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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Sports, 슈퍼볼 48에서 최고의
시청률 기록
Fox Sports 방송국은 슈퍼볼 48 스폰서 계약에 따라 Adobe Analytic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디지털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슈퍼볼은 지구상 최대의 스포츠 행사
중 하나입니다. Adobe Analytics는 매우
뛰어난 제품이었으며, 앞으로도 Adobe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Clark Pierce, FOX Sports 모바일 및
고급 플랫폼 부문 수석 부사장

솔루션

성과

Adobe Marketing Cloud에 포함된
Adobe Analytics
시청자의 참여 유도

실시간 반응

실적 최적화

세계 최대의 스포츠 경기 중
하나를 전 세계 팬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 전략 최적화 및 광고
계약 이행

실시간 분석을 통해 모바일 앱의
실적 업데이트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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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Sports

고객 참여도 향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시호크스와 덴버 브롱코스가 맞붙은 슈퍼볼 48은 수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미국 슈퍼볼 역사상

www.foxsports.com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TV 경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열렸던 어느 연간 행사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모이게 한 이 Super 슈퍼볼은 경기만큼이나 인기 있는 광고로 주목 받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날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
• 수백만 명의 동시 접속 사용자에게
스트리밍 비디오 전달

• 광고 노출에 대한 후원사와의
계약 준수

• 웹 및 모바일 앱에서의 신속한 분석

슈퍼볼 48의 공식 방송사인 FOX Sports는 사상 최대 시청률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TV 외에도 태블릿과 데스크탑을 비롯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팬들이 이 행사를 시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FOX Sports는
슈퍼볼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스포츠 팬들이 어디에서나 시청하도록 FOX Sports 채널과 경기를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새로운 모바일 앱인 FOX Sports GO를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채널은 인기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후원업체에게는 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됩니다.
FOX Sports의 모바일 및 고급 플랫폼 부문 수석 부사장인 Clark Pierce는 "바쁜 사람들을 위해 스포츠 행사를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FOX Sports GO는 스포츠 팬들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으로, 최상의
화면에서 FOX Sports 스포츠 행사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팬들은 더욱 편안하게 어디에서나 라이브로
현장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나 후원업체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모바일
디바이스 시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FOX Sports는 Adobe를 비롯한 여러 기술 파트너를 통해 강력한
스트리밍 및 동영상 측정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FOX Sports는 TV 시청자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또는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주요 경기를 시청하게 될 모든 디바이스
사용자같이 이 경기를 시청하려는 모든 스포츠 팬들을 위한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FOX Sports는
시청자의 행동, 고객의 이전 시청 경험, 클릭 및 시청한 광고 수 등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시각적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 FOX Sports는 Adobe Marketing Cloud에 포함된 Adobe Analytics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FOX Sports는 실시간 비디오 분석을 통해 스트리밍한 사용자 및 광고 노출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Pierce는 "상당히 많은 시청자가 FOX Sports GO를 통해 슈퍼볼을 시청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한
실시간 분석 및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간대를 모니터링하고 광고 노출을 추적하여 팬들과
후원업체에 고품질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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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실시간 분석 및

신속한 경기 내용 업데이트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간대를
모니터링하고 광고 노출을
추적하여 팬들과 후원업체에
고품질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Adobe는 FOX Sport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석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Clark Pierce, FOX Sports
모바일 및 고급 플랫폼 부문
수석 부사장

실시간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디지털 채널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슈퍼볼 48이 진행되는 동안 FOX Sports는 Adobe Analytics 대시보드를 통해 시청자 수와 광고 노출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OX Sports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기 내내 예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시애틀 시호크스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자 스트리밍 데이터를 통해 시청자 수가 하락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볼에서 거둔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FOX Sports GO는 모바일 스포츠 팬들에게 경기와 후원업체 광고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Pierce는 "슈퍼볼은 지구상 최대의 스포츠 행사 중 하나입니다. Adobe Analytics는 매우 뛰어난
제품이었으며, 앞으로도 Adobe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솔루션 개요
• Adobe Analytics 솔루션이 포함된
Adobe Marketing Cloud
사용된 기능:

• 마케팅 리포트 및 분석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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