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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산업의 거시 전망 

2013. 2. 21.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정보팀장   홍 유 진 

2013 글로벌 게임산업 전략포럼 
Global Game Industry  Strategy Forum 2013 

유무선 인터넷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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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가입자의 지속 확대,  
중남미 및 아시아 중심의 높은 증가율 

출처 : KOCCA, 통계브리핑(12-6호) 

<세계 인터넷 접속 가입자의 지역별 성장률 (단위 : %)> 

무선인터넷과 유선인터넷 성장률의 격차 증가,  
무선 인터넷 중심의 성장 

출처 : KOCCA, 통계브리핑(12-6호) 

<아시아지역의 인터넷 접속 시장 추이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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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확산 지속, 모바일콘텐츠의 지속 성장 

<세계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백만명)> 

출처 : KOCCA(2012), 해외콘텐츠시장조사 

스마트폰 스크린 대형화 추세 

기기명 출시 시기 스크린(액정) 사이즈 (단위 : 인치) 
Galaxy 2009년 6월 3.2 

Galaxy S 2010년 3월 4 
Galaxy S II 2011년 5월 4.3 
Galaxy S III 2012년 5월 4.8 

<스마트폰 스크린(액정) 크기의 변화 추이(출시 비중)> 

<삼성 안드로이드 단말기 사례> 

자료 : screendigest(Se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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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G 가입자 수의 증가 : 2016년 10억명 예상 

출처 : screendigest(Jan. 2013) 

게임산업 동향 



-10- -11-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2016  

CAGR 

영화 82.3  82.0  83.4  84.9  85.4  87.9  90.7  93.7  96.7  99.7  3.1  

애니메이션 12.0 12.5  12.7  14.1  13.8  14.8  15.2  16.0  16.8  17.0  4.2  

방송 383.6  397.5  393.1  425.0  446.3  474.1  497.9  535.5  560.5  602.2  6.3  

게임 44.7  54.3  55.5  57.8  59.0  62.7  66.6  71.6  77.3  83.4  7.2  

음악 56.8  54.2  53.2  49.3  49.9  51.1  52.8  54.8  57.1  59.7  3.7  

출판 397.3  388.5  357.9  358.5  355.3  356.1  358.9  363.5  369.8  377.1  1.2  

만화 6.3  6.5  6.3  6.1  6.1  6.2  6.3  6.4  6.5  6.4  0.9  

광고 495.4  491.1  438.3  468.7  485.7  512.9  539.0  581.0  611.7  660.9  6.4  

지식정보 419.4  441.2  442.1  465.8  508.1  545.5  586.6  627.0  672.2  719.7  7.2  

캐릭터 159.5  167.9  149.8  150.6  152.9  157.6  163.0  169.5  176.7  184.2  3.8  

전체 1,461.6  1,501.3  1,464.5  1,530.2  1,604.6  1,690.9 1,781.6  1,889.9  1,994.2  2,120.1  5.7  

콘텐츠분야 중 2012~2016 CAGR(연평균성장률)은 
게임 및 지식정보가 가장 우세 

*자료: PWC(2012), MPAA, FCC, EPM, OECD, IFPI, ICV2, The Numbers 

<세계 콘텐츠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 추이> 

* ‘게임’ 영역은 아케이드게임 분야는 제외된 수치임 

게임 분야는 향후 높은 성장률 지속,  
가장 안정적인 성장 기대 

<2012~2016년 주요 콘텐츠분야의 CAGR 비교> 

* 자료: PWC(2012), MPAA, FCC, EPM, OECD, IFPI, ICV2, Th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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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남미 지역의 게임시장 성장률,  
북미 및 EMEA 지역보다 우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16 
CAGR 

북미 지역  13,181   16,404   15,584   15,382   15,057   15,349   15,754   16,576   17,551   18,569  4.9% 

EMEA 지역  15,305   18,034   17,702   18,030   18,323   18,927   19,621   20,654   21,862   23,177  5.2% 

아시아 지역  15,215   18,624   20,942   23,059   24,313   26,982   29,664   32,751   36,099   39,739  10.2% 

남미 지역      966     1,198     1,230     1,282     1,345     1,432     1,527     1,641     1,768     1,908  7.4% 

합계  44,667   54,260   55,458   57,753   59,038   62,690   66,566   71,622   77,280   83,393  7.4% 

* 출처 : PWC(2012), MPAA, FCC, OECD, IFPI, ICV2, The Numbers 

<권역별 게임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달러)> 

패키지게임(PC, 콘솔 등)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출처 : screendigest(Dec. 2012), HIS Screen digest, Games Intelligence를 재구성 

<세계 패키지게임의 매출액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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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creendigest(Jan. 2013) 
* 2011년 및 2012년 3분기 비교 

(단위 : 백만대) (단위 : %) 

