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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화 109조 원을 돌파하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매출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한다.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인 인터넷 방송과 게임 구매를 결합시킨 ESD 방식에 대한 조사 내용 및 분석한 결과도 제시한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구매 

방식으로 사용자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게임을 구매하여 게임의 판매 수익을 증대시키고 인터넷 방송과 스트리머의 효율성을 

높여 게임 개발사, 유통사, 스트리머, 사용자 모두 상부상조하여 부가가치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키워드: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Game, Marketing

I. Introduction

현재 전 세계 게임 시장의 매출은 2016년 기준으로 910억 달러, 

한화로 약 109조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국가별 각 플랫폼 매출 

현황 중 아시아는 PC와 모바일 비중이 각 46%로 콘솔이나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다른 플랫폼보다 월등한 강세를 보였다[1].

Fig. 1. Platform Sales Status of Global Game Market

Fig. 2. Platform Usage Status of Global[2]

이렇게 게임 시장의 매출이 상당히 큰 만큼 그에 따른 게임의 

홍보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치열한 게임 시장에서 

홍보 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홍보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 

방송을 들 수 있는데, 게임의 강력한 광고 매체는 모바일 광고와 

인터넷 광고로 인터넷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모두 시청이 

가능하기에 매우 유용한 홍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Fig. 3. Mobile Game Installation Path and Media[3]

2014년 기준으로 인터넷 방송 중 하나인 아프리카TV의 전체 

방송 중 64%가 게임 방송이며 게임 방송의 시청 비율은 51%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인터넷 방송이 게임을 홍보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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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roadcasting Rate of Africa TV [4]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홍보 방식이었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게임의 매출 증대와 더불어 게임을 홍보하는 스트리머의 수익 창출, 

그에 따른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여러 홍보 수단 중 강력한 매체 중 하나인 인터넷 방송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TV를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의 스트리머가 방송할 게임을 선택 후 게임을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 및 플레이를 하거나 스트리머 스스로 선택 혹은 시청자들에게 

추천받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방법이다.

게임을 홍보하여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의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스트리머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익 분배라는 동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방송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해당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프리카TV는 2016년 12월 ‘애드타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주의 사전 승인을 통해 광고 집행 채널로 선정된 프로그램 스트리

머가 방송 중에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동영상 광고를 재생할 수 

있게 하여 광고 노출 시점의 시청자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배분 받게 

하였다. 이는 TV 광고와 온라인 광고의 이점을 모두 제공하여 스트리

머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머가 

진행하는 게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방송 주제에 따라 시청자 

층이 뚜렷이 구분되어 광고주에게는 관심사 기반의 효과적인 맞춤광고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5. AD Time of Africa TV [5]

한편 트위치(Twitch TV)에서는 자사가 직접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를 판매한다고 밝혔는데 트위치와 직접 협력을 맺은 스트리머는 

자신이 방송 중인 게임을 바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스트리머는 

판매된 수익금의 5%를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6].

인터넷 방송의 초창기에는 컴퓨터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의 한계로 

윈앰프, 세이클럽 등을 통한 음악,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지만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아프리카TV를 필두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결합된 

개인 인터넷 방송, 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새로이 나타난 환경이 바로 디지털 

배급(ESD :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이다. 음원 사이트의 

디지털 배급 환경은 초창기에도 갖춰진 환경이었지만 게임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밸브의 ‘스팀(Steam)’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사에서 

만든 게임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가, 개발사들의 게임을 

디지털 유통하면서 패키지 게임의 발매 플랫폼이 PC라는 표기에서 

Steam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EA의 오리진, 블리자드의 배틀넷 2.0, 

유비소프트의 유플레이 등의 ESD가 생기게 된다. 디지털 유통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배송이 오래 걸리고 배송 중 파손 우려가 

있는 패키지 유통을 간편하게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바로 게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 유통에 비해 CD의 보관으로 상자, 포장, 배송비와 

관련된 부가적인 소모가 전혀 들지 않기에 게임의 개발 비용, 포장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소프트웨어를 더욱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2]처럼 2014년 8월에 이미 전 세계 

PC 게임 판매량의 92%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이 차지한다고 통계가 

나온 상태다.

