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게이지먼트를 재정의한다

어트리뷰션 파트너(MMP)의 이벤트 + 광고주의 크리에이티브 에셋

와의 만남
당사는 모바일 앱이 가장 수익성 높은
유저 그룹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 유저, 휴면 유저를
퍼포먼스 기반으로 리타깃팅하고
퍼널내에서 리인게이지먼트,
리타깃팅하여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 특성에 맞춘
로직 설계

활성화

업세일

잔존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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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리인게이지먼트 인가?

더 높은 리텐션률

더 높은 매출

32%

95%

2019년 평균 앱 잔존율

95%의 유저가 인앱
결제 경험이 없다.

앱 내 액션 증가

71%
71%의 유저가 90일 내에
휴면 유저로 전환된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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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인벤토리

오디언스 그룹
배달 앱,
남성 19~24세

퍼블리셔
스트리밍 앱,
여성 34~40세

피트니스 앱, 무료 체험,
정기이용권 구입,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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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성

•

데이터는 개발 사일로에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됨

•

리프트 분석

•

세그멘테이션과 A/B 테스트 진행

•

코호트 리포트

•

개인정보 보호 강화 (GDPR, CCPA)

•

리포트 작성 API 연동

•

개별 고객 데이터 = 해당 캠페인 적용

•

대시보드 액세스
(유애피 대시보드 확인)

•

20 이상의 SSP 연동

•

다이렉트 파트너십.

•

다이내믹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작업 진행

NO Network

•

개인별 맞춤 메시지 노출

CVR와 ROI에 기준으로 실시간

•

이미지, 비디오, 네이티브 이용

비딩 진행
•

•

가능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매니징
55

모든 단계에서 유저 유입 최적화

예상 고객 UA 마케팅 진행
앱 다운로드 및 인스톨

신규 유저
유저별 최근 인스톨 액션을 리타깃팅하여
전환율을 높임
액티브 유저
유입 유저를 대상으로 한 앱 내 이벤트 확대
예: 튜토리얼, 데모 진행
과금 유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전환율을 높임
예: 장바구니 담기, 레벨 달성
우량 유저
고객의 LTV를 유지하고 향상시킴
예: 지속적인 구매 유도, 구독 서비스 활성화

액티브 유저
리타깃팅

앱 오픈
First 인게이지먼트

휴면 유저의
리인게이지먼트

Next Action
Conversion

고관여 유저의
잔존율 제고

반복 구매
(지속적인 구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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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ity Report
방법론
퍼널 위치, 최근 방문, 타임 라인 및 빈도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 코호트에 리인게이지먼트 타겟팅.
컨트롤 그룹(10%)과 테스트 그룹(90%)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리타깃팅 노출함
해당 그룹
상승율 측정 : 컨트롤 그룹과 테스트 그룹 사이의 주요 매트릭스를 통해 생성된
상승율(Lift) 추세 측정
· 매출 / · 전환율 / · 유저 LTV

캠페인의 영향을 측정, 비교, 분석

전환 이벤트

그룹 90%,90%,
컨트롤
그룹그룹에서
10%로 유저를
실시간 유저 분할: 테스트 그룹에서
컨트롤
10%의구분하여
유저를 분할
테스트 진행
다이내믹한 오디언스 세그멘테이션. 구매 퍼널 위치, 방문 빈도, 빈도에 따른
유저를 세분화하여 코호트별로 구분함

인크리멘털
리프트

고스트 입찰 진행
유연한 데이터 수신 업데이트 : 수동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터 가능함

테스트 그룹

컨트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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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KPI 측정: 주요 퍼포먼스 지표를 위한 Lift 생성
예시 : 유저 타겟 그룹 1,152,564명, 컨트롤 그룹 320,763명
진행 방안
데이터 편향없이 유저 분할
포스트백에서 유저를 랜덤하게 나눔

전환율

ARPPU

100% 투명하게 진행
컨트롤 그룹의 유저군에는 캠페인을 진행
하지 않음.

