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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중국 게임시장 누가 관리하는가

[차 례]

  중국 게임시장 누가 관리하는가 (1)

  1.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연혁 및 직능

    1) 신문출판총서

    2) 문화부

  중국 게임시장 누가 관리하는가 (2)

  2-1.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가 발부한 게임 관련 관리조례, 회의 및 기타

    

  중국 게임시장 누가 관리하는가 (3)

  2-2.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가 발부한 게임 관련 관리조례, 회의 및 기타

   2003년 7월 23일, 중국출판협회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었다. 게임산업협회의 설립으로 게임시

장 규범화는 유리하지만 중국게임산업의 중복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게임시장규모는 패키지게임, 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시장 보다 훨씬 크다. 온

라인게임시장의 성장성과 관할권의 모호성으로 정부 각 부서의 중복관리 현상을 초래했다. 만약 

제때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손해 보는 대상은 게임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될 것이다.

  아래는 중국 게임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할 및 게임관련 정책의 중복․교차에 관한 문제점을 나

타내는 일부 자료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연혁 및 기능

  1) 신문출판총서

  국가판권국은 중국 최고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이며 국무원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다. 국가판권

국과 신문출판총서는 한 기구 두 명칭을 사용하며 정부급(正部級)기구이다.

【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연혁 】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 설립.(당시 국가판권국으로 명명된 문화부 소속의 국가 기구임)

1985년 6월 28일 문화부는 국무원에 문화부 내 국가판권국을 설립하자는 건의를 제출.

1985년 7월 25일

국무원에서 문화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문화부의 기존 출판국을 국가출판국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

국가출판국과 국가판권국은 한 기구, 두 명칭을 사용하며, 직원 50명을 충원하여 문화부 임직원이 

1,241명에서 1,291명으로 증가.

1987년 1월
국무원은 문화부 소속 국가 판권국을 철수하고 국무원 직속의 신문출판서를 설립하기로 결정.

국가판권국은 유지하고 여전히 한 기구, 두 간판의 형식임.

2001년
신문출판서(국가 판권국)는 정부급 기구로 승급되었으며 신문출판총서로 개칭.

여전히 한 기구에 두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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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신문출판총서는 9개의 부서가 있으며 그중 게임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부서는 음

반 및 출판물관리사이다.

【 음반 및 출판물관리사의 기능 】

1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출판관련 정책, 규정 제정

2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출판사 총 수량, 구조, 분포상태 기획

3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출판, 복제 기구 설립 심사비준

4 국가 중점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출판 계획 제정 및 실시

5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주요 과제 등록

6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출판 및 복제 기구에 대한 연도검사,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품질에 대한 감독, 음반제

품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사

7 위배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조사처리, 음반, 전자출판 및 복제 기구의 위배행위에 대한 조사

8 음반제품 및 전자출판물 품종 및 출판번호 총량에 대한 조절 및 배치

【 게임에 대한 심사비준절차 】

1 게임출판경영기구에서 제품에 대하여 3차 심사를 진행한다.

2 지방 판권부서 혹은 국가판권국에 발송하여 판권인증을 받은 후 국가신문출판총서에 제출.

3 신문출판총서 전문가조직에서 게임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거쳐 비준허락을 받은 후 출판.

  2) 문화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는 국무원 구성위원회의 일부로 판공청, 정책법규사, 예술사, 계획재무사, 

인사사, 교육과기사, 문화산업사, 문화시장사, 사회문화 도서관사, 대외문화 연락사 등 10개 기능

사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문화시장사는 게임산업과 직접 관계된다.

【 문화시장사의 주요 업무 】

1 문화시장 및 상품으로 유통되는 문화제품, 문화엔터테인먼트 운영에 대한 관리정책 및 법규를 제정, 실시 감독.

2 문예공연시장 및 문화엔터테인먼트시장에 대한 관리 담당.

3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상영에 대한 관리 담당.

4 음반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리 담당.

5 문화시장발전추이를 연구하고 문화시장검삼 및 영화발행, 상영을 지도.

  2002년 3월 문화부는 문화시장사의 관리직책, 기구 및 편성에 대하여 조절을 한 뒤 아래 2가지 업무를 추가했다.

