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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앞으로 팽창하고, PC게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시장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정보와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빨리 

모바일 게임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긍정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의 판도를 

다양한 통계와 시장의 반응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각각 본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으니, 

많은 참고 부탁 드리면서 이견 및 추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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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장 옆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년간의 PC온라인 게임시장보다, 3개월의 변화가 빠른 모바일 게임시장은, [클릭] 

 

 성장세로 볼 때 차후에는 iOS보다는 Android를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클릭] OS

 

Platform ‘카카오톡 게임하기’ 플랫폼은 가능한 빠르게 진입을 해야 이득을 취할 수 있음 [클릭]  

 

Genre 누구나 쉽게 익히고 빠른 시간내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상위권에 분포 [클릭]  

 

Profit 무료다운로드 + 부분유료화가 가장 많이 쓰이는 수익 모델 (유료 다운로드는 평균 1.7 $)  

         게임 아이템 중, 소모성 아이템을 가장 많이 구매 한 것으로 집계, 

25~34세의 성인이 아이템 구매 비용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앞서는 편,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여성이 지출을 많이 하는 편 

남성은 액션과 스포츠를 가장 선호, 여성은 압도적으로 퍼즐을 선호 [클릭] 

 

Development Tool 스포츠, TPS, FPS, 러닝 등 볼륨이 큰 장르의 게임은 Unreal 개발 비중이 높고,  

퍼즐, 액션, 디펜스 등의 볼륨이 작은 장르는 대부분은 Object-C, AndroidSDK  

동시개발 비중이 높음 [클릭]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추세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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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시장의 변화속도 

 

PC온라인 게임시장은 2010년부터 3년동안 

 게임: Top10 순위에 7개가 3년 동안 유지되고 있음 

 장르: 장르별 점유율의 순위는 변화 없음 

    인기게임과 인기장르가 크게 변하지 않았던 시장 

 

 2010년 9월부터 1년 단위동안 PC방 점유율 순위 (출처:게임트릭스) 

10년 9월 11년 9월 12년 9월 

순위 게임명 점유율 순위 게임명 점유율 순위 게임명 점유율 

1 아이온 15.81 1 아이온 14.23 1 리그오브레전드 21.09 

2 서든어택 9.51 2 서든어택 10.12 2 블레이드&소울 13.77 

3 워크래프트 3 6.69 3 워크래프트 3 8.6 3 디아블로 3 7.97 

4 스타크래프트 6.37 4 피파온라인 2 6.65 4 서든어택 7.26 

5 피파온라인 2 6.1 5 스타크래프트 6.2 5 피파온라인 2 5.65 

6 리니지 2 4.05 6 리니지 3.58 6 아이온 5.41 

7 리니지 4.02 7 WOW 3.45 7 스타크래프트 3.87 

8 WOW 3.69 8 리니지 2 3.14 8 워크래프트 3 2.87 

9 던전&파이터 3.34 9 테라 3.02 9 리니지 2.84 

10 스타크래프트 2 3.33 10 던전&파이터 2.83 10 던전&파이터 1.92 
 

 

 

 2010년 9월부터 1년단위, 장르별 점유율 변화(순위별로) (출처:게임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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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무료다운로드 게임은 3개월 동안 

 게임: Top10 순위안에 있던 게임은, 3개월 동안 1개만 유지 

 장르: 장르별 점유율과 순위의 증가/하락폭이 심함 

    인기게임과 장르가 변동이 심했던 시장 (유료다운로드 게임은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적었음) 

 

 모바일 무료다운로드 게임 2012년 8월부터 한달 간격 인기순위 (출처:인벤) 

Google PlayStore 인기 게임순위 

12년 8월 6일 12년 9월 3일 12년 10월 1일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1 카트라이더 러쉬 레이싱 1 애니팡 (카톡) 퍼즐 1 캔디팡 퍼즐 

2 가로세로낱말맞추기(카톡) 퍼즐 2 그냥!사천성 (카톡) 퍼즐 2 애니팡 (카톡) 퍼즐 

3 한게임 사천성 퍼즐 3 가로세로낱말맞추기(카톡) 퍼즐 3 틀린그림찾기 (카톡) 퍼즐 

4 앵그리버드 스페이스 퍼즐 4 아이러브커피 (카톡) 시뮬 4 바운스볼 퍼즐 

5 타이니팜 시뮬 5 스페이스 팡팡 (카톡) 퍼즐 5 내가그린기린그림(카톡) 퍼즐 

6 Running Fred 액션 6 내가그린기린그림(카톡) 퍼즐 6 스페이스팡팡(카톡) 퍼즐 

7 리듬스캔들 (카톡) 리듬 7 더비데이즈 시뮬 7 아이러브커피(카톡) 시뮬 

8 코인 도저 아케이드 8 타이니팜 시뮬 8 드래곤플라이트 카톡) 슈팅 

9 템플 런 러닝 9 포트리스2 레드 슈팅 9 가로세로낱말맞추기(카톡) 퍼즐 

10 스타일리시 스프린트 러닝 10 아쿠아빌리지 시뮬 10 스페셜포스 NET(카톡) FPS 

 

iOS AppStore 인기 게임순위 

12년 8월 6일 12년 9월 3일 12년 10월 1일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1 양궁월드컵 2 스포츠 1 가로세로낱말맞추기(카톡) 퍼즐 1 애니팡(카톡) 퍼즐 

