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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엑시인피니티의 기록적인 성공으로 P2E(play-to-earn) 게임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떠오르고 수많은

게임 개발사 및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P2E 게임 출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의 부재로 꾸준한 유저 유입과 게임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P2E 게임이 투기적인 수단이 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짚으며, 단순히 P2E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게임을 만들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유저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유지

하는 게임 모델로 F2P2E(Free-to-Play-to-Earn) 모델을 제시한다. 크립토 산업에서 게임 섹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본 리포트를 통해 P2E 게임을 기획하거나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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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의 게임 산업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자산과 게임 내 효용을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P2E(play-to-earn) 게이밍 모델에는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다. P2E는 이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pay-to-win 체계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게임을 참여하는 데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그러한

부담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의 참여를 막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 게임의 수익화는 일반적으로 효용 가치(utility value)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NFT 게임들은 효용 가치를 통한 수익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통한 수익화가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나는 기술적 혁신보다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혁신이 더 파괴적이라고 믿는다.”
(I believe business model innovation is more disruptive than technical innovation.)

- Fred Wilson, Union Square Ventures 공동창업자

게임 산업은 게임 속 가상 캐릭터만큼이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게임 섹터는 늘 파괴적 혁신의 앞자리에

있어 왔으며,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양측에서의 혁신을 이룸으로써 끊임없이 변하는 고객 수요에 적응해 왔다.

게임 산업에서 가장 최근 일어난 혁신의 물결은 게임파이(GameFi)의 부상이다. 이는 게임 자산이 대규모로

금융자산화됨을 뜻한다. 최초의 게임파이 수익화 모델인 P2E(play-to-earn)는 엑시인피니티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플레이어는 엑시(Axies)를 구입하여 게임 내 재화인 SLP를 획득할 수 있고 SLP는 엑시를

사육하는 데 사용된다. 엑시인피니티의 경제적 성공은 수많은 카피캣 게임과 NFT 게임으로 이어져 스테이킹

모델을 통한 play-to-earn 모델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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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to Play-to-Earn: 투기적 게이밍의 문제점

Play-to-earn 게임 모델이 내포한 투기적인 속성과 수레바퀴(flywheel)처럼 순환적이라는 특징 덕분에

엑시인피니티, 디파이 킹덤, 스타 아틀라스처럼 수십억 달러(희석가치 기준) 가치를 인정받는 게임 브랜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P2E 게임 모델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NFT 또는 게임 머니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돈을 지불해야 이기는

체계(pay-to-win)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성공적인 게임을 만들려는 많은 메이저 게임사들이 멀리하는

특성이다. 대부분 성공적인 게임은 어느 정도 ‘실력(skill)’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기기 위해 신용카드를

긁어야 하는 경쟁 구도를 피하고 여러 게이머들이 각자의 실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게임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둘째, 대부분의 P2E 게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자금을 NFT에 초기

투자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많은 잠재적 사용자들의 유입을 막고 pay-to-win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P2E 게임들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크립토 게이머 100명에게 play-to-earn 게임이 정말

재미있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거의 동시에 “아니… 하지만 난 돈을 벌고 있잖아.”라고 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반복적이고 타성적인 행위를 통해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P2E 게임

모델의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결과가 뻔하다. 게이머들은 오로지 돈벌이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이 되어 하나의 ‘이자 농사’ 게임에서 더 높은 이윤을 제공하는 다른 게임을 찾아 가차 없이

떠나게 된다.

장학금 프로그램

“자네는 계속 그 단어를 쓰는데, 나는 그 말뜻이 자네가 생각하는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You keep using that word. I do not think it means what you think it means.)