<세계 콘솔 및 휴대용 게임기 판매 규모 및 증감률> 

모바일 환경의 변화요인 
• 세계 애플리케이션 시장 : 2010년 17억달러 -> 2015년 380억달러 
• 스마트 디바이스 : 2012년 60억명 -> 2016년 70억 초과(1인당 1.4대, 총 100억대) 
• 이동성, 즉시성, 개인성, 개방성, 용이성 

                             <2010~2012년 모바일 트래픽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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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중심의 application 확산 추세 

출처 : screendigest(Feb. 2013) 

<application 다운로드 비중(세계 기준)> 

안드로이드 중심의 기기 및 application 증가세 

자료 : screendigest(Feb. 2013) 

<아이폰 사용대수 및 application 매출액> <안드로이드폰 사용대수 및 application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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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application 중 ‘게임’ 비중이 압도적 

자료 : screendigest(Oct. 2012) 

<아이폰 앱스토어 상위 applicaion 비중> 
(2012년 2분기, 미국 지역) 

<구글플래이 상위 application 비중> 
(2012년 2분기, 미국 지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 비중 : 게임 52% (Fiurry Analytics, 2012.2) 

게임의 매출 비중은 다소 감소,  
무료 게임 및 부분유료화에 기인 

자료 : screendigest(Oct. 2012) 

<applicaion의 매출 비중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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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의 유료 및 무료 비중 

자료 : screendigest(Oct. 2012) 

<아이폰 앱스토어 상위 application의 
무료 및 유료 비중> 

(2012년 2분기, 미국 지역) 

< 구글플래이 상위 application의 
무료 및 유료 비중 > 

(2012년 2분기, 미국 지역) 

소셜게임의 active user 충성도 유지되는 안정화 단계, 
RM Sim 장르의 급감, Action 장르의 증가 추세 

<Facebook 상위 200개 게임의  
이용자 수(단위 : 백만명)> 

<Facebook 상위 200개 게임의 장르별  
월별,일별 이용자 수 (단위 : 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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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중심의 성장,  
플랫폼간 연동으로 인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려 필요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2013(E) 2014(E) 
11-14 
CAGR 

비디오게임 
매출액 49,893  48,005  48,381  47,160  48,101  48,081  

-0.2% 
성장률 - -3.8% 0.8% -2.5% 2.0% 0.0% 

아케이드게임 
매출액 28,057  25,243  25,966  22,999  21,684  20,902  

-7.0% 
성장률 - -10.0% 2.9% -11.4% -5.7% -3.6% 

온라인게임 
매출액 12,528  16,330  20,826  24,516  28,480  32,280  

15.7% 
성장률 - 30.3% 27.5% 17.7% 16.2% 13.3% 

모바일게임 
매출액 7,328  8,581  9,806  11,053  12,425  13,871  

12.3% 
성장률 - 17.1% 14.3% 12.7% 12.4% 11.6% 

PC게임 
매출액 3,447  3,427  3,135  3,041  2,973  2,921  

-2.3% 
성장률 - -0.6% -8.5% -3.0% -2.2% -1.7% 

합계 
매출액 101,253  101,585  108,113  108,768  113,663  118,057  

3.0% 
성장률 - 0.3% 6.4% 0.6% 4.5% 3.9% 

* 자료: DFC 2011; Enterbrain 2012; Informa 2005~2007; In-Stat 2006; iResearch 2012; Jamma 2007~2012; JOGA 2012; Playmeter 2012; PWC 2012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위상 
(2011년 기준) 

순위 국가 시장규모 
(백만 달러) 

비중 

1 미국 24,496  22.7% 

2 일본 15,868  14.7% 

3 중국 8,475  7.8% 

4 영국 8,089  7.5% 

5 프랑스 7,220  6.7% 

6 한국  6,397  5.9% 

7 독일 5,764  5.3% 

8 이탈리아 3,100 2.9% 

9 캐나다 2,959 2.7% 

10 스페인 2,802 2.6% 

※ 자료 : DFC 2011; Enterbrain 2012; Informa 2005~2007; In-Stat 2006; iResearch 2012; Jamma 2007~2012; JOGA 2012; 
Playmeter 2012; PWC 2012 

5.9% 



-18- -19-

<2011년 국내 게임시장의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2010년 국내 게임시장의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매출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전체 

세계게임시장 15,913 33,788 8,569 3,068 23,481 84,818 

국내게임시장 4,123 369 274 10 128 4,905 

점유율 25.9% 1.1% 3.2% 0.3 0.5% 5.8% 

구분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전체 

세계게임시장 20,826  48,381  9,806  3,135  25,966  108,113 

국내게임시장 5,628  242 382 9 135 6,397 

점유율 27.0% 0.5% 3.9% 0.3 0.5% 5.9% 

※ 자료 : DFC 2011; Enterbrain 2011; IDC 2011; Informa 2005~2007; In-Stat 2006; iResearch 2011; Jamma 2007~2010; 
JOGA 2011; Playmeter 2011; PWC 2011 

온라인게임 시장의 지속 증가,  
유저 및 장르의 다양화, 대형 콘솔업체의 진입 가속화 

•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의 성장 지속 

    (’13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 예상 

    - 게임백서 : 285억 달러(전년대비 16.2% 증가) 

