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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 Qualtrics�소개

• 대학에서의활용사례

• 아카데믹리서치에서의활용

• 학생경험관리에서의활용

• 향후Workflow



IPO

2021

Acquisitions 
Usermind

Acquisitions 
CLARABRIDGE

5,000+
employees

3,000+
employees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약 4,900여 명의 임직원들이 20년간 경험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각 산업별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전세계 약 1만 4천개 이상의 고객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Leader in Experience Management category
G2 Grid Report for XM

#1 Leader in Voice of the Customer Applications
Gartner Market Guide

Leader in Voice of the Customer category
Gartner Magic Quadrant 2020

customers globally Data scientist

of Fortune 100

employees in 25 
offices globally

YoY Growth Enterprise 
retention



아카데믹리서치 법인 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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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easy-to-use,�deep�analytical�
platform

Students�matriculate�into�the�workforce Build�out�XM�platform�

고등교육

Bringing�learnings�back�to�higher�education

TODAY

3,000+�
education
customers

STUDENT�XM
FACULTY�&�
STAFF�XM

QUALTRICS�IN�HIGHER�EDUCATION��

Qualtrics 스토리 - beloved�in�academia��

퀄트릭스는오랜기간동안전세계유수의대학들과협업하고있습니다.

처음은 학술연구플랫폼부터시작하였습니다.

대학의 연구활동및학생/교직원들에대한경험관리를더잘수행할수있도록수년에걸쳐도움을드리고노하우를익혀

왔습니다.



QUALTRICS�IN�HIGHER�EDUCATION��

Ranked #1 in 7 Categories 
Including

• 서베이방법
• 타당성과상관관계분석
• 권장사항및워크플로우
• 기능사용편의성
• 커스터마이징
• 비젼및로드맵
• 시장의기능요구에대응

Qualtrics Ranked #1 in EXM



QUALTRICS IN HIGHER EDUCATION

전세계 100대 경영대학중,
99곳에 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



QUALTRICS IN HIGHER EDUCATION

현재, 전 세계 3,000개 이상의대학과
협업하고있습니다.



지원자 증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학생 만족도 향상

IT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

학생 참여 및
동창들의 기여 활동

학교 평판/지위 향상

QUALTRICS IN HIGHER EDUCATION

전세계유수의대학에서는디지털참여를중심으로하는
학생경험관리에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University

대학 평판 및 지원자 경험관리

+ 대학 평판 향상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설문
➢주요 학부/단과대학 경쟁력 조사
➢개선사항 등에 대한 VOC

+ 대학 지원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반영

= 지원자 수/ 입학률 증가, 평판 개선, 마케팅 비용
절감

교직원 경험관리

+ 직장 및 업무 만족도 평가
+ 360도 다면평가
+ 강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재학생 경험관리

+ 강사 및 강좌에 대한 평가
+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 대학생활 내 각종 건의사항 수렴

= 학생 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 증가, 졸업률 증가,

신입 지원자들에게 긍정적 영향

각종 설문/연구조사 활동

+ 세계적 수준의 학술/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다양한 형식의 기본 문항 형식 활용
➢데이터 분석 및 AI 시각화 툴을 활용한 결과물

도출

➢이메일/모바일/SNS�등 다양한 배포 형식 지원

= 설문조사 시간 절약, 양적&질적 개선, 데이터 보안
강화, 비용 절감

WHY�QUALTRICS��

대학에서의활용사례



아카데믹 리서치



+ 설문조사과학자들이설계한 100개 이상의질문유형및템플릿

라이브러리

+ 파일업로드, 스크린샷, 드래그앤드랍기능과같은고급기능

+ 가장유연한설문조사플랫폼으로별도의코딩이필요하지않음

+ 전세계 3,000개 이상의대학에서의각종연구목적의설문조사에활용

OUR�VISION�IN�PRACTICE�

아카데믹리서치/설문조사

어떠한수준의복잡한리서치/설문조사도수행가능한세계적수준의학술연구플랫폼을통해연구의속도와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Speed�&�Quality�of�Research
↑ Data�Privacy�&�Security
↓ Research�Costs



