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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 기반한 SNG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개발게임(Tour City)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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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연결망이나 관계에 기반한 게임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게임
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잘 활용해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바탕을 
둔 소셜네트워크 게임의 활동은 실제 기업상품과 연결시켜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소셜네트워크 게임 상의 가
게를 기업의 웹사이트나 쇼핑몰과 연결하여 게임 속에서 광고를 통한 마케팅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게임을 
사례를 들어 소셜커머스에 기반한 새로운 SNG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차후 SNG 수익모델 연계방식을 제시하였
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게임, 소셜커머스, 광고마케팅, 기업상품, 비즈니스 모델 

Abstract  Social network game (SNG) literally is a gam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or 
Relationships with people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game you need to make full use of them is that you 
can smooth progress. The form of a social network game activities in the social network game applications by 
linking corporate products and can be induced to purchase marketing and advertising through in-game social 
network game on the company's Web site or by connecting the mall and shop are also available. In this study, 
SNG business models, Case For game development, social commerce based on the new proposed future revenue 
model linking scheme is proposed.

Key Words : Social network games, social commerce, advertising, marketing, business products,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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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은 트 터, 블로그, 페이스북

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장 과 게임의재미를 융

합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기존의 온

라인 게임은 이미 그 게임 내에서 사회 인 계망을 형

성해왔다는 에서 소셜네트워크게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이슈가 되는 소셜네트워크게임의 특성은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게임과는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1]. 소

셜네트워크게임의 비즈니스모델도 이용자들이 사이버아

이템을 극 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진화하

고 있다. Park Assocates(2011)는 소셜게임 개발업체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게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행동 데

이터라는 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게임방식의 효능을 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게임 디자인을 수정하는 새로

운 방법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이 기존 게임업체들이 

 가질 수 없는 소셜네트워크게임만의 강 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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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2]. eMarketer(2011)는 소셜네트워크게임 고도 

이 보다 정교화하고 있으며 게임 경험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쪽으로 발 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소셜네트워크게임 고가 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 도 2011년 14.1%에서 2012년 20.5%로 증가할 망

을 내놓고 있으며, 이미 맥도날드나 세 일  등과 같

은 기업들은 소셜네트워크게임을 통해 크로스 홍보 략

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소셜네트워크게임시장 상  5

개 업체인 Zynga, Playfish, Five Minutes, Slashkey의 시

장 유율은 2008년 38%, 2009년 56%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온라인 게임시장의 소액결제와 부분유료화 모델을 

극 으로 도입해 수익을 차 늘려가면서 게임 장르와 

디자인, 시장의 크기를 성장시켜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게임 연구는 재까지 

기연구 단계에 수 에 머무르고 있고 소셜네트워크게

임 비즈니스 모델 한 온라게임 기반 형태의 부분유료

화 모델 가격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소셜커머스에 기반한 소셜네트워크게임의 

신(新)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네트워크게임

소셜네트워크게임은 사용자 간의 Interaction(상호작

용)이 요하며,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게임을 통해 온라인 인맥 리, 유 계 증

진, 동질성, 동성 등과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며 비 동시

속(asynchronous)시스템으로 상 방에 한 흔 남기

기를 통해 지속  계맺기와 인맥 리가 가능하다는 

을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 쉬운 인터페이스와 캐릭

터 자체가 다양한 도 있다. 소셜네트워크게임(SNG)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그리고 온라인게임 간의 주

요 특징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SNG, SNS, MMO 간 주요특징 비교

SNG SNS MMO

동시성 ✕ ✕ ○

커뮤니티 

크기

규모가

작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규모가 큼

주된 

결합형태
친구들 친구들 무작

한편, 김윤경(2011)의 연구에서는 SNS의 주요 특징으

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생활이나 감정을 드러내 특화된 

인간 계의 심이 될 수 있는 을 꼽았다. 소셜네트워

크게임은 SNS 인 특징을 기반으로 기존 온라인 게임의 

장르  특성을 활용해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형 

게임이라는 을 설명하고 있다. 한, 소셜네트워크게임

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  자

체가 게임 콘텐츠가 되어 진화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일상 자체가 재미가 되고 사람들이 스스로 소셜네