6 전자게임 경영 장소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업무 담당.

7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제품 전파 및 문화서비스운영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과 그 내용에 대한 감독을 실시.

  이와 동시에 문화시장사에 네트워크문화처와 검사지도처를 설치하였다.

【 네트워크문화처의 주요 업무 】

1 인터넷 문화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

2 온라인 상 문화제품전파 및 운영에 대한 관리정책, 법규 제정.

3 전국 오락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예술품, 음반제품,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4 PC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서비스내용 감독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 & 경영허가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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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PC방 등 인터넷온라인서비스운영장소의 PC게임 운영에 대한 조사 및 취소업무를 담당하

고 검사지도처를 협조하여 오락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운영에 관한 주요 사건에 대해 조사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계속...

(자료: http://www.pconline.com.cn/games/tvgames/zt/game/10307/197016.html)

 CHINA GAME NEWS   

《카오스 레기온(ChaosLegion)》11월 14일 PC게임으로 출시 예정

 《귀무자》, 《귀읍(鬼泣)》에 이은 Capcom사의 또 하나의 대작 《ChaosLegion》이 PC게임으

로 등장하게 된다. Action게임 거장 Capcom은 오는 11월 14일 게임《ChaosLegion》PC버전을 

중국 내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하여 PC게임 애호가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위비(育碧)사를 중국 

대행사로 선정했다.

  《산궈어우쐉(三 无双)》액션요소와 몬스터 호출시스템을 결합시킨 《ChaosLegion》는 PS2버

전 발매 시부터 유저들 사이의 핫 이슈였다. 특히 PC버전은 Capcom 일본 본사가 직접 제작하여 

화면 해상도가 PS2버전 이상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게임배경

  거센 비바람으로 희미해진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크, 드라크로와, 시라가 성 오베리아교단의 명

령을 받고 성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성당 내 영혼을 흡수당한 교인들이 신 아즐라일의 부활식을 치르고 있다. 지크, 드라크로와, 시

라는 마지막순간 아즐라일의 부활을 제지시켰지만 그 대가로 시라의 영혼을 아즐라일에게 빼앗긴

다. 결국 지크와 드라크로와는 사랑하는 시라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데.....

  수개월 이후..

  성 도시 루타얼에서 교인 중 핵심인물이 습격 당하고 금서《이자크 외전》을 도둑 맞는 사건이 

발생한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드라크로와가 범인으로 지목되며 교단기사들이 드라크로와의 집

에 파견되나 그를 찾지 못해 더욱 혐의가 짙어 간다. 친구를 돕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드라크로와

를 찾아 나선 지크는 드디어 시라의 묘지 앞에서 드라크로와를 발견하나 암흑의 기운으로 감싸진 

그는 더 이상 지크가 알고 있던 드라크로와가 아니였다.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지크는 부득이 드라크로와와 대결하게 되며 결국 드라크로와의 암흑파

워에 쓰러지게 된다.

  “따라와!”란 말만 남기고 사라지는 드라크로와....

  그 후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자료: http://games.sina.com.cn/newgames/2003/10/1017690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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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os 3》10월24일 출시

신탠디후둥(新天地互 )멀티미디어사 중국 담당

  북미에서 이미 출시된《Commandos 3: Destination Berlin》이 10월 24일부터 아태지역에 출

시되고, 신탠디후둥(新天地互 )멀티미디어사가 중국 대행을 담당한다. 

  이 게임은 2차 세계대전의 3대 유명한 전투지역(전역)인 Stalingrad전역, Normandy전역 및 

Berlin전역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작에서 등장했던 여 스파이 Lips Natasha, Nikochevski 

및 Whiskey는 출현하지 않는다.

