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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for your English session   

 
Tinder: The Game Changer (long ver.) 
Will this game-changing dating app find a pla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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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English]  

 

I. Intro 

 
Tinder is one of the hottest mobile applications among 20 and 30-year-olds in the US. 

• Founding motivation: When people start to like somebody, they usually become timid and think, ‘if 
only I knew whether he/she likes me back, I would definitely feel more comfortable approaching 
him/her.’ Tinder settles this question in advance. 

• History: Started in the Inter Active Corp’s (IAC) start-up incubator Hatch Lab, Tinder has become the 
best online dating service on the planet.  

o ‘12: Three co-founders developed and released Tinder at Hatch Lab. 
o ‘12: Tinder launched a marketing campaign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and enjoyed a rapid 

rise in popularity among 20-year-olds (90% of users were college-aged). 
o ‘14: When the fact that athletes in the Sochi 2014 Winter Olympics used Tinder became public, 

the app became the center of global media attention and experienced an exponential influx of 
new users. → Tinder grew to monopolize 85% of the US online dating market. 

o ‘14: The Tinder team expanded to 40 people, and its user bas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 
percentage of users who were college-aged fell from 90 to 50%). Tinder achieved 200 million 
matches and expanded to the European/South American markets. 

o ‘15: Tinder released its premium version, Tinder Plus, successfully monetizing with a 
[1]freemium revenue model. 

o ‘16: Tinder opened its first office in Silicon Valley and hired more developers, expanding to 
60 employees. 

• Usage: 
o Tinder users are paired based on location and can view each other’s profiles. They can then 

“swipe” the screen either to the right – to show interest – or to the left – to skip to the next 
profile. 

o Conversations are initiated only when two users show mutual interest. This is called a “match.” 
 

Tinder’s huge profits come from additional paid services that enhance a user’s possibility of matching 
with his/her ideal partner. 

• Tinder Plus: Gives users five “Super Likes” per day (showing high interest in another user, [2]tripling 
one’s chance of matching). Non-paid users only have one Super Like per day. 

• Tinder Boost: Makes a user’s profile the top profile in his/her area for 30 minutes, boosting the user’s 
profile views tenfold. 

• Tinder Gold: Allows users to “rewind” to profiles they mistakenly swiped left to, and gives five Super 
Likes per day and one Tinder Boost per month. Additionally, it activates “Likes You,” which reveals 
the profiles of those who showed interest before swiping. This way, Tinder Gold users enjoy a much 
greater likelihood of matching with others. 

• Tinder Online: Enables users to access Tinder from their computers (currently available in Argentina, 
Brazil, Italy, Mexico, Swede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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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outcompeted its strongest competitors (i.e. Match.com and OkCupid), Tinder has monopolized 
the US market and emerged as a unicorn valued at $1.35 billion. 

• Significant growth in user engagement: Daily “swipes” went from 1 billion swipes in 2012 to 1.6 
billion in 2015. Daily matches grew from 12 million matches in 2014 to 26 million matches in 2017.  

• Fostering Tinder-holics: Tinder has been downloaded 100 billion times, and there have been a 
cumulative 11 billion matches as of early 2017. Currently, 40 million “Tinder-holics” are spending an 
average of 1.5 hours per day on Tinder. 

• Rapid evolution to unicorn status: In July 2015, Merrill Lynch estimated Tinder’s value at $1.35 
billion. 
 

Recently, Tinder has been focusing on enabling people to build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others 
around the globe. 

• Passport: As a part of the Tinder Plus package, Passport helps users to form deeper relationships than 
casual [3]hookups. Before departing to a new area, users can change their locations on Tinder and get 
travel advice from locals. 

• Future plans for service development: Tinder is planning to offer a variety of meaningful matches, 
such as networking opportunities with employees in their current or intended industries/workplace. 

  
II. Early success factors 

 
There are four leading factors for Tinder’s early success and popularity. 
 
1. Tinder’s functions satisfy customers’ [4]unmet needs. 

• [5]The more, the merrier: While other mobile apps limit the number of profiles users can like, non-
paying users on Tinder can swipe right to up to 100 people each day. Because Tinder users have access 
to an unlimited number of profiles, their chances of meeting their ideal match are much greater. → As 
of early 2017, Tinder reported a daily 1.6 billion swipes and 2.6 million matches. 