증가

타깃 그룹

타깃 그룹

컨트롤 그룹

컨트롤 그룹

테스트 기간
4주간 테스트 진행

퍼널 위치, 방문 빈도, 빈도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높은 코호트를 리타깃팅함

분석과 리포트
유니크 컨버전

테스트 기간 후에 대시보드를 통해 추세 분
석 및 확인 가능

유니크 컨버전

ARPU의 상향 추세 분석
과금 증가액

OS별, 앱 이벤트별 분석

과금 증가액
타깃 그룹

컨트롤 그룹

타깃 그룹

컨트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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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A를 사용하지 않는 Retargeting 진행

타겟팅의 정밀도를 높이는 3가지 방안
- 유저 리텐션을 높여 앱의 성장과 인게이지먼트 구현
<광고주 앱, 퍼블리셔 앱 모두에서 옵트 인 한 유저>

어트리뷰션 계측 법

ReAppi 플랫폼은 Deterministic(결정론적인) 툴을
사용하여 앱의 액티브 유저 시퀀스를 학습함으로써
액티브 유저를 찾아내고 IDFA, GAID, IDFV, 앱 유저
ID와 같은 유니크한 식별자를 이용하여 타겟팅 광고
를 전달합니다.
<유저 에이전트, IP 등 기존에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세그먼트>

인게이지먼트 패턴을 기반으로, 고관여 유저는
특별한 유저 세그먼트로 그룹화됩니다. ReAppi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추가 유저 시그널을 이용하여,
유저를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 정보를 가진 액티브 유저 에이전트. OS
의버전, 디바이스의 벤더와 모델
• IP 어드레스: 국가, 우편번호, 휴대전화 사업자 등
<확률론적 어프로치와 컨텍스추얼 데이터의 조합>

Probabilistic(확률적인) 툴은 유저의 시그널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머틱하게 액세스 합니다.
유저 에이전트 데이터, 로컬 ID (버블리셔 ID,
SSP ID), 퍼블리셔 앱, 디바이스 상세, 유저의
제한적인 광고 세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컨텍스트 데이터 등
확률적 툴과 컨텍스트 정보를 조합하는 것으로,
유저 세그먼트내의 고관여 유저를 프로그래머틱하게
접근하여,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

어트리뷰션은 듀얼 옵트인이
수행되고 있는 경우 컨버전을
일으킨 컨버전 이벤트, 클릭,
임프레션을 추적하기 위한
결정론적인 ID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이 광고주측, 퍼플리셔측
또는 모두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컨버전을 일으킨
클릭의 컨버전 이벤트 귀속은
딥링크내 시그널 (IDFA에 의거
하지 않음)을 사용하며, 결정론
적인 방법으로 MMP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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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다이내믹 광고
ReAppi는 행동 데이터와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고객에맞춘
다이내믹한 광고를 게재합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A/B 테스트를 통해 캠페인 퍼포먼스를 최적화합니다.

10

유저 액션 데이터에 따른 다이내믹 광고 게재
기존의 유저 행동 데이터를 근거로 유저 세그먼트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다이내믹 광고로 게재함으로써
인게이지먼트와 유저 구매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품과 서비스 :
XML, CSV 등 모든 데이터
소스를 활용함.

실시간 자동화 :
개인화된 광고(이미지, 동영상)
와 네이티브 광고를 고객별로
게재함.

개인 맞춤형 광고 :
적절한 타이밍에 각 고객별로
적절한 광고를 노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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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파트너? YouAppi!
지속적인 퍼포먼스 분석

매력적인 프라이싱 모델
CPA

지속적인 상향 추세 측정
1. 의도적인 개입
2. 고스트 비딩

다이내믹 CPM

브랜드의 안정성과 100% 투명한 데이터 분석
고객별 리포팅 API 제공

ROI / ROAS 결과에 따른 Tier 모델
CPE

대시보드를 통한 고객별 실시간 데이터 제공

고객 지원 전담 직원 배정
1:1로 실시간 캠페인 최적화 작업 진행
▪ 트레이닝 세션 진행
▪ 캠페인 전략 개발 및 테스트 진행
해외 서비스 진행
QA 및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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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ppi의 글로벌 파트너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게임

쇼핑

온디맨드 & 라이프스타일

핀테크 & 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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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Korea. 류명. +82 10 3295-3241. myong.r@youap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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