2 겁없는 녀석들 액션 2 카트라이더 러쉬+ 레이싱 2 내가그린 기린그림(카톡) 퍼즐 

3 Metal Slug Deluxx 액션 3 한게임 체인지팡팡 퍼즐 3 보석팡(카톡) 퍼즐 

4 플레이독스 시뮬 4 드래곤 빌리지 시뮬 4 아이러브커피(카톡) 시뮬 

5 Super Tank Battle 아케이드 5 Extreme Skater 러닝 5 메이플스토리 Live 액션 

6 몬스터 라이프 아케이드 6 Robbery Bob 액션 6 몬스터타워 디펜스 

7 에어펭귄 Free 러닝 7 Diamond Dash 퍼즐 7 삼국지 디펜스 2 디펜스 

8 점따라 그리기 퍼즐 8 Blood&Glory:LEGEND TPS 8 타이거우즈 PGA 스포츠 

9 런던 2012 스포츠 9 이터니티 워리어스 2 액션 9 가로세로낱말맞추기(카톡) 퍼즐 

10 Sketchman 액션 10 상고의 전설 시뮬 10 DJMAX RAY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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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무료다운로드 게임 2012년 8월부터 한달 간격, 10위권에 진입한 게임 수 장르별 점유율 (출처:인벤) 

 
 

 

 

 

앞에 있던 통계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PC온라인 게임은 RPG, RTS, FPS의 특정 장르와 게임들이 장기간 동안 변화 없이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모바일 무료 게임은 단기간 동안에도 액션, 퍼즐, 디펜스, 시뮬 유행에 따라서 변화를 보였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

유는 모바일 게임의 PC게임보다 확산력이 높고, 게임의 콘텐츠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런 모바일 게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모바일 게임시장을 주도하거나 ▲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바일 인기장르

에 빠르게 편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모바일 무료 다운로드게임보다는 변화가 더딘 유료다운로드 게임 

 

 

Summary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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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와 iOS 점유율 

 

2012년을 기점으로 Android가 iOS를 넘어 성장, 

 전세계 OS점유율 30%로로 iOS보다 6%넘게 차지 

 차후, 출시된 App의 개수, 다운로드 횟수 모두 Android가 앞설 예정 

  Android를 우선 개발 해야 하지만,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iOS가 필수 

 

 모바일 OS 전세계 점유율(출처:StatCounter)  

 
 

 

 

Nokia의 주 운영체제인 Symbian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새 OS인 Series 40으로 전환

하여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Nokia 디바이스는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 되어, 국

내 실정에는 Android와 iOS의 점유율 통계가 더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droid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놀라운 성장율을 보였고, Nokia의 운영체제 전환시기 때 점유율을 크게 늘려서 

현재는 iOS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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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바일 OS 점유율 (출처:StatCounter) 

 
 

 

 

국내 모바일 시장의 경우는 전 세계와는 약간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7월 갤럭시S 모델 발매의 영향으

로 Android 점유율이 높아져, 현재는 6배 이상 격차를 벌여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다.  

 

 각 스토어 별 App의 누적 개수와 다운로드 횟수 추이(출처:148Apps, Busineess insider 및 각종 언론자료 가공) 

 
 

 

 

iOS는 이제까지 많은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수의 App 출시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 보였으나, Android

를 사용 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많은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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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OS별 매출 비교 (출처:NewZoo, Flurry) 

 
 

 

▲ 2012년 5월 발표한 미국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액 비교                ▲ iOS와 Android 개발자 수익 비교 

 

 

Android가 점유율도 성장세이고, App시장도 iOS를 따라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익 면에서 iOS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이유에는 Android는 Market이외에 제조사, 통신사 등의 App Store로 인해서 

수익이 분산된 이유라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전체 시장의 분위기로는 Android와 iOS 어느 OS에 치우치지 말고 동시 개발을 해야 하지만, 국내 실정 상

 Android의 비중이 iOS보다 월등히 높아서 우선적으로 개발 되어야 하고,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거나 매출비

교를 보면 iOS가 우위에 속하므로 iOS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Summary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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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게임하기’ 플랫폼 전망 

 

카카오톡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게임들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런칭 했을 경우, 플랫폼 이동에 대한 사전 준비 및 계획이 있어야 하며 

 알림 메시지에 대한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짐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고려 

  가능한 빨리 진입을 해야 성공적인 시장 반응이 있을 것 

 

