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33

http://dx.doi.org/10.14400/JDC.2015.13.7.333

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의 

융복합 수익모델 제안

김태규*, 허태인**, 정형원*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대학원 교수*,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

Proposal Convergence profitable model of mobile games that 

utilize the mileage system

Tae-Gyu Kim*, Tae-In Heo**, Hyung-Won Jeong*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 Contents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 Contents student**

요  약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마일리지 시스템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를 시스템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다. 마일리지 시스템은 최초로 1980년도 후반에 항공사에서 서비스를 했던 방식으로 
지금은 많은 순기능들과 특징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다른 산업분야에서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마일리지 시스
템을 이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산업도 많다. 하지만 현재 게임 업계의 마일리지는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마일리지의 순기능인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포인트라는 개념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에 모바일 산업에서 많이 발달한 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온라인 산업보다 더 좋고 쉬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에 마일리지 서비스를 융복합 수익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수익모델, 마일리지, 모바일게임, 부분유료화, 모바일수익, 애드몹, 기프티콘, 융복합

Abstract  Mileage system in some online media, I have a lot of use.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that are making money by using the mileage system. A mileage system is the first airline in such a way that 
the service in the late 1980s, many states now listed sungineung and featur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industries that reported good results using a mileage system used by carriers in other industries. However, 
mileage of the current game industry has not been introduced, it is not the service by using the concept of 
point returning to the user is purely a function of mileage. So a lot of developed payment systems in the 
mobile industry since 2010, proposed a better and more current online payment systems industry has an easy 
hybrid revenue model for mobile games service convergence mileage using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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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모바일 게임 산업이 아직은 온라인 산업의 매

출 총액과 비교하면 많이 은 것은 사실이나 산업의 크

기에 비해서는 지 않은 액의 매출을 내는 산업이다. 

한, 국내에서 지 않은 매출을 내는 온라인게임 “리니

지”를 블 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 월매출이 넘었다는 

에서도  비 이 높아지고 있다[1]. 

모바일 수익 구조로는 온라인 게임 때부터 부분유료

화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재 부분 유료화 

매 모델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표 인 소액 

결제 기반 과  방식으로 그 수익에 직 인 향을 

다. 효과 인 부분 유료화 수익 모델은 유 의 지속 인 

소비를 유발하고 안정 인 수익을 보장한다[2]. 

부분 유료화 모델은 모바일 게임의 수익 모델로 사용

돼 매출이 높은 모바일 게임 순으로 나열했을 경우 2014

년 10월 16일 안드로이드 마켓 기  상  10등으로 

'supercell'의 ClashOfClan, 'CJ Netmarble',의 모두의 마

블, 세 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4:33’의 블 이드, ‘NEXON Company’의 FIFA온라인 3 

M, 'Devsisters Corporation'의 쿠키런, ‘Com2uS(컴투

스)’의 서머 즈워:천공의아 나, 'King'의 캔디크러시사

가 순으로 순 가 있으며 모두 무료 서비스에 부분유료

화를 입힌 형태의 게임들이다[3].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게임 수명은 온라인 게임의 비

해서 많이 낳은 편이다. 한, 게임의 내용에 따라서 몇 

개월씩 차이도 나긴 하지만 체 으로 수명이 낮다[4]. 

모바일 게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외국의 기업의 게임

에서는 하나의 게임으로 2년간 지속 인 서비스로 지속

인 인기를 리며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차 지속

인 인기와 수명이 긴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 황이다. 최

근에 100억 원 이상의 마 을 쓰고 떠오른 게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2012년부터 해서 지속 인 

성장을 하는 “ClashOfClan"이 지속 인 성장으로 인해서 

꾸 히 인기몰이를 하는 게임으로 변하 다[5]. 

국내에서도 많은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지만, 재

는 게임의 성격(개발방향)에 의지해 게임의 수명을 가지

고 있는 게임들이 많다. 이러한 게임의 수명을 늘리기 

해서 게임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수익모델 부분은 계속 

부분유료화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터

넷 쇼핑몰  항공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

는 마일리지 시스템은 논문을 통해서 고객유치와 만족도

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제

자리걸음을 하는 모바일 게임의 수익모델에도 게임의 수

명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수익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게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마일리지

를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수익모델 종류

2.1.1 IGA (In Game AD)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던 고 방식으로 재 

모바일 무료게임이 수익을 내기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게임 내 고(이하 IGA라고 칭함)라고 한다. [Fig. 

1]을 보면 게임화면 아래에 Admob이라는 SDK를 붙이

면 게임 내에서 일정 화면에 고하는 배 가 나타나고 

나타난 배 에 IGA를 하는 서비스로 재 안드로이드에

서는 애드몹1)(ADMOB)이라는 표 인 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으며 무료게임의 사용자 유입 성을 이용해 고

수익을 내기 해서 사용하는 수익방식이다.