    - PWC : 222억 2,500만 달러(전년대비 14.1% 증가) 

• 글로벌 콘솔게임 업체들의 온라인게임 시장 진입 가속화 

    - EA, Take Two, Activision Bilzzard 등  

• 캐주얼게임을 통한 라이트 유저의 증가, 연령대 확대 

• 부분유료화(F2P) 유형의 비즈니스모델 강세 

    - 기존의 아시아 시장 외에 북미 및 유럽에도 정착, 

      이들 지역의 온라인게임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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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의 확장 요인 증대, 아시아 권역 중심의 
점유율, 다양한 BM 등장 기대 

•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태블릿PC의 보급 확대, 4G 확산, 부분유료화의 안정화, 

신흥시장의 모바일게임 시장 증가세 등 성장촉진 요인 증가 

• 게임 내 광고(in-game ads)의 활성화에 따라, 매출 증가 기대 

   - 팝업광고, LBS 및 맞춤형 광고, 배너 등 다양화 

•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게임 확산 추세 지속 

•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모바일게임 신흥시장 

    (확산 및 유망, 잠재시장) 부상 

   - 신흥시장 진입을 위해 신흥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모바일 BM과 해당국

가의 모바일 정책에 부합하는 글로벌 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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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카슨 반 후센 (CEO, 게임포지 社) 

약력  
 
‘아타리 퐁’ 콘솔게임으로 게임계 입문 
 
40세, 기혼, 2녀 
 
경제학 전공; 금융업계 종사 3년; MBA 
 
웹 1.0 게임샵 론칭 및 독일 ISP freenet.de에 매각 
 
유럽 ISP업체 Tiscali 해외시장국장으로 5년 근무 
 
2002년, 첫 한국 MMORPG 성공작(라그하임) 유럽 소개 
 
2006년 1월 설립 이래 Gameforge 4D GmbH  대표  
 
유럽 혁신게임 어워드, 독일 컴퓨터게임/개발자 어워드, 게임 개발
자 초이스 어워드, MMO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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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지 소개 
 
걸어온 길 
 
2002 첫 게임 론칭: 웹게임 ‘오게임’ 
 
2003 Gameforge GmbH 설립 
 
2005 Gameforge 4D GmbH: 클라이언트게임 사업부 신설 
 
2007 VC Accel Partners 투자 유치. 직원 수 100명 
 
2009 게임포탈 Gameforge.com 론칭.  
       커뮤니티 등록 유저 1억 명. 직원 수 350명 
 
2010 상장게임업체 ‘프록스터’ 지분 인수.  
       등록 유저 2억 명. 직원 수 700명 
  
2011 등록 유저 3억 명. 직원 수 600명 
 
2012  AAA 상품 론칭: 클라이언트 게임 ‘아이온 F2P’  
        ‘테라’. 모바일 게임 론칭. 등록 유저 3억8천 명. 
         직원 수 600명  
 
2013 Tera:Rising (F2P) 론칭 (2월5일) 
       첫 FPS 게임 스페셜포스2 론칭 
 
 

조직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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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현황  

75개국. 50개 언어. 25개 온라인게임 

요약 
레드 헤링 선정 유럽 100대 기업 (2008, 2012)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 상 (2008) 
딜로이트 선정 Fast 50 Rising Star (2008) 세계경제포럼 기술선도 상 (2009) 
유럽 최우수 혁신기업      국제비즈니스대상 스티비 어워드 (2009) 
딜로이트 선정 Fast 50, Fast 500 EMEA (2009) 
GP Bullhound 선정 미디어 모멘텀 부문 결선진출 (2010, 2011, 2012)  

성과 및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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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 웹 게임  

포트폴리오: 클라이언트 게임 



-26- -27-

포트폴리오: 모바일 게임 

목차 
 
Ⅰ 게임산업 조망도 
 
Ⅱ 들여다보기… 
    - 독일 
    - 프랑스 
    - 영국 
    - 폴란드 
    - 러시아 
    - 터키 
 
Ⅲ 지금 세계는… 
    - 온라인 게임의 부상 
    - 무료 플레이 모델 
    -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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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유럽 온라인 인구 48%가 게임 이용 
그 중 25%는 매주 한 번 이상 게임 이용  

게임산업 조망도 

유럽시장 개요  

유럽 평균통계 

게임이용자 분석 

성별 기준 

남 

여 

연령 기준 

35세 미만 

35세 이상 

46% 패키지 게임 (23.3% 오프라인 유통/ 22.7% 디지털 유통) 이용 
35% 온라인 게임 이용 
21.3% 게임 앱 이용 

평균: 48%  

게임인구 

패키지 

앱 

온라인 

다운로드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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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흐름 

서유럽 시장 성장세 가속화 (+17%) 