 내장형 게임부터 현재의 ‘카카오톡 게임하기’ 플랫폼까지 다양한 유통과정을 거쳐온 모바일 게임 

단말기(버스폰) 내장 

  단말사에서 게임회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 

  대부분의 게임이 퀄리티가 낮은류의 게임이 대부분이고 현재 기기변화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유통 경로 

 

단말기 내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운 

  이동통신사의 전략상품으로 단말사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 (애니콜랜드 등) 

  이동통신사들이 VM을 제공,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외주업체들이 개발 

  하는 형태로 현재는 스마트폰 AppStore가 열리면서 침체됨 

 

스마트폰 AppStore 

  OS사에서 제공해주는 스토어를 통해 App 다운 

  스마트폰 보급율이 증가하면서 게임의 대부분이 다운로드되는 유통경로 

사설 AppStore가 늘어나면서 콘텐츠를 늘려가며, 변화 시도 중 

 

사설 AppStore 

  이동통신사나 단말기종에 따라 사설 AppStore가 설치되어있음 

  OS사의 AppStore에 못지 않은 유통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  

(2010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App보유 20만, T스토어는 7만으로 집계) 

 

게임 개발사 어플연동 서비스 

  게임개발사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들을 연동이 됨 

  소셜게임들이 유행을 타면서 친구들간의 관계 등이 중요시 하면서 기존 

모바일 게임시장에 오랫동안 진출했던 게임사들이 주로 서비스하고 있음 

  현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함 

 

메시징 서비스와 연동된 App 

  메시지를 무료로 전달하는 카카오톡이 콘텐츠를 확장하면서 플랫폼으로 진화 

  2012년 7월말 게임하기 서비스 오픈 후, 인기게임 순위가 카톡 게임으로 

도배 되면서, 게임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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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 성공이유 

앞에서 봤던 다양한 플랫폼을 보고 있으면, 게임을 어떤 과정으로 유통시킬지 어떤 형태로 서비스할지도 매우 중요

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최근 메시징 App(카카오톡)에 맞물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

니팡’, ‘아이러브커피’ 등의 인기와 현재의 인기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 최근 무료 다운로드 인기 순위 10위안에 있는 게임 9개가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다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에 런칭되기 전에 출시된 ‘애니팡’이나 ‘아이러브 커피’와 같은 퍼즐, 경영 시뮬등의 장르

가 주로 인기 있었지만, 이처럼 각 스토어의 인기순위를 독차지한 적은 없었다. 결론은 카카오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카카오톡의 첫 번째 힘은 수많은 유저풀을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운영 업체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약 3천만)의 95% 

는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하루에 약 125개의 메시지를 전송 

한다고 한다. 수치로만 봐도 다른 메시지 App이나 일반 App들을 통틀 

어서 단연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유저풀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게임하기 서비스 이전에도 ‘플러스 친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성공한 전례가 있다. (플러스 친구 이용자 수 1300만, 친구 등 

록건 수 5300만 달성) 즉, 카카오톡은 수 많은 유저풀을 바탕으로 

실패를 하는 것이 이상한 플랫폼 이었던 것이다. 

 

2012년 10월 16일 무료 다운로드 게임 인기 순위 

AppStore Google PlayStore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1 드래곤 플라이트 (카톡) 슈팅 1 드래곤 플라이트 (카톡) 슈팅 

2 카오스디펜스 (카톡) 디펜스 2 캔디팡 (카톡) 퍼즐 

3 내가그린기린그림 (카톡) 퍼즐 3 애니팡 (카톡) 퍼즐 

4 애니팡 (카톡) 퍼즐 4 퍼즐 주주 (카톡) 퍼즐 

5 아이러브커피 (카톡) 시뮬 5 내가그린기린그림 (카톡) 퍼즐 

6 보석팡 (카톡) 퍼즐 6 바운스볼 퍼즐 

7 마이독스 시뮬 7 틀린그림찾기 (카톡) 퍼즐 

8 슈퍼액션 히어로 액션 8 아이러브커피 (카톡) 시뮬 

9 리얼사커 2013 스포츠 9 배드피기즈 퍼즐 

10 포트리스 2 레드 슈팅 10 스페셜포스 NET FPS 

1초에 3만 4천 

1인당 하루 125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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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초대’, ‘요청’ 메시지 덕분이다. 최근 유행

했던 소셜네트워크 게임들이 게임속의 친구들에게 게임을 더 하기 위한 도구, 혹은 더 좋은 아이템이나 건물을 짓

기 위해서 상호 인터렉션을 요구하는 콘텐츠를 모방한 것이다.  

