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앱 기능이 「My Apps」로 새롭게 태어납니
다.
2019년 1월 23일

모바일 시장 분석 앱에이프는 2019년 1월 23일, 대시보드에 새로운 기능인 「My Apps」
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기존의 관심 앱은 즐겨 찾는 앱을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하는 형식이었지만, 새롭게 단장한
「My Apps」에서는 즐겨 찾는 앱을 자유롭게 그루핑 할 수 있게 되어 일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그룹은 최대 8개까지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My Apps」에 등록한 앱을 홈 화면의 나의 모니터링 앱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업
데이트 이전까지는 관심앱 리스트의 상위 6개 앱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업
데이트를 통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편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함께 비교해 보고 싶으신 앱이나, 매일 확인해 보고 싶으신 앱을 그루핑하여 보다 편리하게 앱
에이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My Apps 설정 방법

① 등록하고 싶은 앱의 스토어 정보 및 앱 이용 정보 화면에서 관심 앱에 등록

② 화면 왼쪽 메뉴의 「My Apps」 클릭
③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 앱을 선택 (1그룹 당 20개 앱까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④ 메인 화면 하단의 앱 그룹에 추가를 클릭

⑤ 신규 앱 그룹을 작성하실 때에는 앱 그룹 명(20자까지 설정 가능)을 입력하여, 작성 버튼을
클릭.

앱 그룹은 이름이나 표시 순서를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My Apps」에는 최대 160개 앱을 등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
라서, 관심 앱 및 앱 그룹 관리 화면에도 검색창을 추가하여, 「My Apps」 안에서 원하시는
앱을 간단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 데이터 다운로드 역시 이제까지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앱을 그루핑하여, 일
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은 보다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나의 모니터링 앱 설정

① 「My Apps」를 클릭
② 관심 앱을 클릭
③ 나의 모니터링 앱에 표시하고 싶은 앱을 선택
④ 메인 화면 하단의 앱 그룹에 추가를 클릭
⑤ 나의 모니터링 앱을 클릭
※Android와 iOS에서 각각 6개 앱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번 「My Apps」 기능 추가 업데이트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는 「My Apps」의 그룹 기능과 연계되는 앱 비교 기능의 업데이트를 예정하고 있사오니, 많
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앱에이프는 항상 고객님과 소통하며,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주의＞
신 기능 「My Apps」 업데이트로 인하여, 홈 메뉴의 나의 모니터링 앱이 초기화됩니다. 번
거로우시더라도, 「My Apps」에서 재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