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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플랫폼 게임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서 성장 정체에 빠졌던 쿡앱스가 모바일 게임 

산업에 맞는 개발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 이후,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고 조직의 활기를 

되찾은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쿡앱스

의 이같은 성공은 유저를 최우선으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위기가 닥치다

쿡앱스는 ‘세상을 즐겁게’라는 미션을 바탕으

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

하고 있는 게임 회사다. 2010년 설립된 쿡앱

스는 전 세계 3억명의 유저에게 게임을 서비

스해왔다. 최근 10년간 해외 매출의 비중은 

95%로 북미, 유럽 등 캐주얼 게임의 선호도

가 높은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취해 글로벌 캐주얼 게임 회사로서 입지를 꾸

준히 다져왔다. 

전 세계 20억명이 넘게 사용하는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임을 서비스

하며, 기존에는 연평균 80%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빠르게 성장해 온 쿡앱스는 페이스북의 유

저 수 감소, 게임 플랫폼 축소 정책으로 인해 

201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점을 찍은 후 3

년간 성장 정체에 빠져들었다.

2017년,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던 페이스북 

게임의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매출

액이 이전보다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저 수의 

증가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 들면서 쿡앱스 임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정말 위기’라는 인식

이 높아졌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쿡앱스

는 Ios, Android 등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의 

진출을 서둘렀지만 유저의 반응은 냉담했다. 

쿡앱스가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던 페이스북 

캔버스 게임 시장과 모바일 게임 시장은 그 

특성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게임의 경우 게임의 기본적인 재

미를 잘 구현하느냐, 친구 초대 및 소셜 기능

(친구간 도움 주고받기 등)을 얼마나 잘 이해

하고 게임에 활용하느냐가 핵심 성공 요인이

었다. 반면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임의 기본적

인 재미 외에도 빠르고 속도감 있는 게임 진

행, 화려한 그래픽과 타격감, 스토리텔링등 쿡

앱스가 기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요소들

이 게임의 흥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7년 이후 쿡앱스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

임들이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자연

스레 임금 인상, 성과급 등 구성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기존 보다 감소하였고, 조직구

성원들의 사기도 함께 하락했다.

회사가 지속해서 성장하던 시기에 입사했

던 구성원들은 처음 당면한 위기 앞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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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혁신

쿡앱스는 2017년 성장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

3년간 변화한 혁신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역대급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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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앱스

•설립 ｜ 2010년 1월 6일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종업원수 ｜153명

•매출액 ｜ 380억원

•앞으로 사업계획 ｜  2030년까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및 영업이익, 다운로드, 

유저 만족 측면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진행

(주)쿡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