 

 

 

◀ 카카오톡 App을 설치하고 친구가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라면,이러한 

초대메시지를 한번쯤은 받아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초대 메시지를 받거나,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예를 들면, 애니팡의 하트)를 받게 되면 호기심에 의해서 게임에 

접속하고 플레이를 한번쯤은 해보는 유저가 꽤나 될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현재 카카오톡 서비스

에 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 전망 

앞서 카카오톡 게임하기가 성공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서

비스가 가지고 있는 불안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겠다.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 전망의 첫 번째 불안요소는 카카오톡이 게임하기 서비스에 많은 게임이 런칭 될 경우이

다. 서비스에 많은 게임이 런칭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게임들이 당장은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플랫폼안

에서 경쟁이 늘어나면 점점 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카카오톡 서비스에 런칭을 시도한다면 ‘애

니팡’과 같은 매출을 기대하면 안된다. 많은 게임이 런칭되면 될수록 중간 유통과정을 한단계 더 거치는 형식이므로 

AppStore에 단독으로 서비스할 때 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카카오톡 수익배분 구조] 

 

두 번째는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에 런칭될 경우, 이 플랫폼

에 종속될 경우 변수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

톡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은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해야 한다. 

결국 내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 유저는 다른 회사의 회원이 되어

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 좋은 플랫폼이 생겨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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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서비스를 할 때에 더 수익이 난다든지, OS개발사에서 이런 형태의 App을 차단한다든지 플랫폼을 떠날 이슈가 

생겨날 때, 매우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쉽게 자사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서든어택과 던전 앤 파이터가 넥슨 

포털에 서비스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 (좌)최근 카카오톡 메시지 서비스 차단방법,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애니팡 ‘하트 메시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에 대한 리서치 결과 (출처:두잇서베이,3000명 대상) 

 

마지막으로는 초대, 요청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져가는 것이다. 카카오톡 게임관련 메시지 요청을 보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내게 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메시지가 온다. 임의로 수신을 off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신을 off해야 상황에 왔을 때, 이용자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는 카카오톡에 대한 불만 보다는 게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다. 페이스북 SNG들도 

이러한 초대, 알림 메시지가 있지만 PC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내가 원할 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너무 많이 메시지가 쌓여서 귀찮을 뿐이다. 이 문제는 사

회적으로 꽤나 이슈가 되고 있어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개인적인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에 대해서 전망을 하자면,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

문에 앞으로 이 플랫폼에 진입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뛰어들 할 것이다. 카카오톡 운영업체에서도 자기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일이므로 계속해서 게임하기 서비스의 덩치는 불려나갈 것이다. 모바일 게임사들은 10만이 넘는 게임들 

의 경쟁을 피하려 플랫폼에 들어왔겠지만, 결과적으론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경쟁이 펼쳐 질 것이다. 결국은 카카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는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Store에 단독 서비스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카카오톡 플랫폼에 진입하려면, ▲ 가능한 빨리 런칭을 해야 경쟁을 줄일 수 있으며, ▲ 계속

되는 알림과 초대 메시지는 게임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Summary로 돌아가기 

 

아니다 

28% 

보통 

33% 

그렇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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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순위에 집계된 게임들의 특징 

 

2012년 8월부터 상위권에 랭크된 게임의 대부분은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자투리 시간동안에 

 쉬운 게임방법, 이전에 많이 알려진 게임, 친철한 튜토리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 하고 빠르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들이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기 (출처:2011년 한국인터넷 진흥원, 중복 답변 허용) 

 
 

 

 인기 순위 내에 있는 게임들의 특징 

 

 학습이 필요 없을 만큼 쉬운 게임 방법 

 
▲ (좌)템플런 (중)애니팡 (우)앵그리버드 스페이스 

 

62.4% 60.7% 
58.3% 

37.1% 

18.8% 

11.7% 11.2% 

4.6% 3.4% 

휴식 및 

점심시간 

무언가를 

기다릴때 

차량 이동 중 잠자리에서 업무 및 수업중 화장실 및 욕실 친구와 있을 때 TV 시청 쇼핑 

EASY 

FAST 

8월 PlayStore 9위 10월 AppStore 1위 8월 PlayStore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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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게임은 딱히 학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플레이 할 수 있다. 각기 게임을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누구나 이

게임들의 첫 스테이지를 해보면 다음 스테이지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진 게임이다. 

 

 게임 방법에 대한 필요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리뉴얼 된 게임 

 

▲ (좌)메탈 슬러그 (중)포트리스2 레드 (우)슈퍼 배틀 탱크 

 

게임 방법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학습에 난이도가 있는 인기게임들도 있다. 하지만 이 게임들은 PC온라인, 아케이드 

시장에서 유저에게 이미 널리 퍼진 게임들을 모바일로 리뉴얼되서 나온 게임들이다. 결국 이 게임을 구매하는 층은 

이 게임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학습 없이도 게임의 매력

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에 난이도가 있지만 친절한 게임 

 

▲ (좌)아이러브커피 (우)카오스디펜스 

 

유저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원활히 게임플레이가 됨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도 있다. 장르 자체는 대중들에

게 알려져 있지만, 장르별로 게임방법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대부분 튜토리얼을 통해서 

학습 속도를 끌어올려준다. 그러나 여타의 스마트폰 게임들처럼 텍스트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게임속에 

