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의
마케팅
서비스

고객 획득 및 유지 마케팅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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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데이터, 테크놀러지, AI로 마케팅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AD:S의 마케팅 서비스

스포츠 베팅은 최근 몇 년 간 거대한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업체야말로 현지 시장과
개별 플레이어에 맞춤화된 풍부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고객 획득 및 유지 비용 절감. 프로모션 캠페인당

수익률 증진. 또한 심층 데이터, AI 파생 알고리즘 및

독자적 베팅 전문 프로그램형 테크놀러지를 결합하여
각 플레이어의 생애 가치(PLTV)를 증가시킴.

이것이 바로 당사의 ‘ad:s로부터의 마케팅 서비스’에
구현한 생각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베팅

서비스 공급업체로서 당사가 축적해온 깊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서비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고객을 찾고 유지하도록
귀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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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예산을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하게 사용

CPA 최대
40% 절감

당사 종합 서비스 마케팅 플랫폼은 베팅 전문
프로그램형 광고 및 AI 지원 방식을 제공하여
고객이 계속 서비스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당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고객 획득당 비용(CPA) 최대 40% 절감



권장되는 베팅에 대해 2~4배로



플레이어 활동 2~3일 후 정확한 예측을 내림



AI 권장 베팅에 대해

플레이어 생애 가치(PLTV)와 미래 베팅에서



누적 베팅을 25% 초과 증가



(표준 BI의 경우 2~3주)

85% 정확성을 제공(시장 평균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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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률 증가

3배 더 높은 베팅액을 권장

더 많은 플레이어를
참여시키고 매출을 증진
플레이어 생애 가치 증가

획득 효율성 증가

개인화

최적화

예상

재타겟팅

가장 적합한
가망 고객을 식별,
타겟팅, 입찰

유지

플랫폼을 방문하나
즉시 전환하지 않는
고객을 타겟으로 함

보너스 제공

예측된 가치에 따라
고객을 관리함(이전
행동을 기반으로 함)

개인적 관심사 및 이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와 관련성이
있는 동적 메시지

정확한 순간에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고객의 알려진 선호도, 행동,
지위에 맞도록 개인화된 베팅
권장 사항 및 여정

확장된 고객 여정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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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율적으로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




확장된 공급측 플랫폼(SSP) 네트워크,

프리미엄 퍼블리셔를 포함한 직접적 관계

및 비공개 마켓플레이스(PMP), 그리고 다른
배수 플랫폼으로의 통합을 통해 더 많은
대상에 도달하십시오





고객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예측을 기반으로 지출을 최적화하십시오*
있습니다. 85%가 넘는 정확도로 다음 7

일, 14일, 30일 내에 이탈할 고객과 예치할
고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타겟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합니다. 또한 여러

북메이커에 걸쳐 익명으로 플레이어를 식별하여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일 간의 활동만으로 고가치 고객을

찾아내고, 잠재적 VIP를 식별해냅니다. 가장
적합한 보너스 타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당사의 독자적인 사용자 지정 수요측

시점을 예측합니다

플랫폼(DSP)과 스포츠 캘린더 API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식 광고로 첨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3일밖에 걸리지 않는 플레이어 생애 가치

전 세계 1억 이상의 프로필에서 오는 데이터로
이들이 어떻게 베팅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각 획득 채널 및 캠페인에 대해

투자대비수익률을 빠르게 찾아내십시오

*표준 BI는 2~3주 걸림

**시장 평균은 50~5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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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리그, 이벤트, 과거 승리, 계절적
요인에 대한 실시간 자동 메시지로 고객
경험을 개인화합니다

프로그램형
고객 획득
고객층을 성장.
CPA를 최대 40% 절감.



타겟을 알기 – ad:s 데이터 관리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1억이 넘는 타겟 프로필로부터
인사이트를 확보합니다

당사 프로그램형 고객 획득 플랫폼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십시오.