2016년까지 PC 및 콘솔 게임의 디지털유통 규모 $70억 전망  

2014년 유럽은 세계게임시장의 17% 차지할 것 

유럽 7대 시장: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영국은 EU5 국가 중 최대 모바일 게임 시장 

무료 플레이 게임이 유럽 게임시장의 절반 차지 

L1:리니지 1     B&S: 블레이드&소울  
L2: 리니지 2    GW2: 길드워 2 

상품별 매출 (로열티 제외)  

(단위: 백만 원) 

유럽 각 국가시장의 특징은 매우 상이하며 서로 다른 문화 및 사회적 요소와 긴밀한 연관성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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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전체 인구: 81,305,856 – 국토 면적: 357,021 ㎢ 
수도: 베를린 – 수도 인구: 3,448,584 (2010) 
인터넷 이용인구: 67,483,860 (2012.6.30 기준) 보급률: 83.0% (ITU 기준) 
페이스북 가입자 수: 25,332,440 (2012.12.31 기준) 가입률: 31.2% 
출처:  Internet World Stats 2012 
 

들여다보기… 

작년 16-64세 독일 온라인 인구 42%가 게임 이용  

이용자 분석 (온라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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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추정액 €4,500,000000   [ 연간성장률 +4% ] 

게임이용자 지출 분석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MMO 게임 

콘솔 게임 

PC/Mac(패키지) 

PC/Mac (다운로드)   

전체/플랫폼별 금액 (십억 유로) 

주요 시장흐름 
2012년 독일 게임시장의 유일한 성장 요인은 온라인/브라우저게임 수익 증가 
독일의 게임개발자 40%가 온라인, 소셜, 브라우저 게임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 
독일은 게임아이템 주요 시장 
디지털 컨텐츠로 시장흐름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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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총 56,000,000 시간  [ 연간 성장률+19% ] 

게임 이용시간 

1일 전체/플랫폼별 이용시간 (독일) 

독일 연간 차트  

매출수량 기준 인기 게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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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이용자 수 & 이용 비율 (독일) 

1인 평균 게임플랫폼 3.7 개  

플랫폼 별 이용자 수 (백만 명, %) 

PC/Mac (패키지)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콘솔 게임 

소셜 네트워크 

PC/Mac (다운로드) 

MMO 게임  

게임플랫폼 이용 분석 

2001-2010 독일 게임시장 규모 추이 

시
장
규
모

 
(백
만

 유
로

) 

콘솔 게임 
온라인 게임 
컴퓨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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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컴퓨터 및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매출액 3.5% 증가 

아이템 판매 

전체시장 

오프라인 유통/ 다운로드 

무료 (온라인/브라우저 게임) 

작년 프랑스 인구 57%가 게임 이용함 

적극적인 게임이용 인구 25,300,000 명 (+6%) 

30%는  매 주 게임 이용 

 

프랑스 
 
전제 인구: 65,630,692 명 (2012) 국토 면적: 547,030 ㎢ 
수도: 파리 – 수도 인구: 2,193,624 명 (2012) 
인터넷 이용인구: 52,228,905 명 (2012.6.30 기준) 
보급률: 79.6% (IWS  기준) 
페이스북 가입자: 25,624,760 명 (2012.12.31 기준) 
가입률: 39.0%  
 
출처: Internet World Stat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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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64세 프랑스 온라인 인구 57%가 게임 이용 

이용자 분석 (온라인 설문) 

비디오 게임 

페키지 

앱 

온라인 

다운로드 

소셜 

웹사이트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이용게임 분류 
연령 및 성별 기준 

남 16~34세 

남 35~64세 

여 35~64세 

여 16~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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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시간  

1일 전체 & 플랫폼별 이용시간 (프랑스) 

1일 총 36,000,000 시간 [연간 성장률 +21%]  

2012 추정액 €3,100,000,000 [ 연간 성장률: -2% ]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MMO 게임 

콘솔게임 

PC/Mac (패키지) 

PC/Mac 다운로드   

게임이용자  지출 분석 

전체 & 플랫폼별 금액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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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흐름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내 개발자 및 국내 시장기반이 강력함 

시장이 점차 콘솔에서 PC로 이동 중 

2011년 소셜게임이 총 게임 이용시간 중 두 자릿수 비율 차지  

프랑스 연간 차트 

매출수량 기준 인기게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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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플랫폼 이용 분석 

멀티플랫폼 이용자 수 & 이용 비율 

콘솔게임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소셜 네트워크 

PC/Mac (패키지) 

PC/Mac (다운로드) 

MMO 게임  

1인 평균 게임 플랫폼 3.9개 

1명당 이용 플랫폼  수 

플랫폼별 이용자 수 (백만 명, %) 

Touching down in… 

UK 

영국  

 

전체 인구: 63,047,162 명 (2012) – 국토 면적: 244,140 ㎢ 

수도: 런던 – 수도 인구: 7,869,322 명 (2012) 

인터넷 이용자 수: 52,731,209 (2011.12.31 기준)                       

보급률: 83.6% (ITU 기준) 