+ 웹, 모바일앱, SMS, 각종 SNS, QR�코드 그리고챗봇등을활용하여

설문조사실시

+ 목적하는정확한대상을타겟팅하여보다스마트한연구실행

+ 설문조사프로젝트에참여하는여러연구자들에게레벨에따른권한
부여

OUR�VISION�IN�PRACTICE�

아카데믹리서치/설문조사

전세계수백만명의연구자를포함한인사이트전문가들이활용하는강력하고지능적인설문조사플랫폼입니다.

↑ Speed�&�Quality�of�Research
↑ Data�Privacy�&�Security
↓ Research�Costs



+ 리서치를위하여고급로직및브랜칭(질문 응답에따른유도질문설계)
옵션 활용

+ AI기반의강력한정량적, 텍스트분석툴을활용한 Insight 도출

+ 설문조사를동료들과공유하여프로젝트를진행하는데협력

+ 설문조사참석대상자에대한데이터수집에서개인정보/보안 그리고
데이터분석및시각화에이르기까지원스톱솔루션

OUR�VISION�IN�PRACTICE�

아카데믹리서치/설문조사
교수진과학생으로하여금어떠한수준의복잡한리서치/설문조사도수행가능한세계적수준의학술연구플랫폼을통해

연구의속도와품질을향상시킵니다.

↑ Speed�&�Quality�of�Research
↑ Data�Privacy�&�Security
↓ Research�Costs



아카데믹 리서치
- Cast�Study



문제점

﹢ 정확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구성에 있어 한계

﹢ 복잡한 설문조사 구성에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여 소수의 연구원들만이 수행

솔루션

﹢ 텍스트, 객관식, 빈칸 채우기 등 다양한 답변 유형으로 설문조사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제공

﹢ 가중 무작위와 같은 고유한 기능 활용

﹢ 자바스크립트 통합을 통해 보다 복잡한 설문조사를 만들고 니즈에 맞춤화

결과

﹢ 프로그래밍 필요 없이 대부분의 연구 달성

﹢ Yale 경영대학원 연구의 중추로 퀄트릭스 설립

﹢ 높은 수준의 설문/연구 과제를 직접 연구원이 직접 작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 구현

﹢ Can�easily�link�elab site�to�Qualtrics�to�run�surveys�and�capture�data�

﹢ 학술연구소 웹사이트와 퀄트릭스를 연결하여 쉽게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수집

퀄트릭스는프로그래밍이필요한

대부분의설문조사니즈를
없앴습니다.

또한 연구원들로하여금한번의
설문프로젝트추진을위하여

프로그래밍공부를하는
번거로움을없앴습니다.

ANDREW PEARLMUTTER,
MANAGER, BEHAVIORAL LAB,
YALE SCHOOL OF MANAGEMENT

OUR VISION IN PRACTICE 

Yale 경영대학이학술연구를간소화한방법



문제점

﹢ 설문조사 생성 작업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맞춤화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필요

﹢ 각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디자인 및 구현하는데 다수의 연구원이 소요

﹢ 다양한 형식의 문항을 만들고 조작하는 모든 것이 수동 프로세스

﹢ 온라인이 아닌 직접 수행 형식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수동 데이터 입력 및 처리로 인한 잦은 오류 발생

솔루션

UCLA�앤더슨 경영대학원은 Qualtrics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정교한 설문조사를 쉽게 설계하고 다양한 조건을 설정

﹢ 시간 지연,병합 및 텍스트 반복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응답자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설문 조사를 활용

결과

﹢ 테이터를 수집, 정렬 및 분석하는 시간 50%이상 단축

﹢ 한 연구원이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온라인 설문조사 구현

﹢ 데이터 수집에서 인적 오류 제거

﹢ 연구 결과물 도출 빈도의 증가

퀄트릭스이전에는값비싸고

오류가난무한온라인주제풀을
활용하여연구를실시했으나,

퀄트릭스는 더넓은범주로
효율적인설문조사/연구를

수행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
있습니다.

