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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국내 게임 시장이 12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시장 현황에서 게임 매출 부분에서 게임내 어떤 과금정책을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시중에 출시된 게임 중에서는 P2W 모델이 접하기 쉬운 모델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B2P 모델을 많이 적

용하고 있는 과금정책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게임 내 P2W의 과금 모델과 B2P의 과금 모델의 선호도를 조사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새롭게 명명한 T2H 모델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어떠한 과금 모델이 게임시장에서 더 유리하고 선호도가 높은 모델

인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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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게임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금정책은 게임사의 매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게임 사용자들게도 게임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이다.  P2W(Pay to win)는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게임플레이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과금 모델이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게임을 최초 

다운로드 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많은 게임 

사용자들이 P2W의 과금모델 게임을 이용했다. 하지만 게임 시장에선 

과거와 달리 P2W 과금모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게임 

이용자들은 재미와 더불어 과금모델의 중요성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중에 출시된 게임 중에서는 P2W 모델이 접하기 쉬운 모델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B2P(Buy to play)모델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과금정책이다. P2W와 다르게 B2P는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 결제를 

해야되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결제 이후 컨텐츠를 계속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게임들이 B2P 모델의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리그오브레전드(이하LOL)’ 게임이 기존 P2W와 

B2P 모델과 다른 과금방식으로 게임서비스를 진행중이며, 높은 수익

률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에 없던 과금모델을 본 논문에서 

명명한 과금모델을 기반으로 선호도를 제시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P2W와 B2P의 한계점

P2W 모델은 과금유저와 무과금유저의 성장속도와 컨텐츠의 이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게임 운영 또한 과금유저와 무과금유저에게 

차별을 두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P2W모델은 유저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하락세

를 띄고 있고 B2P의 경우 초기 플레이시 구매비용  또는 월 정액제 

결제를 하면 추가적인 과금 요소가 없는 모델이였지만 점차 P2W모델처

럼 구매 이후에도 추가적인 게임밸런스에 문제를 주는 아이템을 출시하

려는 등 이용자들에게 P2W와 같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

인 사례로 스타워즈:배틀프론트2를 발매한 EA사 측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주에 $111를 유지했지만, 발매이후 1주에 $108까지 하락을 

했다[1]. 그 이유로는 발매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과금요소로 밝혀졌

다. 패키지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랜덤박스로 판매한다는 공지를 했지만, 유저들의 큰 반발로 게임 내 

모든 과금 요소를 제거했다. 이처럼 P2W와 B2P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T2H 과금 정책의 특징

기존 게임의 과금 모델에서 게임 내 밸런스가 전혀 문제가 없는 

과금형식을 T2H(Take to happiness)라고 명명했다. 현재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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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는 T2H 과금모델 형태를 대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게임은 

앞서 말했듯이 ‘리그오브레전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적용했다. LOL

은 한국시장에 처음 상륙했을 당시 큰 충격을 준 게임으로 꼽힌다. 

이전까지 한국시장은 B2P의 과금모델이 많은 선호를 보이는 시기에 

LOL에서 적용하는 T2H 과금정책은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는데 무료

로 즐길 수 있고 과금형식 또한 게임밸런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캐릭터들의 외형변화만 주는 과금요소지만 엄청난 

선호도와 수익을 올려주는 요인이었다. 2016년도에는 한국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세계 게임시장은 

기존의 과금 모델보단 LOL과 같은 과금모델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출시된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등 한번의 결제 이후 게임밸런스에 전혀 지장없는 과금요소지만 

엄청난 수익을 벌었다. 우리는 현재 LOL과 같은 과금모델의 정식명칭

이 아직 제대로 정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T2H 과금모델

이라 정의하고 제안한다.

2.3 각 과금정책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는 새롭게 제시한 과금모델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1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모델마다 중복 설문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첫 번째로 각 과금모델의 플레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Fig. 1. Charging model play experience graph 

플레이 경험에서는 B2P의 모델이 가장 많은 플레이 경험이 있는 

모델로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의한 T2H모델이 뒤를 

이었다. 그 다음 설문조사에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과금 모델 선호도 

결과에 대해서 설문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모델은 우리가 정의한 T2H 모델이 37%의 선호도

를 보였고, B2P의 모델이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모델이였다. 

가장 낮은 선호도는 P2W모델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제시한 T2H모델

의 경우 플레이 경험 유저에서는 2번째로 높은 모델이지만 과금 

모델 만족도의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모델로 기록되었

고, 우리는 현재 게임시장에서 가장 좋은 과금 모델은 새롭게 제시한 

T2H모델이라 확인하였다. 

Fig. 2. Charging model preference graph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있던 다양한 P2W 모델의 게임과 B2P 

모델의 게임보다는 새로 제안한 T2H모델이 현재 가장 좋고, 선호도가 

높은 과금모델이라는 것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게임업계에서 

과금모델을 고려할 때 새롭게 제시한 T2H 모델을 선택하면 기존 

과금 모델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이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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