더 큰 타겟층에 도달 – 주요 퍼블리셔와 목적
기반, 규정준수 SSP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
액세스를 확보하십시오

베팅 산업을 위해 특수하게 구축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최적화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예측과 재타겟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타겟에 적합한

더 효과적인 캠페인 – 당사의 독자적인 사용자
지정 수요측 플랫폼 및 스포츠 캘린더 API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메시지를 전달하여, 마케팅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CPA
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개인화된 메시지 – 당사의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 개인화(Dynamic Creative

Personalisation) 도구를 이용하면 광고가
어디에 사용되든 그에 맞춤화된 적절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팩트를 측정 – 멀티터치 기여도 모델은

정확히 전환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갖춰진 보고 대시보드가 모든
레벨에서 마케팅 깔때기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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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성공률

운용자의 CPA 타겟(100을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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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 획득당 비용(Cost-Per-Acquisition) 달성(운용자의 목표 대비 지표로서)

7

라트비아

스페인

루마니아

케냐

스웨덴

러시아

폴란드

나이지리아

25
가나

포르투갈

독일

캐나다

멕시코

미국

0

18

19

오스트리아

25

스위스

30

50

43

38

0

AI 플레이어
유지

플레이어의 생애 가치를 증가. 프로모션을
강력 지원.



플레이어에 대해 알기 – 당사의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PLTV와 플레이어 이탈

예측으로 마케팅 수익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플레이어 유지 모듈로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탈을 중단하십시오. 당사의 딥러닝 엔진은 85%가



넘는 정확도로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 생애 가치(PLTV) 및 플레이어 이탈 예측을

실시간으로 플레이어를 가치별 세분 – 잠재적
VIP를 포착하고 각 플레이어를 위한 최고의
보너스를 결정합니다

제공합니다(이 모두는 2~3일의 활동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 – 플레이어에게 완전히

개인화된 실시간 여정을 제공하고, 플레이어가

또한 당사 알고리즘으로 가치별로 플레이어를

좋아하는 스포츠, 리그, 팀, 계절적 요인에

플레이어에 대해 최상의 보너스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베팅을 권장합니다

세분하고, 7일만에 잠재적 VIP를 탐지하며, 각

걸쳐 가장 적합한 프리매치 및 인플레이

또 실시간 베팅 개인화는 고도로 개인화된 메시지를



만들어 클릭률을 2~4배까지 끌어올리고 AI 권장

베팅에 대해 최대 300%까지 베팅액을 증가시킵니다.

보다 관련성이 있는 메시지 –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팀과 이벤트, 과거 승리에 초점을
둔 자동화되고 관련성이 있는 메시지를

플레이어에게 전송합니다. 또한 사람의 관심사
및 이전 베팅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푸시합니다



일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미리 이탈을 예측 –
플레이어가 언제 돌아올지, 예치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7, 14, 30일
후 플레이어가 이탈할 확률은 얼마인지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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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성공률
Clicked bets percentage (control vs test)

클릭한 베팅 비율(대조군 대 실험군)
control

test

5.0
4.5
4.0

클릭한 비율

3.5
3.0
2.5
2.0
1.5
1.0
0.5
0.0

베팅 슬립 날짜

대조군



테스트
권장 기능에 대한 CTR이 대조군에 비해 지속적으로 2배 ~ 4배 높다는 사실을
통해 사용자 관심 및 미래 채택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예측 정확성(3일 플레이어 데이터 입력)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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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0%

60%

56%

56%

베팅

운용자 BI

BETRADAR AI

0%

운용자 BI

20%

BETRADAR AI

40%

플레이어 가치

비용 절감과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원하신다면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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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betradar.com/ads

© 2021 Sportradar AG

Betradar는 Sportradar의 브랜드입니다.
www.betradar.com

더 자세한 정보는 sales@betradar.com
또는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support@betradar.com

소셜 미디어에서 Sportradar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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