녹아들어 단계별로 유저에게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8월 AppStore 3위 8월 PlayStore 2위 8월 AppStore 5위 

9월 AppStore 3위 10월 AppStore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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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들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게임에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도록 게임방법이 쉽거나 튜토리얼, 콘텐츠가 잘 구성되어 있다. 결국 자투리 

시간동안 유저들을 사로잡는 게임, 쉽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인기게임이 될 수 있는 요건이다. 만약 

모바일게임이 환상의 그래픽, 방대한 콘텐츠가 있더라도 게임학습이 어렵다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인기 모바일 게임 전체 순위 안에는 TPS 나 RPG, FPS 처럼 조작이 

어렵거나 학습이 복잡한 게임들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게임방법이 쉬운 모든 게임들이 인기를 끌지 않듯이, ▲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지만 성공한 게임들의 대부분은 쉽게 학습할 수 있거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은 꼭 알았으면 한다. 

 

Summary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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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수익, 모바일 게이머의 현황 

 

부분 유료화 기본 플랫폼이 App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25세 이상의 성인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고, 여성의 구매력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소모성 아이템이 가장 판매되었고, 성별 선호 장르(남자:액션,여자:퍼즐)를 구별하여 

  유료 아이템 기획, 게임 개발 장르를 선택 해야 함 

 

 iOS AppStore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 무료, 유료다운로드(가격별로) App개수 (출처:148Apps,2012 년 10 월) 

Price($) 게임개수 App비율 

무료 53,346 47.2% 

0.99 41,121 36.4% 

1.99 10,860 9.6% 

2.99 4,068 3.6% 

3.99 993 0.9% 

4.99 1,623 1.4% 

5.99 209 0.2% 

6.99 234 0.2% 

7.99 87 0.1% 

8.99 42 0.0% 

9.99 203 0.2% 

10.99~ 262 0.2% 
 

 

 

 iOS AppStore에 등록된 일반 App의 주 수익구조 변화 (출처:Distimo) 

 

 

 

무료 다운로드 형태의 부분유료화 App 은 사용 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반면, 유료 다운로드는 

구매 시기부터 금액의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수익구조가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71% 

16% 

22% 

68% 

7% 

2012년 6월 

2010년 6월 

유료판매 유료판매+부분유료화 부분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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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 연령, 성별 이용시간 통계 (출처:Flurry,2011 년 12 월) 

 

▲ 연령별 플레이시간에 비례한 현금 사용 비중 

 

 

 

▲ 연령,성별 게임 이용시간 

 

 

  

22% 

32% 
29% 

14% 

3% 
5% 

16% 

49% 

28% 

2% 

13~17 18~24 25~34 35~54 55세이상 

플레이 시간 현금 사용 비중 

11% 

17% 17% 

7% 

2% 

11% 

15% 

12% 

7% 

1% 

13~17 18~24 25~34 35~54 55세이상 

남자 이용시간 여자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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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 연령, 성별 지출관련 통계 (출처:Flurry 2011 년 12 월) 

  

▲ 연령,성별 지출비중 통계                               ▲ 성별, 1회 구매금액 평균 

 

 

성별 월 지출 비용  

PC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남성 18,410 원 남성 7,886 원 

여성 16,432 원 여성 7,735 원 

차액 1978 원 차액 151원 
 

▲ 국내 남성 700, 여성 700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 (출처 :한국콘텐츠 진흥원 2012 년 6 월) 

 

연령, 성별 통계를 종합하여 보면, 25~34 세의 남성이 가장 많이 게임을 이용하며 이에 따라 구매력도 월등히 높은 

것을 파악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모바일 게이머 수가 적다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고,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모바일게임 여성의 구매력은 남성에 필적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9% 

29% 

16% 

1% 
2% 

7% 

20% 

12% 

1% 

13~17 18~24 25~34 35~54 55세이상 

남자 지출비중 여자 지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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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6.4 

$15.2 $14.8 

$8.2 

$12.0 $12.0 $12.0 

$10.4 

13~17 18~24 25~34 35~54 55세이상 

남자 1회 구매 금액 여자 1회 구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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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유료화 아이템 지출용도 (출처:Flurry, 2011 년 12 월) 

 

 

 액션, 스포츠, 퍼즐 3가지 게임 성별 선호장르 통계 (출처:Flurry, 2011 년 12 월) 

 

 

앞에 있던 통계들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App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 부분 유료화가 유저들에게 이미 친숙해지고 대중적인 방

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25~34세의 성인 남성들이 게임 이용도 많이 하고 구매력도 높고 액션, 스포츠 장르를 선호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버금가는 구매력을 지닌, 여성들은 개발하기 비교적 쉬운 퍼즐장르를 선호한다. 결국 

개발 비용 대비하여 수익을 가장 낼 수 있는 타겟층은 25~34세의 여성층이다. 그리고 이들은 소모성 아이템을 가

장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아이템 구매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Summary로 돌아가기  

