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ign innovation, user-oriented innovation is 

now essential for organizations seeking success 

in the global busines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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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 Map

Clients

Contacts

Bring your ideas into a reality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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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출신들이 만든 플랫폼 서비스 전문 Agency

플랫폼 서비스는 멈춰 서 있을 수 없으며,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 사용자와 함께 계속해서 진화해 나갑니다. 


디자인 주도 혁신, 사용자 중심의 혁신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한회사 티슈만의 창의적인 워크 프로세스로 귀사의 가치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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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나 
Cheif Executive Officer

네이버 커뮤니티실 과장

포스트, N드라이브, 포토 및 공통 뷰어

前 SK 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온 글로벌 PM 

네이트온 글로벌, SK그룹 메신저, 틱톡 글로벌

前 다모임 어플리케이션 기획자

mncast, 다모임, 매직원, 이미지편집기 외

구혜진
Chief Strategy Officer

LINE뮤직

Works 드라이브

N드라이브

About 서비스 기획

통합검색 서비스 기획

임정연
Chief Product Officer

CPO UX Lead

리워드형 핀테크 서비스 전략 및 UX 총괄

무선사업부, 북미 S/W 개발실 / 책임 연구원

갤럭시 시리즈 북미지역 특화 UX설계

Bluetooth 무선 인터랙션 S/W 연구 및 개발

네이트, 네이트온, 싸이월드 서비스 UX

네이트온 모바일 서비스 기획 및 프로젝트 PM

전문가들이 책임지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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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책임지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회사

정난희 
Chief Creative Director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Indiana University  
MBA in Marketing, Kelly School of Business

Creative Director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전략 기획 및 디자인, 카피라이팅

신라호텔 광고 캠페인

Ø The Best Creative of Cheil Worldwide (1993)

Ø IBO Silver Medalist (1994)

Ø New York Festival Finalist (1994)

서명원
Concept Design Director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 박사

Design Academy Eindhoven, NL

MA, Contextual Design.

UX Team Member

BI/BX 그 외 다수기업 브랜딩 담당

손민욱
Creative Writer

연세대학교 국문학, 사회학 전공

광고팀, 홍보팀

광고기획 및 홍보업무 전반(ATL, BTL)

도슨트, 전시기획및 운영, 행사주관

Ø 한국광고대상 (광고주부문)

Ø 전주 국제영화제 상영작 '천사는 바이러스'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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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심층분석
In-depth Analayzing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티슈는 사용자에 대한 다면적 접근방식과 심층 분석을 통해

고객사와 사용자의 pain point를 찾아내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획기반 디자인
Rooted Design

단순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상위 기획 및 전략이 각 레이어에 녹아 들어 기능과 심미성이

같이 작용할 수 있는 프렉티컬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Fast Prototyping

일반적인 텍스트 위주의 화면 기획 문서가 아닌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해,

top to bottom 모든 프로젝트 인력이 빠르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패스트 프로토타이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향성이 빠르고 쉽게 공유하기 위한 툴로서 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티슈만의 
기획, 디자인을 같이하는 효율적인 프로세스

강점,


비즈니스의 시각에서는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시각에서는 UI/UX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Key Screen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으로 기획과 구축 과정에서 사용성에 대한 이슈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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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디자인 풀스택 솔루션
티슈에서는 서비스기획, 디자인, 운영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고객사의 서비스 Phase에 맞춘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합니다.


UI부터 UX, CX까지. 티슈만의 풀스택 솔루션을 경험해 보세요.

7

Design in Person 

Service for Customers

Customers’ Perspective of 

Experience across Thouchpoints

Desgining a Single 

Product Experience

UI

UX

CX

Service Design Marketing

& Experience 


Design

Experience

Product 

Design

07

www.tishoo.com



STP Strategy
티슈는 사용자의 잠재된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30명 이상의 사용자 인터뷰 후,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세웁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겟시장에 원하는 포지셔닝으로 랜딩할 수 있도록 프로덕션합니다.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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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서비스의 잠재력 발견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것은 중요합니다.

