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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를 통해 저자가 본고에서 명명하는 ‘독립 크라우드펀
딩 방법론’을 집중 분석하여, 게임개발 창작자가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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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인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에 위해서 앞서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본 논고가 국내의 게임개

2. 크라우드펀딩

발 창작자들이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을 위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

2-1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2-2 크라우드펀딩의 장점 및 필요성
2-3 크라우드펀딩의 현황

하여 발상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3. 스타시티즌 사례분석

The network based social services are showing
incredible growth because internet and mobile
became popular. The social services are growing
their region without limits. With this tendency, a
concept of ‘Crowdfunding’ implies a social
platform’s characteristic that is ‘Participation of the
public’ through internet network is taking root with
various successful cases globally. There are great
achievements in various areas in aboard like
Kickstarter which is the most popular crowdfunding
service in US achieved a collection of $
500,000,000. But there have been no prominent
achievements of fund raising and academic research
in Korea yet. It is more serious in the digital
content area.
This research considered more concrete academic
concept and tried to understand problems and
limits of Korean crowdfunding market with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crowdfunding market. This research also analyzed
‘Star citizen’ of Cloud Imperium Games that is the
most successful case of crowdfunding in digital
content area from a variety of views.
This research focused to analyze 'independent
crowdfunding methodology' and had a consideration
about what game creators have to focus on for
successful crowdfunding and game development
before executing crowdfunding. This research also
hope to be a trigger of conceptual shift about what
kind of aspect Korean game creators need to have
and what they should make an effort for to make
successful crowdfunding.

3-1 ‘스타시티즌’ 게임에 대하여
3-2 ‘스타시티즌’ 분석을 통한 ‘독립 크라우드펀딩’의
방법론 도출

4. 한국적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법론 제시
5. 결론
참고문헌

(요약)
인터넷과 모바일의 대중화로 인하여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 기반의 소셜 서비스들은 사
회 전반에 있어 성역 없는 영역확장을 하고 있다. 이러
한 흐름에 발맞추어 초기 사업자금 수급을 위한 파이낸
싱 분야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의 참여라는 소셜
의 플랫폼 특성을 흡수한 ‘크라우드펀딩’이란 개념이 등
장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남기며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인 킥
스타터(Kickstarter)는 2013년도 기준 5000억 원에 달하
는 모금액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는 수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뚜렷한 성공사례나
학술적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나 문화콘텐츠 분
야에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종 문헌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크라
우드펀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학술적 개념을 고찰하

(Keyword)

고 국내외 크라우드펀딩의 현황분석과 함께 국내 크라
우드펀딩 시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려 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크라우드펀딩에 있어 가장 대
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Cloud Imperium Games의
‘스타시티즌(Star citizen)’의 사례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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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현재 인터넷 소셜 서비스들의 성장은 그 다양성과 성장세에
있어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전통적인 SNS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물론
이고 그루폰(해외), 티켓몬스터(국내), 위메프(국내)와 같은 소
셜 쇼핑은 물론이고 위키피디아와 같은 집단지성에 의한 정보
공유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과 같은 소셜 기능을 활용한 신제
품의 아이디어나 비지니스 전략에 대한 온라인 협업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있어 성역 없는 확장을 거
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또한 IoT(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우리 생활
에 일반화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개인의 참여기회의 증가는 대중이
라는 집단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일반적인 여론형성에
있어서의 대표성 정도의 개념에서 그치던 대중의 사회적 역할
이 창작, 경제활동, 연구개발 등 사회 전 방위적인 영역에서
직접적인 참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이되어 가고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것은 정보산업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모든 사회적 액티비티가 물성을 탈피
해 비 물질화 될수록 통신망을 통한 소셜 플랫폼 상에서의 대
중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며 보다 더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 서술했던 사회의 흐름에 따라 비지니스의 자금 수급
및 투자에 있어서도 소셜 플랫폼의 영향력은 새로운 형태의
자금 투자방식을 이끌어 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이라는 개념이다.1)
과거 일반적인 형태의 초기 사업자금의 수급은 제도권내의 금
융기관이나 혹은 캐피탈 회사 또는 엔젤투자자에 의해 주도되
었다면 크라우드펀딩은 반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딩방식이며 점차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초기 사업자금을 마
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게임 콘
텐츠의 경우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것에 상응하는 기
술적인 바탕이 있어야 의미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지식기술집약적인 콘텐츠로서, 초기 개발모델이 얼마나 창의
적이냐 따라 최종 콘텐츠의 독창성 및 시장성이 크게 변하기
에 크라우드펀딩의 성격에 더욱 부합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방식에 따른 사업자금 유
치여부는 시장과 관련된 각종 수치로 분석된 내용에 따라 결
정되는 지극히 정량적인 기준에서의 판단이 우선이었다고 하
면,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금
수급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의 여부
가 결정되는 정성적인 기준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2)
1) 진승현, 크라우드펀딩과 영화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펀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p.83.
2) Elizabeth M. Gerber, Julie S. Hui, Pei-Yi Kuo,