[Fig. 1] Advertising method using the Admob of
game

2.1.2 유료 게임

게임을 설치하는 서비스 사이트 애 의 앱스토어, 구

의 구 이 등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결제

1) Admob(애드몹) : 구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내 
일부화면을 광고 페이지로 지정해 광고해준 것에 대한 수익
을 나눠주는 방식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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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의 수익 모델로 결제 

이후에 업데이트에 한 부분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 Apple's App Store paid game

2.1.2 부분 유료화

부분유료화는 모든 서비스(상품)에 과 하는 것이 아

니라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과 유료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나 어 과 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분유료화는 주로 인

터넷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용되는 방법으로 게임은 무

료로 이용하되 특정 아이템이나 서비스의 구매, 는 이

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유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넥

슨(NEXON)은 1999년에 발표한 인터넷 퀴즈게임 ‘퀴즈

퀴즈( 재의 큐 이)’에서 부분유료화 과  방식을 도

입했다[6].

Ralf C.Adam(2010)은 부분 유료화 모델을 용하고 

있는 게임에서 게임 자체는 수입 수단이 아니며 게임 

이 에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입을 얻어야 하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7].

[Fig. 3] WooparupaMountain Microtransaction
         models

부분유료화는 재 많은 모바일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재 안드로이드마켓의 매출순 로 상  50 의 

게임 모두 부분유료화를 통한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모바일의 부분유료화 적용방법

오규환(2008)은 부분 유료화의 성공 요인  하나로 

원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하여 요 을 지불 할 수 있게 되

면서 지불에 한 부담이 사라진 이라 하 다[8].

John Smedleg(2012)는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으로서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MMO(Massive Multiplayer 

Online) 게임들에 부분 유료화를 용하면서 성공한 사

례들을 통해 부분 유료화의 효율성에 해 언 하 다. 

John Smedleg는 미래 MMO 게임들에서는 부분 유료화

를 통해 유 가 게임에 지불하는 비용이 자유롭게 이루

어질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많은 선택요소들을 제

공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9]. 해당 연구에서

는 부분유료화가 가지는 효율성이 높다고 언 을 하 다.

Mitch Lasky(2012)는 부분 유료화는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를 게임에 한 흥미, 설치, 지속 인 게임 이, 

유료화 상품에 한 요  지불, 반복 인 지불 단계를 통

해 진행된다고 정리하고 있다[10]. 해당 연구에서는 부분 

유료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잘 활용하기 해

서 유 의 욕구를 빠르게 악할 수 있는 수단에 해서 

언 을 하 으며 부가 인 이익창출의 수단으로서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3 마일리지 시스템

2.3.1 마일리지 시스템 기능

결제 서비스가 2010년 이후로 이 의 결제 서비스에 

비해서 쉬워지고 간결해지고 변화된 만큼 결제에 한 

어려움이 없어 결제되는 비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결제

율이 오르면서 많은 서비스들이 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다. 

마일리지 시스템 하면 가장 먼  생각나는 부분이 항

공 마일리지이며 이러한 항공 마일리지는 Berman(2006)

은 로열티 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Table 1> 분류의 유형을 확인해 보면 4가지 유형이 있

으며 유형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충성 행동에 아무런 보

상이 없는 로그램, 소비자들에 의해 부분 으로 자기 

리가 이루어지는 로그램, 회원들의 과거 구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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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포인트 보상이 이루어지는 로그램, 소비

자의 구매를 통해 발생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회원 개인

에게 특별한 로모션을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나 었

으며 항공사, 호텔 등이 운 하는 로열티 로그램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하 다[11].

program type Features Example

offer discounts 

to customers of 

member 

registration

․Anyone can join

․The card is lost, Provides 

benefits even if you do not have 

possession

․Members of all the same benefits

․Customer information, Demographic 

information, Purchase records, 

etc. another data not maintain

․Sorted member of No Communication

Supermarket

commodity 

purchase of 

membership, 

additional 

product offerings

․Anyone can join

․Members of all the same benefits

Car wash, 

nail shop, 

beauty salon, 

etc.

Earn offer 

discounts or 

points of 

cumulative 

purchase proven 

star

․Members strive to receive a 

discount.

Airlines, 

hotels, credit 

card 

company

Provides a 

proposal 

message to 

selected 

customers.

․subdivide the customer Purchase 

record.

․Requires comprehensive customer 

information database

(Purchase record, the contents of 

the population statistics, etc.)