NO.2
티슈는 잠재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세분화를 통해 예상 고객층이 존재하는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당사의 서비스를 포지셔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We listen,
We solve,
we do

User Interview Client Interview

User Targeting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와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봅니다. Ideation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Market Segementing

서비스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맥락과 관계를 파악하여 출발합니다.

Positioning

추상적인 포지셔닝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기반한  구체적인 포지셔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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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무한반복(Iteration)으로 진행되는 티슈만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으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획합니다.

3- Deliver

Market opportunity

Evolve

Hypothesis

Improvement opportunity
Customer need

Feedback

Prioritise

Prioritise

Build

Scale
Explore

Customer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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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방법론

Phase 1 Phase 2 Phase 3

Key Feature B

Key Feature B

Key Feature A

Key Feature C

Key Feature A

Key Feature C

Key Feature B

Key Feature C

Key Featu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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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방향에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능을 제시합니다.

Phase 1

페르소나 설정

Phase 2

키워드 추출

Phase 3

기능 정의

인터뷰 분석

페르소나 방향 설정

페르소나 디테일 세분화

PAIN POINT 파악

우선순위 설정

KEY WORD 추출

INFORMATION


ARCHITECTURE

화면 기획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페르소나에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페르소나 정의
실제 고객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VOC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페르소나를 설정합니다.


이후 서비스에 적합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을 정의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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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빈도 수 :

예약방법 :

중요도 : 

선호여부 :

동반자 :

동기 :

댓글, 리뷰 :

Topic1 :

Topic2 :

Topic3 :

Topic4:

Topic5 :

Topic6 :

김해나리 (여, 31세, 마케터)

저는 일단 요즘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전

반적으로 느낀 게 일단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배지가 다 달려 있고 뭐든 간에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좀 복잡한 것 같

아서 이벤트란을 안 보게 됩니다.요즘 

세대들은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거를 보고 같이 

따라 하면서 동일시된다는 감정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요즘에 친구들은 완전 

막 초대형 몇 십만 되는 인스타그램보

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을 더 보..

김상민 (남, 26세, 대학생)

불만 상황이라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글을 잘 적어놓은 글이잖아요, 과장되

게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상위에 

노출되니까 내리기가 불편할 때도 있고

요.. 아니면 광고를 봤는데 광고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이게 제일 최상단에 

올라오는 것들이 보기 싫더라고요. 알

림같은 경우는 어플에 설정해놓으면 편

하지 않나? 했었는데 알림 확인하는거 

자체가 귀찮대요 소리가 울리..

이지운 (남, 52세, 영화감독)

촬영 일정으로 인해 지방 출장이 잦습

니다. 외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류가 

오염이 많아 스타일러스 같은걸 중요시

해요. 직업 특성상 육체 노동이 많기 때

문에 반신욕으로 몸을 풀기도 하구요. 

목욕탕이 있고 무제한인 곳이 있으면 

좋아요. 그 외에 휴양 개념으로 갈때도 

있구요. 수영장은 무조건 있어야하고.. 

제가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그리..

그룹 세분화 심층 인터뷰
STP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Primary, Secondary, Tertiary persona를 설정합니다.

다양한 그룹의 인터뷰어들을 통해 정확한 타겟 사용자와 컨셉을 설정 후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솔루션을 도출해냅니다.

유사 앱 이용자 24명 심층 인터뷰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이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

마케터, 큐레이터, 아트디렉터, 사업가, 소믈리에, 


주부, 피아니스트, 사진가, 디자이너, 감독, 컨설팅 등

Activity Keyword

페스티벌 섬투어 스쿠버다이빙 루지

캠핑 패러글라이딩 스키 등산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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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정의 샘플
실제 고객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VOC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페르소나를 설정합니다.

이후 서비스에 적합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을 정의합니다.