소모성아이템 

68% 

영구아이템 

30% 

기타 

2% 

73% 
69% 

30% 
23% 

31% 

70% 

액션 스포츠 퍼즐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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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게임들의 개발도구 현황 

 

인기게임 109개 중, Android와 Object-C 동시개발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Unreal이 12.9% , Unity가 7.76% (Unreal이 상위권에 게임이 기록이 많이 됨) 

 Android SDK 단독 개발은 4.3%, Object-C 단독 개발은 18.1% 

TPS와 레이싱, FPS, 러닝 등 볼륨이 있는 장르는 Unreal 비율이 높음 

   

 국내 모바일 인기게임 109개 App개발도구 현황 (출처:개인적으로 가공) 

 

 

 인기게임 중, TPS/FPS/러닝/레이싱/스포츠/RPG 볼륨있는 장르의 게임 31개 개발도구 현황 

 

Unreal 

14% 
Unity 

8% 

Android SDK(단독) 

5% 

Object-C(단독) 

19% 

Anroid SDK, 

Object-C 동시개발 

54% 

13 

6 

8 

3 

1 

Unreal Unity Object-C,Android SDK 

동시개발 

Object-C(단독) Android SDK(단독)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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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게임 중, 퍼즐/시뮬/디펜스/액션/아케이드 등 볼륨이 비교적 적은 장르의 게임 78개 개발도구 현황 

 

 

 인기게임 109개 개발도구 리스트 

게임명 개발사 장르 Unreal Unity 
Object-C 

(CoCoa) 

Android 

SDK 

(Java) 

iSniper 3D  Triniti  FPS o       

노바 3 게임로프트 FPS o       

몬타워즈 Buff Stone  RPG     o o 

드래곤 타워 Wispsoft  RPG     o   

스펙트럴 소울즈 Joymoa  RPG     o o 

레전드오브 마스터 3 게임빌 RPG     o o 

이노티아 4 컴투스 RPG     o   

갱스터리오:성자의 도시 게임로프트 RPG o       

배틀오브 레전드 다음 모바게 RPG       o 

인피니티 블레이드 2 에픽게임즈 TPS o       

다크나이트 라이즈 게임로프트 TPS o       

와일드 블러드 게임로프트 TPS o       

Horn 징가 TPS o       

Blood&Glory:LEGEND Glu TPS   o     

Captain America Marvel TPS o       

데드 스페이스 EA TPS o       

팔라독 FazeCat 디펜스     o o 

필드러너 2 Subatomic 디펜스       o 

카오스디펜스 (카톡) 위메이드 디펜스       o 

카툰워즈 블레이드 컴투스 디펜스     o   

2 3 

51 

19 

4 

Unreal Unity Object-C,Android SDK 

동시개발 

Object-C(단독) Android SDK(단독)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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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개발사 장르 Unreal Unity 
Object-C 

(CoCoa) 

Android 

SDK 

(Java) 

몬스터타워 나우콤 디펜스     o   

빌런디펜스 SAMG  디펜스     o o 

뱀프디펜스 M&M GAMES 디펜스     o   

삼국지 디펜스 2 컴투스 디펜스     o o 

리치디펜스 Plus Jellyoasis 디펜스     o o 

드래곤 플라이트 (카톡) NextFloor  러닝(2D)     o o 

Extreme Skater Miniclip 러닝(2D)     o o 

Ski Safari Defiant 러닝(2D)   o     

Running Fred Dedalord  러닝(3D)   o     

에어펭귄 Free 게임빌 러닝(3D)     o o 

템플 런 Imangi Studios 러닝(3D) o       

템플런 : 브레이브 Disney  러닝(3D)   o     

아스팔트 7:히트 게임로프트 레이싱 o       

아스팔트 6 게임로프트 레이싱 o       

카트라이더 러쉬 넥슨 레이싱   o     

리듬스캔들 (카톡) 위메이드 리듬   o     

부루마블 M&M GAMES 보드     o o 

포트리스 2 레드 CCR 슈팅       o 

Galaxy on Fire… FISHLABS  슈팅     o o 

Pah! Labgoo  슈팅     o   

피파 12 EA 스포츠     o o 

양궁월드컵 2 LitQoo 스포츠     o   

홈런 슈퍼스타즈 PLAY BEAN 스포츠     o o 

타이거우즈 PGA EA 스포츠   o     

리얼사커 2013 게임로프트 스포츠 o       

Topia World Builder Crescent Moon 시뮬     o   

Let's Create! Infinite Dreams  시뮬   o     

마인크래프트 Mojang  시뮬(건설)     o o 

아이러브커피(카톡) PATISTUDIO  시뮬(경영)     o o 

타이니팜 컴투스 시뮬(경영)     o o 

바이킹아일랜드 (카톡) 위메이드 시뮬(경영)   o     

Pocket Academy 카이로소프트 시뮬(경영)     o o 

Dungeon Village 카이로소프트 시뮬(경영)     o o 

열혈꼬치타이쿤 엣데이터 시뮬(경영)     o o 

Cafeteria Nipponica 카이로소프트 시뮬(경영)     o o 

City Story Metro TeamLava 시뮬(경영)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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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개발사 장르 Unreal Unity 
Object-C 