Famous 

chain stores

<Table 1> Loyalty program type 

2.3.2 마일리지 시스템의 효과

강지 (2008)에서 총 11개의 연구가설에 해 구조방

정식을 통한 모형설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  

혜택- 랜드태도, 경제  유용성- 랜드태도, 이용혜택

의 다양성- 랜드태도의 계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가

설은 유의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을 통해 지지가 된 가설들을 살펴보면, 마일리지 로그

램 속성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편리성, 

정서  혜택, 경제  유용성, 이용혜택의 다양성이 높아

질수록 고객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Oliver(1980)의 연구에서는 ‘만족→ 태도→ 행동의도’ 

간의 일련 계를 입증한다고 보았고[13], Boltonand 

Draw(1991)는 구매한 랜드에 하여 만족을 느낀다면 

그 랜드에 하여 더욱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

라고 보았다[14]. 

강지 (2008)의 선행연구들을 토 로 마일리지 로

그램이 고객 만족에 향을 미치며 고객 만족은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결과들

을 통해 마일리지 로그램 속성들이 랜드 태도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어 가설을 세워보았다. 하

지만 선행연구에서 밝 진 것처럼 마일리지 로그램 속

성들이 랜드 태도에 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껴야지만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 

Park, Kae-Jun(2002)에서는 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 

가능성이 쉽다면 많은 사용자가 구매빈도와 구매 액을 

늘릴 의사가 모두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5]. 

해당 연구들을 통해서 마일리지 시스템은 마일리지의 

혜택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방법이 다양할수록 

고객 만족이 높아진다고 해서 모바일 게임의 수익 모델

에도 활용한다면 유료화 모델의 결제율과 사용자들의 만

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2.4 기프티콘

2.4.1 기프티콘 정의

기 티콘(Gifticon)은 Gift + Icon의 합성어로 휴 폰 

문자 메시지로 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 쿠

폰을 말한다. 이를 이용하여 선물을 구매한 사람이 기

티콘을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기 티콘은 SK 래닛이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다른 매장들과 제휴를 맺어 인터넷상에서 쉽게 다른 사

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16].

2.4.2 기프티콘의 사용성

기 티콘은 재 많은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

으며 기 티콘에 납품이 아닌 자신도 기 티콘을 매 

 서비스하고 싶을 경우에 기 티콘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서 API2)를 지원해 다.

표 인 사용 사례로는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선물

하기 기능으로 [Fig. 4]에서도 기 티콘을 볼 수 있다. 

2)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
케이션이 운영 체제에 어떤 처리를 위해서 호출할 수 있는 
서브루틴 또는 함수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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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티콘의 이용 방식은 선물할 기 티콘을 선택한 

뒤에 선물하기를 르고 결제를 하면 자신이 구매한 기

티콘이 상 방에게 달되어 상 방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Fig. 4] Gifticon it is being used in KakaoTalk

3. 모델 제안

3.1 모바일 게임의 로열티 프로그램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연구를 통해 항공사에서 사

용하는 로열티 로그램을 로그램 유형별 모바일 게임

에 용을 시킨다면 <Table 2>와 같이 된다.

재 로그램 유형 4개  선행 연구에서 가장 좋다

고 정된 3번 유형이며 모바일 게임의 로열티 로그램 

4개  3개의 유형  모바일 게임 내에서 용 이며 

가장 좋다고 평가가 된 3번째의 유형은 용 인 게임이 

존재하지 않다. 

3번 유형과 가장 어울리는 부분유료화 모델을 이용한 

수익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program type Features Example

offer discounts 

to users who 

participate in the 

game

․Anyone can join

․The card is lost, Provides 

benefits even if you do not have 

possession

․Members of all the same benefits

․Customer information, Demographic 

information, Purchase records, 

etc. another data not maintain

․Sorted member of No Communication

When a user 

registers, to 

provide 

initial item.

Benefits 

provided when 

the user to 

purchase the 

item

․Anyone can join

․Members of all the same benefits

All users 

can 

participate 

events.

Cumulative 

purchase, Actual 

results in a 

discount, 

Provide a point 

acquisition

․Members strive to receive a 

discount.

Mileage 

system

Provides the 

interests of 

customers who 

were selected

․subdivide the customer Purchase 

record.

․Requires comprehensive customer 

information database

(Purchase record, the contents of 

the population statistics, etc.)

Provides 

benefits to a 

higher 

ranking user

<Table 2> Moblie Game Loyalty program type 

3.2 마일리지 시스템 적용범위

제안하려고 하는 모델의 용 범 는 게임 내 실제로 

크래딧으로 게임 내 모델을 구매하는 부분에서 용되도

록 한다. 

John Smedleg(2012)의 내용에서 유 들에게 많은 선

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9]. 재 많은 모바일 게

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 딧3)화를 하고 난 다

음에 게임 내 자유 결제를 하게 되어 있다.