DR CORINNE BENDERSKY,
ASSOCIATE PROFESSOR,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

OUR VISION IN PRACTICE 

UCLA�앤더슨 경영대학원이학술연구를간소화한방법



문제점

﹢ 다양한 솔루션과 일회성 라이선스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을

초래

﹢ 싱글사인온(SSO)�기능이 구비되지 못하여 온보딩, 인증 및 보안에 대한 심각한 이슈

﹢ 종이가 아닌 관리 양식을 생성하려면 IT는 사용자 지정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야 했음

솔루션

﹢ 전체 대학에 대한 하나의 통합 솔루션 구독 권한 부여

﹢ 통합 싱글사인온(SSO)�기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솔루션에 접속

﹢ 교수진과 관리자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춘 양식을 생성

결과

﹢ 통합 플랫폼 활용으로 년간 2만불 비용 절감

﹢ 퀄트릭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많은 대학들과 지식 있는 교수들간의 커뮤니티 형성 및 협업

﹢ IT담당자는 이전에 커스텀 관리 양식 문제 해결에 소모해야 했던 학기당 100시간의 시간을 절약

내가오랬동안솔루션을위해

캠페인활동을해와서모두들
‘Mr 퀄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퀄트릭스가 이대학에가져다
주는가치는정말대단합니다.

J.P. PETERS,
DIRECTOR OF IT & COMMUNICATIONS,
UCF COLLEGE OF SCIENCES

OUR VISION IN PRACTICE 

센트럴플로리다대학이연구플랫폼통합을통한비용을
절감한방법



학생 경험 관리



+ 웹/모바일/ 설문조사등다양한접점을통하여응시자들에대한경험
정보수집

+ 신입생입학또는이탈의주요신호를미리식별하고결과를개선

+ 대학평판및브랜드가치향상을위한여러가지정보를응시자및
신입생들을통하여수집

OUR�VISION�IN�PRACTICE�

대학지원자대상으로의경험정보수집
예비학생들의경험정보를통해각종마케팅/프로모션활동을추진하고우수한학생유치를위한요건이무엇인지파악합니다.

새로운 입학생들을위한그들의성공적인대학생활의요건이무엇인지확인합니다.

↑ Matriculation�rate
↑ Diversity�and�inclusion�outcomes
↓ Recruiting�cost�per�student



등록률합격률 합격률대비등록률

지원포기의주요원인 재지원의사
지원포기자가치

첫해등록대비편입(transfer) 비율 - 월간

입학만족도 입학만족도 지원절차간소화 전반적인소통

수집된경험정보현황예시



+ 학생의캠퍼스내라이프사이클모든접점에서경험정보를단일
정보시스템으로축적

+ 수집된정보들은긍정적경험정보를극대화하고낮은만족도를
개선하는데활용

+ 피드백내용에대한분석 tool인 IQ는 만족도가떨어지는학생들을
조기에파악

+ 학생문제를신속하고효율적인비용으로해결하기위한자동화시스템

OUR�VISION�IN�PRACTICE�

학생들의대학생활만족도파악

다양한경로를통하여학생들의대학생활경험정보를수집하고만족요인과불만족요인을파악하여학생이탈을줄이기

위한선제조치를취합니다.

↑ Student�satisfaction
↑ Student�retention�
↑ Graduation�rate
↓ Student�service�costs