“ 인스타그래머블 라이프! ”

#인스타그래머블 #마이크로인플루언서

#프렌치감성 #핫플레이스 #호캉스

About
이름     정해나

나이     31 여성 

직업     연봉 ~ 5000의 뷰티 브랜드 마케터 대리

가족     부모님, 남동생, 반려견 또롱이

주소     서울시 서초구 



트렌드 민감 / 아이디어 뱅크 / 목표분명 / 추진력 만렙 자기관리 철저 /

워라벨 중요 / 맞춤형 사교육에 정제된 교육

Search Process
나와 취향이 맞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정보를 여러 채널에서 탐색 후 아카이브


(너무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비싼 스위트홈이라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 중 제일 인스타그래머블한 호텔을 정한 후 


다양한 숙박 앱으로 사진, 가격, 리뷰, 평점 등을 서치한 다음,


남자친구에게 예약을 요청하고 깔았던 야놀자 등 숙박앱을 지운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가격을 트레킹하며 특가 가격 모니터링 하기도 한다.

Attributes
저렴한 숙소는 사용 후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아 싫어하고, 


친구들과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호캉스 모임 잦다. 


귀엽고 이쁜것을 좋아하며 sns 활동이 활발함.


성장기 시절 경제적 윤택함 속에서 귀하게 자랐다.

Core Needs
감성이 맞는 3,4성급 호텔 중심으로 쿠폰과 할인 행사가 필요


인스타그래머블한 포토스팟이 2-3 곳 이상 호텔 메이트 친구들과 정보공유


핫플레이스 주변 인스타그래머블한 숙소 추천, 개인 맞춤화된 키워드에 기반한 푸시알림으로 


원하는 핫딜을 바로 확인하여 파자마 파티용, 남친과 데이트용 등 니즈에 맞는 숙소를 보기 쉽게

Motivation
다다음달이 최대 국경일인 MY BIRTHDAY, 


남자친구와 럭셔리 호텔 데이트 또는


친구들과는 재미있는 생일 파자마 파티를 생각 중이다.

Pain Point
워너비 호텔을 가는 비용에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낌


어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깔아놓기 부담스럽다


가성비 모텔은 자신이 저렴해지는거 같아 사용이 꺼려진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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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 map

KANO MODEL
심층인터뷰에서 기능단위 사용자 피드백을 거쳐 

4가지의 품질 요소를 구분해 고객 만족도에 따른 UX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Wow Factors (매력요소)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충족된다면 고객에게 만족을 줄 요소

Performance Factors (기능요소)

충족의 정도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달라지는 요소

Must-Be Factor (필수요소)

서비스로서 당연히 포함해야 할 필수요소

Spec Out (제외고려 또는 미사용)

고객 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

고객 만족도

불충족 물리적 충족

불만족

매출  데이터
UX Writing

검색기능개선

즐겨찾기 메뉴
택배

발주

우리점포이야기

GS매거진

우리동네GS

선도관리내역

금고입금현황

G튜브
경영주 목표관리

시스템 관련 퍼포먼스

중분류 발주

행사상품

정책

매대순 발주

FF발주

발주현황조회

우리들의딜리버리

수불장

GS25백과사전

상품마스터
모바일기능개선

유사상권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자동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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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점포경영시스템 재구축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센터  R&D 진행

쿠팡 Travel 호텔 UX/UI 디자인

투어비스 서비스 리디자인

라쿠카라차 해외 항공 서비스 디자인

SK텔레콤 0프로젝트 서비스기획

현대카드 프리비아 메타 서치 서비스 기획

천재교육 영유아 서비스 서비스기획

Foxconn 포터블스피커 임베디드SW 서비스기획

현대자동차

Touvis

현대카드

GS리테일

LACUCALACHA

천재교육

Coupang

SK텔레콤 0

Foxc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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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미나

사업영역 Digital Creative Agency

플랫폼 서비스 기획

CX/ UX/ UI / BX

Digital Transfromation

설립일 2015년 12월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18-2 3층

contact@tishoo.com

M : 010-2171-7101

T : 02-6397-7101

웹사이트 https://www.tishoo.com/

tishoo.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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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nnovation, user-oriented innovation is 

now essential for organizations seeking success 

in the global business market.



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CX / UX / UI

We, The Tishoo, will create sustainable and

scalable growth-value through our unique

creative design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