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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을 활용한 사용자 흐름 최적화

COLOPL Inc.는 2008년 10월 1일 창립한 이후 줄곧 위치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을 개발해 왔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피처폰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1년 가을부터 성장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COLOPL은 단 2년 만에 빠른 성장을 
달성했으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2013년에는 전년도 대비 330%라는 폭발적인 매출 증가로 Google 
Play에서 ‘인기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신흥시장부문(Mothers)에 상장되었습니다. 

COLOPL만의 장점은 독창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COLOPL이 급성장한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COLOPL
은 고객의 관심을 끄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AdMob을 도입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하우스 광고를 개발해 자사 제품 및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했습니다.

무료 하우스 광고 게재를 위해 AdMob 선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경험이 거의 없던 창립 초기, COLOPL은 광고 수익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사 콘텐츠를 홍보하는 하우스 
광고를 개발해 고객을 유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루션을 찾던 COLOPL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기능의 광고 프레임워크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우스 
광고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AdMob을 알게 되었습니다. COLOPL은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고려했지만 하우스 광고 기능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AdMob을 선택했습니다. COLOPL의 사장이자 CEO인 Naruatsu Bab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dMob을 도입하자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우스 광고를 통해 인앱 구매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험 
결과 수익형 광고와 하우스 광고의 비율이 50 대 50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하여 설계한 광고 포트폴리오 전략
COLOPL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포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성장시켰습니다. COLOPL이 개발한 첫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Kuma the 
Bear’라는 라이트 게임 시리즈였는데, 2013년 9월 기준 다운로드 횟수가 
2,700만을 넘었습니다. COLOPL 브랜드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사용자가 이제는 COLOPL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COLOPL은 
‘Kuma the Bear’ 시리즈의 인기있는 라이트 게임과 AdMob을 통합하고 하우스 
광고를 통해 인앱 구매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dMob을 도입하고 나자 별도의 투자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COLOPL은 또한 광고 게재 시기를 설정하고 하우스 광고와 
광고 매출의 균형을 맞추는 등 하우스 광고 관리를 최적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예를 들어 ‘Kuma the Bear’ 시리즈의 많은 
게임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므로 배너 광고에 더 귀엽고 달콤한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COLOPL, Inc. 

• http://colopl.co.jp/ 

요약

•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는 ‘Entertainment in Real Life’라는 
모토 아래, COLOPL은 위치 기반 게임을 위한 

플랫폼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COLOPL은 40일 만에 10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Nightbird Trigger!’ 
등 ‘Kuma the Bear’ 브랜드를 위한 고품질의 

스마트폰용 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Pro Baseball 
PRIDE’ 같은 다채로운 풀스케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COLOPL
은 이제 출시 후 8개월 만에 1,3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Quiz RPG: The World of 
Mystic Wiz’로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2008년 10월 1일 설립 

• 2012년 12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신흥시장부문

(Mothers) 상장 

• 직원 수: 306명(2013년 9월 기준) 

개요

"하우스 광고 및 광고 게재를 활용한 

수익 창출 면에서 Google은 사용하기 

편한 원스톱 숍입니다. 광고 솔루션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Naruatsu Baba,  
COLOPL, Inc. 사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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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보다 70배나 효과가 뛰어난 삽입 광고
일반 광고 게재와 AdMob을 활용한 하우스 광고를 비교한 결과, 하우스 
광고가 클릭률과 전환율을 모두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삽입 모델을 사용한 하우스 광고의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일반 
광고 게재와 비교했을 때 하우스 광고의 전환율이 7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Naruatsu Bab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삽입 광고의 장점은 
사용자에 따라 설정되는 맞춤 광고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클릭률을 크게 
높이고 더 많은 사용자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자에 따라 삽입 광고의 게재 빈도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같은 사용자에게 동일한 광고가 두세 번씩 게재되지 않도록 
하고 고품질의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삽입 광고
향후 개발 
"COLOPL은 현재 ‘Kuma the Bear’ 시리즈의 울트라 라이트 앱을 매달 3~4
개씩 출시하며 약 3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OLOPL
의 삽입 광고와 AdMob을 긍정적으로 통합하여 노출이 전환으로 연결되는 
횟수를 늘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dMob은 해외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Naruatsu Baba는 말을 잇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간 더 가벼운 미드코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울트라 라이트, 미드코어, 하드코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COLOPL 발전의 원동력이 된 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이 전략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하우스 광고 및 광고 게재를 활용한 수익 창출 면에서 Google은 사용하기 
편한 원스톱 숍입니다. 광고 솔루션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AdMob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종사해 온 검색 광고 분야에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AdMob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혁신을 이루길 희망합니다."

목표 
• 무료 게임 최적화

• 하우스 광고를 통해 인앱 구매 

애플리케이션 수익 증대 

접근 방식

• 라이트 게임(Kuma the Bear)에  
AdMob 활용

• AdMob 무료 하우스 광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규 사용자 유치

현재 상황 

• 스마트폰 앱 시장 확대로 2013년 총 

매출이 전년도 대비 330% 증가 

• AdMob을 사용하여 하우스 광고의 

클릭률 및 전환율 증가

• 삽입 광고를 통해 노출이 전환으로 

연결되는 횟수가 다른 광고 게재에  

비해 70배 이상 증가 

AdMob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앱 광고 네트워크. 
AdMob은 여러 광고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광고 인벤토리, 유용한 관리 

시스템, 무료 하우스 광고 기능을 

기반으로, 광고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ogle.co.kr/ads/adm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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