(자료: http://www.yesky.com/topnews/76284116735098880/20031017/1737043.shtml)

아․태지역 유저 중 남성 유저 97%

  최근 인텔이 발표한 아․태지역 게임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유저들 가운데 남성 유저는 

97%, 학생은 54%라고 한다. 중국인인 경우 절반 이상의 평균연령이 21~25세이며 이런 수치는 

아․태 지역의 기타 국가들의 평균연령 21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올 6~8월 기간 완성된 이번 조사는 호주,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및 대만에서 PC게임을 자주 

즐기는 유저 각각 400명을 선정,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구통계데이터, 게임 선

호도 등 내용에 대한 온라인조사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약 83%에 달하는 유저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PC

방의 보급도가 기타 아․태지역을 능가했다. 이에 반해 호주는 랜(LAN)PC방의 유행으로 57%에 달

하는 호주 유저들이 랜PC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유저의 연령이 낮을수록 PC방을 선호하는 경

향이 뚜렷하다. 26세 이상의 유저들 가운데 약 1/3 정도만이 PC방을 가지만 25세와 그 이하의 

유저들 가운데 PC방을 선호하는 수가 절반을 넘었다.

  중국인의 경우 남성 유저가 98%, 그 가운데 대학생이 55%를 차지한다. 21~25세 사이인 유저

수가 54%, 16~20세의 유저수가 33%이며, 62%에 달하는 유저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52%는 

PC방을 찾아간다고 한다.

(자료: http://www.hyinfo.net/shownews1.asp?NewsID=6878)

 GAME 관련 기관     

베이징진위탠리소프트웨어과기개발유한회사

(北京金玉天立 件技術 有限公司)

  베이징진위탠리소프트웨어과기개발유한회사(이후 진위탠리소프트)는 완제(万杰)그룹이 투자 설

립한 온라인게임운영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하이테크 기술업체이다. 2003년 4월 

설립이래 온라인엔터테인먼트매스컴 운영 능력으로 전문적인 팀원 및 선진 네트워크 기술로 고객

에게 온라인엔터테인먼트산업의 매력을 선보였다. 진위탠리소프트사의 서비스, 기술 및 관리팀원

은 고객에게 지속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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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제(万杰)그룹은 완제그룹회사를 모체로 설립된 국영기업에 상당한 대형 그룹이다. 모회사인 

완제그룹회사는 산둥성즈부어시부어산구(山 省淄博市博山 )경제개발구의 중심지역에 자리 잡았

으며, 현재 산둥완제하이테크기술주식유한회사(상하이 600223 완제하이테크), 즈부어완제병원, 완

제섬유회사, 완제제약회사, 완제방직제조회사, 완제국제호텔, 완제의학원, 완제초우양(朝 )학교 

등 11개 자회사와 12개 계열회사 규모를 갖추었으며 임직원이 8,000여명, 총 자산이 64억 위안

에 이른다. 지난해 총 수익이 55억 6,000만 위안으로 그 중 공업판매수익이 33억 8,000만 위안

을 차지했다. 

  【 완제그룹 수상 내용 】

1997년 국무원이 선정한 120개 시범업체그룹 중 하나

2002년
국가통계국이 확정한 전국 500강 업체 중의 하나

성 경제무역위원회, 성 통계국이 인정한 상둥성 21개 특 대형 공업업체 중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완제그룹회사의 당 위원회 서기이자 총재인 순치이위( 玉)는 전국 노동모범, 전국 우수기업

가 및 제8, 9, 10기 전국인민대회 대표이다. 완제그룹은 정보화, 규범화, 세계화를 목표로 발전을 

재촉하고 있다.

  완제그룹은 꾸준한 노력과 발전으로 업무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넓히고 한국의 SK그룹과도 광범

위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IT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IT분야 진출을 위해 적당한 기회를 노리

고 있던 중, 21세기 초 한국이 온라인게임산업발전을 국가의 효자산업으로 앞세우고 중국의 많은 

우수 IT업체들도 온라인게임 운영을 시작하고 있던 중 완제그룹은 거액을 투자하여 베이징진위탠

리소프트웨어과기개발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함으로써 IT산업으로 진출하는 첫 발을 내딨었다.

  완제그룹의 총재 순치이위의 아들 순정( 正)이 진위탠리소프트사의 이사장직을 맡았다. 일본 

저명 대학 국제금융석사 출신인 순정은 중국 IT산업의 발전에 남다른 인식 뿐 아니라 풍부한 관리 

및 운영 노하우도 겸비하고 있다. 