페이스북 가입자 수 : 32,950,400(2012.12.21 기준) 가입률: 52.3%   

들여다보기…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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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64세 영국 온라인 인구 40%가 게임 이용 

이용자 분석 (온라인 설문) 

비디오 게임 

페키지 

앱 

온라인 

다운로드 

소셜 

웹사이트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남 16~34세 

남 35~64세 

여 35~64세 

여 16~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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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성장률: +19% [1일 총 55,000,000 시간]  

게임 이용시간  

1일 전체 & 플랫폼별 이용시간 (영국) 

2012 추정액: ￡3,800,000,000 [연간 성장률: +4%]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MMO게임 

콘솔게임 

PC/MAC (패키지) 

PC/MAC (다운로드) 

게임이용자 지출 분석 

전체 & 플랫폼별 금액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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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흐름 

영국은 유럽국가 중 모바일게임 이용자 지출규모 최대 

90여 개 소셜게임이 데스크탑을 통해 플레이 됨  

소셜게임이 총 게임이용 시간의 약 20% 차지 

영국 연간 차트 

매출수량 기준 인기상품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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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게임 

모바일 기기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 

PC/Mac (패키지) 

PC/Mac 다운로드 

MMO 게임  

1명당 이용 플랫폼 수  

플랫폼별 이용자 수 (백만 명, %) 

1인 평균 게임플랫폼 3.9 개 

폴란드 

 

전체 인구 : 38,415,284 명 (2012) – 국토 면적: 312,685 ㎢  

수도: 바르샤바 – 수도 인구: 1,713,007 명 (2012) 

인터넷 이용자 수: 24,940,902 명 (2012.6.30 기준) 

보급률: 64.9% (IWS 기준 ) 

페이스북 가입자 수: 9,863,380 명 (2012.12.31 기준) 

가입률: 25.7%   

작년 폴란드 인구 49%가 게임 이용 

적극적인 게임인구 수 11,800,000 명  

23%는 매 주 게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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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6-64세 폴란드 온라인 인구 49%가 게임 이용함  

이용자 분석 (온라인 설문) 

이용게임 분류 

연령 및 성별 기준 

비디오 게임 

패키지 

앱 

온라인 

웹사이트 

다운로드 

소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남 16~34세 

남 35~64세 

여 35~64세 

여 16~34세 



-44- -45-

[ 1일 총 20,000,000 시간 ]  

게임 이용시간 

1일 전체 & 플랫폼별 이용시간 (폴란드) 

해당 데이터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월별 이용)를 기준으로 함 

게임이용자 지출 분석 

전체  & 플랫폼별 금액 (%)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MMO 게임 

콘솔 게임 

PC/ Mac (패키지) 

PC/Mac (다운로드)  

2012 추정액: $ 350-450,000,000  

범위: 적극적 인터넷 인구 

총 인구 

적극적 인터넷 이용자 

게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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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흐름 

폴란드 게임인구 43%만이 콘솔게임 이용 경험 있음 

점차 모바일 게임으로 이동 중 

소셜게임의 선호도 높음  

2012년 비디오게임 1일 평균 이용시간 (플랫폼별)   

이용시간 (%) 

PC/Mac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트 

MMO 게임 

모바일 기기 콘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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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이용자 수 & 이용 비율 

플랫폼 별 이용자 수 (백만 명, %) 

1명당 이용 플랫폼 수 

게임플랫폼 이용 분석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소셜네트워크 

PC/Mac(패키지) 

MMO 게임 

PC/Mac(다운로드) 

콘솔 게임    

1인 평균 이용 플랫폼: 4.0 개    

러시아 (러시아 연방) 

 

전체 인구: 138,739,892 명 (2011) – 국토 면적: 16,894,741 ㎢ 

수도: 모스크바 – 수도 인구: 10,568,193 명 (2007) 

인터넷 이용자 수: 61,472,011 명 (2011.12.31 기준) 

보급률: 44.3% (ITU 기준)  

페이스북 가입자 수: 5,237,420 명 (2011.12.31)  

가입률: 3.8%   

러시아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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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터넷 보급현황 
러시아 인터넷 이용인구는 2014년까지 8천만 명(전체 71%)으로 증가할 전망 
최근 다양한 통신기술의 보편화로 몇 가지 급격한 발전을 경험함 

2010-2013 인터넷 이용자 수 

브릭스 국가 중 1인당 GDP 최대 규모 (2011년 $16,736 달성) 

인구 약 99%가 모바일기기 소유. 
유럽 최대 온라인인구 보유  

유럽 국가별 
인터넷 이용현황 

심카드 
2.259억 개 이용 

신규 방문자수 기준 (2011.9월) 

총 인구 수: 143,030,106           명목 GDP: $1.86 조 평균                   임금: 월 $812  

18-24세 러시아국민 84%가 인터넷 이용함 

연간성장률: + 4% [1일 총 67,000,000시간] 