트워크게임 안에서 게임 이용자이자 주체가 되어 움직인

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임 속 공간을 

이용한 고와 사람들이 선물을 통해 주고 받는 사이버 

아이템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게임은 기본 으로 소셜네트워크를 바

탕으로 하며 애 리 이션 형태로 웹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 자신의 인맥을 심으로 와 추천

을 통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게임이나 기존 

게임처럼 오랜 이시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림 

1]은 소셜네트워크게임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소셜네트워크게임의 특징[3]

2.2 소셜커머스

키피디아에서는 소셜커머스 (Social Commerce)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하는 자상거래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의 확

산으로 소셜커머스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소셜

커머스는 이미 오래 부터 존재해 왔던 커머스의 한 형

태 다[4]. 국내 부분 사람들은 소셜커머스를 ‘공동구

매’ 는 ‘소셜쇼핑’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란 넓은 의미에서 자상거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가 결합한 형태로 자상거래를 해 SNS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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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소셜커머스는 SNS가 가져온 

새로운 상거래의 흐름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아

우르는 범 한 범 이다. ‘소셜’이 ‘사회’를 의미하는 단

어이기 때문에 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커머스가 일어날 

수 있는 모델이면 모두 소셜커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

는 것이다.

국내의 네이트 앱스토어, 네이버 소셜앱스 등에서도 

소셜네트워크게임이 시작되면서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

내 소셜네트워크게임 시장의 성장곡선이 가 르게 상승

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게임(SNG)를 이용한 고 

‘AdPOPcorn'는 SNS를 극 활용한 마  툴이다. 

‘AdPOPcorn'은 기존 SNS에서 텍스트로만 달하던 딱

딱한 부분들을 동 상 노출, 이벤트 참여 등의 행동유도, 

바이럴효과 등을 이용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게 했다. 노출되는 고는 유 의 의사에 따라 고 

수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고에 한 거부감은 이고 

주목도를 높 다. 한, ‘AdPOPcorn’을 활용하여 SNS이

용자들에게 소셜커머스의 ‘오늘의 딜'을 노출시키는 일

도 어렵지 않다. 소셜게임 이용자가 고에 노출됨과 동

시에 자신의 친구 도는 지인들에게도 고가 자동으로 

포스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직  SNS를 이용해 공

유하거나 추천하는 등 높은 바이럴효과를 노릴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한 AdPOPcorn은 바로 Log-in 기반으

로 연령, 성별, 지역, 노출빈도 등 세 한 타겟  가능하

여, 특성 타겟별로 ’오늘의 딜‘을 집  노출할 수 있다는 

이다. 불필요한 노출을 제어하여 1차 으로 마  비

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소셜네트워크게임 내 

AdPOPcorn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화로 발 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다[5]. 매자들이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마 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수의 고객들에

게 자신의 업체를 홍보함과 동시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는 SNS를 통한 입소문 마

과 온라인 공동구매가 결합한 비즈니스모델로 하루동안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50%이상 할인한 쿠폰을 매

하는데 일정 인원 이상이 구매해야 계약이 이 지기 때

문에 이용자들이 트 터나 페이스북등으로 지인들과 쇼

핑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차별화된 요소이다. 특히 SNS

를 통한 지인들의 평가를 마 에 활용할 경우 신뢰도

가 높아져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마  비용을 일 수 있다. 

미국의 그루폰이 2008년 처음 선보인 이래 국내에는 소

셜쇼핑 등장 6개월 만에 약 100개 벤처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제공자에게서 받

는 수수료도 15%에서 최근 10% 이하로 떨어졌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4]. 소셜커머스의 수익모델에는 매자

와 구매자, 그리고 소셜커머스 업체가 존재한다. 소셜커

머스를 이용할 경우 일단 소비자가 받는 이득은 확실합

니다. 바로 렴한 가격이고 소셜커머스가 내세우는 50%

의 할인 조건은 소비자에게 확실한 메리트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의 경우 간에서 쿠폰을 팔고 일정량의 수

수료를 받습니다. 매자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서비스나 

제품을 거의 반값에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자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홍보’입니

다. 소셜커머스는 해외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티켓몬스터, 메이크

라이스, 쿠팡, 폰 등의 소셜쇼핑 사이트들에 편 되

어 있는 실정이다. 재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도입기

에서 성장기로 확 되고 있는 시 이며, 해외에서는 시

행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시장에 

차 두각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성

공했다고 볼만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다음의 [그림 2]

는 소셜커머스 심으로 특징을 제시하 다.