  인력양성 및 배치를 중요시하는 순정은 학력, 전문력, 경영관리능력 등 각 방면으로 우수한 인

원들로 구성된 사업단체를 구축했다. 전 사원은 모두 온라인게임사업에 대한 한결같은 애착으로 

중국의 게임시장 진흥을 위해 하이테크과학기술이 창조한 디지털게임방식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

게 보다 건전하고 좋은 엔터테인먼트방식을 제공하기에 전력을 모으고 있다.

  완제그룹의 도움으로 진위탠리소프트사는 초기 등록자금만 수천만 위안이 넘으며 향후 회사의 

실제 운영상황에 근거하여 적당한 자금추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막강한 투자자금, 정부와의 양호

한 관계, 풍부한 시장자원 등은 모두 진위탠리소프트사의 향후 발전에 유력한 도움을 주었다.

【 진위탠리소프트사의 발전전략 】

～2003년 연말
우수한 온라인게임 하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성숙하고 안정된 운영체제를 형성하여 유통자원과 마케팅노하우를 장악한다.

2004년 1분기
기존 고객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게임을 수입하여 중국 온라인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확

립한다.

2004년 하반기
온라인게임 개발 분야에 진입하여 한국 게임회사와 협력하여 중국에 알맞은 온라인게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다 지역, 다 문화가 융합된 게임산업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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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탠리소프트사의 발전목표

  중국을 발판으로 아시아지역으로 확장하며, 중국 연동엔터테인먼트업체의 선구자로 부각시킬 예

정이다.

【 조직도 】

이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행정센터

재무부행정부마케팅센터기술센터 운영센터

개발부 A/S부 마케팅부 판매부 유통부 홍보부 고객 서비스부

(자료: http://www.jinyutianli.com/second.htm)

  GAME 소개   

《네이비필드 ∥》

 * 개 발 업 체   : SD EnterNET(한국)

 * 대 리 업 체   : 완샹(万向)통신

 * 공식 사이트   : www.nf2.com.cn

 * 게임 장르     : 온라인 해전전략 시뮬레이션

 * 클로즈 테스트 : 2002년 12월 15일

 * 오픈 테스트   : 2003년 1월 2일

 * 유료화        : 2003년 3월 15일

  게임배경

  2차 대전 기간 미국 태평양전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군으로 육군 맥아더(McArthur)장군과 해

군 니미즈(Nimitz)장군은 전략, 보급, 자원배치, 지휘권한 등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던 

사이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의견충돌 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 물론 맥아더장군과 니미즈장군의 갈등은 2차 대전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전쟁터에서 그들은 일본군이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할 만큼 용감하고 능력이 뛰어났다.

  태평양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시절, 니미즈장군은 무엇보다도 대만공략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대만을 점령하면 일본군과 일본본토, 중국대륙의 피 점령지역 및 남양 일대의 보급선과 연계

망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대륙과 필리핀을 공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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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뭇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맥아더장군은 대만보다는 필리핀공략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를 통해 서남 태평양지역의 항공 및 해상 통제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니미즈장군은 이런 움직임이 전반 대일 전략에서 아무런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극구 반대해

왔지만 결정적으로 루스벨트는 맥아더장군의 주장에 찬성하고 필리핀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일본이 점령한 섬들을 공략하고 최종 목표는 일본본토로 잡아야 한다는 니미

즈장군의 전략도 채택했다. 2차 대전 기간 대만은 수차례 미군의 기습을 많이 받았지만 그 충격

을 심하지 않았다. 만약 니미즈장군의 주장이 성립되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 대만지역에서 제일 눈

에 띄었던 총통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니미즈장군은 미국 해군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전략가이자 함대 지휘관이며 해전소질이 높은 그

는 일찍부터 양서(兩栖)작전, 잠수전 및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행정능력도 강하여 

동료와 부하의 존대를 받았으며 평소 성격이 부드러워 날카롭고 오만한 성격소유자인 맥아더장군

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진주만 습격사건 후 지휘권을 둘러싸고 니미즈장군과 맥아더장군사이에 치열한 쟁탈싸움이 벌

