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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블록체인 업계에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 현실화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열풍을 일으킨 엑시인피니티 등 유명

게임파이 프로젝트가 침체기에 접어들며 크립토 게임에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크립토 게임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사는 크립토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립토 게임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리포트를 번역 및 발간하였다. 본 리포트는 크립토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게임파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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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 크립토 게임에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의론도 만만찮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크립토

게임에 비관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시각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 크립토 게임 비관론자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구조, 높은 실패율, 그리고 제품-시장

적합성(product-market-fit)이 결여된 점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 반면 크립토 게임 낙관론자는 총 유효 시장의 규모(Total Addressable Market, TAM: 사업이 속한

전체 시장 규모), 게임 사용자 채택(user adoption)이 쉽고 빠르다는 점, 그리고 메커니즘 설계 개선

잠재력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서론
크립토 게임은 한때 온라인 게임을 통해 기본 소득을 벌 수 있는 디지털 국가로 홍보될 정도였다. 하지만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 디파이 킹덤(Defi Kingdoms), 그리고 최근 유명해진 스테픈(STEPN)과 같은

게임파이 프로젝트들이 침체기를 겪으며 크립토 게임의 미래는 이전 대비 불투명해 보인다.

그 결과 크립토 커뮤니티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크립토 게임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며 가상자산

업계 안에서 수없이 생겨나고 사라져버리는 유행 중 하나로 치부한다. 반면 Framework와 a16z와 같은

투자자들은 향후 크립토 게임이 대규모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며 크립토 게임 개발을 위한 수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크립토 게임을 비관적 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일까?

2



크립토 게임에 대한 비관론
현재 게임파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리포트는 크립토

게임에 대한 비관론부터 살펴본다. 크립토 게임 회의론자들은 게임파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은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1. 게임파이 경제학은 좋게 말해 지속 불가능(unsustainable), 나쁘게 말해 약탈적(predatory)이다.

2. 기존 전통 게임들의 실패율이 매우 높고 그중 크립토 게임의 실패율은 더욱 높을 것이다.

3. 진짜 게이머들은 크립토를 싫어한다. 그들은 크립토를 지난 10년간 게임이 보여준 과도한 수익

창출(hyper-monetization) 유행의 연장선으로 볼 뿐이다. 게임파이는 투기꾼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자 농사(yield farming)일 뿐 제품-시장 적합성을 갖춘 적이 없다.

지속 불가능한 경제

상단의 차트는 엑시인피니티 생태계 내 경제 가치가 하루 매출 기준으로 두 달 내에 4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로 4,000% 증가했으나 이듬해 1만 달러까지 하락하며 99%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게임을 비롯한 각종 프로토콜의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P2E 게임은 특히 관리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게임 내에서는 상시 매도 압력에 노출된 토큰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저들이 언제든지 유니스왑 상에서 게임 내 화폐를 최신 밈 코인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생태계에서 자본 이탈 리스크가 높다. 플레이어가 게임 내 화폐 수입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그 리스크는

배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 게임은 생태계 안으로 돈이 유입되도록만 관리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들은 게임 내 화폐를 달러로 쉽게 환전할 수 없다.

높은 실패율

비디오 게임은 가상자산 업계 내 회사들과 매우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업계 종사자라면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포트나이트(Fortnite), 오픈씨(OpenSea), 바이낸스(Binance) 등 업계 대표 주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지망생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에픽게임즈(Epic Games,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스튜디오) 같은 회사나 바이낸스의 CZ 같은 개인 창업자들이

이룬 엄청난 수익과 성공 스토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스스로의 창작물에 올인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가상자산 업계 창업자들이 ‘넥스트 CZ’, 혹은 모든 게임이 ‘넥스트 콜 오브 듀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통 게임은 크립토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율이 높다. 여기에 개방형 경제 레이어를

만들고 관리의 어려움마저 더하면 크립토 게임의 실패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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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비용 또한 중요한 이슈다. AAA 품질 게임은 개발팀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반복 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전략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평균적으로 AAA 게임은 만드는데

6,000만~8,000만 달러가 든다. 만약 실패한 각 게임의 투자 비용이 6,000만 달러라면 벤처 투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제품-시장 적합성의 결여

엑시인피니티와 스테픈은 플레이 투 언 게임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게임 채택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플레이(play)’나 ‘수입(earn)’에 의해 주도되었을까? 정확한 답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포켓몬과 유사한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수백 또는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Play-to-Earn’ 중 ‘Earn(수입)’ 부분 때문에 게임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플레이 투 언 게임에서 ‘수입’이 강조된 것이 문제를 발생시켰다.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의