- Inigo Montoya (The Princess Bride 등장인물)

종종 P2E 이자 농사는 ‘장학금 프로그램(scholarship programs)’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엑시인피니티의 장학금 프로그램은 가난한 게이머들(장학생들)이 부유한 NFT 소유자들에게 자산을 빌릴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의 게임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게 한다. 장학생들이 반복적인 게임 행위를 대신 수행해

주는 대신 NFT 소유자들과 이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인 것이다. Yield Guild Games(YGG) 같은 게임 길드들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2만 명 이상의 ‘장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YGG가 동남아시아, 필리핀,

라틴아메리카 같은 개발 도상 지역 플레이어들이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이러한 게임 역학은 지속가능성이 낮다. 게임보다는 직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지속되려면 게임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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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임에서 얻는 NFT 게임 수익화 아이디어
오늘날 대부분의 게임은 사회적 가치와 효용 가치라는 두 가지 축으로 수익화를 이루어낸다. 사회적 가치

수익화란 플레이어의 상태, 지위를 나타내거나 외관을 꾸며주지만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다. 포트나이트는 사회적 가치 제공, 즉 캐릭터나 무기를 꾸미는 스킨 판매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블록스의 경우 유료 결제로 게임 내 통화인

로벅스(Robux)를 판매하는데, 로벅스는 다양한 서드파티 게임 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게임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수익화하고 때로는 효용 가치를 중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GTA와 같은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구매해 스토리를 더 빨리 공략할 수 있도록 하는 효용 가치를 제공한다. 어떤 아이템은 일부 사회적

가치의 요소도 있다(예: 캐릭터가 람보르기니를 타는 경우와 프리우스를 타는 경우).

Source: Loupfunds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크립토 게임에 적용될 수 있다. 단 중요한 차이점은 크립토 게임에서는 구독 모델(예를

들어 V-Bucks나 로블럭스의 로벅스)보다는 2차 판매 거래 수수료에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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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게임들은 NFT 판매와 스테이킹 및 이자 농사 결합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게임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BAYC 및 다른 NFT 컬렉션들이 주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해온

데 비해, NFT 게임 중에서는 뚜렷하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게임이 아직 없다.

대부분의 NFT 게임들은 ‘재미의 문턱(Entertainment Threshold)’이라는 기준점을 넘지 못한다. 그

기준점이란 회사나 개발자가 창작한 게임이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에게 흥미를 주는 지점을 말한다.

유틸리티 NFT에 대한 생각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NFT의 거래가 가능해지면 게임이 빠르게 pay-to-win 구조로 변하므로

대부분의 NFT 게임은 이러한 게임 설계를 피해야 한다. 다만 게임에서 유틸리티를 기반으로 한 NFT가 의미

있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그러나 경쟁적이지는 않은) NFT는 게임 설계자들이 NFT를 도입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목할만한 예는 룬스케이프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은 MMORPG이다. 이들

게임에서 금, 목재, 벽돌 등을 포함한 범용 아이템들은 다른 자원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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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 가능한 범용 NFT를 사회적 가치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거래 불가능한 NFT와 결합하는 것은 유틸리티 기반 NFT 게임을 만드는 데에 더 좋은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모델을 찾아서: F2P2E(Free-to-Play-to-Earn) 모델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P2E 모델은 게임 경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플레이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P2E 게임 모델, 즉 P2P2E(Pay-to-Play-to-Earn) 모델보다 free-to-play와

play-to-earn이 결합된 F2P2E(Free-to-Play-to-Earn) 모델이 크립토 게임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허술하게 설계된 F2P(Free-to-Play) 게임이라도 P2E 게임처럼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F2P

게임이 더욱더 효율적인 수익화 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바타 의상 등 스킨이 오직 외관을

꾸미는 데 사용되고 플레이어들이 스킨을 만드는 재료를 얻기 위해 play-to-earn을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P2E 게임 내 2차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pay-to-win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Play-to-Earn에 대한 마지막 생각
엑시인피니티와 같은 게임들에 의해 대중화된 play-to-earn 모델은 NFT 게임 산업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앞으로도 수십억 달러가 이 분야에 투자될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엑시인피니티와 유사한

게임을 찾고 있다. 하지만 다음 수백만 게이머들의 유입은 이와 다른 새로운 게임 모델이 주도할 것이다.

free-to-play-to-earn 모델은 play-to-earn 모델의 수레바퀴를 지렛대 삼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쟁 환경과

건강한 게임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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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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