이것으로 미루어 현재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일정
이상의 성공적인 소셜펀딩을 이끌어낸 콘텐츠들이 기존의 전
통적인 방식으로 펀딩된 콘텐츠들에 비해 아이디어와 발상에
있어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크라우드펀딩은 200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3년도 공개자료 기준 1만 9911건의 프로젝트
가 목표한 사업자금 모금에 성공하였던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
우드펀딩 서비스인 킥 스타터(Kick starter)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해외에선 제품, 콘텐
츠, 공연 등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남기며 새로운 사업자금
수급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태이다.3) 우리나라 역시
텀블벅 이나 텐스푼 등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서비스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
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크라우드펀
딩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투자 시
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한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
론적 연구가 현재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성과와 이론적 연구 모두 상당히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는 각종 문헌연구와 자료를 기반
으로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내
외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관련 학술
자료 및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을 이
끌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Cloud Imperium Games의 ‘스타시
티즌(Star citizen)’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고찰을 통해 한
국에서의 성공적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
하고 제시하려고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어 성공한 게임프
로젝트가 전무했던 상태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새로운 접
근으로 대규모 크라우드펀딩을 이끌어 내었던 게임 ‘스타시티
즌’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크라우드펀딩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를 통해 도출된 크라우드펀딩 방법론을 저자
는 본고의 3-2장에서 ‘독립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명명하고 제
안한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어떤 면이 크라우드펀딩에 있

Crowdfunding: Why People Are Motivated to Post and
Fund Projects on Crowdfunding Platforms, Northwestern
University Creative Action Lab, 2012, p.3.
3)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제
14호, Kocca, 201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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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공열쇠 및 효과적인 가치가 되는지를 탐구하려고 한다.
또한 본고는 성공적 콘텐츠가 되는데 필요한 크라우드펀딩 방
법론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크라우드펀딩 유형

특징

대표적인 서비스

대출투자 형

수요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 사용목
적과 상황계획을 등록하면 투자자들
이 채권 역 경매 방식으로 투자

Zopa.com

기부 형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형태

wegen.kr

후원 형

현재 가장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
형태. 해당 사업에 직접 후원하여
후원금액에 따라 후에 일정이상의
추가적인 보상과 함께 출시될 제품
을 투자자가 받게 할 수 있도록 전
문화하여 운영하는 선구매 개념의
크라우드펀딩

kickstarter.com

지분투자 형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업
의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한 크라우드펀딩 형태

symbid.com

또한 이 분석을 통해서 한국적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법의 독
립 크라우드펀딩 방법론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본고의 4장에
서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의 제시가 실질적인 검증을 통
한 효력을 발휘할 지에 대한 부분은 오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투자
가 필요한 게임개발사에게 큰 의미와 방법론의 아이디어를 제
공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하고 그로인한 학문적인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도출되리라 기대한다.

2. 크라우드펀딩
2-1.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간단히 정의하면 대중
(Crowd)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으는(Funding) 방법을 뜻한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인터넷 또는 중개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자금을 투자받아 목표자금을 확
보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 주를 이룬다.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Zopa.com)
을 통해 개인 대출형 서비스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그 뒤
2009년 본격적인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인 킥 스타터
(Kickstarter)가 출범한 뒤 본격적인 대중화에 이르렀다 볼 수
있다.4)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사업
계획 및 소개 그리고 향후 개발일정 등을 크라우드펀딩 서비
스를 통하여 공유하고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
감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자금을 일정한 단위에 맞추어 투자
및 후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혹은
모바일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 아이템에 대한 투자와 부분적인
제품개발 또는 시제품 완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행
위를 의미하며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
스를 통해 자금조달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관계로 ‘소셜펀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많은 수의 인터넷상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투
자에 대한 검토 및 사업에 대한 투자를 행할 수 있게 해준다
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자금여력이 많지 않은 신생업
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자금 수급 경로라 할 수 있다.5)
크라우드펀딩은 모금된 자금의 전달방식에 따라 대출투자 형,
기부 형, 후원 형, 지분투자 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구
체적인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2-2. 크라우드펀딩의 장점 및 필요성
콘텐츠 제작의 시점에서 볼 때,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는 창의성의 보장이다. 기존의 펀딩 방식은 일부 전문
화된 펀딩조직을 통하여 자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투
자 평가 기준자체가 콘텐츠의 창의성이나 문화적 가치보다는
안정된 투자자금 회수라는 경제논리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
로 기존 방식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개발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우선 시 하기보다는 안정적 매출을
위하여 이미 검증받은 기존 콘텐츠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의 가부를 결
정하는 주체가 일부의 전문회계 경영 인력이 아니라 대중이기
때문에 보다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수적인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향의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는데 좀 더 근접한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6)
두 번째는 초기시장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크라우드펀딩
의 특성상 투자자가 곧 최종 구매자로 연결되며 또한 일부 거
액의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집단의 규모에 따라 투자액이 비례하는 형태인 관계로 초기에
시장에서 실제로 성공 가능한 콘텐츠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
정적인 시장성 확보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존의 국내 문화콘텐츠의 펀딩의 핵심인 융자중심
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창업 초기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함으로서 기존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한 편의성에 기반 하여 다양한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함
에 따라 성공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 저하 등으로 기존 대

