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ftoff는 아시아 태평양 기반 배차 서비스 앱의 
목표치보다 CPI를 33% 감소했습니다
도전 과제 
동남아시아의 배차 서비스 모바일 앱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Grab은 설치 후 사건(첫 동승)의 비율을 
높이면서 CPI 및 CPA는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Liftoff에 접촉했습니다. 캠페인은 
초기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Android 사용자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해결책
Grab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Liftoff는 모바일 
앱 추적 및 기여도 분석 플랫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AppsFlyer에서 설치 및 첫 탑승 사건의 관련 
포스트백 데이터를 전달받았습니다.

Grab 캠페인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Liftoff의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ML) 플랫폼이었습니다.  
빠른 테스트와 모델링으로 짧은 탐색 기간을 가
진 후 ML 플랫폼은 Android 기기에서 Grab 앱을  
설치하고 첫 탑승을 예약할 것 같은 사용자들의  

유사 프로필을 생성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Liftoff는  
오직 이 유사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ML 플랫폼이 계속해서 캠페인 성과를 최적화하는 
동안, Liftoff 크리에이티브 팀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A/B 테스트했습니다. 팀이 실행한 A/B 테스트로는  
문구만 있는 경우, 애니메이션 vs 정적인 광고,  
이미지만 있는 광고 등이 있었으며 일부는 훌륭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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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초기 Grab의 Android 캠페인은 KPI를 넘어서며 긍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최소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및 초기 성과는 Liftoff의  
기계 학습 플랫폼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냈습니다. 적절한 탐색 시간 후 플랫폼은 빠르게 최적의  
유사 사용자를 학습하고 직접 마케팅하여 설치 후 탑승 예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용자를 피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쪽에서는 정적인 배너 광고와 애니메이션 광고를  
비교하는 매우 성공적인 A/B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배너는 정적인 배너에 비해 99% 향상된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정적 이미지 A/B 테스트에서는 차에 탄 사람(A 이미지) vs  
바이트에 탄 사람(B 이미지)을 보였습니다. 바이크에 탄 사람의  
B 이미지는 A 이미지에 비해 12% 향상된 전환율을 나타냈습니다.  
기타 Grab 캠페인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CPI를 목표치보다 33% 더 낮추었습니다
설치 후 바로 예약한 비율이 4.6% 상승했습니다
설치 사용자가 한 달 만에 66% 증가했습니다

기계 학습과 짝을 이룬 Liftoff의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강력한 콤보입니다. Grab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Android 캠페인을 통해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Grab

Grab은 동남아시아에서 선두를 달리는 배차 
서비스 앱이며 6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즉시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의 모바일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자가 타고 내릴 장소를 
지성하면 앱이 택시, 버스, 밴, 개인 승용차, 
바이크를 예약합니다. Grab은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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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배너는 정적인 배너에 비해 99% 향상된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info@liftoff.io | www.liftoff.io 

650-521-9692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Liftoff는 설치 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CPA 최적화 모바일 사용자 모집과 유지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마케팅 및 재타겟팅 플랫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