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적인 내용과 재미있는 게임 환경을 결합하자는 취지에서 두 쌍의 형제들로 

구성된 4명의 절친한 친구가 팀을 이뤄 FEO Media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제한된 상태에서 FEO Media는 자신들의 도전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앱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그 결과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FEO Media는 단 3년만에 모바일 앱 
QuizClash의 흥행으로 설립자 4명에서 직원이 4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팀을 이뤄 꿈을 실현

2010년, Henrik과 Robert Willstedt 형제는 어릴 적 친구인 Kalle와 Olle Landin 형제와 

팀을 이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웨덴 예테보리 근방의 소도시에서 FEO 
Media를 설립했습니다. 설립자 중 1명은 교사, 1명은 TV 프로듀서, 2명은 프로그래머로 

다양한 경력을 지녔지만, 멋진 일을 해내려는 꿈을 가졌다는 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교육적인 게임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소셜 퀴즈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QuizClash를 출시했습니다. QuizClash는 사용자가 친구 및 다른 

플레이어에게 도전하는 형식으로, 역사, 음식, 스포츠, 음악 등과 같은 분야의 퀴즈에서 

세 가지 질문을 6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게임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Android에서 

일일 다운로드 횟수가 4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현지화된 게임 환경 개발

FEO Media는 QuizClash를 개발한 후 게임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2012년 8월, 소셜 미디어 공유와 입소문을 통해 모국인 스웨덴에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은 4일 만에 스웨덴에서 전체 iOS 앱 중 상위 5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21개 이상의 시장에 맞게 앱이 현지화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순 

사용자 수가 5,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핵심 요인을 무엇일까요? 바로 효과적이고 

관련성 높은 현지화 전략이라고 FEO Media의 CMO인 Henrik Willstedt 씨는 

말합니다. “현지화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편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면 최종 사용자에게 이 게임이 해당 시장에 맞게, 해당 시장에서 

개발되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AdMob을 통해 시장별 맞춤형 접근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FEO Media의 QuizC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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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O Media 정보

• http://www.feomedia.com

FEO Media는 2010년 두 쌍의 형제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재미있는 소셜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목표

• 사용자의 지역에 따라 고유하고 흥미로운 앱 

환경 만들기

• 수익 증대 및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 기반 구축

접근 방식

• 품질이 우수한 맞춤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 및 

흥미 있는 광고 환경 제공

• 유효노출률, 개선된 트래픽, 최적 CPM
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부분 유료화

(Freemium) 모델을 통해 앱에서 수익 창출

• 사용자 기반 확장을 위해 판매 기회와 소셜 

공유를 통한 자체 성장 기회 이용

현재 상황

• 회사 직원이 4명에서 40명 이상으로 증가 

• 독일의 앱 순위 차트에서 1위 기록

• TV 프로그램, 보드 게임 판매, 도서 출판을 

통해 회사 확장

• 광고 요청 3억 회 및 Android에서 일일 

다운로드 횟수 40만 회 도달

• AdMob으로 유효노출률 100%와 함께 광고 

노출 1억 회 도달

• 전 세계적으로 순 사용자 수 5,500만 명으로 

사용자 기반 확대

“광고가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AdMob의 
CPM 상승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통해 회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회사의 미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Henrik Willstedt 
창립자 겸 CMO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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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을 통해 인기를 수익으로 전환

FEO Media는 증가하는 사용자 기반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AdMob을 선택했습니다. AdMob과 함께한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FEO Media는 유료화(Freemium) 모델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Willstedt 씨는 “AdMob의 핵심 장점은 광고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AdMob에는 엄청난 양의 광고가 있지만 우수한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에서도 AdMob을 통해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모바일이 널리 확산되면서 AdMob의 CPM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광고가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AdMob의 CPM 상승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통해 회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회사의 미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라고 Willstedt 씨는 말합니다. AdMob과 최소 eCPM을 사용한 

덕분에 FEO Media는 AdMob 수익이 50%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유효노출률 100% 달성과 함께 광고 노출이 1억 회 이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성공 및 향후 계획

현재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인 QuizClash를 통해 시청자는 집에서 앱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 FEO Media는 도서와 보드 게임도 출시했습니다. 

앞으로 FEO Media는 회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AdMob의 최적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AdMob을 통한 가장 큰 장점은 광고와 함께 현지화된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광고 네트워크에서 틈새로 작용할 수 없는 매우 현지화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dMob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입니다.”라고 Willstedt 씨는 전합니다.

AdMob은 전 세계 65만 개 이상의 

앱에서 신뢰하는 업계 최고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AdMob은 2006
년부터 리치 광고 형식, 광고 조정, 업계 

최고의 유효노출률을 통해 성공적인 앱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oogle 애널리틱스가 
AdMob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개발자는 

앱 실적을 측정하고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지식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ogle.com/admob

ADMOB 정보

“AdMob의 핵심 장점은 광고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AdMob에는 엄청난 양의 광고가 

있지만 우수한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에서도 AdMob
을 통해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 Henrik Willstedt, FEO Media 
창립자 겸 C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