어졌다. 맥아더장군은 태평양군함대의 관할범위에 불만을 토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및 참모본부의 

협조 하에 동경 160도 동쪽의 중태평양지역은 니미즈장군이 통솔하고  서남태평양부터 동경 160

도까지의 지역은 맥아더장군이 관장하기로 결정됐다. 태평양전쟁은 해전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니미즈장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맥아더장군은 부정하는 태도였다. 니미즈장군의 부하로 제3함대 

사령 Halsey와 제5함대 사령 Sprnance는 태평양해전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고 역사의 한 페이지

를 메웠다. 니미즈장군은 하와이군도를 보호함으로 하와이군도와 미국본토간의 교통라인의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 임무를 차질 없이 완성했으며 1942년 5월 산호해전역에서 대승리를 거두므

로 일본군의 폭주에 일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대외통신 및 연락을 원활하게 했다.

  1940년 초에 미국정보기관은 일본 통신암호를 해독, 니미즈장군은 일본이 태평양에서 한차례 

대규모 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태평양군함을 명령을 하달하고 3척 항공모함, 8

척 순양함, 14척 추적함 및 20척의 잠수함을 동원했다.

  1942년 6월 3일, 미드웨이에서 미국해군은 일본연합함대와 3일 간 고전, 결과 1척 항공모함의 

손실대가로 일본의 4척 항공모함, 1척 순양함과 1척 추적함을 격침했다. 미드웨이해전은 니미즈

장군이 태평양함대 총 사령으로 임명 된지 불과 반년만에 거둔 한차례 대 승리로 그동안 미국해

군이 받아왔던 치욕을 깨끗이 씻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군도에 대한 일본군의 위협을 제거

하고 미국해전의 범위를 남태평양일대로 축소시켰다.

  니미즈장군의 지휘 하에 태평양함대는 2/3의 일본군함과 85%에 달하는 상거래용 물품을 격침

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잠수함이 거대한 위력을 발휘했다. 1944년 12월 19일, 니미즈장군은 미

해군 건군역사에서 최초의 5성급인 FleetAdmiral로 승진했고 동시에 맥아더장군도 육군 5성 급 

GeneraloftheArmy로 승진했다.

  니미즈장군과 맥아더장군의 이견은 전쟁초기부터 일본투항까지 줄곧 지속되었다. 일본투항문제

에서 또다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한 발작씩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니

미즈장군의 함대갑반에서 투항을 진행했다. 맥아더장군이 동맹군대표로 일본투항을 주최하고 니미

즈장군이 미국을 대표해 투항서에 조인했다.

  1945년 9월 2일 동경해만에 정박한 미국함대에서 일본투항의식이 장엄하게 진행되었고 일본의 

절름발이 외교관이 맥아더장군앞에서 투항서에 조인했다. 중국대표 군령부장 서영창이 니미즈장군

의 옆에 서있었고 중국 육군 군관 주세명이 번역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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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진주만습격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태평양 주요기지 진주만을 습격, 미국육군, 해군 및 항공의 처참

한 손실로 태평양전쟁이 발발된다. 이번 습격에서 미국 태평양함대의 3척 항공모함이 거의 손상

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이 불안감을 느낀다. 일본은 연합함대 사령 야마모도

대장의 강경한 태도로 미드웨이대전의 서막을 열었고 이번 전역은 역사 상 항공모함과 항공역량

으로 전쟁의 승부를 겨루는 최대 전역으로 기록되었다.

  1942년 4월, 일본은 중국대륙과 태평양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동남아의 석유를 포함한 대량

의 재물과 자연자원을 수탈했고 이것들은 일본이 대규모 해전을 벌이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뒷받

침했다. 일본 고위층 가운데 오직 한사람만이 승리의 환상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일

본제국 해군연합군 사령 야마모도이다. 진주만습격도 야마모도의 책략이지만 그는 일시적인 승리

에 자만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일본연합군 사령부는 6월 7일을 미드웨이 결전일로 정하고 그 이틀 전인 6월5일 남운함대가 미

