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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Kirakorn Chimkool은 게임 개발에 열정을 가지고 태국 

나콘라차시마에 Kiragames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Kiragames에서는 블록을 밀어서 하는 퍼즐 게임 앱인 Unblock Me를 2
주만에 개발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이 게임은 즉각 인기를 

끌었으며, 5년만에 사용자가 9,800만 명(무료 및 유료)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지원과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Aun Taraseina,   
COO, Kiragames

 
 
2011년 초에 회사에 합류한 COO Aun Taraseina는 "처음에는 별도의 

수익 목표가 없었습니다. Kirakorn은 순수한 열정으로 앱을 개발했지만, 

곧 광고를 통해 앱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Mob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Kiragames에서는 새 AdMob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중 첫 번째는 조정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네트워크에서 노출당비용이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Aun은 "조정 기능은 우리 회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광고 공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전에 판매가 잘 되지 

않았던 지역의 인벤토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효과적인 두 번째 기능은 삽입 광고, 즉 전체 화면 광고입니다. "전체 

화면 광고를 통해 eCPM(유효 1,000회 노출당비용)이 2배 증가했으며, 

노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한 번에 수익이 2배 증가했습니다."라고 
Aun은 말합니다. "또한 광고가 게임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게임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AdMob 삽입 광고를 이용해 수익이 400% 증가한 
KirAgAMes

Kiragames 정보
•	  kiragames.com

•	  태국 나콘라차시마

•	  게임 개발업체

목표
•	  열정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 전환

•	  앱에서 효과적으로 수익 창출 

•	  사용자 만족도 유지 

접근 방식
•	  조정을 이용해 여러 네트워크의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 극대화

•	  고품질의 광고 형식(특히 삽입 광고) 이용

결과
•  삽입 광고를 이용해 100%의 CPM 증가 및 

거의 400%의 수익 증가

•	  삽입 광고 조정을 이용해 125%의 수익 증가 

•	  추가 수익 덕분에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 

가능

개요

kirag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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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은 Google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Google의 

지원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타사와는 달리 Google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계정을 자세히 분석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라고 Aun은 

말합니다. 

Kiragames의 수익은 삽입 광고를 도입한 이후 40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회사를 더욱 확장하고 다른 개발자가 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당 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Aun은 전합니다. 

"AdMob은 이제 회사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AdMob은 세계 최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중 

하나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앱 홍보, 광고 

수익 극대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dMob
에서 제공되는 광고 유형 중 하나는 사용자 

환경의 자연스러운 전환 지점에서 HTML5 
경험을 인앱으로 제공하는 삽입 광고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developers.google.com/mobile-ads-
sdk/docs/admob/android/interstitial

삽입 광고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