4) http://en.wikipedia.org/wiki/Kickstarter, 위키피디아, 2014.
5) 전성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벤처창업 활용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p.98.

6) 김휘정, 문화예술 분야 크라우드펀딩의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3권, 한국예술경영연구학회, 201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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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2-3. 크라우드펀딩의 현황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미국과 영국이 9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27억 달러, 올해 51
억 달러(약 5조4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2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7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81% 성장하였으며 2007년 이후 5년 내 5배나 급증하였
다.7) 2011년은 전년대비 6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보면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매우 빠르게 고속 성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2년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평균
캠페인 규모(Massolution 자료 재구성)

대륙별 규모는 북미시장이 16억 6백만 달러(USD)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나타내었으며 유럽이 9억 4천 5백만 달러, 나머지
대륙이 1억 1천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해 정확한 시장 집계가 이뤄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의 주요 업체 8곳의 펀딩규모를 합산했을 때 대
략 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2007년 P2P금융이라는 분류 명칭으로
머니옥션과 팝 펀딩, 퍼스트핸드 등이 대출 형을 제공하기 시
작한 것이 그 시초이며 2013년 현재 총 31개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랫폼
을 운영하는 10개사(12개 플랫폼)가 2013년 3월 '크라우드펀
딩 기업협의회'를 구성, 법제화 추진과 규제개선 및 저변확대
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분투자 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크라우드펀딩 또한 향후 지
분투자 형 플랫폼 운영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2012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
(Massolution 자료 재구성)

2013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
며 2012년 대비 약 89%가 성장한 51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
다. 초기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의 시장규모가 약 37억 달러까지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
라 초기 창업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대출 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관련 제도정비로 인해 지분투자 형 크라
우드펀딩의 북미지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지분투자 형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함께 전체 펀딩 시장규모
가 확대되었다. 또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신흥시장의 성
장세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약 31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
고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총 펀딩 규모
약 528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2년 펀딩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총선 및 대통령 선거로 각 후보 캠프에서 대출
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선거비용을 모집한 것이 핵심적인 이
유이다. 2012년 총 펀딩규모 중 대통령 선거와 관련 펀딩 모
금액은 약 4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선거 자금을 제외한 2012
년 크라우드펀딩 금액은 총 74여억 원으로 아직까지는 미미
한 수준이며 이 가운데 대출 형이 62%, 지분투자 형이 31%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펀딩 유형별 캠페인 평균 규모를 보면 지분투자 형이
19만 달러로 타 유형보다 40배 이상 큰 규모의 캠페인 성공
을 보여주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약 2배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중 지분투자 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또한 신규 창업기업들이 대출 형보다는 지
분투자 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자본유치에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8)
7) Massolution, CF-The Crowd funding Industry Report,
Crowdsourcing LLC, 2013, p.8.
8) 고용기·김종욱,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2013, pp.8-10.

