payment Method > Review Order > Order Completed

• 로그인 프로세스 : Basket > Signin > Register Success > Main After Login > Basket

• 장바구니 제거 프로세스 : Basket > Remove from Cart > Basket

• 장바구니 등록 프로세스 : Product Detail > Quick View > Add to Cart >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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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가시화: 구매 미 포함 주요 프로세스

구매 O 구매 X

케이스 개수 9,355 (1.18%) 782,213 (98.82%)

케이스 당 이벤트
수

27.22 3.25

평균 수행시간 16분 49초 1분 36초

• 구매를 포함하지 않은 케이스

• 단일 이벤트를 가지는 케이스가 전체 케이스의 약 60% 비중 차지

• 주로 메인 페이지 또는 제품 정보 페이지만 확인 후 이탈(Main : 39%, Product Detail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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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년 구매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Conversion)이상 프로세스 패턴 도출(구매 프로세스)

Order Form Payment Method Review Order

• 구매 프로세스 : Basket > Order Form > Payment Method > Review Order > Order Completed

• Basket : 장바구니, 구매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페이지

• Order Form : 카드 청구서 주소 및 배송지를 입력하는 구매 단계의 첫번째 페이지

• Payment Method : 결제수단을 입력하는 구매 단계의 두번째 페이지

• Review Order : 제품 정보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는 구매단계의 세번째 페이지

• Order Completed : 구매 완료 시 열리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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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년 구매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Conversion)이상 프로세스 패턴 도출: 3가지 케이스

Review Order을

수행하지 않고

구매 완료Payment Method 

이후 종료

Order Form을

수행하지 않고

종료

구매 의지가 없는 케이스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다른 프로세스로 구매한 케이스
(구매 단계 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고 구매를 완료한 케이스)

• 구매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 케이스

(구매 프로세스 : Basket > Order Form > Payment Method > Review Order > Order Completed)

1. 구매 의지가 없는 케이스

2.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3. 다른 프로세스로 구매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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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7년 구매단계별 Funnel Visualization(Conversion)이상 프로세스 패턴 도출: 1) 구매 의지가 없는 케이스

Order Form 수행X Order Form 수행O

케이스 개수
(비율)

775,105 
(97.92%)

16,463 
(2.08%)

케이스 당
이벤트 수

3.04 24.57

평균 수행시간 1분 28초 15분 15초

…

1. 구매 의지가 없는 케이스

• 구매 첫 단계인 Order Form을 수행하지 않은 케이스를 구매 의지가 없던 케이스

• 구매의지가 있는 케이스는 부분적으로 일정 패턴을 가지는 반면, 구매의지가 없는 케이스는 평균 이벤트 수

3.04 로 특정 패턴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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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프로세스 패턴 도출: 2)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Basket Order Form Payment Method Review Order Order Completed

Order Step
마지막 구매 단계

Order Form Payment Method Review Order:

2.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 구매 단계를 시작하였으나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한 케이스를 각 케이스가 수행한 마지막 구매 단계 기준으로 구분

• Order Form : Order Form을 수행하고, 그 이후 단계를 수행하지 않은 케이스(52%)

• Payment Method : Payment Method를 수행하고, 그 이후 단계를 수행하지않은 케이스(37%)

• Review Order : Review Order를 수행하고, Order Completed를 수행하지 않은 케이스(11%)

• 구매 단계 진행 도중 이탈한 52%는 주소 입력 단계에서 이탈(Order Form : 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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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프로세스 패턴 도출: 3)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Review Order

Payment Method

Order Form

Order Completed

3.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 Order Form에서 나간 세션은 America 외의 대륙이 57.73%를 차지(Europe : 31.81%, Asia : 23.09%, 

Ocean : 2.61%, Africa : 0.22%)

• America 외의 대륙은 주로 주소 입력 단계에서 구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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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개선: 3)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3.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

• 배송지를 America 대륙의 Canada, USA 두 국가만 선택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이탈 발생.

(America의 Order Form 이탈율 : 11.98%, Europe의 Order Form 이탈율 : 89.57%, Asia의 Order Form 

이탈율 : 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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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

• 프로세스 가시화

• 구매 프로세스, 로그인 프로세스, 장바구니 등록/제거 프로세스 확인

• 구매를 하지 않는 케이스 60%는 단일이벤트를 가짐

• 이상 프로세스 패턴 도출

• 구매 진행 중 이탈한 케이스는 52%는 주소 입력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이탈하였고,

America 외 대륙의 이탈 구매 단계 80%가 주소 입력 페이지(Europe : 89%, Asia : 84%)

• 구매 진행 중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구매를 진행한 케이스의 53%는 구매품목을 수정함

• 프로세스 개선

• 이상 프로세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 페이지 개선 제안 가능

• 추가 분석 가능 부문

• 데이터 수집 기간의 UI/UX 정보 존재 시 향후 분석 가능 시나리오

• UI/UX 개선에 따른 실제 유저 행동 패턴의 변화 분석

프로세스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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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iscovery+Google Analytics : 고도화된 고객행동분석 솔루션 조합

E-Commerce 사이트의 마케팅, 

판매성과 측정, 분석용 솔루션

프로세스 마이닝기반의

고객행동 프로세스 분석 솔루션
Content  Here

보다 빠르고

정확한

고객행동분석을 통한

상세한 고객분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