게임 이용시간  

1일 전체 & 플랫폼별 이용시간 



-48- -49-

게임이용자 지출분석 
2012 전체 & 플랫폼별 금액 (백만 달러) 

해당 데이터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월별 이용)를 기준으로 함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MMO 게임 

콘솔 게임 

PC/ Mac (패키지&다운로드) 

범위: 적극적 인터넷 인구 

2012 추정액 $1,530,000,000 

전체 인구 

적극적  인터넷 이용자 

게임인구  

주요 시장흐름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게임 이용 급격한 증가 추세 

2010-2011 소셜 게임시장 180% 성장 

약 99% 러시아 인구가 모바일 기기 소유 

유럽 전체국가 중 인터넷사용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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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이용자 수 & 이용비율 (러시아)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 

모바일 기기 

PC/Mac 다운로드 

MMO 게임 

PC/Mac 패키지 

콘솔 게임   

1명당 이용 플랫폼 수 

1인 평균 이용 플랫폼: 4.2 개  

플랫폼별 이용자 수 (백만 명, %) 

게임플랫폼 이용 분석 

결제시스템 

개발자 

소셜네트워크  

2011 러시아 소셜게임시장 성장 추이 

시장 규모 $84.3 백만 

시장 규모 $236 백만 

(미 달러, 부가가치세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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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게임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일반 게임 

소셜 게임 

합계 

2006-2010 러시아 게임시장 규모 추이 (백만 달러) 

콘솔 게임 

터키 
 
전체 인구: 78,785,548 명 (2011) – 국토 면적: 773,473 ㎢  
수도: 앙카라 – 수도 인구: 3,685,431 (2007) 
인터넷 이용자: 35,000,000 명 (6.10일 현재) 
보급률: 44.4% 
페이스북 가입자 수: 30,963,100 명 (2011.12.31 기준) 
가입률: 39.3% 
 
출처: World Internet Stats (2012)     

들여다보기…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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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흐름 

MMO 게임 및 소셜네트워크 게임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 

소셜네트워크는 웹의  진입창구 역할 함 

국내 이용자 취향에 맞춰 현지화 된 게임 증가 추세 

로컬 시장의 수입 게임 의존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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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기게임 순위 (2012) 

엔터테인먼트&미디어시장 최대 성장 지역 (2012-2016) 

2012 ·2016 연평균복합성장률 %  

지금 세계는… 

향후 전망  온라인게임 부상 

무료 플레이 모델 (Free to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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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게임개발업체 58%에서 제작된 게임 3개 중 1개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2009-2013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게임종류별 
연평균복합성장 전망 (%) 

온라인 PC 게임시장 (십억 달러) 

연평균복합성장률 22% 

아시아 ·태평양, EMEA, 북미, 라틴아메리카  

콘솔/휴대용 게임 

PC게임 

최종 소비자 총 지출액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유럽 게임개발자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액션 
RTS 격투 

리듬게임 (음악게임) 

기타 

RPG 

에듀테인먼트 

슈팅 

시뮬레이션 

어드벤쳐 

퍼즐 
일반/소셜 

스포츠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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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MMO게임 이용자 연령 & 성별 분포도 (2011)  

유럽은 주요 7개국 시장의 수치를 합산함  한국, 중국은 15-50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게임인구 주요 특징 

미국 MMO 게임 이용자의 85%는 35세 미만  

주요 시장흐름 

미국과 서유럽의 MMO게임 유료이용자 비율은 약 46~49%로 비슷한 수준 

온라인 게임 지출증가가 2012년 미국(+1%), 유럽시장의  게임산업 성장을 견인 

DFC Intelligence는 2017년까지 게임 소프트웨어의 66%가 디지털 유통될 것으로 전망 

유럽 시장은 클라이언트 기반 MMO 게임의 3대 회사 집중도가 매우 높음 

유럽 주요시장의 2012년 총 수익 €13억 중 3대회사의 비율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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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                라틴아메리카            기타 지역  

무료 플레이 모델 

가상 상품시장 및 주요 시장 전망 (십억 달러)  

무료 게임(F2P) 비중은 미국이 47%로 가장 높음 (미국>EU>아시아>이머징 시장) 

F2P MMO  
이용자 지출규모  

$12억                             $11억                                 $4억                                 $22억 

브라우저                                   둘 다 선호                       클라이언트 MMO  

MMO 게임 총 지출액 중 F2P MMO 지출 비율 (%, 금액), 2011 추산 

주요 현황 

*위의 국가시장 합산 수치  

브라우저/클라이언트 기반 MMO게임 선호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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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게임 분석: 무료 vs. 유료 

유료게임 6% 

앱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다운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유료게임 3%  

무료게임 20% 유료게임 7% 무료게임 7% 무료게임 19%  유료게임 9%  

주요 세계시장 상위 5개 결제방법   

- 영국: 신용카드, 페이팔, 선불, 전자지갑, 전자상품권  독일: 페이팔, 자동이체,선불, 전자지갑,신용카드 

- 러시아: 전자지갑, 신용카드, 모바일,계좌이체, 페이팔  한국: 전자지갑, 계좌이체, 신용카드, 페이팔, 모바일 

- 미국: 신용카드, 페이팔, 선불, 전자지갑, 모바일  벨기에: 페이팔, 신용카드, 계좌이체, 자동이체, 선불 

- 프랑스: 신용카드, 페이팔, 모바일, 전자상품권, 선불  인도: 신용카드, 선불, 페이팔, 모바일, 계좌이체 

- 일본: 신용카드, 전자지갑, 계좌이체, 모바일, 페이팔  멕시코: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선불, 페이팔 

-브라질: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지갑, 선불, 페이팔  중국: 전자지갑,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팔,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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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십시오! 