그림 3) 2012년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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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시티즌 사례분석
3-1. ‘스타시티즌’ 게임에 대하여
스타시티즌(Star Citizen)은 2012년 10월 GDC 오스틴에서
처음 발표된 후 현재까지 개발진행 중인 MMORPG 성격을
지닌 온라인 스페이스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 게임은 킥 스타터(Kick Starter)라는 펀딩사이트를 통해
213만 달러라는 거액을 단기간에 조달받았고, 그 이후에는 당
게임의 공식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총 5,888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자금을
조달받는데 성공한 게임이다. 이 게임의 개발사는 Cloud
Imperium Games이며 개발 총책임자이자이자 대표는 크리스
로버츠가 맡고 있다.
크리스 로버츠는 80년대 말부터 스타워즈 컨셉의 게임인
X-Wing, TIE Fighter 등의 게임을 히트시켰고 그 뒤 그의
최고의 흥행작인 윙커맨더 시리즈를 개발하게 되었다. 윙커맨
더 시리즈는 단지 흥행의 성공뿐만 아니라 최초의 스페이스
오페라와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을 결합시킨 게임 계에서는 상
징적인 게임이었다. 또한 기존의 소수의 프로그래머를 주축으
로 한 영세한 게임 제작방식에서 전문 그래픽아티스트와 스토
리라이터 및 각종 연출부서까지 대거의 전문 인력을 투입시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방식을 게임제작에 도입한 다시 말해 현
대의 블록버스터 게임의 제작방식을 최초로 정립시킨 상징적
인 작품이었다. 그 뒤 크리스 로버츠는 디지털 앤빌이라는 독
립스튜디오를 세운 후 스타랜서-프리랜서-그리고 차기작으로
이어지는 3부작의 우주 대서사시 게임를 만들어 나갔으며, 그
뒤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투신하여 10여년의 세월을 영화계에
서 보내게 되었다. 게임개발 업계에서 은퇴하였던 그가 10여

가상현실 체험이 주가 되는 성장 형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 형
식이다. 장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스타시티즌 안에서 플레이어
는 군에 입대하여 전쟁을 통해 무훈을 세우거나 각 행성들을
돌아다니며 광석과 같은 자원채굴 및 상거래 또는 광석 채굴
권을 쟁탈하기 위한 지엽적 전투를 수행하게 되며 유저가 스
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게 되는 샌드박스형 게임의 특성을
지닌다.
게임 내의 모든 경제활동은 플레이어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스타시티즌 내에는 플레이어에 의한 다양한 대립구조가
형성되는데 플레이어는 그렇게 형성된 이익단체 혹은 국가와
같은 집단 안에서 사회를 형성하여 생활하게 된다. 스타시티
즌은 또한 샌드박스 형태의 게임시스템만이 아닌 영화적인 시
나리오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스쿼드론42(Squadron 42)라는
스토리 캠페인 모드를 준비하여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세계관
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더욱더 강화 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
체계 또한 갖추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이 게임은 6개
의 모듈로 분할되어 있으며 각 모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모듈 개발 현황
격납고(Hangar) 모듈

개인 우주선 격납 및
생활 공간 구현

개발 완료
및 출시

도그파이팅(Dogfighting) 모듈

우주선간의
전투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출시

FPS(First Person Shooting) 모듈

개인 플레이어간의
전투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출시 준비 중

사회(Social) 모듈

각종 경제, 정치활동을
위한 기반

개발 중

행성(Planetside) 모듈

생활을 위한
인스턴스 행성계 구성

개발 중

스쿼드론42(Squadron42) 모듈

시나리오텔링을
위한 싱글플레이

개발 중

년 만에 복귀하여 제작한 타이틀이 바로 ‘스타시티즌’인데, 스
타시티즌의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의 결과 뒤엔 그의 게임과
영화를 넘나들며 성공했던 그의 화려한 이력이 보증수표의 역
할을 하며 고스란히 녹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타시티즌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중접속 스페이스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개발사에서 발표한 정식 게임 장르의
명칭은 Si-Fi 샌드박스(Sand Box)형 인스턴스 멀티플레이어
롤플레잉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스타시티즌은 서기
2944년의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하며, 샌드박스형 게임 즉
플레이어가 게임 상에서 행하는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게임
속의 세계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발생시켜 그에 따라 게임
상의 시나리오나 배경 월드의 상황 또는 비주얼이 반영되는
형태의 게임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해진 게임의 틀 안
에서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의 행동양식에 따라
게임의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형태의 게임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즌은 인스턴스(Instance) 개념의 게임월드를 구
성하고 있는데, 각 행성계가 복제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월드가 생성되어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캐릭터
와 우주선을 성장시키며 생활하게 되는 미래의 우주에 대한