드웨이 서북 400킬러미터에 당도했을 시 미드웨이를 대규모 공습하기로 작정했다. 남운함대의 비

행기는 미드웨이에 주둔한 미국육군항공역량과 방어공사를 철저히 분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정박한 모든 미국군함을 격침해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결정 일 전날 도모다장군이 

거느린 소형 수상비행기 제공부대가 미드웨이 96킬러미터 쿠러이( 雷)섬에 하락하고 기지를 구

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상륙부대와 호응하는 한편 원거리 정찰임무를 갖고 미국함대를 감시

해야 한다. 결전 당일 날이 밝자 일본 해군육전부대는 중형 순양함의 폭격보호 아래 미드웨이공격

을 시작했고 강제로 상륙했다. 이 과정에서 미드웨이의 남측과 서남측방향을 통제하고 야마모도가 

미드웨이 서북 1000킬러미터 해상을 지켰고 남운함대는 미드웨이 이동 480킬러미터 위치에 은폐

하고 있었다. 전반 작전해역에 일본잠수함의 3층 경계라인이 구축되었고 이는 적군의 임박을 감

시하고 경보를 울리는 작용을 했다. 일본연합군은 미드웨이와 아류신(阿 申)에 대한 공격으로 미

국을 궁지에 몰아넣기에 시급하여 정확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했다. 미드웨이에서의 일본해군의 참

패는 일본의 패배를 암시해주었다.

  최신뉴스: 올 9월, 《네이비필드 ∥》 월 정액카드에 새 서버까지

  올 9월, 국경절 긴 휴가를 앞두고《네이비필드 ∥》가 월 정액카드 출시 및 새서버를 오픈했다.

 《네이비필드 ∥》는 한국 SD사가 개발․제작하고 완샹(万向)통신이 대행한 군사소재 대형 해전 

시뮬레이션 온라인게임이다. 유저들은 자신의 함선 하나로 기타 유저군에 맞설 수 있는가하면 또 

방대한 함대를 조직하고 타 함대와 치열한 해전을 벌리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게다

가 깔끔한 화면과 완벽한 음향효과까지 가미하여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망망대해에 처한 듯한 실

감을 주고 있다.

  《네이비필드 ∥》의 작업팀은 바다를 사랑하는 유저들의 더욱 완벽한 체험을 위해 월 정액카

드를 출시함과 동시에 상하이서버를 새롭게 오픈했다. 이로 인해 유저들은 더욱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포인트 카드 또는 월 정액카드 구매도 보다 편리하게 되었다. 새로 오픈 된 상하이서버

도 유저들의 기대 이상이 될 것이며 국제서비스기능까지 개통할 것으로 예정된다.

(자료: http://news.17173.com/content/2003-9-19/n666_582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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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GAME 순위 

2003년 10월 게임 평가순위

 

순위 종류 게임명칭 출품/중국대리사

1 패키지 Half-Life:Counter Strike Siera/오메이( 美)전자

2 패키지 검협의 전설(仙 奇 ) 다위(大宇)/쐉위(双 )

3 패키지 Warcraft 3: Reign of Destruction Blizzard/오메이( 美)

4 패키지 Warcraft 3: Frozen Throne Blizzard/오메이( 美)

5 패키지 Commandos2 : Men Of Courage Edios/신텐디

6 패키지 검협의 전설 2 (仙 奇  2) 다위(大宇)/환위즈싱(寰宇之星)

7 온라인 크로스게이트 ENIX/网星艾尼克斯

8 패키지 헌원검( )4 다위/환위즈싱(寰宇之星)

9 패키지 Heroes Of Might And Magic4 3DO/제3파

10 온라인 RO Gravity/즈관(智冠)

11 패키지 Sakura War 3 SEGA/제3파

12 패키지 FIFA2003 EA/메이궈이덴(美 )

13 온라인 미르의 전설 Actoz/성다네트워크

14 패키지 Diablo2:Lord Of Destruction Blizzard/오메이( 美)

15 패키지 Starcraft: Brood War Blizzard/오메이( 美)

16 온라인 Mu Webzen/제9도시

17 패키지 Baldur's Gate2:Shadows of Amn lnterplay/제3파

18 패키지 검협의 전설 3 (仙 奇  3) 다위(大宇)/환위즈싱(寰宇之星)