• Reducing uncertainty: Because Tinder allows users to view each other’s profiles anonymously, users 
do not worry as much about anticipating another’s responses. Not only does this help users avoid 
rejection and the accompanying psychological distress, it also prevents them from wasting time/money 
on dates that don’t have the potential for success. 

• Location-services: Users have access to others’ profiles based on their locations, so they can 
immediately meet their matches. → Tinder users are ten times more likely to meet up than users of other 
mobile dating apps. 

 
2. In its early days, Tinder acquired customers through college student-specific events and by word-of-
mouth. 

• “Tinder Party” at USC: Two of Tinder’s six co-founders graduated from USC. They decided to throw 
a “Tinder Party” at USC, and those who downloaded Tinder could ride free shuttles to the party venue 
and enjoyed free admission and alcohol. → 400 of 500 party attendants downloaded the app, and those 
who had fun with Tinder recommended it to their friends, spreading Tinder quickly throughout the 
university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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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 expansion to universities in the west coast: After its success in USC, the Tinder team soon 
launched events at universities in Los Angeles and San Diego. The team met with [6]fraternities and 
sororities, attracting more than a hundred Tinder-holics. → The number of users grew from 20,000 to 
500,000 within a month.  

  
3. Low-cost, high-efficiency marketing with the help of “[7]influencers.” 

• Influencers: Media personalities with high reputations, but not to the same degree as celebrities. They 
are only popular either during a specific time period or among a specific group of people. 

• The Tinder team reached out to influencers from non-mainstream entertainment sectors (i.e. sports, 
beauty pageants) to publicize Tinder and attract public attention. 

• Example: Jamie Anderson (American Olympic gold medalist in women’s snowboarding): 
Entertainment outlets reported on her interview revealing that she was using Tinder with fellow athletes 
to find dates during the Sochi 2014 Winter Olympics. → Many Olympic athletes began to use Tinder 
for the same purpose, and this was also covered by the press. → That famous people were using Tinder 
gave positive impressions of the service to the general public. → Its usage grew significantly among 
ordinary people. 

 
4. The changing attitudes about online dating in the Americas and Europe. 

• Statistics show that many in the US use online dating services:  
o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ne in three married couples in America met online. 
o Pew Research Center: 60% of American adults think that online dating is a good way to meet 

men/women. 
o Statistic Brain: 4.9 million of 5.4 million American singles have used or are using online dating 

services. 
• Westerners do not find it awkward to tell others that they met their partners online. → This open attitude 

contributed to public interest and popularity of Tinder. 
o Famous celebrities (e.g. Katy Perry and Hilary Duff) are public about their use of Tinder. → 

Tinder has released an exclusive version of its app (Tinder Select) for celebrities, company 
executives, and other high-profile figures. 

⇒ This attitude towards online dating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Asia, where people tend to be ashamed 
of and hide the fact that they met their partners online. 
 
III. Criticisms of Tinder 
 
Since its release, despite its success, Tinder has also been the subject of much controversy. 
 
1. Spreading prostitution and STDs 

• A major US media outlet warned, “Tinder has become a new pathway for prostitution, and the more 
Tinder grows, the more widespread STDs are.” 

  
2. Lookism 

• Compared with non-users, Tinder users express greater dissatisfaction with their appearances, which 
can lead to lower self-confidence and, wors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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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celebrities voiced concerns that “Tinder is destroying the standard of the beauty in the US, 
which has been ‘individual uniqueness.’” 
 

3. Encouraging shallow relationships and lowering human dignity 
• No matter how hard people try to achieve deep and personal relationships offline, Tinder meet-ups tend 

to be short-term and with semi-decent partners selected from an ambiguous group of locals. → The new 
term “Tinder version of law of large numbers in human relationship” has been created. 

• There have been reports of abusive language being used overwhelmingly more on Tinder compared to 
ordinary mobile messaging platforms (e.g. WhatsApp and Facebook Messenger). 

