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게임 플레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로 인적 자원을 유도하십시오.
스폰서 위치가되면 광범위한 플레이어 청중에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지도에서 귀하의 비즈니스를보고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와 비즈니스 방문에 대한
보상을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Early Access Beta로 제공되며 미국의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VID-19로 인해 현재 프로그램 참가를 일시 중지하고 있지만 신청 접수 및
검토 중입니다. 롤링 기반.

추가 업데이트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얻는 것
귀하의 비즈니스를 게임 내 스폰서 위치
로 표시하십시오. 귀하의 비즈니스를 방문하는 것이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게임 내 위치를
통해 위치 인지도 및 방문 트래픽을 유도하십시오.
게임 내 프로모션 공유
가상 광고판과 같이 스폰서 위치 내에서 특별 행사를 업로드하고, 신제품을 선보이며, 웹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미니 게임
예약 더 많은 플레이어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특정 시간에 더 많은 게임 활동을
예약합니다. 물리적 이벤트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석
플레이어가 게임 내 위치에 참여한 방식에 대한 집계 된 지표를 확인합니다. 플레이어의
개인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집계 된 지표 만 공유하고 개별 플레이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동 원리
1. 얼리 액세스 베타
신청 몇 분 안에 신청하십시오. 승인되면 스폰서 위치 설정을 완료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알림을 받게됩니다. *
2. 게임에 표시되도록 위치
설정 승인되면 Pokémon GO에서 위치를 설정합니다 (향후 더 많은 게임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는 실제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스폰서 위치를보고
방문합니다.
3. 결과
최적화 프로모션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거래를 유도하고 원하는 시간에 추가 트래픽을
예약하십시오. 원하는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방법이다 Niantic에서 지역 비즈니스 복구 이니셔티브에서 Niantic에서 스폰서 위치 초기
액세스 베타 다릅니 까?
Niantic 지역 비즈니스 복구 프로그램은 1 년 동안 무료로 스폰서 위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플레이어가 좋아하는 소규모 및 지역 비즈니스를 지명하도록 플레이어를
초대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Niantic의 방법입니다. 이 무료 추천 기반 이니셔티브에
대한 요구 사항은 유료 스폰서 위치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로컬 비즈니스 복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ngress를 팔로우하여 Niantic 스폰서 위치 초기 액세스 베타 누구에게 적용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미국에 실제 위치를두고 매장에서 직접 방문하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당 최대 30 개 위치. 또한 스폰서 위치는 Google 정책 및 가이드
라인을 충족해야합니다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관심이있는 경우 Google 에
문의하세요 .

비즈니스에 Niantic 스폰서 위치가 여러 개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각 실제 위치에 대해 최대 30 개의 위치에 대해
하나의 Niantic 스폰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추가 위치에는 구독료가 발생 함). 더
많은 위치를 가진 비즈니스의 경우 Google에 문의하세요 .

"표준 위치"와 "프리미엄 위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프리미엄 위치는 표준 위치보다 플레이어에게 시각적 및 기계적으로 더 중요하여 더
많은 관심을 끌려고합니다. 특정 메커니즘은 게임별로 다릅니다. Pokémon GO의 경우
표준 위치는 PokéStop 이고 프리미엄 위치는 체육관 입니다.

프로모션이란 무엇입니까?
프로모션을 통해 기업은 주요 게임 내 위치 설명 및 이미지 외에도 특별 프로모션,
신제품 또는 계절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위치에 추가 가상 광고판
공간으로 생각하면됩니다! 플랜 계층에 따라 기업은 한 달에 한두 번까지 프로모션
캠페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스폰서 위치를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비즈니스의 물리적 위치에서 약 500 미터 이내에있는 Niantic 게임 플레이어는
게임 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메커니즘과 게임 맵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스폰서 위치에서 40 ~ 50 미터 이내에있는 플레이어 만 게임 경험과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게임 내 방문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Niantic 제품에서 중소기업을위한 스폰서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 해보기 베타는 Pokémon GO 위치 만 제공합니다. 앞으로 Niantic Real World
Platform (예 : Ingress 등)에 더 많은 게임을 프로그램에 추가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