19 온라인 Shadowbane En-Tranz/텐런후둥

20 패키지 Champion Manager 4 Edios/ 스지러이선(世 雷神)

21 패키지 헌원검( )3 외전: 천지헌(天之痕) 다위/유비아소프트

22 패키지 삼국군영전 4 오우딩커지/환위즈싱

23 패키지 신 검협의 인연 시산쥐(西 居)/진산소프트웨어

24 온라인 스톤에이지 JSS/베이징 화이

25 온라인 검협의 인연 온라인 시산쥐(西 居)/진산소프트웨어

26 패키지 신죄다이쐉죠우(新 代双 ) 3 위쥔(宇峻)과기/환위즈싱(寰宇之星)

27 패키지 대 항해시대 5 영광/제3파

28 패키지 친상(秦 ) 무비오우(目 )/제3파

29 패키지 Max Payne Remedy Entertainment/신텐디

30 패키지 Resident Evil 3 Capcom/유비아소프트

                                                       (자료: 家用 与游  200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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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NEWS

차이나유니콤 “UniJa"기술연맹, Java 보급

  중국에 Java서비스 보급 및 응용을 취지로 한 기술연맹 “UniJa"가 최근 창설됐다.

  차이나유니콤이 명명, 미국 Sun사와 베이징전룽룽퉁(振戎融通)통신기술유한회사가 공동으로 발

기한 “UniJa"기술연맹은 산업사슬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가

입회원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차이나유니콤이 올해 초 미국 퀼컴사의 Brew응용플랫폼

에 기반한 다운로드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추진된 또 하나의 데이터응용 부가가치서비스분야의 

중요한 서비스이다.

  차이나유니콤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술 응용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유니콤사의 원칙을 

밝히면서 기술 보급을 지원할 뿐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전룽룽퉁사의 관계자는 본사가 출자하여 차이나유니콤 CDMA1X망 휴대폰제공업체들의 

JavaJTW1라이센스를 대리 구매, 국내 업체들의 Java 지원원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Sun사의 중국지역 총 경리 스웨요우쿤(薛耀琨)도 선진 시스템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베이

징에 “Java기술연합실험실”을 구축할 것이며, 그 외도 단말업체와 개발업체에 Java기술을 제공, 

Java응용프로그램과 단말 테스트를 진행하고 후속개발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차이나유니콤은 Java서비스에 앞서 Java기술 소유자인 Sun사 및 전룽룽퉁사와 협력하여 기술

규범뿐 아니라 향후 상업화모델을 통일시키고 동시에 Java운행 플랫폼에 DRM구조를 삽입했다. 

이런 움직임으로 차이나유니콤 UniJa요구를 만족시키는 응용호환성 문제뿐만 아니라 Java보급의 

장벽으로 존재했던 불법프로그램침해도 쉽게 해결된 셈이다.

  개발업체들은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절차가 늘어나긴 했지만 UniJa운행플랫폼의 통일성

으로 개발한 콘텐츠가 더욱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이며 플랫폼에 설계되어 있는 판권보호구조로 

불법복제를 통제할 수 있어 권익 보장이 강화되었다. 휴대폰제공업체들도 보강된 UniJa 응용 컨

텐츠의 다양성과 풍부함에 힘입어 휴대폰 단말기 UniJa 응용 지원에 대한 자금투자도 실제적 운

영과정에서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되었다.

  UniJa연맹은 향후 Java기술이 중국의 거대한 무선데이터 부가가치서비스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고 예측하기도 했다. 협의에서 전룽룽투사는 차이나유니콤에 UniJa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업

체로, 또 유니콤 CD MA1X망 휴대폰제공업체들에게 Java플랫폼 소프트웨어제품을 제공하는 유일

한 업체로 지정됐다. 차이나유니콤은 전룽룽퉁사를 협조하여 UniJa휴대폰제공업체들과 상거래협

의 및 기술지원서비스협의를 체결하고 Sun사로부터 인기 많은 상업화 허가조건을 획득하였으며 

통일된 Java응용 테스트플랫폼을 구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DRM솔루션제공에도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향후 가입자들의 휴대폰에는 보다 다채롭고 재미있으며 보안이 좋은 응용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그들이 결제해야 하는 비용은 단지 0.1-0.2위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http://www.chinabyte.com/homepage/219001881366626304/20031013/17352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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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NEWS