 

4. Filming without permission and invasion of privacy   
• The number of Tinder users who are using the app to take illegal screenshots of profiles and photos is 

gradually increasing. 
• Those who are attempting to quit Tinder show the same symptoms of withdrawal as those who are trying 

to quit substance abuse. 
 

To counteract the rising concerns, Tinder released its own research maintaining that the app does not 
cause inappropriate meet-ups or have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 According to Tinder, its users are more interested in having serious relationships than casual sex. Users 
are also safe from STDs, as they are more likely to use condoms than offline daters. 

• After surveying hundreds of participants placed in one of three groups (Tinder users, users of other 
online dating apps, and non-users) about how long each person waits after the first date for his/her first 
sexual encounter, Tinder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 The 
company concluded that the desire to move on to sexual relationships quickly was a universal sentiment, 
not simply for those who used Tinder. 

 
IV. Korea 
 
Mobile dating apps are also popular in Korea.  

• Approximately 170 mobile dating applications exist in Korea, and the most popular apps have at least 
100 million users. 

• Approximately 3.3 million Koreans use mobile dating apps as of early 2017, and it has been found that 
half of all unmarried Koreans, aged 25 to 44, use mobile dating apps. 

• Popular applications and their distinctions: 
o Amanda - good looking users: New users get their appearances evaluated by 30 existing 

opposite-sex users to complete their registrations 
o Noon date - various functions with fun factors: Users can match with their ideal dates through 

games, meet two users of the opposite-sex every day, and promote themselves for free on 
bulletin boards embedded within the app 

• In 2016, three mobile dating apps ranked among the “Top 10 Sales in Non-Game applications in Korea.” 
The Korean mobile dating app market is surging to an approximate valuation of $5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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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he service and business models of Korean mobile dating app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inder. 

• Theme: 
o Tinder: show an unlimited number of profiles based on a user’s location 
o Korean apps: serve as an “agent” that directly introduces users to men/women 

• Services: 
o Tinder: users look through many profiles to select their own ideal match, after reading others’ 

personal details 
o Korean apps: users have several ways to match. Offerings include: showing interest after 

viewing a profile; playing an in-app game together; and promoting oneself on the public board 
• Paid or unpaid functions: 

o Tinder: based on a freemium-system. Basic functions (swiping, opening profiles, starting chats) 
are all free, while features that allow users to better promote themselves to others or to match 
with those from other countries are paid 

o Korean apps: functions that are critical to matching (showing interest, opening profiles, starting 
chats) are all charged 

⇒ Tinder’s basic functions are free, while features that increase a user’s chances of finding a match are charged. 
Korean apps encourage users to prioritize others’ appearances and charges a fee to participate in the app.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online dating services in Korea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America’s.  

• Contrary to Westerners, who are open about online dating, most Koreans tend to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meet others online and prefer to hide this fact. → Koreans hide downloaded dating apps 
on their smartphones, likely concealing them in secret folders. 

• A Korean business woman (31 years-old) [8]recounted deleting her account after using a dating app for 
two weeks: “I felt very embarrassed when I learned that a male colleague had recently started to use a 
mobile dating app. Koreans are biased against the use of such apps, especially when the user is a woman.” 

 
What are Tinder’s success factors? How does Tinder compare with Korean mobile dating apps?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social perceptions of online dating services in Korea and the US? Will the 
Korean online dating market be as receptive to Tinder as has the US? Are online dating’s social benefits 
larger than its costs? 
 
Please take this time to discuss this topic with your Ringle Tutor and improve your spoke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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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Korean]  

 
I. Intro 
 

틴더 (Tinder)는 미국 20~30대들에게  가장 “핫한" 모바일 어플 중 하나입니다. 