총 5개의 세계 각국에 나누어져 있는 스튜디오들에서 동시
개발을 하는 획기적인 개발 시스템 하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2개의 모듈은 완성되어 공개된 상태이고 나머지 4개
모듈은 2016에서 2017년 사이에 개발 완료될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각각의 게임 모듈들은 전부 하나의 게임으로 통합되
어 서비스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2. ‘스타시티즌’ 분석을 통한 ‘독립 크라우드펀딩’의 방
법론 도출
스타시티즌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크라우드펀딩 방
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적
인 측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5가지 관점의 분석 프레임을
통하여 스타시티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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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자체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졌음이 상기 논지를
반증한다.
크리스 로버츠의 2013년도 Gamescom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킥 스타터는 프로젝트의 초기자금을 모으기 위한 커뮤니티의
개념으로는 훌륭하지만 추후에 일정금액 이상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대한 대응에는 부적합한 플랫폼
이다. 그 이유는 유저간의 토론장(forum)등 서로의 의견을 공
유할 기반이 준비되어있지 않기에 소통하기에 좋은 공간이 아
니다”라고 논평했다. 이러한 그의 의견에 따라 크리스 로버츠
는 초기에 200만 불의 비용을 킥 스타터에서 모금한 뒤 그
직후 크라우드펀딩의 기반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스타시티즌
공식홈페이지로 이전하여 킥 스타터와 병행하며 크라우드펀딩
을 진행하였다.

그림 4) 스타시티즌 분석을 위한 연구모델

1)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모델 분석
2014년 1분기 기준 누적 총 4,300만 달러(한화 약 443억 7
천만원)의 크라우드펀딩 역사상 사상 초유의 모금액을 기록한
스타시티즌의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킥 스타터를 통한 크라우드펀딩과 두 번째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이다.
첫 번째 킥 스타터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2012년 9월 1일
스타시티즌은 처음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였고 킥 스타터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시티즌의 크라우드펀딩 내역을 확인해보
면 스타시티즌의 모금에는 총 34,397명이 참여하였고 킥 스
타터 모금 최초 목표액인 50만 불의 4배 이상을 뛰어넘은
2,134,373달러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후 킥 스타터 내에서
의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순수 킥 스타
터 모금액 500만 달러 달성에 성공하게 되었다.9)
물론 이러한 킥 스타터의 성공적인 초기 개발자금 모금은 윙
커맨더, 프리랜서(Freelancer) 등의 그가 이전에 개발했던 우
주비행 게임을 향수하는 그의 고정 팬층(Built-in Fan Base)
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누적 크라우드펀딩 모금액 4,300만 달러의
9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킥 스타터를 통한
펀딩이 아닌 ‘자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크라우드펀딩’
이었고 이는 개발자의 유명세와 기존 고정 팬의 충성도로 이
루었던 킥스타터에서의 펀딩과 다르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스타시티즌만의 고유한 접근방식과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킥 스타터 내부에서의 스타시티즌의 활동은 콘텐츠의
독창성에 대한 어필과 기부금액에 따른 단계별 보상지급이라
는 기존 크라우드펀딩의 보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였고 스타시티즌의 지금의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를 가능케
한 적극적인 유저와의 소통과 획기적인 아이템 선 판매 전략

9)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cig/star-citizen?ref=
nav_search, Kickstarter Inc., 2014.

기존의 전통적인 펀딩방식과 다르게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은
투자자가 곧 최종제품의 고객이 되는 자연스러운 비지니스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관계로 펀딩에 있어서나 또한 실제 콘텐츠
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크라우드펀딩 안에서의 창작자
의 활동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굳건한 스타시티즌의 고정 고객층은 게임
내 함선 및 각종 아이템을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함
으로서 ‘출시 전, 선 판매’라는 스타시티즌만의 독특한 자체
크라우드펀딩 모금방식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스타시티즌은 2년간 4000만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받아 여유 있는 개발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10)
2) 자금 수급 모델 분석
스타시티즌의 선 판매 시스템에서 크리스 로버츠가 가장 집중
하였던 것은 바로 판매되는 아이템의 의미 부여였다. 특히 주
요 매출이었던 함선의 디자인과 설정에서 그 노력을 구체적으
로 찾아볼 수 있는데 게임 내 판매되는 함선들마다 실제 현실
상의 자동차 산업처럼 자체의 오리지널 우주선 제조업체 브랜
드를 만들고, 브랜드 별 특색이나 게임 상의 연도에 맞추어
매년마다 신제품을 출시하고 해당 제품들은 연식을 가지며,
게임 내 가상 시장경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모든 함선들이 제조사별로 독특한 디자인 경향성을 가지
게 되며 내부구조 및 편의장치에 이르기까지 실제와 혼동될
정도의 가상현실의 정교한 설정과 그래픽 데이터 제작으로 유
저들로 하여금 실제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상의 만족을 주어
선례 없는 성공적인 게임 아이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타시티즌은 지속적인 유저와의 소통과 공유에 대
한 실질적인 자금과 시간의 투자와 더불어 그들만의 독특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설계 및 판매될 상품의 시뮬라크르에 가

