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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저스트, 유니티 검증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 

첫 모바일 측정 파트너로 선정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은 애드저스트와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를 함께 사용하여 게임 내 광고 캠페인을 

측정하고 유저 경험 강화 

 

 (서울, 2020년 1월 7일) – 모바일 측정, 해킹 예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업계 리더 애드저스트(Adjust)가 

유니티 테크놀로지스(Unity Technologies) ‘검증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Verified Solutions Partner 

Program)의 첫 번째 모바일 측정 파트너로 선정됐다.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에 따르면 2019 글로벌 게임 시장은 약 1천 520억 달러(한화 약 178조 28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45%를 차지한다. 

  

이번 파트너십은 앱 개발자와 광고주들이 모바일의 폭발적인 성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유니티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자들은 애드저스트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유니티는 세계를 선도하는 실시간 3D(RT3D) 개발 플랫폼으로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구축, 운영 및 수익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간편한 툴을 제공한다. 유니티의 ‘검증 솔루션 파트너’는 전 산업군과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유니티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애드저스트의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인 안드레이 카자코프(Andrey Kazakov)는 “애드저스트는 유니티의 

모든 신규 플랫폼에서 검증된 최고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니티와 함께 간편하고 효과적인 유저 

획득을 지원한다.”며,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애드저스트와 유니티를 함께 활용해 

세밀한 측정, 세계적인 수준의 해킹 예방 솔루션, 자동화 및 애널리틱스 기능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자들은 유니티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확보 및 유지하고, 생애가치(LTV)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유니티의 글로벌 광고 세일즈 책임자인 아가타 후드(Agatha Hood)는 "오늘날 유니티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신규 유저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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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UA 구매자 모두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애드저스트의 측정 및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통합하고 유니티의 방대한 광고 플랫폼에 빠르고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애드저스트 소개 

애드저스트는 모바일 측정, 광고 해킹 예방 및 사이버 보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모바일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시작해 기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애드저스트는 현재 전 세계 16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드저스트는 마케팅을 간단하며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케터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드저스트는 Procter & Gamble, Tencent Games, LINE 

Corporation, Rocket Internet 및 N26를 포함한 모든 주요 플랫폼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총 30,000여 

개의 앱이 예산 안정성 확보와 성과 개선을 위해 애드저스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애드저스트는 데이터 병합 플랫폼인 ‘Acquired.io’와 사이버 보안 및 AI 전문 스타트업, ‘언보티파이’(Unbotify)를 

인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올해 유럽 최대 규모인 2억 2,700만 달러의 펀딩 라운드를 유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