• 창업동기: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저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면,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텐데’라는 소심한 호기심이 생기는데, 이를 해소해주기 위한 서비스 개발  

• 연혁: 틴더는 IAC 산하의 Start-up incubator 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성장한 회사 

o ‘12년: IAC (Inter Active Corp) 산하의 Start-up incubator 인 Hatch Lab 에서 공동창업자 

3명이 함께 Tinder 개발 후 App store 에 출시.  

o ‘12년: 대학교 Campus 중심으로 집중 마케팅 진행하여, 20대 데이팅 앱으로 성장 (전체 

고객 중 90% 이상이 대학생)  

o ‘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틴더를 통해 만남을 가지는 것이 기사화되면서, 고객 수 

급성장 및 전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 → 미국 내 온라인 데이팅 시장의 85% 점령 

o ‘14년: 40명 팀으로 성장 & 틴더의 대중화 가속화 (고객 중 대학생 비중이 50% 로 감소) & 

2억 건의 매치 달성 + 유럽/남미 중심 시장 확대  

o ‘15년: 틴더 플러스를 출시하여 freemium 기반 유료화 성공 

o ‘16년: 개발자 확충 위해 실리콘 밸리에 첫 오피스 개장 (직원 수 60명) 

• 사용 방법: 

o 틴더 가입자는 GPS 시스템을 통해 인근에 있는 다른 틴더 유저의 프로필을 볼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상대방에게 익명으로 “호감”이 전달되고, 왼쪽으로 하면 다음 

사람의 프로필이 보임 (하루에 2명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데이팅 앱과는 달리, 틴더는 

주변에 있는 틴더 가입자의 프로필을 스와이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음) 

o 본인과 상대방 모두 호감을 표시해야 매칭이 성사되고, 그 이후 채팅이 가능해짐 

 

틴더는 원하는 이성과의 매칭을 극대화 시켜주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 Tinder Plus: 일반 유저에겐 하루에 단 한 번 제공되는 Super Like (상대방에게 큰 호감 표시하는 

기능, 보통 호감 표시에 비해 매칭 가능성이 3배 이상 증가)을, 하루에 5번 할당해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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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der Boost: 30분간 유저 주변 지역에서 유저의 프로필이 top profile로 상승시켜 짧은 시간 동안 

프로필 조회수 10배 이상 증가 → 30분 동안 내 프로필을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틴더 유저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최상단에 노출시킴으로써, 프로필 조회수를 10배 증가시키는 기능  

• Tinder Gold: 실수로 상대방 프로필을 스킵해도 되돌리는 rewinding, 매일 5개의 Super Like, 매달 

1개의 Tinder Boost, Likes You (스와이프하기 전, 본인에게 호감 표시한 사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매칭 확률 극대화 

• Tinder Online: PC 로 틴더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필리핀, 스웨덴에서만 가능 

 

틴더는 기존 모바일 데이팅 시장의 강자였던 매치닷컴, 오케이큐피드를 제치고, 미국 시장의 85%를 독점한 

절대 강자로 등극했으며, 기업가치 1.5조의 유니콘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 틴더 내 스와이프 건수 급성장 중: 2014년 기준 일평균 스와이프 횟수 10억 회, 15년 4월 기준 

16억 회를 기록했으며, 매칭 수도 2014년 기 기준 일평균 1200만 건, 17년 기준 2600만 건 달성 

• 틴더 덕후 양산 중: ‘17년 초 기준, 누적 1억 앱 다운로드 달성, 누적 매칭 수 110억 건 달성, 현재 

4천만명의 사용자가  하루 평균 1.5시간을 틴더앱 사용 중일 정도로 틴더 덕후 양산 중 

• 유니콘으로 등극: 15년 7월 메릴린치 투자기관은 틴더의 기업가치를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 

 

최근 틴더는, ‘이성 간 매칭 서비스’를 뛰어 넘어 ‘전 세계인들이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돕는 

네트워킹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 Passport: 단순한 이성 매칭이 아닌 유의미한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 위한 Tinder Plus 내 부가 

기능으로, 유저가 GPS를 현 위치가 아닌 여행 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후 매칭된 

현지인들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향후 부가기능 개발 계획: ‘내가 입사하고 싶은 직장에 종사 중인 사람들과의 매칭’ 등 다양한 의미 

있는 연결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계획 중 

 
 

II. 틴더의 성공 요인 

 

틴더의 초반 및 대중적 성공을 이끈 요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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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의 성공 요인 1_온라인 데이팅 이용 고객들의 unmet needs 에 소구하는 기능 구현  

