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개발업체인 Brighthouse는 모바일 앱 산업에 붐이 일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PC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성장 잠재력을 본 Brighthouse는 모바일 게임 앱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히기는 쉽고 마스터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춰 Brighthouse는 White Tiles 4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이 게임은 화면에 표시된 흰색 사각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153개가 넘는 방식이 있고 한 번에 둘 이상의 방식으로 

게임할 수 있는 White Tiles 4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White Tiles 4는 

겨우 일주일 만에 계획과 디자인을 마치고 2014년 4월에 출시되었습니다.

AdMob의 전면 광고로 사용자 환경 향상

White Tiles 4는 단순하고 가벼운 디자인을 다채로운 게임플레이와 결합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할 경우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플레이 도중 적절한 시점에 동영상 광고나 전면 광고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Brighthouse는 AdMob의 동영상 및 전면 광고 형식을 사용하여 게임의 주요 순간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긴장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짧지만 중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AdMob의 고품질 광고와 압도적인 규모로 게임 이용자와 Brighthouse 
모두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AdMob은 세계 최대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그 어떤 
플랫폼보다 노출 범위가 넓고 광고 환경도 훌륭합니다."

Boxun Wang, CEO, Brighthouse

White Tiles 4의 성공에 발판이 된 팀워크

Brighthouse는 AdMob팀의 도움으로 사용자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광고 형식을 게임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AdMob은 수익을 높이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장사항을 제안했습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광고 형식으로 높은 수익 창출

AdMob 광고를 게재하자 유효노출률이 99%에 달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60% 정도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White Tiles 4의 광고 효과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AdMob 
동영상 전면 광고를 구현한 후 앱 트래픽이 20% 증가했고 전반적인 수익은 130% 
증가했습니다. AdMob 전면 광고가 앱 수입의 60%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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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 전면 광고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BRIGHTHOUSE

Brighthouse 정보
• 중국 상하이

•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목표
•   적절한 시점에 동영상 전면 광고를 전략적으로 

게재해 게임으로 인한 긴장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시간 제공

•  AdMob 광고를 사용해 사용자 환경을 방해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

접근 방식
• AdMob 동영상 전면 광고 구현 

•  Google 애널리틱스와 맞춤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여 트래픽 추적 및 분석

현재 상황
• 전체 수익 130% 증가 

•  AdMob 전면 광고가 앱 수입의 60% 차지

•  증가한 수익으로 회사 규모 확장

개요



ADMOB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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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은 세계 최대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그 어떤 플랫폼보다 노출 범위가 넓고 광고 

환경도 훌륭합니다."라고 Brighthouse의 CEO, Boxun Wang은 말합니다. Brighthouse
는 현재 20명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1년 안에 직원 100명의 규모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dMob이 없었다면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개발업체라면 Google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선택입니다."

 
AdMob은 전 세계 65만 개 이상의 앱에서 

신뢰하는 업계 최고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AdMob은 2006년부터 리치 광고 

형식, 광고 조정, 업계 최고의 유효노출률을 통해 

성공적인 앱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dMob에 통합된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앱 실적을 

측정하고 사용자를 분류해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google.com/adm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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