중국 WLAN 시장 분석

  중국의 WLAN(무선네트워크)응용은 현재 공중서비스를 위주로 기업사용자, 학내망, 정부기구, 

가정 및 개인사용자 등 다양한 분야로 분포되었지만 높은 응용률로 시장핵심은 공중서비스에서 

점차 기업응용 및 가정응용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발전사를 보면 WLAN응용의 초기 사용자는 고위 상거래인들로 집중되었으므로 이를 경

험으로 차이나왕퉁(CNC)은 WLAN 출시 초기 4,5성급 호텔 등 고급장소를 목표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무선응용의 최종 흐름은 대중화 추세이므로 기업사용자 및 가정사용자들이 향후 2년 

WLAN응용의 최대 잠재 사용자그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차이나텔레콤은 가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무선 랜카드와 게이트웨이를 세트로 판매했다. 때문에 2002

년~2005년 공중서비스시장 비례가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2년 42.2%에서 2005년에는 12.4%로 

하락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업응용분야의 시장비율은 2002년의 24.6%에서 2005년에는 39.2%로 성장하고 가정

응용 시장비율은 2002년의 7.6%에서 2005년에는 18.9%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중국 WLAN 시장 분석

(자료: http://www.chinabyte.com/busnews/216455356602122240/20030928/173303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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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정책         

특수상표관리조례(2)

(1996년 7월 13일 국무원 제202호령 반포)

    [차 례]

특수상표관리조례(1)

제1장 총칙

제2장 특수상표의 등록

특수상표관리조례(2)

제3장 특수상표의 사용 및 보호

제4장 부록

제3장 특수상표의 사용 및 보호

  제13조 특수상표 소유인은 공익활동과 관련된 홍보, 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 비준 아래 타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특수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할 수 있다.

  제14조 특수상표 사용인은 반드시 법적으로 성립된 업체,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체공상업자여

야 한다.

  특수표기 사용인은 소유인과 서면 상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수상표사용인은 반드시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내 계약사본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

록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인 소재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보

존 조사한다.

  제15조 특수상표 소유인 또는 사용자가 아래에 나열한 행위 중의 하나를 감행했을 경우 소재지 

또는 행위 발생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수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

금을 안긴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특수상표의 사용을 금

지시키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소유인의 등록을 취소한다.

  1) 특수상표의 문자, 도형을 제멋대로 수정했을 경우

  2) 계약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사용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용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국  

     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서류 보존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등록범위를 초월했을 경우

  제16조 아래에 지적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침해상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5배 이하 과태

료를 징수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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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인의 특수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도형 또는 기타 조합을 사사로이 사용한 경우

  2) 특수상표 소유인의 허가 없이 특수표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특수표기를 기타 상용화활동에   

     사용했을 경우

  3) 특수상표 소유인에게 경제손실을 빚어낸 기타 행위

  제17조 특수상표 소유인 또는 사용인이 특수상표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침해당했음을 발견했을 

경우 침해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 발생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고소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특수표기 침해사건고소를 접수할 시 특수상표소유인의 청구에 따라 침해민

사배상을 중재하며 중재가 실패했을 시 특수상표소유인은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특수상표 침해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협조하는 의무가 있는바 거절할 수 없다.

  1)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문의

  2) 침해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조사

  3) 침해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조사

  4) 침해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장부 등 업무자료에 대한 검사

제4장 부록

  제19조 특수상표 신청비, 공고비, 등록비 등 비용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물가부서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20조 특수표기 등록신청 시 관련된 서류격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21조 국무원의 허가 비준 아래 중국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문화, 스포츠, 과학연구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조직이 사용하는 명칭, 마크, 마스코트 등 표지의 보호는 본 조례 규정을 참조한다.

  제22조 본 조례는 반포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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