 

[그림 2] 소셜커머스의 특징

2.3 게임비즈니스 모델 특성

재까지 온라인게임을 통해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

스모델은 표 으로 10가지로 설명되는데 [표 2]와 같

다. 가상(사이버)아이템 매, 정액제, 고, Second Life 

등과 같은 가상 부동산 매 는 가상 토지 이용료 징수, 

Webkinz 등과 같은 실제 상품과 결합한 게임형태,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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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형태 내용

사이버아이템 매 캐쥬얼게임 등과 같이 게임이용은 무료, 특정 아이템 구매는 유료

정액제 리니지, 아이온 등과 같은 MMORPG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월 정액제 게임 이용료

가상토지(부동산)이용 수수료
세컨드라이 (Second Life)처럼 사이버 공간 상 특정구역에 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이용

수수료 징수

게임 내 고 게임 속 특정 공간이나 아이템 등에 고집행을 하고 사업자에게 고비를 수수함

상품 매 후 게임무료제공 어린이 캐릭터 회사 Wekiz처럼 실제상품은 매하고 온라인 상의 게임이용은 무료

사이버아이템 개거래
소니의 Exchange Station처럼 게임서비스 제공기업이 직  이용자 간 사이버아이템 개

거래를 제공하고 개수수료 징수

소매  확장팩 매 길드워 등과 같이 소매 매 에서 확장팩 형태로 게임을 매하는 형식

이벤트/토 먼트 참여 수수료
특정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용자가 상 단계의 토 먼트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

시험  후 정식  구매 무료로 시험 을 이용한 후 정식 을 구매하는 형태

이용자 기부를 통한 운
Kingdom of Loathing 등과 같은 게임처럼 게임 이용자가 게임운 을 해 일정한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형태

<표 2> 게임비즈니스 모델[6]

<표 3> Tour City 게임의 진행 흐름도

의 Station Exchange 등의 게임이용자간 사이버아이템 

거래 수수료, 길드워 등과 같은 확장팩 매, 이벤트 는 

토 먼트 참여에 부여하는 이용료, Trialplay 등과 같이 

제휴를 통한 형태, Kingdom of Loathing처럼 이용자들의 

기부에 따라 운 하는 형태들이다. 

3. Tour City 게임의 설계(사례분석)

3.1 기획의도

본 연구는 SNG 수익모델과 소셜커머스 비즈니스 모

델을 분석하여 개발게임 사례를 심으로 소셜커머스에 

기반한 SNG의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구 모형을 제시

한다. 선행연구와 이론에서 SNG와 소셜커머스의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하 고 이를바탕으로 개발게임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셜커머스를 활용하여 SNG의 새로운 수익모

델을 제시하 다. 

3.2 게임의 흐름(진행도)

서울 지역 신 명소를 소개시키는 컨셉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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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심 컨셉으로 잡았으며 명소도 컨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역으로 삼기 때문에 투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었다. 일정 NPC들이 모여서 투어를 시작하

게 되면 투어 련 애니메이션이 게임 내에 보이게 되며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서 포인트를 얻게 된다. 투어의 

강화를 해서 비 투어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투어

로 발 시킬 수 있지만 기 컨셉은 이미 지정된 투어로 

진행이 된다.

3.3 게임의 기능

시뮬 이션 SNG의 재미요소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서 실제쿠폰을 매도하는 소셜게임이며, 기존의 게임은 

게임화면 일부분을 할당하면서 고를 하는 반면에 

Tour City는 게임 내에 건물들이 소셜커머스에 한 건

물로 바 어서 게임 내에 건물로 홍보를 하며 용에 

한 보상으로 유 들에게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꾸 한 

활동으로 인해 모인 포인트는 약이 되어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게임을 이 

하는 동안 계속 으로 꾸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공간

을 치장하고 다른 유 에게 자랑할 수 있으며 지속 인 

이로 더 높은 리티와 고 스러운 건물들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City에 자신이 원하는 상업건물을 세워 

게임 내에 가상의 시민 는 실제친구들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을 즐기게 하여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

고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상시민이 증가하고 가상시

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업건물이 활성화되고 돈을 벌면 

꾸미고 City의 리티가 높아지고 지가 좋아지는 시

지효과를 가지게 된다.