10) http://www.develop-online.net/news/star-citizen-fundingpasses-40m/0190240, NewBay Medi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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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의미부여를 통해 구매자의 구매만족도를 극대화한 것이
야말로 스타시티즌의 성공적인 아이템 판매를 통한 대형자금
모금의 크라우드펀딩을 이끈 핵심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3) 투자자 관리 모델 분석
자체 크라우드펀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리스 로버츠가 가
장 중요시 했던 것은 바로 ‘소통’과 ‘공존’이었다. 그는 스타시
티즌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
식 웹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것을 유저들에게 공유하
고 함께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던 타 게임
들 같은 경우엔 일정 이상의 모금이 완료되면 개발사에서 조
용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된 상황이었지만 스타시티
즌의 경우 모든 것을 유저들과 공유하며 바로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개발과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였다.
이는 곧 투자자이자 잠재 고객인 유저들에 대한 신뢰로 귀결
되었고 이것은 크리스 로버츠라는 원로 개발자로서의 브랜드
를 알지 못하는 어린 유저들 사이에서도 스타시티즌 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을 통해 스타
시티즌은 아래 그림과 같이 분석된 신규 투자자 재유입을 위
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판단된다.

줄어든 볼륨과 개발일정을 통해 지속적, 순차적으로 게임을
부분 출시하였다. 그리고 모듈별 출시 때마다 정식 출시에 버
금가는 미디어 노출과 홍보, 고객 관리를 수행하여 유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계속해서 스타시티즌을 즐기며 또한 개발사와
같이 상상하며 완성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어찌 보면 실제 게임 출시와 별
개로 추가적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개발 방향
이었으나 이를 스튜디오의 분할로 개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유저들의 신뢰를 끊임없이 쌓아나감으로 하여 투
자된 비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 투자자금을 이
끌어낸 크라우드펀딩의 결과를 도출시켰다.
5)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법론
위에서 진행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스타시티즌의 크라우
드펀딩 성공사례에서 나타난 방법을 종합하여 ‘독립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크라우드펀딩 방법론으로 정립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타시티즌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크라
우드펀딩 플랫폼, 자금 수급, 투자자 관리, 콘텐츠개발 이렇게
4가지의 분석 프레임을 이용하여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
트와 차별화된 요소를 분석 및 도출하였고, 그를 통해 ‘독립
크라우드펀딩(Indie-Crowdfunding)’이라는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하려 한다.
독립 크라우드펀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법론으로서 첫 번
째,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이용목적이 자금모금이 아
닌 독립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한 일정 수 이상
의 초기투자자 모집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초기
투자자 유치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크라우드펀딩 홍보창구의 하나로 유지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크라우드펀딩 활동은 ‘독립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
하여 진행한다.

그림 5) 신규 투자자 재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

4) 콘텐츠개발 전개방식 모델 분석
크라우드펀딩 수행에 있어 스타시티즌의 경우 몇 가지의 기능
들을 묶어 별도의 게임으로 분할 배포할 수 있도록 모듈 형
개발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게임들이 크라우드펀딩펀딩
을 통해 제작하게 될 경우, 초기 투자가 끝난 후 개발 진척사
항이나 로드맵에 대한 공유의 부재로 유저의 불신과 이탈을
야기 시키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 스타시티즌
이전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한 대작게임은 전
무했던 실정이었다. 대형 게임일수록 초기 투자와 출시까지의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곧 유저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크리스 로버츠는 끊임없는 피드백과 소통
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모듈 형 개발방
식이었다. 그는 스타시티즌을 6개의 모듈로 분할하여 5개의
스튜디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분할된 만큼

두 번째, ‘독립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제작 시 사이트의 기능
과 구조를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들의 단방향 정보전달
구조와 차별화하여 투자자 및 잠재 참여자들과 함께 해당 프
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대한 적극적 공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프
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고 또한 기존 투자자들에 의한
바이럴 마케팅을 극대화하여 신규 투자자 유치가 가능한 선순
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콘텐츠 개발 시 부분적으로 완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하며 이러한 모듈 형 개발을 통해 콘텐
츠의 시장반응 및 성공여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선 공개 개념을 벗어나 실제 출시와
유사한 마케팅 진행을 각 모듈별 부분 출시 시점에 맞추어 집
행할 수 있도록 자금계획 및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네 번째, 게임의 수익 모델 및 아이템이 독립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 출시 이전에 선판매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일부 아이템의 경우 실제 게임이 출시된 후 프
리미엄 효과를 가진 채 재판매가 가능한 구조를 취해야 한다.

