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의 ‘G’ 등급 획득
Google Play 1위의 사진 편집 앱인 PicsArt에 대해서라면 ‘누구나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곳’(Where everyone becomes a great artist)이라는 표어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PicsArt는 단순한 사진 편집 앱 이상의 여러 가지 강력한 기능과 다양한 편집 

옵션(마스크, 클립아트, 그래픽, 프레임, 테두리, 보정 등)을 제공하는 무료 앱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PicsArt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기능을 

갖춘 이 사진 편집 앱을 전 세계의 사진 애호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2011년 11월 출시 당시 한두 가지 툴 기능을 갖춘 훌륭한 앱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무료 앱은 없었지요. PicsArt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 Google Play에서 사진 편집 분야는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CTO)인 Artavazd Mehrabyan은 말합니다.

글로벌 현상을 마케팅
현재 PicsArt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에 위치한 법률 및 비즈니스 사무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등지에 있는 예술가, 애니메이션 전문가 및 개발자 팀 등 전 

세계에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icsArt는 Google Play에서 상위 50대 무료 앱 순위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p Store 및 Amazon.com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icsArt가 개발한 

앱들은 총 5,0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매일 2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므로, PicsArt의 성장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Google Play에는 PicsArt에 대한 70만 건 이상의 리뷰가 올라와 있고 평균 평점은 별 

4.7개입니다.

현재 PicsArt의 순 일일 사용자수는 거의 300만 명에 이릅니다. 앱 사용 전 등록이 

필수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간단히 사진을 로컬에 저장하거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할 수 있지만, 500만 명의 사용자가 PicsArt 계정에 등록하여 PicsArt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사용자가 더 능숙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몇 편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라고 말하며 Mehrabyan
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PicsArt는 앱 마케팅과 다운로드 홍보 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용자 만족도를 보장하여 사용자들이 우리 앱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동시에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AdMob: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를 운영하기 위한 안전한 선택
PicsArt 팀은 앱을 수익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모바일 앱 광고 제공업체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AdMob만을 

이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첫째, AdMob은 콘텐츠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자사의 기술 팀에서 다른 광고 게재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때때로 도박 

광고나 데이트 광고 등 관련성 없는 콘텐츠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고객 충성도와 

각 연령대 그룹별로 커뮤니티를 유지하려는 PicsArt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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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모바일 앱 사업자, AdMob을 통해 수익의 

90%를 실현하고 높은 사용자 만족도 제공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PicsArt는 AdMob을 통해 연령 적합성에 따른 필터를 

적용하여 나이가 어린 잠재고객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게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AdMob은 PicsArt가 원했던 간섭이 최소화된 사용자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앱에 표시되는 50개의 화면 중 4~5개 정도의 빈도로 AdMob 

배너 광고가 표시됩니다. 또한 AdMob은 보고 투명성을 제공하여 PicsArt에서 원할 

때만 광고가 게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icsArt는 Google과 Google 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효과적인 수익 모델
PicsArt는 AdMob을 통해 99%에 달하는 유효노출률과 낮은 eCPM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변동 없이 꾸준한 수익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고 클릭률은 일정하게 약 37~3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dMob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전 세계의 

잠재고객에게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타겟 사용자를 둔 PicsArt에게 이러한 조건은 완벽한 것입니다. “다른 일부 광고 

네트워크가 특정 타겟팅 지역에서는 더 우세할 수 있겠지만, AdMob을 선택하면 

수많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글로벌 기반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보충하고도 남습니다.”라고 Mehrabyan은 말합니다. 

꾸준한 성장과 발전
PicsArt는 충성도 높은 글로벌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하우스 AdMob 광고를 Kaleidoscope(만화경) 등의 자사 컴패니언 앱에 게재합니다. 

그러나 PicsArt의 인기는 대부분 입소문과 장기간 유지되고 충성도 높은 사용자층의 

계속되는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이루자, PicsArt는 수익의 대부분을 비즈니스에 

재투자했습니다. PicsArt에는 현재 수십 명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에디터 및 기술 

개발자와 테스팅 팀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창출한 수익을 보다 나은 품질의 

브랜딩 자료와 좀 더 세련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PicsArt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사용자 충성도와 노출수 면에서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Mehrabyan은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수익의 약 90%
는 AdMob을 통해 발생합니다. 매우 효과적인 모델을 갖춘 것입니다. 다른 광고 

네트워크로 전환하라는 제안이 매일 들어오지만, 우리는 절대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자와 비즈니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기에 AdMob의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과 글로벌 도달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도입할 수 

없습니다.

목표:
•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만 무료인 사진 편집 

앱 제작

•	전 세계적으로 배포 확대

•	콘텐츠 안전성과 적합성 보장

•	충실한 사용자 기반 구축

•	수익 목표 지원

•	  광고 게재 네트워크의 SDK에서 기술 결함 

발생 방지

실행 사항:
•	  풍부한 기능을 두루 갖춘 ‘데스크톱 같은’ 

모바일용 사진 편집 앱 제작

•	전용 인앱 광고 플랫폼으로 AdMob 선택

•	글로벌 마켓으로 커버리지 확대

•	  간섭을 최소화한 광고 환경을 만들고 앱을 

무료로 제공

성과:
•	  Google Play에서 5,000만 회의 다운로드 

달성

•	수익의 90%를 AdMob을 통해 달성

•	40%에 달하는 클릭률(CTR) 유지

•	Google Play 1위의 사진 편집 앱으로 등극

•	  매달 600만 건 이상의 새로운 다운로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	광고에 대해 만족도 높은 사용자 환경 보장

•	  주로 입소문과 사용자 충성도를 통해 

다운로드 증대

•	  직원 충원, 사무실 업그레이드 등, 늘어난 

수입을 회사 성장을 위해 재투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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