<표 4> 게임의 핵심기능

4. SNG 비즈니스 모델 제안 

4.1 서비스 현황(국내/해외사례)

재까지 시장에 등장한 소셜네트워크게임 비즈니스 

모델은 사이버아이템 매, 게임내 고(PPL) 등이 있고, 

최근에는 게임 이용과 소개에 한 각종 비디오콘텐츠에 

특정기업의 고(삽입 등)를 삽입하거나 징가처럼 툴바

를 설치하는 번들링(툴바설치) 등이 새롭게 비즈니스모

델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3]은 실제 소셜네트워크게임 

내에 고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소셜네트워크게임 내에 광고

소셜네트워크게임의 수익모델은 기본 으로 바이러

스 마 에 기반을 둔다. 부분의 소셜네트워크게임은 

높은 벨의 건물을 짓거나 유닛(unit)을 생산할 때, 일정 

인원 이상의 친구를 추가해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게임 사용자들은 스스로 자

신의 친구들에게 게임을 추천하고 가입시키는 홍보활동

을 하게 된다. 기 소셜게임의 수익은 부분 고를 통

해 얻어졌다. 바이러스 마 을 통해 구축된 사용자 인

라에 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

의 고는 게임 화면의 일부에 고를 노출시키는 배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배 고는 게임 이에 

지장을 주고, 게이머에게 거부감을 조성해 수익률이 

차 낮아졌다. 이에 한 안으로 등장한 것이 하이 리

드 IGA(In Game Advertising)이다. 하이 리드 IGA가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고가 아닌 랜드가 들어간 게

임 콘텐츠이다. 과거 무분별하게 제품을 노출시키던 

화 PPL(Product in Placement)이 시나리오에 녹아 들어

간 제품 고로 발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그림 4]와 

같이 <FarmVille>의 경우, 보험업체 Farmers Insurance

의 고를 게임 내 각종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주는 

아이템 형태로 진행했다. Zynga의 추산에 따르면 행사 

종료 후 6개월 만에 10억 건의 추가 노출이 발생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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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너광고예시(좌), 팜빌의 하이브리드 예시(우) 

4.2 Tour City 비즈니스 모델 제안

[그림 5] Tour City 플레이화면

[그림 6] Tour City 내에 소셜커머스 활용 화면 

기존의 SNG의 비즈니스 모델은 친구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데코 이션 아이템을 배치하거나 게임과 한 실

제상품을 추천해 간  이용 경험을 주거나 링크하는 게임 

내 고를 배치한다. 하지만 Tour City의 경우에는 기존

의 SNG의 비즈니스 모델이외에 소셜커머스를 직  게임 

내에 배치함으로써 지속 이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콘텐

츠를 가짐으로 수익  효과를 꾸 히 얻을 수 있다. 소셜

커머스의 경우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야할 상품이 있기에 

게임 내 소셜커머스 상 을 만들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소셜커머스 상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 게임을 

통해 소셜커머스 상품을 무료로도 얻을 수 있게 게임을 

기획하 다. 따라서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고 그

를 활용해 오 라인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도 Tour City

만의 재미요소라 할 수 있다.

4.3 시사점 및 향후전망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게임 비즈니스모델을 재 개

발 인 게임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 다. 기존의 소셜네

트워크게임의 수익모델의 한계 을 해결함으로서 다양

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다. 한 향후에는 각각의 비즈니스 요인들을 분석 활용

하여 소셜네트워크게임 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함

으로서 다양한 게임 산업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개발

하고 운 하는데 청사진(Blue Print) 역할 할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게임을 상으로 비즈니스모델링을 함으로서 

차후 Tour City 게임이 상용화하여 성장하는 략을 개

발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단된다. 한, 향후 Tour City

가 상용화를 하여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인 뿐만 아니라 

성과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에 추가함으로서 구성요

인과 성과요인을 고려한 소셜네트워크게임 비즈니스모

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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