- 824 -

해당 선 판매되는 아이템은 단순히 게임 내에서 기능 하는 것
을 떠나 사이버 재화로서 의미부여가 가능한 형태로 기획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게임에 대한 단순 투자가 아닌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상의 물질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도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한국적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법론 제시
이 장에서 본 연구는 위에서 도출된 ‘독립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가지고 국내 상황에 보다 적합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방법론 적용을 위한 실행 전략, 하위 요소에 대한 주안점 및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법
론을 가변적이고 다양한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려 한다.
현재 한국의 게임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
으로 인하여 모바일 플랫폼과 게임 간의 연결고리가 크게 강
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핵심 분야인 모바일 게임시장은 과
거 중소기업들의 전유물이었으나 현재는 CJ게임즈, NHN 엔
터테인먼트, 넷마블,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의 대기업들이 대
거 진출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한
국 모바일 게임 산업은 2014년 연매출액은 24,255억 원으로
추산 되며, 2012년도 대비 300%의 기하급수적인 규모로 성
장하고 있다.11)
이러한 모바일게임 분야의 급성장에 편성하여 모바일 SNS 서
비스 역시 동반성장하여 국내의 경우, 2014년 3월을 기준으
로 1천3백만 명의 페이스 북 월간 이용자 중 92%는 모바일
을 통해 한 달에 한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과 연동한 카카오스토리는 국내
최대 SNS로 2013년 4월 기준으로 4천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
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SNS이용률이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55.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또한 위의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롤플레잉(역할수행
게임) 게임이 전체 게임 이용률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현 한국 게임시장에서 롤플레잉
게임 장르가 얼마나 지배적인 장르인지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시장 상황 하에서 보다 유효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국적 독립 크라우
드펀딩을 위한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3-2장에서 언급한 독립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들을 만족시킨 상태라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국내 상황에
보다 유효한 한국적 독립 크라우드펀딩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 판매 아이템의 한국 게임시장을 위한 특화된
성이다. 스타시티즌은 영구적인 아이템의 단순 선 판매를
행하였으나, 국내 실정에서는 지속적인 아이템 구매보다는
벤트와 같은 프로모션 기간에 맞추어 구매발생을 유도하는

구
진
이
것

이 유리하다. 때문에 보다 적합한 선 판매 진행을 위하여 독
립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한정된 기간에 판매되는 한
정판 아이템 판매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
이템의 희소가치를 올려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하여야 하
며, 또한 아이템 거래사이트 이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
성을 반영하여 선 판매된 아이템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재판매가 가능토록 만들어 선 구매한 아이템이 실질적 재화로
서의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투
자자들에게 선구매 아이템을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자금 회수
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국내의 투자자 겸 유저들이 보
다 부담 없는 낮은 장벽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자체 홈페이지나 모듈화 된 게임의 부분 런칭 상에
서의 유저 의견 반영에 있어 주목할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유저들의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전체 공개하여 런칭을 진
행할 경우, 개발에 대한 피드백이 아이디어 제시보다는 단순
컴플레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반영
하여 일반 공개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게임 부분 런칭에 대
한 비공개 참여권 부여를 통하여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특
권의식을 갖도록 유도하여서 보다 개발에 밀접한 유저 피드백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각 개발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 런칭 버전의

그림 6) 구글플레이 장르별 이용률 현황
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대한민국 게임백서 요약본, Kocca,
2014, p.33.
12) 이윤희, 국내 SNS의 이용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p.60.

형태를 프로그래밍, 기획, 아트의 3가지 개발 명제를 중심으
로 3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개발 및 런칭을 하여, 보다 세분화
된 영역에서 시장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
다. 프로그래밍 관련 개발 검증을 위한 UX(유저 경험) 및
UI(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 버전에서는 개
발 중인 게임의 일부만이 공개된 상태에서 게임이 가지는 고
유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플레이어의 동선을 검증하여 게임 간
유저 경험 및 UI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게임
프로그래밍에 있어 불필요한 재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
해야 할 것이다. 기획관련 검증을 위한 유저 간 경쟁모드 및
전투모드 체험버전에서는 성장 및 경쟁이 게임의 골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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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국 온라인 롤플레잉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로
꼽히는 것이 캐릭터 성장을 위한 전투 플레이와 유저간의
PVP모드(Player vs Player대전)이기 때문에 격투기술 및 조작
감도, 주고받는 대미지 밸런스에 관한 의견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획적인 부분의 선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게임서비스 초기의 이탈률이 지극히 높은 국내 유저들의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이후 게임 출시 시 초반 흥행을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게임 아트에 관한 검증을 위하
여 캐릭터 꾸미기모드 및 게임 로비와 초반 게임 월드를 제공

