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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음악 게임 앱인 Thapster가 모든 면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방콕 소재의 Sinoze가 개발한 Thapster는 주요 음반 

회사의 음악 트랙 사용 권한을 소유한 태국 최초의 모바일 음악 게임 

앱으로서 출시 후 처음 5개월 동안 25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인기 앱은 Google Play 스토어와 Apple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inoze는 이러한 성공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인앱 광고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Thapster의 광고 수입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직접 관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Sinoze의 공동 창립자이자 
Thapster 성공의 주역인 Intara Tanlamai는 AdMob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14년 3월에 AdMob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Intara는 “AdMob은 경우에 따라 최고 99%에 이르는 최고의 

유효노출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른 플랫폼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조정 기능을 사용해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수요 소스의 광고를 관리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AdMob을 이용해 수익이 크게 증가한 ThApsTer 

sinoze 정보
•	  www.sinoze.com

• 태국, 방콕

•	  Thapster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 앱 개발업체

목표
•	  무료 앱의 수익 증대

•	  인벤토리 관리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감축 

•	  앱의 프리미엄 디자인 유지  

접근 방식
•	  AdMob과 Thapster의 통합

•	  AdMob 조정을 이용하여 여러 네트워크의 

인벤토리 관리 및 제공

•	  광고 네트워크 최적화 및 실시간 CPM 선택

결과
•	  AdMob을 사용한 첫 달에 68% 수익 증가

•	  AdMob 조정의 도입으로 175% 수익 증가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 확보

개요



우수사례  |  Sinoze 

© 2014 Google Inc. All rights reserved. Google과 Google 로고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회사명 및 제품명은 

관련 해당 업체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또한 Intara는 “AdMob은 광고가 다양할 뿐 아니라 광고 형식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어에게 표시되는 광고가 Thapster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라고 전합니다.

Sinoze는 한 달 만에 수익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dMob 
네트워크에 게재된 광고에서 수익이 거의 70% 증가했으며, 조정 기능을 

통해 게재된 다른 네트워크의 광고까지 고려하면 총 수익이 175% 
증가했습니다.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Intara와 Sinoze 직원들은 이제 
Thapster의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tara는 “AdMob으로 수익이 증대하고 예측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광고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시간 소모도 

줄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AdMob은 전 세계 650,000개 이상의 

앱이 신뢰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2006년 이후부터 개발자들은 

다양한 광고 형식, 광고 조정, 업계 최고 수준의 

유효노출률을 제공하는 AdMob을 이용해 앱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dMob에 바로 제공되는 Google 애널리틱스를 

사용해 개발자는 앱 실적을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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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ob 정보

“AdMob을 이용해 광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여 회사가 예상보다 2
배나 빨리 성장했습니다.”
Intara Tanlamai,  
공동 창립자, Sinoze

http://www.google.com/adm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