What�is�ideal�student�life?�Topics�and�
sentiment

Student�sentiment�word�cloud



경험정보회신수 주요항목별만족도지수

전체만족도

전체만족도

입학절차만족도 기숙사만족도

온라인교육만족도 교육프로그램만족도

수집된경험정보현황예시



가상교육만족도전반 체육활동만족도전반

가상교육만족도 가상교육학습자등록률 추천의향도

가상교육관련인자별만족도추이

가상교육에서의주요인자
내부적인만족도 프로그램종류만족도

내부참석자참석률추이

종목별만족도현황판

수집된경험정보현황예시



텍스트분석

주요인자들에대한 sentiment 분석

텍스트토픽

수집된경험정보현황예시



+ 휴대폰을활용하여손쉽게그리고빠르게강의평가실시

+ 학생및교수진의경험을경청하여강의성과에대한통찰력확보

+ 학생에게우수한강의질및교육경험을제공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
낮은점수의강의/강사에게 Alert

+ 강사들에게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들을지원하고결과를개선하기
위하여조기에실행가능한피드백을제공

OUR�VISION�IN�PRACTICE�

학술및강사/강의 평가

학생들에게우수한교육컨텐츠제공과학문적인성공을위하여수강하는강좌및강사에대한경험정보를청취합니다.

↑ Graduation�Rate
↑ Student�Well-being
↓ Dropouts�&�Deferrals

Course�evaluations

Course�
evaluations



+ 매일학생들의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를모니터링하고추세를
이해하여잠재적인문제를식별

+ 학생및교수진의복지를개선하고그들이어려움을겪고있을때
신속히개입하여조치를시행

+ 백신접종자현황을추적/관리함으로써잠재적인위험을효과적으로
통제및최소화

OUR�VISION�IN�PRACTICE�

학생들의건강, 안전을위한웰빙캠퍼스구축
학생과교수진그리고직원들의건강상태를효율적으로추적/관리 함으로서보다안전한캠퍼스를만듭니다.

↑ Student�health�and�wellness
↑ Community�trust
↓ Dropout�and�deferment



학생 경험 관리
- Cast�Study



문제점

﹢ 이전 도구로는 경험정보 수집 목적의 설문조사를 만드는게 느리고 복잡

﹢ 미리 알림을 보내는 것은 수동으로 DB를 정제하여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를 필터링 해야 함

﹢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 중 일부는 다시 코딩하고 통계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 해야 함

솔루션

듀크대학은 Qualtrics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 건너뛰기 로직, 브랜칭 기술등을 활용하여 맞춤화된 설문 양식 구현

﹢ 모든 공동 작업자가 검토 및 수정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액세스

﹢ 참가자가 스마트폰에서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 특정 질문이 특정 설문조사 참가자에게만 전달되도록 질문 블록을 활용

결과

﹢ 향상된 기능과 효율성으로 생산성 향상

﹢ 이전 솔루션보다 최소 2배 이상 경험정보수집을 위한 설문을 만들고 배포

﹢ 초대 및 미리 알림 보내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조사를 위한 시간의 80%절약

﹢ 별도의 코딩 수행 없이 리포팅 및 정보 분석 시간이 30%이상 절감

이전에는설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미리알림을보내려면
DB에서 응답한 참가자를
수동으로제거하고나머지그룹을

대상으로다시금보내야했습니다.
Qualtrics를 사용하면 경험정보

수집을위해자동으로 DB를
정제하여 응답하지않은사람에
한정하여링크를보낼수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과노력을절감
시킵니다.

JIALI�LUO,
ASSISTANT�DIRECTOR�OF�INSTITUTIONAL�RESEARCH,

DUKE�UNIVERSITY

OUR�VISION�IN�PRACTICE�

듀크대학이학생, 졸업자, 교직원들대상으로하는
자체만족도프로그램을향상시킨방법



Research
Basic�

Evaluation
Intensive
Evaluation

Implemen-
tation

Mainte-
nance

▪고객 Needs�
파악

▪업무프로세스
Research

▪ ROI�분석

▪비지니스케이스
In-depth 분석

▪소프트데모

▪ Q&A

▪심층 ROI 분석 &
POC

▪전략데모

▪계획검증

▪계약범주협의

▪구매결정

▪계약서체결

▪솔루션도입

▪교육지원

▪사후관리

Quatlrics는 아래와 같은프로세스를통해

리서치및학생경험정보활용에도움을드리려합니다.

향후Workf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