10-20개 언어 버전이면 충분합니다.  

+ 이용자 수: 수천~수억 명   
+ 가입자당 평균매출 : ¢ ~ $$ 
+ 비용: 수만~수백만 달러 
+ 영업이익: 마이너스~70%   
+ 성장률: 마이너스~100% 
+ 비즈니스 모델: 단위판매,무료모델, 가상상품, 광고  

향후 전망  

가치 (장기 틈새시장)  규모 (매스마켓 성장도) 

소매 MMO 

콘솔 

소셜 

모바일 

소셜 모바일 

 F2P MMO 

온라인/모바일 
미들웨어 

+ 이용자 수: 수천~수천만 명     
+ 가입자당 평균매출 (ARPU) : $~$$$ 
+ 비용: 수백만~수천만 달러      
+ 영업이익: 마이너스~ 20% 
+ 성장률: 마이너스~10%    
+비즈니스 모델: 단위판매, 가입, 가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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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일반 

콘솔/PC 

하드코어 

유럽 인터넷 TV 매출 전망 

매출 

서유럽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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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시장  
PAST 2012 & FUTURE 2013 

 
  

2013.02 
텐센트 코리아 전략기획실 

 목차 

 2012 클라이언트 게임 시장 

 2012 모바일게임 시장 

 2013년 전망 
 

 2012 웹게임 시장 

중국인터넷 시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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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 규모 1위 국가로 부상중 
 

 
 
 
 
 
 
 

 
 
 

자료출처: JP Morgan and ThinkEquity Equity Research, iResearch, Bloomberg, Ernst & Young research, PricewaterhouseCoopers research, Newzoo Market Research 

경제규모, 인터넷 사용자 수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한국 RoW

인구 1,347 314 740 128 50 4,455

GDP (nominal) (US$bn) 7,298 15,094 17,577 5,869 1,116 22,705

GDP Growth CAGR (00-09) 22% 5% 6% 1% 6% 12%

GDP (PPP) Per Capita (US$) 8,382 48,387 31,607 34,740 31,714 10,132

인터넷 사용자 (millions) 512 242 548 101 41 694

인터넷 유저 CAGR (00-09) 36% 8% 18% 9% 8% 17%

Internet 침투율 (전체인구비) 38% 77% 74% 79% 82% 16%

중국 인터넷 시장 현황 

1H2011 1H2012 YoY 

인터넛 사용자 수（mn） 485 538 +11% 

무선 인터넷 유저（mn） 318 388 +22% 

온라인 게임 규모（bn RMB） 20.9 24.5 +17% 

광고 규모（bn RMB） 10.7  15 +40% 

검색 엔진 규모（bn RMB） 7.7 12.4 +61% 

E-commerce（bn RMB） 339.1 496.6 +46% 

온라인 지불（bn RMB) 821.6 1652.1 +101% 

자료：CNNIC，iresearch 
Note：In 2012 H1，B2C transaction volume grew 122.4% YoY，C2C transaction volume grew 27.3%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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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 중 

1,039  1,692  
2,918  

4,132  
5,236  

7,014  
8,220  

9,460  
736  

835  

1,843  

2,192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e

[단위]  

백만USD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2006-2013e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CAGR 2006-2013 = 37% 
중국 웹게임 시장 규모 CAGR 2010-2013 = 44% 

China WebGame Market  Size China Online Game Market Size 

Note: USD 1 = RMB 6.36 / Source: IResearch, Company Annual Report, Tencent Analysis 

CAGR 37% 

CAGR 44% 

2012년 중국 게임시장 주요 수치 

출처: 2012 중국게임업계 보고서  

PC온라인 게임 유저 
1.4억 

웹게임 유저  
2.71억 

모바일 게임 유저 
0.89억  

15.2% 73.7% 

33.4% 

게임 매출 
95억USD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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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12 클라이언트 게임 시장 

 2012 모바일게임 시장 

 2013년 전망 
 

 2012 웹게임 시장 

중국인터넷 시장 개관 

12.6 13.4 13.8 15.0 16.2 
17.7 18.0 18.3 

0.0

5.0

10.0

15.0

20.0

10Q4 11Q1 11Q2 11Q3 11Q4 12Q1 12Q2 12Q3

출처 : 내부분석, 업계자료 

중국 PC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추이 (억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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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3 

