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ob은 한국의 글로벌 앱 개발 업체인 OGQ의 김무궁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OGQ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게 된 4명의 동료 및 친구들과 함께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창립 멤버들이 모두 개발자였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를 만들기보다는 멋진 콘텐츠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배경화면 HD 앱을 개발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관심을 끄는 멋진 배경화면을 표시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지 기반 서비스는 언어 장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OGQ의 비전에 부합했습니다.

배경화면 HD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발을 완료하고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여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첫 번째 버전은 최소 기능만 갖추어 출시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앱에 추가했으면 하는 기능에 대해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투표 결과에 따라 앱을 업데이트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광범위한 이미지 컬렉션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사진을 구입하기보다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멋진 사진 한 장 정도는 소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아마추어 사진 작가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멋진 이미지를 

골라 사용자에게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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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 조정을 통해 앱 수익을 20% 증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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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배경화면 HD 앱은 Google Play의 무료 앱 부문 글로벌 순위에서 2주간 1위를 

차지했으며, 출시 후 14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횟수 2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험 운영을 위해 앱에 설치한 AdMob에서 높은 수익이 발생하여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앱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AdMob 조정 및 AdMob 최소 eCPM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조정을 사용해 광고 네트워크에 지역별로 트래픽을 할당하고 상위 조정 

목록에 프리미엄 제품인 최소 eCPM을 적용해 수익이 높은 광고를 먼저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광고 수익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AdMob에서 생긴 수익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OGQ라는 이름은 당사가 추구하는 가치인 열림(Open), 글로벌(Global) 및 질문

(Questi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열린 플랫폼, 글로벌 마켓 지향 및 

지속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당사의 신념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도 OGQ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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