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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저스트, 2019 년 활동 및 성과 발표 

 

모바일 광고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캠페인 관리 간소화 및 광고 해킹 대응 

 

(서울, 2019 년 12 월 05 일) – 모바일 측정, 해킹 예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업계 리더 

애드저스트(Adjust)가 2019 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모바일은 2021 년까지 전 세계 인터넷 광고 지출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애드저스트는 마케팅을 단순화하고 광고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했으며, 

모바일 광고주의 예산 보호 및 ROI 극대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애드저스트는 2019 년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2015 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온 애드저스트는 올해 유럽 최대의 펀딩 라운드에서 2 억 3 천만 달러(한화 약 2,711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한국, 동남아시아, 일본,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텔아비브와 벵갈루루에 오피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애드저스트는 이번 투자금을 제품군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마케터들의 모든 

니즈에 부합하는 단일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애드저스트의 공동설립자 겸 CEO 인 크리스챤 헨켈은 "점점 더 많은 브랜드들이 데이터에 의해 

정의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며 여러 접점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중심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애드저스트는 업계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그 과정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드저스트는 마케팅을 보다 간단하고, 현명하며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2019 년 한 해 동안 

이뤄낸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자동화를 통해 반복적인 업무 최소화: 애드저스트는 멀티 채널 캠페인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병합 플랫폼인 Acquired.io 의 인수를 완료했다. 

⚫ 인앱 봇 공격 대응을 위한 조치: 봇은 인앱 이벤트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대응하기 힘든 해킹 유형 중 하나다. 

애드저스트는 이에 맞서기 위해 지난 1 월 각종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사이버 보안 및 

AI 전문 스타트업, ‘언보티파이’(Unbotify)를 인수한 바 있다. 언보티파이는 머신 러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앱 봇 해킹을 탐지한다. 

 

지난 2016 년 한국에 진출한 애드저스트는, 국내 시장에서도 글로벌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드저스트는 현재 넥슨, 펄어비스, 크래프톤, 하이퍼커넥트와 같이 선도적인 국내 



 

브랜드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2019 년에는 펍지, 미샤, 벽돌깨기 퀘스트, 아자르, 메이플스토리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다. 

 

광고 해킹은 여전히 모바일 산업에 위협으로 존재 

광고 해킹의 끊임없는 위협은 모바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2019 년 광고 해킹 피해액이 약 420 억 달러(한화 약 49 조 원)를 기록했다. 

애드저스트는 2016 년 첫 모바일 광고 해킹 방지 툴을 출시한 이래, 광고 해킹에 관한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올해 애드저스트는 2 억 개에 가까운 해킹 앱 설치를 차단하여 고객의 광고 비용에서 총 4 억 

5 천만 달러(한화 약 5,305 억 원)를 보호해, 이를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채널에 재투자할 수 

있게 했다. 애드저스트는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광고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마케터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애드저스트의 공동 창립자 겸 CTO 인 폴 뮬러(Paul H. Müller)는 "광고 해킹 예방은 애드저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30,000 개의 앱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2020 년을 맞아, 교육과 

협업을 통해 생태계가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애드저스트의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애드저스트 미디어 페이지 혹은 애드저스트 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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