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ward offer push 효과 및 관련 기능 상호 효과 분석
(Alex의 추가 설명: 분석 내용을 상세히 파악 가능하도록 가급적 분석 레포트 원본을 유지 했으나, 본 문서의 모든 숫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모든
숫자는 임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LAP-901 리워드 오퍼 푸시 효과 분석
(Alex의 추가 설명: 모든 데이터 분석 요청과 업무는 Jira를 통해 진행 됩니다. 요청/결과 전달 업무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 내용의
보관/공유/평가에도 유용합니다.)

1. 분석 요청 내용
1. 리워드 오퍼 푸시가 리텐션을 높이는가?
2. 리워드 오퍼 푸시로 유입된 유저는 리워드만 받고 나가는가?
- 럭키박스도 방문하는지? 방문한다면 어떤 페이지들을 거쳐서 가는지?
- 다른 페이지를 방문하는지? 어떤 페이지에서 오래 머무는지?
- 리차지도 하는지? 등 을 리워드 오퍼 푸시 유입이 아닌 유저와 비교
3. 럭키박스로 유입된 유저가 오퍼월도 방문하는지? (Alex의 추가 설명: 오퍼월은 사용자들이 광고를 보고 현금성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앱 내
페이지 입니다.)
2. 분석 결과
a. 오퍼월 이용현황
i. 오퍼월 사용자들의 신규여부 현황
1. 오퍼월 이용자들의 일별 비율을 봤을 때, 기존유저 : 신규사인업 유저의 비율은 약 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 1월 9일과 1월 10일의 경우 기존유저의 오퍼월 이용자수가 증가한 것은 매스푸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ii. 오퍼월 사인업 기준 오퍼 이용률
1. 신규 사인업 중 오퍼월 의 이용비율은 푸시 기간전의 경우 일 평균 약 1.7%정도 나타내고 있음.
2. 푸시기간의 경우 일 평균 2.5% 정도 나타내고 있음.
3. 신규 사인업 중 오퍼월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iii. 푸시 받은 유저들의 리텐션
1. 오퍼월 푸시를 받은 기기들의 일 평균 리텐션은 D+1기준 약 87.8%임.

iv. 오퍼월 사용자들의 기간별 리텐션 분석
1. 푸시 이전기간대비 푸시기간동안 신규사인업 후 오퍼월을 이용한 유저들 리텐션이 일 평균 4.4%p 높음.

b. 럭키박스 & 오퍼월 사용여부 확인
i. 2016년 12월 26일 기점으로 당일 사인업 후 오퍼월 이용자 중 럭키박스를 이용하는 숫자가 역전됨.

ii. 신규 사인업 유저에게 럭키박스와 오퍼월의 연관성은 있는가?(12월 26일 기점으로 분석수행)
1. 분석방법 : 독립성검정(카이제곱검정)
2. 가설
a. 귀무가설 : 신규 사인업 입장에서 오퍼월과 럭키박스는 서로 관련이 없다.
b. 대립가설 : 신규 사인업 입장에서 오퍼월과 럭키박스는 서로 관련이 있다.
3. 결과
a.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1월 16일까지의 오퍼월 및 럭키박스 교차표

a.

구분

luckybox

No-luckybox

Offer

19,802

12,324

No-offer

267,138

1,096,830

b. 카이제곱 검정 결과
i. p-value 가 유의수준 (alpha = 0.05)보다 작기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
ii. 위와같은 이유로 대립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신규사인업 입장에서 오퍼월과 럭키박스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