[Fig. 5] Payment method that is being used to 
crediting cash

3) 크레딧 : 실제화폐를 게임 내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로 만
들고 게임 내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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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ayment through the credit

[Fig. 5]는 을 크 딧화 할 때 사용되는 결제 방식

이며 [Fig. 6]은 결제된 크 딧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한 

창이다.

의 2개의 모델  그림 6와 같은 방식의 유료화 모

델에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3.3 마일리지 시스템 적용 방식

마일리지 시스템을 의 내용에서 언 한 “클래시오

클랜”에 용하여 방식을 설명하려고 한다. 

“클래시오 클랜” 보석을 사용하는 방식은 가속, 즉시 

업그 이드, 충 , 보호막 등 크 딧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식과 캐시 아이템을 획득 방식을 변경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3.3.1 크레딧 아이템 사용 후 마일리지 적립

크 딧을 사용하는 창이 뜨면 해당 부분의 창에 추가

로 추가 마일리지 립을 알려주는 정보를 보여 다.

[Fig. 7] Earning Mileage through the use of credit

3.3.2 크레딧화 되었던 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

도 과제, 장애물 제거와 같은 게임에서 특별한 행동 

후에 주는 크 딧 보상을 마일리지로 바꿔서 직 인 

보상 보다 간 인 보상체계로 바꿉니다.

3.4 마일리지 사용 방식

Park, Kae-Jun(2002)의 연구에서는 사용방식이 쉬울

수록 기 효과는 크다고 하 다.

[Fig. 8] UI entry method related to use Mileage

[Fig. 8]과 같이 마일리지의 사용은 직 으로 마일

리지가 모인 것이 보이는 수치 UI가 보이면 해당 UI를 

선택 후에 메뉴를 통해 자신이 사용할 방법을 선택 후 마

일리지 사용 가능한 UI가 뜨고 아이템을 선택하면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5 마일리지 사용처

3.5.1 기프티콘 구매

마일리지는 게임 내 축 이 되고 사용 서비스  하나

의 방식으로 사용되면 게임 내 이를 하면서 결제를 

하고 난 뒤에 얻는 부분의 포인트를 다시 실생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은 마일리지 부분의 선행 연

구에서 마일리지의 기능과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 들에

게 높은 만족도를  것이다.

3.5.2 게임 내 마일리지 아이템 구매

립된 마일리지는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

으로 교환되며 마일리지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교환되도록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NC 

Soft의 N 포인트로 아이템을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부

분에 [Fig. 9]에 해서 게임 내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만

족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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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I entry method related to use Mileage

3.5.3 유료화 아이템 구매

립된 마일리지로 기존에 용되었던 게임 이를 

하면서 크래딧을 얻었던 부분을 마일리지로 바 었지만, 

마일리지로 유료화 아이템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게 

한다.

4. 결론

본 제안의 내용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게임 산업에

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모바일 측면에서 바라봤으며 모바

일이 결제시스템의 발 으로 인해서 부분유료화 부분의 

결제에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재 모바일 

게임 산업은 게임의 성공한 게임을 만드는 것 다음으로 

게임의 수명을 걱정하고 있으며 게임의 수명을 연장하기 

해서 지속 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의 내용에서 

말하 다. 하지만 게임 구성을 많이 신경 쓰고 있었으며 

부분유료화 모델의 발 은 정체되어 있으며 많은 게임제

작사가 단순한 수익모델로만 보고 있다. 하지만 Ralf 

C.Adam(2010)의 연구에서 나왔듯이 수익모델 한 변하

고 하나의 서비스의 시선으로 야 하는 에서 제안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모바일게임 로열티 로그램은 실

제로 모바일 게임에서 4가지  3개는 용하고 있었으

며 항공사  다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고 로열티 로

그램  가장 좋은 3번째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에 조사하여 모바일 게임에 용 시켜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마일리지 시스템의 순기능과 효

과에 해서 알아봤으며 마일리지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

이 있지만, 문제 에 한 해결 방안에 한 연구결과

도 많이 있었다. 체 으로 순기능이 많았으며 가장 문

제가 있던 부분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곳이 많은가?‘, ’마

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느냐? ‘에 있었으며 모바일의 특

징과 한계 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게임 내 마일리

지로만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기 티콘이 있었으며 본 연구 내용에는 증명된 사실이 

없지만, 기 티콘은 CashSlide라는 마일리지 립 애

리 이션에서 기 티콘으로 교환하는 부분에 해서 가

장 활성화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마일리지가 

립되면서 크래딧을 얻는 부분이 사라졌는데 그 부분도 

마일리지 내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제안 내용을 용한다면 모바일 게임도 다른 곳에

서도 사용하고 있는 로열티 로그램으로 유료화 모델 아

이템 결제율과 사용자 유지에 있어서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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