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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앱 출시 직후부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우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Toni Fingerroos, Fingersoft  
창립자/CEO

초대형 히트작의 탄생
Fingersoft의 창립자이자 CEO인 Toni Fingerroos는 ‘Hill Climb Racing’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모바일 게임 앱이 중독성이 강한 초대형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Hill Climb Racing’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Google Play 스토어와 Apple App Store에서 처음 1위를 한 후 일주일 만에 iPhone
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Toni는 이 앱의 Android 버전을 혼자 만들었는데, 하루에 

16시간씩 작업한 끝에 3개월만에 앱을 완성했습니다. iOS 버전은 단 두 명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언덕길을 운전하는 주인공인 Newton Bill이 되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Bill은 미지의 장소로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특하고 까다로운 

언덕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멋진 묘기를 성공시키면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 코인을 

모아 차를 업그레이드하면 훨씬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차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8개 스테이지 또는 레벨을 통과하게 되는데, 엔진이 

강력해질수록 엔진음도 더욱 커집니다. 

코인을 구매하면 각 스테이지를 더욱 빨리 통과할 수 있는데, Fingersoft는 수익의 

60%를 코인 판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앱 구매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에 참여하기만 하면 모든 콘텐츠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나머지  

40%의 수익은 광고에서 얻고 있는데, AdMob을 통해 가장 많은 광고 노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의 든든한 기반: Google AdMob
Fingersoft는 직원 3명이 개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소규모의 핀란드 

업체인데, ‘Hill Climb Racing’ 이외에 다른 게임과 앱도 개발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Cartoon Camera’와 ‘Night Vision Camera’를 선보였습니다. 

Fingersoft에서 휴대기기용으로 제작한 모든 앱은 Google AdMob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는 AdMob의 하우스 광고인데, 이를 통해 

Fingersoft의 모든 앱에서 광고를 트래피킹하여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교차 

홍보하고 있습니다.

AdMob의 높은 유효노출률과 낮은 eCPM 덕분에 Fingersoft는 모든 노력과 리소스를 

‘Hill Climb Racing’을 개발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Hill Climb Racing’

을 선보이기 이전에는 Fingersoft의 수익 대부분이 기존의 카메라 앱에 게재되는 

Google AdMob 광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광고 데이터베이스가 크다는 것은 저희와 같은 개발자가 미게재 노출 관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앱 다운로드가 많아져도 광고 네트워크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앱 다운로드 횟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수익 

솔루션이 바뀔 때마다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AdMob에서는 확장성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Toni는 말합니다.

무료 앱으로 고속 성장
‘Hill Climb Racing’은 출시 후 Android와 iOS에서 2,900만 회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약 1,500만 건은 iOS 버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게임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출시 후 일주일 만에 iOS에서만 약 15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GOOGLE ADMOB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앱 1위인 

‘HILL CLIMB RACING’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FINGERSOFT

www.fingersoft.net
http://www.fingersoft.net/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ingersoft.hillclimb&hl=en


“그렇게 짧은 기간에 앱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운로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AdMob에서 수익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Toni는 말합니다.

AdMob을 통한 수익 증대
‘Hill Climb Racing’에서 수익 창출을 모색하면서 Fingersoft는 Android와 iOS를 

비롯한 플랫폼 전반에서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AdMob을 다시 한 번 1
순위로 선택했습니다. AdMob은 앱 수익 창출 및 홍보에서 기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Toni에게 있어 수만 명의 광고주를 보유한 업계 최대의 모바일 앱 광고 네트워크이자 

이미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준 바가 있는 AdMob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Fingersoft는 ‘Hill Climb Racing’을 위한 AdMob 전략과 형식을 단순화했습니다. 

즉, 배너 광고만을 사용하고 게임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면 하단에 광고를 

배치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원할 경우 코인을 구매하고 광고를 완전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ingersoft는 앱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다른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도 

이용하고 있지만, AdMob을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AdMob은 

유효노출률이 100%에 근접하고 eCPM이 매우 낮아서 저희의 무료 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익원입니다. 미게재 노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기간에 대규모의 

다운로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AdMob을 이용하면 확장과 수익 창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Toni는 말합니다.

 최대의 수익 실현
Fingersoft는 사용자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셜 채널과 Google Play 등의 앱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사용자 의견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게임의 코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게임 결과를 공유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신규 다운로드를 유도하게 됩니다.

‘Hill Climb Racing’의 성공은 수많은 플레이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eCPM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인데, 광고 매체에서는 AdMob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코인 

구매와 광고에서 얻는 수입은 Fingersoft의 새 앱과 게임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AdMob은 사용이 매우 간단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입니다. AdMob
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앱 출시 직후부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우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Toni는 말합니다.

홍보:
•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

• 앱스토어의 리뷰 관리

• 광고를 게임의 보완 요소로 추가

성과:
•  간단하고 도달범위가 넓은 플랫폼을 통해 

수익 창출

•  AdMob을 이용해 인앱 교차 홍보로 

다운로드 촉진

• 인앱 구매를 통해 수익 창출

•  AdMob으로 100%에 근접한 유효노출률과 

최저 수준의 eCPM 달성

•  6개월 동안 광고 요청이 약 500% 

증가했지만 유효노출률은 높은 수준 유지

•  Android 앱을 통한 AdMob 수익의 52%가 

유럽에서 발생

추적:
• eCPM 모니터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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