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에는 개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밤에는 자신이 즐기는 게임 개발에 몰두
William Ferguson은 4살 때 처음 컴퓨터 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 

이러한 신념을 줄곧 유지하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낮에는 대기업의 정규직 

상용 개발자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공무원을 위한 600억 달러 규모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괄 처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의 코딩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의 코딩에 대한 열정은 독립 게임 개발 회사인 XandarMob에 

집중됩니다. 여기서 그는 Google Play 에서 평점 4.5점을 받은 단어 퍼즐 게임인 

Lexathon(Lexathon® 단어 뒤범벅)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Google AdMob에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게임은 무료 또는 광고가 없는 프로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뒤섞인 9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가운데 글자를 포함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게이머가 더 빨리 단어를 만들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어 퍼즐 애호가’의 연합
Ferguson은 Lexathon을 통해 단어 점수 계산에 대한 열정을 자신의 프로그래밍 

재능과 결합했습니다. 어머니가 영어 교사였던 그는 일주일에 대여섯 권의 책을 

읽었고, 가족들과 종종 즐겼던 알파벳을 조합해 영어 단어를 만드는 스크래블

(Scrabble) 게임에서 항상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어떤 단어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해서 점수를 최적화했던 것입니다.

Lexathon은 현재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점수를 공유하고 서로 언어 실력을 겨루는 승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Ferguson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AdMob과 통합되어 있는  

Google 번역을 통해 첫 번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Lexathon 애호가들은 이  

번역이 ‘완벽하지 못함’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Lexathon의 

번역 내용을 각자의 모국어로 세밀하게 수정했습니다.

Lexathon은 Android 기기에서 43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사용자의 

충성도도 높습니다.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4개월 동안 이 게임을 하고, 하루 

평균 10분간 이용합니다.

이 앱은 전화기를 흔들면 글자들이 뒤섞이므로 사용자가 최대한 많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Ferguson은 “10만 개 이상의 단어 퍼즐이 있으니까 게이머가 하루에 

한 번씩 Lexathon을 플레이할 경우, 앞으로 275년 동안 매일 새로운 단어 퍼즐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와 중앙 집중식 관리
Ferguson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기라는 점에서 Android 기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AdMob을 통해 95%의 탁월한 유효노출률과 안정적인 eCPM을 얻고 

있습니다. 게임의 하단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 버전을 구매하거나, 원할 경우 유용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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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	  XandarMob 
•	www.xandar.com.au

Android 기기용 단어 퍼즐 앱으로  

GooGle AdMob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 게임 개발자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u.com.xandar.jumblee&hl=en
http://www.xandar.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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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guson은 “다양한 사용자 포럼을 조사한 결과, AdMob이 평판이 매우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다른 네트워크보다 

사용자 불만도 적었고, 광고 콘텐츠가 늘 적절했다고 말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그는 AdMob SDK의 API가 편리하고 깔끔하며 멋지고 정의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분명 기술적 설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개발자이므로, 이런 평가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입니다. 이 API를 이용하여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에 삽입 광고를 끼워 넣는 등 맞춤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데,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 맞춤 이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은 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각 네트워크 전반의 광고 활동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제어하는 작업을 

AdMob이라는 단일 위치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erguson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AdMob 조정을 이용해 

유효노출률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광고 네트워크 간의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AdMob 조정은 AdMob을 비롯한 다수의 광고 네트워크에 광고 요청을 

보내 광고를 게재할 최적의 네트워크를 찾아 줍니다. Ferguson은 AdMob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dMob 조정은 AdMob API가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보여 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단일 컴포넌트 하나로 전환했을 뿐인데 곧바로 조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AdMob 조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개발자 본연의 업무에서 꿈의 직업으로
Ferguson은 다운로드를 늘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셜 미디어 창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자랑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Scoreloop의 글로벌 

스코어보드도 활용합니다. 또한 게이머들은 Twitter, Google+, Facebook 또는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함께 게임을 즐기고 점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ndroid API를 

사용해 앱을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코드는 그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Ferguson은 매달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약 15%가 AdMob을 통해 

발생합니다. 지금은 앱 개발을 취미로 생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입은 대출을 

상환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그는 전업 앱 개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Fergus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필요한 건 단지 Lexathon
만큼 성공적인 앱 4~5개와 앱 게임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AdMob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뿐입니다.”

목표:
•	코딩과 단어 게임에 대한 열정을 결합

•	앱을 무료로 유지하면서 수익 창출

•	전 세계 잠재고객에게 도달

•	  개발을 중앙 집중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맞춤설정

•	다양한 네트워크에 걸쳐 광고 동시 게재

실행 사항:
•	  정규 근무 시간 후 중독성 높은 단어 퍼즐 

게임인 Lexathon 제작

•	게임을 19개 언어로 번역

•	배너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AdMob 선택

•	글로벌 마켓으로 커버리지 확대

•	  여러 네트워크 전반에서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AdMob 조정 사용

•	  다운로드 홍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에  

앱을 연결

성과:
•	  전 세계에 43만 명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 구축

•	수입의 15%를 AdMob을 통해 창출

•	  AdMob SDK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맞춤설정

•	글로벌 도달범위 달성

•	  AdMob으로 95%의 탁월한 유효노출률과 

안정적인 eCPM 달성

•	향후 전업 앱 개발자로 전향 계획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