5. 결론

하는 버전의 부분 출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캐릭터 커스터
마이징 및 유저간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해주
는 게임로비 및 초반 게임월드를 부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선 판매했던 아이템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출시에
앞서 보장하고 게임 내에서 실제 아이템 사용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그 체감 도를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유저들의 아이템 디자인 및
전반적인 게임 비주얼에 대한 피드백을 이끌어내어서 보다 성
공적인 게임 아트디렉션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스타시티즌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롤
모델을 제시해주었다. 초기자금이 없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 비전과 개발과정의 소

것이다. 이러한 아트디렉션에 대한 일련의 피드백 과정은 게
임 그래픽 트렌드 변화가 급속히 변하는 한국 시장에 보다 적
은 위험요소로 게임개발을 완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
네 번째,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을 통한 펀딩의 지속성 유지
측면에서 스타시티즌의 취하였던 뉴스와 매체 미디어와 같은
전통적인 홍보채널 이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
분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84.1%에 달아는 세계적으로
높은 스마트폰 보유가구 비율을 가진 국내시장 성격에 맞게
모바일 SNS 광고 및 바이럴 전파에 집중하여 SNS 활용 전략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게임 출시 시 가장 많은 모바일 광고비용을 집행
하게 되는 플랫폼은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SNS이지만 크라우드펀딩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성격적 측면에서의 활용도 여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에 보
다 부합하는 것은 오히려 밴드(네이버 Band)와 같은 동호회
나 카페 기반에서 발전된 SNS 서비스나 카카오 스토리와 같
은 이미지나 스토리 공유 기반의 SNS서비스에서 유저와 소통
할 창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크라우드펀딩
에 있어 브랜드 관리에 보다 유효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에만 존재하는 형태인 홍보용 만화 매체인 브랜드 웹툰을
이용한다면 다음이나 네이버의 웹툰 포탈과 같은 플랫폼을 통
하여 개발 상황에 대한 장편 만화형식의 광고로 지속적인 스
토리텔링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한국 모바일 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누적된 과도한 마케팅 형태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유저들에게 보다 유연하고 신선한 브랜딩을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대와 미래의 산업경쟁의 핵심구도는 콘텐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콘텐츠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콘텐츠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방식이 크라
우드펀딩이다. 문화콘텐츠의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대표적으
로 성공한 모델이 바로 게임‘스타시티즌’이다.

통을 통해 거액의 투자자금을 모금 받았고, 계속해서 성공적
인 개발과 펀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스타시티즌의 성공모델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
한 결과 본 논고에서의 파악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점점 대형
화와 자본화 되어가는 게임시장의 특성상 기존의 크라우드펀
딩 사이트를 통한 자금수급 방식만으로는 사실상 일정규모 이
상의 프로젝트에서 실제 장기적 개발에 필요한 규모의 투자자
금을 만들어 내기 힘들며, 또한 무엇보다 유저들과의 커뮤니
케이션이나 해당 프로젝트만의 특별한 크라우드펀딩 활동을
펼치기 쉽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종속되어 제한된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아이템 선 판매와
자체 홈페이지 등의 사이트를 통한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식
을 통한다면 보다 큰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에 용이
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내에서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게임개발 자금의 모금
을 수행할 경우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모바일, SNS 및
각종 로컬 게임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이용이 해당 크라우드펀
딩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론에서
밝혔듯이 게임의 초기기획과 개발 진행시에 크라우드펀딩에
보다 적합한 개발 방법론과 사업모델이 존재하며 그 부분을
해당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적절히 적용하느냐가 크라우드펀딩
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직 게임관련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프로젝트로서의 성공
사례가 스타시티즌이 유일한 상황 하에서 제한된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개념적 연구를 진행한 것임으로, 이후 보다 구체
적이고 다양한 사례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연구자료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한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법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이어나가는 것을 향후 연구방향으로 보고 있
다.
본 연구가 발판이 되어 한국의 게임 프로젝트 및 한국 문화콘
텐츠가 새로운 독립 크라우드펀딩 방법론을 통해 해외시장으
로부터도 대규모 크라우드펀딩을 이끌어내어 블록버스터 급의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
하며 또한 국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맞는 크라우드펀딩 방법
론들이 다양하게 발굴되고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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