(CoCoa) 

Android 

SDK 

(Java) 

아쿠아빌리지 바른손 시뮬(경영)     o o 

스노우레인 Gameday 시뮬(연애)     o o 

더비데이즈 컴투스 시뮬(육성)     o o 

드래곤 빌리지 Highbrow  시뮬(육성)     o o 

플레이독스 PLAY BEAN 시뮬(육성)     o   

마이독스 PLAYBEANS 시뮬(육성)     o   

상고의 전설 Tianjin  시뮬(전략)     o   

컴온베이비! 컴투스 아케이드     o   

코인 도저 Game Circus  아케이드     o   

Super Tank Battle Oscar Tsang  아케이드     o   

몬스터 라이프 게임로프트 아케이드 o       

피쉬 아일랜드 NHN 아케이드     o   

슈퍼액션히어로 PLUS 컴투스 액션(2D)     o o 

겁없는 녀석들 JLS  액션(2D)     o o 

메이플스토리 Live 넥슨 액션(2D)     o o 

Another World BULKYPIX  액션(2D)     o   

이터니티 워리어스 2 Glu 액션(2D)     o o 

Final Fight 캡콤 액션(2D)     o   

Lep's World 2 Plus nerByte GmbH  액션(2D)     o   

던전앤파이터 여거너 넥슨 액션(2D)     o o 

Sketchman Miniclip SA  액션(2D)     o   

판타지 x 러너즈 moonrabbit  액션(2D)     o o 

Metal Slug Deluxx Playphone  액션(고전)     o   

The King of Fighter SNK 액션(대전)     o o 

Robbery Bob 칠링고 액션(잠입)     o o 

무한의 탐정 jiman yang  어드벤처     o o 

애니팡 (카톡) 선데이토즈 퍼즐(두뇌)     o o 

가로세로낱말맞추기(카톡) BLUE WIND  퍼즐(두뇌)     o o 

내가그린기린그림(카톡) Awesomepiece  퍼즐(두뇌)     o o 

스왐피 Disney  퍼즐(두뇌)     o o 

그냥!사천성 (카톡) RocWorks 퍼즐(두뇌)     o o 

바운스볼 RAON GAMES  퍼즐(두뇌)     o o 

미친 433 Plus 433 퍼즐(두뇌)     o o 

캔디팡 위메이드 퍼즐(두뇌)     o o 

보석팡 (카톡) 바른손 퍼즐(두뇌)     o o 

스페이스팡팡 (카톡) 비바게임 퍼즐(두뇌)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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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개발사 장르 Unreal Unity 
Object-C 

(CoCoa) 

Android 

SDK 

(Java) 

틀린그림찾기 (카톡) 디지털플로그 퍼즐(두뇌)     o o 

Roombreak:방탈출 4 gameday 퍼즐(두뇌)     o o 

한게임 사천성 NHN 퍼즐(두뇌)     o o 

한게임 체인지팡팡 NHN 퍼즐(두뇌)     o o 

Where's My Perry? Disney  퍼즐(두뇌)     o o 

애니팝 현대 퍼즐(두뇌)     o   

퍼즐 주주 (카톡) 넥슨 퍼즐(두뇌)       o 

Cut the Rope ZeptoLab  퍼즐(두뇌)     o o 

틀린그림찾기 HD 터치  ImagineNshow  퍼즐(두뇌)     o o 

Diamond Dash wooga  퍼즐(두뇌)     o o 

점따라 그리기 Hyunkyo 퍼즐(두뇌)     o o 

Shark Dash 게임로프트 퍼즐(두뇌) o       

주키퍼 DX KITERETSU  퍼즐(두뇌)     o o 

World of Goo 2D BOY  퍼즐(두뇌)     o o 

퐁 블리츠 HOTDOG  퍼즐(두뇌)     o o 

배드피기즈 Rovio 퍼즐(물리)     o o 

앵그리버드 스페이스 Rovio 퍼즐(물리)     o o 

 

 

Summary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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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pp관련 통계자료 

 

 전 세계 모바일 App 유/무료 누적 다운로드 횟수, 비율 추이 (출처:Gartner) 

  

▲ 무료, 유료 누적 다운로드 횟수 추이 그래프 

 

 

▲ 무료, 유료 다운로드 횟수 비율 

 

 

2,204 

4,059 

7,328 

11,984 

18,894 

28,793 

2011 2012 e 2013 e 2014 e 2015 e 2016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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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AppStore에 출시된 월별 App개수, 카테고리 별 App 개수 (출처:148Apps) 

 

▲ iOS AppStore에 출시 된 월별 App의 개수 

 

 

▲ iOS AppStore에 등록된 App 수 (카테고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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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19,183 18,760 17,604 16,561 15,587 14,382 