99.99%는 다른 사용자들의 게임 내 자산에 대한 투기 수요에서 비롯된다. 게임화된 투기 시장이 본질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의 바자회와 달리 디지털 투기 바자회는 투기꾼이 사라지면 유지될 수 없어

크립토 게임에서 문제가 된다. 엑시는 게임 내 캐릭터와 AXS 토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덕분에 필리핀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만큼 성장했다. 일단 투기 수요가 고갈되자 엑시 경제도 이에 동조하여 침체하였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다양한 플레이 투 언 경제를 기반으로 한 크립토 게임 경제가 계속 구축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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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크립토 게임에 대한 비관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플레이 부분도 어렵고 수입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크립토 게임이 두 분야를 모두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 개발자들은 오랜 기간 두 부분

모두를 해결하기는커녕 두 부분 중 하나만을 제공하는 게임을 설계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진정한 게이머들은 애초부터 크립토 게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개발자들은 결국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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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게임에 대한 낙관론
크립토 게임에 대한 낙관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위에서 설명한 비관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기도 하다.

1. 크립토 게임의 총 유효 시장 규모는 상당하며 한 번만 크게 히트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2. 크립토 게임은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내 사용자들의 성장을 이끈 최고의

원동력이었다. 게임이 더 재미있어질수록 게임 사용자는 증가할 것이다.

3. 메커니즘 설계가 개선된다면 현재 당면한 지속 불가능한 경제 구조를 초래한 원인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크립토 게임의 총 유효 시장

Statista는 2022년 모든 게임 플랫폼에서 약 2,0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data.ai에

따르면 2021년 연간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모바일 게임은 174개에 달한다. 이 수치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크립토 게임 스튜디오가 더 많은 개발자와 연구 인재를 유치함에 따라 해당 게임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들이 연간 1억 달러라는 수익 기록을 깰 만큼 성장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벤처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투자자들이 12억 달러를 128개 게임에 투자한다면 게임 몇

개만 히트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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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증가

스테픈은 출시 후 몇 개월 만에 일일 활성 사용자(DAU)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ave는 약

10만 명의 고유 예치자(unique depositor)가 항상 유지되었다. 게임 사용자 수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디파이

앱은 DEX이지만, DEX의 DAU 수치는 거래소에서 차익 거래를 하는 거래 봇(bot)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크립토 게임은 여전히 시빌 공격(Sybil attack, 한 사람의 행위를 여러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속이는 것)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스테픈 같은 게임은 확실히 다른 크립토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시빌

저항성(Sybil-resistant)’이 강하다. 다중 계정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대의 전화기를 사는 비용은 디파이 앱에

입금할 봇 계정을 생성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다.

스테픈과 엑시는 플레이어들 대부분이 재미를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게임파이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차세대 크립토 게임은 기존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타이틀을 최소 몇

개 이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엑시처럼 재미없는 게임조차 하루 최대 수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스테픈

같은 앱은 10만 DAU를 기록했다. 여기에 재미까지 추가된다면 얼마나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할지 상상해 보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설계

스테픈의 사용자 증가는 비교적 단순한 메커니즘 설계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용자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NFT 신발을 사고, 토큰을 벌기 위해 걷는 과정을 반복한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소비자들의

GST 토큰, 또는 신발 NFT의 소비나 소각이 가능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토큰을 게임 경제

밖에서 판매하지 않고 게임 경제 내에서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이나 화폐를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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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차트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게임의 수익성 폭락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ST 가격이 97% 하락한 것이 게임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지만(당시 시장 전반이 크게 하락함) 이러한

인센티브가 플레이어가 토큰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테픈과 엑시 팀 모두 각자의 생태계 내(스테픈의 최근 실행 계획 등)에서 인센티브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경험들은 미래의 게임 제작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 정보가 수억 달러의 벤처 자금과 결합할 경우 향후 몇 년 안에 훨씬 우수한

메커니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 게임에 대한 낙관론을 요약하자면 크립토 게임은 거대한 시장이고 개발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게임만을 만들 것이며 지금까지 출시된 미숙한 게임조차도 이미 크립토 업계에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글을 맺으며
크립토 게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동안 유명세를 얻었고 채택 및 투자 규모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성장세가 지속 불가능하다. 만약 게임파이가 크립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크립토 업계에서 용두사미(flash-in-the-pan)로 끝나버린 다른 분야들처럼 쉽게 잊혀질

것이다. 반대로, 크립토 네이티브 개발자들이 게임 업계의 새로운 개발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게임파이는 크립토 업계를 통틀어 사용자 채택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 중 어느 방향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저자는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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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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ttps://messari.io/research/kel-eleje
https://messari.io/article/cases-for-and-against-crypto-gam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