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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lol 정보
•	  bravolol.com
•	  중국 홍콩
•	  스마트폰용 언어 학습 앱

목표
•	 예측 가능한 광고 수익 달성
•	 광고 관리에 필요한 시간 단축

•	 제품 개선을 위한 시간 확보

접근 방식
•	  모든 앱에 삽입 광고를 사용하여 CPC/CPM 

개선
•	  AdMob 조정/DoubleClick for Publishers을 

통한 광고 인벤토리 실적의 극대화

결과
•	 AdMob CPC/CPM 증가
•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앱을 계속 

무료로 제공

•	  효율적인 광고 관리를 통해 제품 개발에 
주력

Google AdMob을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하는 
Bravolol

DoubleClick for Publishers 정보 
DoubleClick for Publishers (DFP) Small 
Business는 게시자의 모든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 판매, 예약, 제공 및 측정을 
지원하는 무료 광고 관리 솔루션입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능 모음, 
기본으로 제공되는 수익 최적화 기능 및 
Google에서 지원하는 광고 게재를 통해 
광고 노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ogle.com.hk/doubleclick/
publishers/small-business/  

AdMob 정보
AdMob은 전 세계의 650,000개 이상의 
앱이 신뢰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입니다. 개발자들은 다양한 광고 
형식을 제공하는 AdMob을 이용해 앱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dMob에서 제공되는 광고 형식에는 사용자 
환경의 자연스러운 전환 지점에서 HTML5 
경험을 인앱으로 전달하는 삽입 광고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ogle.com.hk/ads/admob/

2011년 홍콩의 모바일 앱 개발자 Winson Siu와 Terry Chu는 Bravolol
을 설립하고, 쉽고 재미있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Bravolol은 현재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등의 언어에 대한 다중언어 사전과 회화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표현을 읽어 주는 앵무새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Bravolol은 
앱 출시 이후 무료로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200여 개국에서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Bravolol은 앱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앱 광고를 
사용하며, 세계 최대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Google AdMob을 통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Winson에 의하면 AdMob을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는 다음 3
가지입니다. 먼저 AdMob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효노출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AdMob 
조정을 사용하면 여러 네트워크의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AdMob은 DoubleClick for Publishers(DFP) 광고 관리 
솔루션과 밀접하게 통합되므로 광고 인벤토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dMob을 이용한 광고 게재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Winson Siu, 공동 창립자, Bravolol

Bravolol은 2012년에 이 솔루션을 도입한 후 수익이 즉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삽입 광고(전체 페이지 광고)를 도입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삽입 광고를 도입한 후 12개월 후에 1,000회 
노출당비용(CPM)이 10배 증가했습니다.

Winson은 실적뿐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dMob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광고를 설정한 
후에는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Winson은 말합니다.

Bravolol은 AdMob 덕분에 잠재고객을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에 AdMob의 수익 창출 
기능을 적용하여 향후 수익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Winson은 
말합니다. 따라서 Bravolol은 제공하는 언어 앱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dMob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모든 유망한 앱 개발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라고 Winson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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