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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애드저스트, 앱러빈 맥스 솔루션으로 광고 수익 리포팅 기능 확장 

 

이번 협력으로 광고 수익 리포팅 기능이 향후 게임 앱 수익화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서울, 2020년 1월 20일) – 모바일 측정, 해킹 예방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업계 리더 애드저스트(Adjust)가 

광고 수익(Ad Revenue) 리포팅 기능을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기업 앱러빈(AppLovin)의 수익화 솔루션 

‘맥스’(MAX)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맥스를 사용하는 마케터들은 인앱 광고에 관여하는 유저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을 각 유저별로 측정하여 리타게팅 캠페인을 최적화하고 LTV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인앱 광고 수익은 전세계 모바일 앱에 걸쳐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높은 수익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앱러빈의 데이터에 따르면 맥스를 활용한 인앱 광고가 

일활동유저당평균수익(ARPDAU)을 10-30% 증가시키고 매뉴얼 작업으로 광고 수익화를 최적화하는데 

소요됐던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터들은 애드저스트의 광고 수익 리포팅 기능을 통해 광고 수익 데이터를 유저 획득 소스에 연계할 수 

있다. 특히, 리포팅 기능은 마케터들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면서 정확하게  LTV및 유저당 평균 

수익(ARPU)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마케터들은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유저들은 

이전보다 더 스마트하고 개인 맞춤화된 광고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애드저스트의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인 안드레이 카자코프(Andrey Kazakov)는 “광고 수익 리포팅 기능은 

오늘날 마케팅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마케터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며, “애드저스트의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와 앱러빈의 강력한 게임 전문성을 결합해 향후 게임 

앱 수익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앱러빈 플랫폼 제품 담당 이사인 이딜 카날(Idil Canal)은 “이전에는 개발자들이 LTV와 ROAS 같이 주요 

지표로 알려진 일반적인 광고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번 양사 솔루션 통합으로 애드저스트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유저 레벨 광고 수익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유저 획득 전략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http://www.adjust.com/
https://www.applov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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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드저스트는 모바일 마케팅 산업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2018년 

초 광고 수익 리포팅 기능을 출시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광고 중개 플랫폼 아이언소스(ironSource) 및 

모펍(Mopub)과 협력해 기능을 확장 및 통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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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adjust.com) 및 블로그 (https://blog.naver.com/adju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러빈에 대하여 

앱러빈(AppLovin)은 전 세계 인기 모바일 게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을 구축한다.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보유하는 앱러빈은 2012년 창사 이래,  파트너 스튜디오 및 자사 

스튜디오가 개발한 게임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앱러빈은 이 기술을 모든 게임 개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품질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r.applovin.com/ 

 

 

https://www.ironsrc.com/
https://www.mop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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