5,421 

4,208로 

전체 App의 14.5%  

28,860 

3,386 개로 

전체 App의 11.5% 

26,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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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무료 다운로드게임보다는 변화가 더딘 유료다운로드 게임 

 

- 모바일 유료다운로드 게임 2012년 8월부터 한달 간격, 10위권에 진입한 게임 수 장르별 점유율 (출처:인벤) 

Google PlayStore 인기 게임순위 

12년 8월 6일 12년 9월 3일 12년 10월 1일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1 스왐피 퍼즐 1 아스팔트 7:히트 레이싱 1 아스팔트 7:히트 레이싱 

2 피파 12 스포츠 2 The King of Fighter 액션 2 피파 12 스포츠 

3 마인크래프트 시뮬 3 마인크래프트 시뮬 3 Granny Smith 러닝 

4 앵그리버드 스페이스 퍼즐 4 스왐피 퍼즐 4 마인크래프트 시뮬 

5 아스팔트 6 레이싱 5 버추어 테니스 챌린지 스포츠 5 앵그리버드 스페이스 퍼즐 

6 팔라독 디펜스 6 노바 3 FPS 6 Cut the Rope 퍼즐 

7 아스팔트 7: 히트 레이싱 7 팔라독 디펜스 7 Dungeon Village 시뮬 

8 데드 스페이스 TPS 8 갱스터리오:성자의.. RPG 8 Let's Create! 시뮬 

9 메이플스토리 Live 액션 9 아스팔트 6 레이싱 9 Shark Dash 퍼즐 

10 Where's My Perry? 퍼즐 10 피파 12 스포츠 10 World of Goo 퍼즐 

 

iOS AppStore 인기 게임순위 

12년 8월 6일 12년 9월 3일 12년 10월 1일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순위 게임명 장르 

1 인피니티 블레이드 2 TPS 1 버추어 테니스 챌린지 스포츠 1 배드 피기즈 퍼즐 

2 아스팔트 7:히트 레이싱 2 Galaxy on Fire… 슈팅 2 피파 12 스포츠 

3 런던 2012 스포츠 3 아스팔트 7:히트 레이싱 3 다크나이트 라이즈 액션 

4 필드러너 2 디펜스 4 애니팝 퍼즐 4 스펙트럴 소울즈 RPG 

5 Another World 액션 5 레전드오브 마스터 3 RPG 5 카툰워즈 블레이드 디펜스 

6 빌런디펜스 디펜스 6 Pah! 슈팅 6 마인크래프트 시뮬 

7 팔라독 디펜스 7 마인크래프트 시뮬 7 아스팔트 7: 히트 레이싱 

8 스왐피 퍼즐 8 팔라독 디펜스 8 Final Fight 액션 

9 The King of Fighter 액션 9 주키퍼 DX 퍼즐 9 팔라독 디펜스 

10 리치디펜스 Plus 디펜스 10 The King of Fighter 액션 10 던전앤파이터 여거너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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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유료다운로드 게임 2012년 8월부터 한달 간격, 10위권에 진입한 게임 수 장르별 점유율 (출처:인벤) 

 
 

 

 

- 모바일 무료,유료 다운로드 10위권안에 진입한 장르별 개수(2012년 8월부터 한달 간격 총합)비교 (출처:인벤) 

 
 

 

 

유료 다운로드 게임의 경우는 무료 다운로드와 인기게임 장르, 순위가 이처럼 변화의 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App다운과 동시에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 시,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나 콘텐츠에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본문 바로가기] 

 

35.7  

28.6  

21.4  21.4  

14.3  
14.3  

7.1  

12.5  

18.8  

12.5  

18.8  18.8  

12.5  
12.5  

12.5  

35.7  

28.6  

21.4  21.4  

14.3  14.3  

7.1  

디펜스 퍼즐 액션 레이싱 스포츠 TPS 시뮬 FPS RPG 슈팅 

8월 6일 9월 3일 10월 1일 

21 

11 

6 
5 

3 3 
2 2 2 2 

1 
1 

11 

4 

8 
7 

12 

9 

2 
1 

4 

2 

퍼즐 시뮬 액션 러닝 스포츠 아케이드 디펜스 레이싱 리듬 슈팅 FPS TPS RPG

무료 다운로드 게임 유료 다운로드 게임 

단위 (%)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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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iOS AppStore 수익배분 구조 (출처:유화증권) 

 
 

 

▲ 게임의 매출이 10억이 나온다면, Apple 3억, 카카오톡 2.1억, 개발사 4.9억의 수입을 가져간다. 

전체 매출의 49%만 개발사의 수익이다. 

[본문 바로가기] 

 

 

 

 

  

매출액 

개발사 App Store 

Kakao TALK 

70% 30% 

30% (2013년에는 20%로 감소) 



GameQA.org 

 

 

 

 

감사합니다. 

 

 

 

 

 

 

 

 

 

 
GameQA@gmail.com 

GameQ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