Fig. 6. Percentage of PC Game Sales [7]

ESD가 충분히 대중화되고 더 커지는 시점에서 게임 인터넷 방송사

인 트위치도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 게임,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트위치도 ESD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는데, 트위치

가 발표한 방식대로라면 협력을 맺은 스트리머를 통해 스트리머 

자신이 방송 중인 게임을 판매할 수 있고, 스트리머에게 일정량의 

수익금을 준다는 것이다.

트위치의 판매 소개 방식은 소셜 디스커버리 (소셜 서치) - 참여 

- 구매이다.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가 소통에 참여해 그 게임을 

구매할 수 있어 게임 제작자와 인터넷 방송사, 스트리머, 시청자 

모두 편리함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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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개발사는 ‘유비 소프트’, ‘텔테일 게임스’, 

‘디지털 익스트림’, ‘하이-레즈 스튜디오’, ‘타이니 빌드’, ‘패러독스 

인터렉티브’, ‘트라이온 월드’, ‘블램비어’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개발사와 유통사 입장에서도 서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개발사

와 유통사는 게임을 트위치에 유통하며, 트위치는 스트리머에게 위탁 

판매하고 스트리머는 5%의 수익 획득 등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은 패키지 게임과 콘솔 게임의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가 많아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초기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ESD 방식을 

안정적으로 도입을 시도하려면 온라인 게임의 스트리머 전용 박스, 

한정판 아이템 등으로 사용자 유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아프리카 유명 스트리머의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도

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데 홈쇼핑에 유명 스트리머가 출현하여 판매를 

하였을 때 젊은 소비자들을 조금 더 자극해 매출 증가에 큰 효과를 

주었다고 보도된 기사가 있다.[3]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리머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로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이끌게 하는데 스트리

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나날이 입증되고 있다.

Fig. 7. Influence of Africa TV BI [8]

즉 패키지 게임의 판매는 국내에선 아직 힘들지 모르지만 스트리머

와 연결하여 해당 스트리머와 관련된 상품 패키지를 방송하여 방송 

안에서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경우 판매량 증대와 동시에 

그 영상을 본 게이머들이 흥미를 갖고 방송된 게임의 사용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방송으로 게임을 구매할 경우 이벤트로 게임의 파생 

상품, 즉 굿즈(Goods)를 같이 판매하여 굿즈 구입을 하고 싶은 사용자

를 인터넷 방송으로 게임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끔 하며, 게임을 

꼭 구매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방송으로만 게임 관련 굿즈를 판매한다

면 굿즈를 구매하고 싶은 게임의 기존 유저를 인터넷 방송으로 유도하

여 역으로 인터넷 방송을 홍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유료화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리뷰 글에 대해 

신뢰도를 가지지 못하는 사용자에게 스티리머가 방송을 통해 게임의 

일부분을 공개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게임을 보고 느낀 뒤 자신의 

판단을 통해 방송된 게임을 구매하게끔 유도가 가능하며, 게임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ESD의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트위치의 판매 방식은 

패키지가 아닌 다른 플랫폼의 게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대기업들의 광고를 이기지 못하는 인디 게임이나 중소기업의 게임들이 

한층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ESD는 개발사, 유통사, 스트리머, 사용자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에 국내에 도입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콘텐츠라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방송이 게임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트위치를 통해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효과적인 홍보 수단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Conclusions

현재 게임 시장의 매출이 상당히 큰 만큼 그에 따른 전략적인 

홍보수단이 필요한데, 쏟아지는 게임만큼 치열한 홍보 수단 중 인터넷 

방송으로 기존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여 게임 개발사와 

스트리머, 시청자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방송에 게임 

판매를 연동시킨다면 스트리머가 인터넷 방송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흥미를 갖는 시청자가 그 방송을 보며 바로 게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게임 구매를 했을 경우 해당 스트리머에

게 게임 판매 혹은 아이템 판매 수익금의 일정 수익을 제공하여 

스트리머의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한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으로 스트

리머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고 게임과 관련된 굿즈를 판매한다면 

스트리머의 영향력으로 게임을 홍보함과 동시에 게임의 기존 유저까지 

인터넷 방송으로 흡수할 수 있는 큰 장점과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

어 ESD에 대한 방식과 추가적인 부가가치 서비스로 더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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