• 다다익선: 하루에 소수의 이성 프로필만을 볼 수 있는 타 앱들과는 달리, 틴더는 무료 가입자도 

하루에 100명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틴더 유저에게 많은 이성 Profile 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대비 호감 가는 사람과 매칭될 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 매일 16억 건 

이상의 스와이핑과 2600만 건의 매칭 기록 (17년 초 기준) 

• “짝사랑”, “삽질” 및 “쪽팔림” 방지: 상호 간 익명 호감 표시 기능을 통해, ‘그(그녀)도 나에게 

호감을 느낄까’에 대한 답 없는 고민을 해소해주고  ‘상대방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확률 높은 작업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시간/돈 낭비를 방지 

• GPS 기반 빠른 만남: 내 주변 지역에 있는 이성 Profile 위주로 볼 수 있어, 매칭 시 상대방과 다양한 

소재의 대화 및 빠른 만남이 가능 → 매칭 후, 실제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타 소개팅 어플에 

비해 x10배 높음 

 

틴더의 성공 요인 2_서비스 출시 초반, 특정 지역 대학 중심의 이벤트 개최 통한 효과적 입소문 확산 

• USC 에서 틴더 파티 시작: 공동 창업자 6명 중 2명이 USC 출신인 점을 살려 USC 학생들을 상대로 

‘틴더 가입자 대상 무료 파티 입장, 무료 알콜, 무료 셔틀 버스 제공’하는 틴더 파티 개최 → 파티 

참석자 500명 중 400여 명이 틴더를 다운받았고, 이때 좋은 경험을 한 학생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틴더를 추천하며 (예: 파티에 참석한 1명이 10~20명 친구에게 추천) 틴더는 빠르게 USC 점령 성공 

• 이후, 빠른 서부 지역 대학 점령: USC 를 점령한 틴더 팀은 곧바로 LA, 샌디에이고, Orange County 

내 입지한 주요 대학교의 모든 사교클럽 (fraternity, sorority)에 일일이 방문하여 매일 100명의 틴더 

덕후 신규 유저 확보 → 월초에 2만명이던 유저수가 월말에 5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틴더의 성공 요인 3_ “borderline celebrities”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홍보  

• Borderline celebrities란 연예인/유명인 수준의 대중성은 부족하지만,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인 사람들을 뜻함 

• 틴더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 borderline celebrities 중심으로 틴더를 소개 & 틴더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후, 그들의 틴더 사용 모습을 기사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 

• 예: Jamie Anderson (미국의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2014 년 소치 올림픽 중 동료들과 틴더로 

이성을 찾는다는 인터뷰가 기사화 됨  →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대회 중 틴더를 사용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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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매스컴에 오름 → 유명인들이 틴더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일반인들의 틴더 인지도, 

호기심, 호감 상승 → 일반인 사용자 급증  

 

틴더의 성공 요인 4_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 되어 있던 서구권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 

• 서구권 국가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 된 상태여서, 틴더가 국민 서비스가 되는데 기여 

o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미국 부부 3쌍 중 1쌍은 온라인을 통해 만남” 

o Pew Research Center: “미국 성인의 60%는 온라인 데이팅이 이성을 만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o Statistic Brain: “미국 싱글들 약 5400만 명 중 4900만 명이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용한 

경험이 있음” 

• 미국/유럽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연인을 만났을 경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난 사람”이라 당당히 소개하는 문화 존재 → 틴더의 대중화에 기여  

o 케이티 페리, 힐러리 더프 등 미국 내 유명 가수들조차 공개적으로 틴더를 사용 → 연예인, 

CEO 등 만이 이용할 수 있는 Tinder Select가 출시됨 

      è 이는 ‘연인을 온라인을 통해 만났음’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하는 아시아권 문화와는 다른 현상임 

 

III. 틴더를 둘러싼 비판 

 

하지만, 틴더는 빠른 성장 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논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 1_불법 성매매 및 성병의 확산 

• 미국 주요 언론들은 “틴더가 새로운 성매매의 창구가 되고 있으며, 틴더가 성장할수록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 

 

사회적 논란 2_외모 지상주의의 심화  

• 틴더 이용자 중심으로 외모 비하, 자존감 저하 등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및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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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유명 인사들이 “틴더에 의해 외모보다는 개성’을 중시했던 미국의 미(아름다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 

