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사례:  YODO1

AdMob 동영상 전면 광고를 통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Yodo1

2011년 설립된 중국 게임 제작사 Yodo1은 사용자가 새롭고 흥미로운 

게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Yodo1이 세계 진출 전략을 펼치는 

데에 있어 AdMob이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을 했습니다.

선도적인 게임 환경
Yodo1은 중국과 세계 곳곳에서 품질 높은 게임을 발굴, 배포, 홍보하는 

일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게임을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Yodo1은 Ski Safari, Cut the Rope 2, Crossy Road를 

비롯하여 60개 이상의 게임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게임을 공유하기 위해 Yodo1은 Google Play와 

손을 잡았습니다. Google Play와의 협력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앱을 

홍보하고 전 세계 잠재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었지만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Yodo1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했습니다.

효과적인 수익 창출 전략
Yodo1은 품질에 대한 평가와 사용자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너 광고를 앱에 

통합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배너 광고로 수익도 증가했고 

잠재고객 이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Yodo1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광고 형식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전면 광고는 혁신적인 

형식을 띄기 때문에 게임 내 자연스러운 전환 지점에 게재될 수 있어 매우 

탁월한 광고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면 광고 덕에 Yodo1은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익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배너 

"AdMob 동영상 전면 광고는 형식도 매력적이고 다른 전면 광고에 비해 높
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저희 회사 게임 앱에 매우 적합합니다."
- Henry Fong(Yodo1의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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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면 광고의 탁월한 효과를 확인한 Yodo1은 이러한 광고 전략을 자사의 모든 모바일 게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적인 광고로 광고 수익 증대
배너 광고와 동영상 전면 광고의 성공적인 조합으로 Yodo1의 광고 수익은 전월 대비 1450% 급증하였고, eCPM도 최고 10,682
원을 기록한 후 8,541원~9,617원 수준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임에 따라 회사의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AdMob 덕분에 Yodo1은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Yodo1의 CEO 
Henry Fong에게 AdMob의 장점에 대해 묻자, "AdMob 동영상 전면 광고는 형식도 매력적이고 다른 전면 광고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저희 회사 게임 앱에 매우 적합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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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 정보

AdMob은 전 세계 65만 개 이상의 앱이 신뢰하는 업계 최고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AdMob은 2006년부터 리치 광고 형식, 광고 

조정, 업계 최고의 유효노출률을 통해 성공적인 앱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oogle 애널리틱스가 
AdMob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자는 앱 실적을 측정하고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지식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oogle.com/adm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