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sh Invest, Liftoff와의 협력으로 연결된 
은행 계좌 수 134% 증가 

사례 연구 | 금융 앱

도전 과제
Stash 는 안내를 제공하고 신규 투자자가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누구든 단지 5달
러만으로도 손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Stash는 앱을 설치할 뿐만 아
니라, 은행 계좌를 Stash 서비스에 연결할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Android에서의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Liftoff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해결책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
서, Stash는 Liftoff에 설
치 수, 등록 수, 연결된 
계좌 데이터를 포함한 
이전 캠페인에서의 포
스트백 데이터를 제공
했습니다. Liftoff는 선
두를 달리는 모바일 앱 

추적 및 특성 분석 플랫폼인  AppsFlyer 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 보았습니다.

Liftoff의 ML(기계 학습) 플랫폼은 이 포스트백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테스트와 모델링을 수
행하고, 계정을 활성화한 Stash 사용자의 핵심 
특성을 식별해냈습니다. 그런 다음 앱 설치에서 
은행 계좌 연결로 이어지는 단계를 완료할 확

률이 높은 사용자의 유사 프로필을 생성했습니
다. Liftoff의 크리에이티브 팀은 일련의 광고 크
리에이티브 A/B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광고 형
식과 규모, 크리에이티브 요소를 실험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테스트에는 배너 광고의 광고 문
구, 각기 다른 내러티브와 비주얼의 인터스티셜 
비디오, 정적 네이티브 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Liftoff는 유사한 청중을 타겟으로 한 
광고에 입찰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앱을 설치
하고 은행 계좌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Stash 투자자를 위해 최적화되어 전달되었습니
다. 가장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전달하고 반
복하여 캠페인 성과를 높이고자 크리에이티브 
A/B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https://www.stashinvest.com/
https://www.appsflyer.com/


결론
실행 후 1달도 안 되는 기간에, Stash 캠페인은 기대치를 초과
했습니다.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던 주된 이유는 광범위한 A/B 
크리에이티브 테스트 덕분이었습니다. Liftoff는 네이티브 광고 
문구 및 이미지 테스트는 물론 배너 광고 문구 테스트도 수행했
습니다. 정적 네이티브 광고 테스트는 앱의 핵심 장점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끌어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
다.
 
가장 큰 규모의 성과는 비디오 광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앱 시연 비디오는 가상의 내러티브를 연기자가 연기하는 라이
프스타일 광고보다 더 큰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중 
하나에서는 앱 시연 비디오가 일반적인 상업 광고보다 설치 수
를 17%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디오에서의 
움직임, 특히 앱 시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시청자의 주의를 
사로잡아 높은 전환율로 이어진 겁니다.

캠페인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앱 설치 수 99% 증가
클릭률 6.2% 증가
설치 후 활성화(은행 계좌 연결) 17.4% 증가
설치 후 행동(은행 계좌 연결) 134% 증가

무척이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Stash는 
더 높은 LTV(고객 생애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 계획을 
세우고 평균 일일 지출을 96.3% 늘려 캠페인을 확장했습니다.

Stash Invest

Stash Invest, 는 모두가 투자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OS
와 Android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Stash는 
복잡한 금융 장벽을 무너뜨려,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자자는 35개 
이상의 엄선된 투자 항목 중 선택하여 자신의 
관심, 생각, 목표를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설립
뉴욕주 뉴욕에 본사 위치

“Liftoff는 자신들의 강점을 직접 보여줍니다. 먼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약
속을 지키죠. Liftoff 팀은 고객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무척이나 신
속하게 응대합니다. Liftoff는 변화하는 우리의 요구 사항을 민감하게 감지
하고 이에 맞는 빠른 대응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운 다음, 그 
기대치를 초과 달성하죠. ”

Annica Lin ·Stash Invest의 고객 유치 담당자

info@liftoff.io | www.liftoff.io 

Get started today. 

Liftoff is a full-service mobile app marketing and retargeting platform that uses post-install data to run true CPA-optimized 

mobile user acquisition and retention campaigns.

https://www.stashinv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