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사례:  BALLOON ISLAND

취미로 시작해서 수익성이 좋은 앱 게임 비즈니스로 탈바꿈: Balloon 
Island가 AdMob과 함께 성장한 방법

20년 동안 자신의 열정과 맞지 않는 일을 해온 Tenny Woo는 2011년에 

취미 삼아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 앱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Woo는 홍콩에 위치한 Balloon Island의 이사이며, 이 회사는 
Ultimate Jewel, Star Gems, Lollipops 시리즈 등 백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인기 있는 캐주얼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성공적인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빠른 성장을 경험한 후에 Balloon Island는 그들의 성공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플레이어 경험에 집중
Balloon Island의 성공 비결은 플레이어가 항상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Balloon Island는 플레이어에게 멋진 경험을 

제공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Balloon Island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Android
용과 iOS용 앱을 모두 개발했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적합한 잠재고객에게 

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Woo는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고객 

기반과 우수한 지원 서비스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AdMob과 

제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부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 구현
Balloon Island는 플레이어에게 멋진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를 게재하면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여 

“AdMob이 수익 부분을 처리해주므로 우리는 고객을 위해 
멋진 게임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Tenny Woo, 이사 / Frankie Lee, CTO

목표

•   인앱 광고를 사용한 수익 및 실적 

극대화

•   긍정적이고 플레이어의 이용 

만족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 구현

접근 방식

•   배너 및 전면 광고 형식으로 앱에서 

수익 창출

• Googl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잠재고객과 유사한 더 많은 

사용자들과 연결

결과

•   전체 인벤토리가 하루 4백만 건 

이상으로 증가

•  하루 수익 2,000달러 증가 달성



이용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너 광고와 

전면 광고 형식을 함께 사용하여 플레이어에게 관련성 높은 메시지와 광고 

소재를 표시함으로써 이용 만족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익의 증가 
광고를 구현한 후 AdMob 조정을 활용하여 광고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Balloon Island
는 하루 수익을 2,000달러로 150% 증가시켰고 광고 인벤토리는 하루 4백만 

건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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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 정보

AdMob은 전 세계 65만 개 이상의 앱이 신뢰하는 업계 최고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AdMob은 2006년부터 리치 미디어 광고 

형식, 광고 조정, 업계 최고 수준의 유효노출률을 통해 앱 개발자들의 앱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oogle 애널리틱스가 
AdMob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자는 앱 실적을 측정하고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ogle.com/admob

Ultimate Jewel의 배너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