 

사회적 논란 3_피상적 인간관계 확대 및 인간의 존엄성 약화  

• 틴더 유저들은,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려 하기 

보다, 빠르게 20~30명을 만난 후 가장 괜찮은 사람들과 짧은 만남을 이어나가려 하는 경향 심화 → 

틴더 판  ‘인간관계 대수의 법칙(30 명 정도 만나면 그 중 한 두명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에, 빠르게 많이 만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 

• 와츠앱/페이스북 메신저 등 일반 메세징 앱 대비, 틴더에서의 온라인 채팅 시,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 욕, 원색적인 말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됨  

 

사회적 논란 4_“도촬 중독” 현상 심화  

• 틴더 유저들 중, 이성의 사진 및 프로필을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도촬하며 “스와이프 중독” 현상 

보이는 사람 증가 중  

• 틴더 계정과 결별하려는 사람 중, 마약을 끊을 때처럼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사람들 존재  

 

하지만 틴더 측은 자체 연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틴더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조장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틴더 사용 동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틴더 유저들은 어쩌다 만난 상대와의 하룻밤을 즐기기보다 

진정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 틴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틴더 이용자들은 피임 도구 

이용률이 높아 성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됨 

• 3개 그룹 (틴더 사용자, 온라인 데이팅 웹사이트 사용자, 온라인 데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첫 데이트 후 성관계까지 걸리는 시간 및 연애 지속 기간을 파악한 결과, 틴더 

사용자와 나머지 두 집단 사이의 통계적인 차이 미 존재 → 빠른 성관계는 틴더 이용자 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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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 

 

한국 역시 모바일 데이트 앱들이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만 총 170 여개의 소개팅 어플이 있으며, 매출 상위권 소개팅 어플들은 최소 100 만 

회원을 보유 중 

• 국내 소개팅앱 이용자는 대략 330만명으로 추산 (2017년 초 기준) 되며, 주 이용 층인 25~44살 

미혼자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이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인기 앱들과 주요 특징: 

o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 - 준수한 외모의 이용자들: 신규 회원이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선 기존의 이성 회원 30명 이상에게 외모 평가를 받아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받아야 

함 

o 정오의 데이트 - 다양한 재미요소/기능: ‘이상형 월드컵'과 같은 게임으로 이성 매칭을 하는 

등 재미요소가 있으며, 매일 2명의 이성을 소개 받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 표시를 

하고, 구인 공고를 올리듯 사용자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구비   

• 2016 년 국내 비게임분야 매출 상위 10 위 어플 중 3 개가 소개팅앱이며, 국내 소개팅앱의 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급성장 중 

 

하지만, 한국의 소개팅 앱은,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틴더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Theme의 차이 

o 틴더: 주변에 있는 사람 중 서로 라이크하는 사람들을 무제한으로 연결해 주겠다 

(페이스북의 만남 버전)  

o 국내: 하루에 한 번, 이성을 소개해 주는 소개팅 주선자의 역할을 하겠다 (온라인 소개팅 

주선자 버전)  

• 서비스 오퍼링의 차이 

o 틴더: 상대방 사진과 세세한 프로필을 동시에 노출함으로써, 다방면에서 원하는 

이상형과의 매칭을 유도 (‘만남’ 이라는본래의 목적에 집중) 

o 국내: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한적으로 노출하되, 상대방 프로필을 보는식으로만 

호감표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여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함 (매칭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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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화 방식의 차이 

o 틴더: 호감 표시, 프로필 열람, 채팅방 열기 등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presence를 더 노출시키거나 원하는 국가의 현지인들과 매칭하는 기능 등을 유료 제공 

o 국내 소개팅 앱: 호감표시, 채팅방 열기, 프로필 열람 등 매칭에 결정적인 대부분 기능들을 

유료 제공 

è 틴더는 매칭을 위한 많은 기능을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다수 사람의 상세 profile 을 

노출시켜 이성 매칭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국내 어플은 실제 매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모델 운영 

 

동시에, 한국의 온라인 데이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미국/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온라인을 통한 만남을 

숨기고 싶어하고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 존재 → 대다수 한국인들은 소개팅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음을 숨기고 싶어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폴더에 숨겨 놓는 경향 존재 

• 소셜데이팅 앱에 가입했다가 2주 만에 탈퇴한 여성 회사원 인터뷰: “남자 동료가 앱 가입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민망했다.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이 이런 서비스 이용을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틴더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틴더와 한국의 소개팅 앱의 유사점/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데이트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온라인 데이팅 시장은 미국 

만큼 세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온라인 데이팅은 사회적 효익이 클까요, 비용이 클까요?  

 

Ringle 튜터들와 영어로 대화하시며 관련 생각을 정립해 보시고, 영어 교정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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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lip]  

 
 
Please watch these video clips.  
 

• Video #1  
 

                   [Source: Techboomers] 

 
How To Use Tinder 
 
https://youtu.be/P2Q0nm2fSxk 
 
Want to start getting matches & sending messages on Tinder, but not sure how? Watch 
this tutorial video to learn how to browse through Tinder profiles, how to get matches, 
and how to start a conversation on T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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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2 
 

          
         [Source: Facebook Developer] 

 

 
Tinder CTO Ryan Ogle on Push Notifications, Growth, and Social 
Discovery 
 
https://www.youtube.com/watch?v=lfh2_94zXf0 
  
Ryan Ogle joins us in the F8 studio to chat about push notifications in Facebook 
Analytics for Apps, and how he sees Tinder expanding as a social discover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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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3        
                         

              [Source: Analytive ] 

 
 
Tinder's Launch Strategy - Analytive Growth Stories 
 
https://www.youtube.com/watch?v=_aoW2i-Lt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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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4            
                         

               

                  
                [Source: TheEllenShow] 

 
Tinder Nightmares 
 
https://www.youtube.com/watch?v=6sFoz5NHDWw 
 
Ellen found some hilarious Tinder conversations on the world wide web that she just had 
to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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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5      
                         

           [Source: Recode] 

 
 
Sean Rad, CEO & Founder Tinder | Highlights | Code Conference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q0eprDuJ5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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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lease read the article 
 

l Article #1 
 
          
 

             
 [Source: Dailymail]	

												

Tinder men are not all they seem: Male users of the app have low 
self-esteem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3723849/Tinder-men-
not-Male-users-app-low-self-este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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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rticle #2 
 

 

                
         [Source: Imperial College London]  

 
 
Why Tinder is making women MISERABLE: Men swipe right for 
an ego boost with no intention of speaking to matches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3710505/What-Tinder-
strategy-Men-likely-casually-swipe-right-women-match-attract-
th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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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ey Questions]  
 

 
1. Why did you choose this topic for today’s class discussion? 
 
 
2. Have you ever used a mobile dating application(s)? Why or why not? Does your reasonings 
resonate with the descriptions from the article? How about your tutor? 

 

3. Look at the graph below and explain it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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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image below shows Tinder’s interface. Discuss the features that are built in and 
whether these features have had an impact on Tinder’s user acquisitions.   

            

       

              

5. According to the article, what are the criticisms against Tinder and how has Tinder 
countered them? Which side do you agree with more? What does your tutor think? 

 

 

6. How are Tinder and Korean mobile dating applications different? If you had to choose 
only one of the two options, which would you choose and why? 

 

 

7. The article explains what it is like to use mobile dating apps in Korea. How are these uses 
different in the US and Europe? Do you agree or dis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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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photos below show Hilary Duff (left) and Katy Perry (right). What do they share in 
common? 

      

                        

 

 

9.  Let’s imagine that the CEO of Tinder hires you as his consultant. He asks you how Tinder 
should plan to capture the Korean market. Please sum up your recommendation in 300 
words or less and present your case to the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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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business related terms and expressions]  

 
[1] freemium: 기본 서비스는 무료 제공하면서, 추가 기능에 요금을 받는 

● [영영사전] Freemium is a pricing strategy by which a product or service is provided free 

of charge, but money(premium) is charged for proprietary features, functionality, or virtual 
goods  

● [Ringle 에서 드리는 팁]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enact the freemium model was 

LinkedIn. Here is a Harvard Business Review article that specifies how a business can 
make this model work: https://hbr.org/2014/05/making-freemium-work  

● [예문] How to make a freemium model work.  Freemium모델이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방법 

● [예문] Rovio decided to combine freemium and licensing models by focusing on its most 

valuable brand: Angry Birds. Rovio 는 자신들의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인 ‘앵그리 

버드’에 집중함으로서 freemium과 licensing model을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2] triple (sound):  3배가 되다 

● [영영사전] become three times as much or as many 

● [Ringle에서 드리는 팁] It’s a great word to express “increase ~ by three times.” 

● [예문] It is effective ways to triple your salary. 이것은 당신의 월급을 세배로 높여줄 

효과적인 방법이다. 

● [예문] City could triple golf course annual fee. 시 정부는 골프 연간 회원비를 3배로 올릴 

수 있다. 

 

[3] hookup (sound): (통상적인 의미) 가벼운 만남; (두 개의 장치, 시스템 등의) 결합, 조합  

● [영영사전] a connection to a public electric, water or sewer lines, or to a similar service. 

● [Ringle에서 드는 팁] Ah, this is a quintessential term among young Americans, used to 

describe any physical activity with romantic and/or sexual implications. There is a wide 
range of opinions about what counts as a “hookup,” somewhat dependent on a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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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A teen may consider kissing as hooking up, while a 30-year-old would only use the 
word to describe sex. 

● [예문] Over half described a hookup as involving sex.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hook-

up”에 대한 의미가 성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4] unmet needs: 미충족 욕구 

● [영영사전] not satisfied demands 

● [Ringle에서 드리는 팁] Another great way to express the unsatisfied needs. 

● [예문] The CDP will focus one medium- and long-term rebuilding needs and will research 

unmet needs. CDP 는 중장기적 재건축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미충족 요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예문] Discover unmet customer needs. 고객의 미충족 욕구를 발견하라  

 

[5] The more, the merrier: 다다익선, 더 많을 수록 더 좋다 

● [영영사전] used to say an occasion will be better if a lot of things are there 

● [Ringle에서 드리는 팁] This expression means that more is better. You can also use ‘the 

more, the better to express the same meaning. ‘Merrier’ is a comparative degree of the term 
"merry", which is commonly used in "Merry Christmas" 

● [예문] Everyone is welcome! The more, the merrier! 모두 환영합니다. 더 많을 수록 더 

좋습니다! 

● [예문] When it comes to opinions, the more, the merrier. 의견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6] fraternities and sororities: 남학생 사교클럽과 여학생 사교클럽  

● [영영사전] Fraternities and sororities are a kind of social organization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 [Ringle 에서 드리는 팁] This term derives from American “fraternities,” a club of 

“brothers” that forms in university settings. Fraternities, or “frats” have a reput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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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raging parties and “bro-y” culture. Sororities are for females, whereas fraternities are 
for males. 

● [예문] Fraternities and sororities strengthen that connection. fraternities와 sororities는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예문] Fraternities and sororities constitute one of the largest student groups on campus. 

Fraternities 와 sororities 는 학교 내에 가장 큰 학생 그룹 중 하나이다. 

 

[7] influencer: 특정한 집단에게 인기 있는 유명 인사, 연예인 

● [Ringle 에서 드리는 팁] They are typically only popular either during a specific time 

period or among a specific group of people. 

● [예문] He has become an influencer among people who enjoy watching cosmetics-related 

videos. 그는 화장품 관련 비디오를 즐겨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influencer이 되었다. 

● [예문] With 100,000 followers, John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influencers in the local 

foodie scene. 팔로워 수가 십만명이 넘는 존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전문가 중 

하나입니다.  

 

[8] recount (sound): (경험한 내용을) 말하다, 이야기 하다 

● [영영사전] tell someone about something; give an account of an event or experience. 

● [Ringle에서 드리는 팁] Rather than saying “tell a story,” the verb, “recount” specifies that 

the storyteller is giving an account of an event or experience, one that is usually true. 

● [예문] I recounted the tale to Paul. 나는 Paul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예문] Women turn to social media to recount abuse, violence. 여자들이 학대와 폭력을 

말하기 위해 SNS에 의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