0.3 

0.8 

1.1 

1.5 

1.9 

2.8 

9.6 

0.0 2.0 4.0 6.0 8.0 10.0 12.0

360

RenRen

Wanglong

Kingsoft

Giant

Perfect World

Changyou

Shanda

Netease

Tencent Games

출처 : 각 사 재무재표 

중국 메이저 상장 게임회사 3Q매출(억 USD) 

중국 PC방 게임 랭킹 
Ranking Game Publisher Developer 

1 Cross Fire Tencent  Games SmileGate 

2 DNF Tencent  Games Neople 

3 LOL Tencent  Games RIOT 

4 QQ Speed Tencent  Games Tencent 

5 QQ Dance Tencent  Games Horizon 

6 Assault Fire Tencent  Games Tencent 

7 Dream of Three 
Ancient Kingdoms Soul & Shine Soul & Shine 

8 Cross Fire 체험판 Tencent Games SmileGate 

9 
Fantasy Westward 
Journey 
（Meng Huan Xi You） 

Net Ease Net Ease 

10 CS Online Nexon Nexon 

출처: www.barchina.net (조사기간 201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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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종합하면… 

기존 강자들이 건재함 1 

LoL과 같은 다크호스의 등장 2 

진화하는 중국산게임과 유저 3 

 목차 

 2012 클라이언트 게임 시장 

 2012 모바일게임 시장 

 2013년 전망 
 

 2012 웹게임 시장 

중국인터넷 시장 개관 



-68- -69-

1.6 1.9 2.2 
3.0 

3.6 
4.5 

4.9 
5.3 

0.0

1.0

2.0

3.0

4.0

5.0

6.0

11Q1 11Q2 11Q3 11Q4 12Q1 12Q2 12Q3 12Q4

출처 : 업계분석 및 내부 자료; 환율 6.36 RMB = 1 USD 

18.4 

2012 중국 웹게임 시장 규모 (억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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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91wan

Baidu

Duowan

Renren

37wan

Quyou

4399

360

Tencent

출처 : 내부 분석, 환율 6.36 RMB = 1 USD 

2012 TOP 10 웹게임 플랫폼 매출 (억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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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OP 웹게임 리스트 

Game 장르 개발사 

칠웅쟁패 SLG Game Valley 

신곡 턴제 RPG 7Road 

범인수진2 ARPG Feiyin 

신선도 턴제 RPG Xindong 

촉산전기 턴제 RPG Kai-ying 

오검 ARPG Zeus Interactive 

용장 턴제 RPG 9yu 

난세천하 SLG RenRen 

몽환비선 ARPG Jieyou 

오시저천 APRG Youjia 

출처 : 업계분석 및 내부 자료, 환율 6.36 RMB = 1 USD 

키워드로 종합하자면… 

가파른 성장 – 경쟁의 심화 1 

큰 플랫폼들의 매출 독식 2 

하드코어 장르의 선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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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 (억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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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폰 사용자는 급격히 성장 중 

출처: Umeng_2012_Q3 data report 

중국의 안드로이드 기기는 정말 다양함 

출처: Umeng_2012_Q3 dat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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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을 접하는 채널도 무궁무진함 

출처: 내부자료, 업계분석 

40 

21 

12 

16 

11 중국 내 

앱스토어 

Google

Android

공식 지정 

사이트 

기타 (WAP) 

BBS

앤드로이드 앱의 다운로드 경로 

중국 스마트폰 유저의 특징 

남: 녀 = 7:3  

18~25세 전체 인원의 60% 이상 

   70% 유저는 월소득 3,000RMB 이하 

  학생층 40%, 직장인 20% 

주요 1,2급 성시50% 이상 거주 

출처: 내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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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jwyx.com/rank/top50.aspx?t=6, 내부분석 

중국 모바일게임 
누적 다운로드 순위 

54 
30 

6 
4 4 

RPG

SLG

ACG

TAB

STG

Top 50 장르 분석 

키워드로 종합하면… 

스마트폰 유저 빠른 증가 1 

아직 시장 초기 단계 2 

하드코어 게임 선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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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예측하면… 

CONVERGENCE 1 

세분화 전략 2 

GO MOB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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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POST WECHAT 시대 

 2011년 1월 21일 출시 
카톡과 유사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2013년 1월 15일 3억 유저 돌파 

감사합니다 

Session. 4

-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을 거쳐 2003년에 DeNA 입사

- EC 사업, 광고 사업을 경험 한 후

- 2008년부터 집행 임원으로 소셜게임 사업 담당

- 現 일본, 한국, 중국, 영어권 외부 파트너의

   게임 개발 지원 부서 담당

Daisuke Shibata (柴田 大介)
DeNA , Managing Director

세션 4. 일본 스마트폰 게임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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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게임시장의
현황및전망

February, 2013 
DeNA Co., Ltd.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목차

● 회사소개

●일본의 게임시장 소셜게임의 특징

●글로벌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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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성명：시바타 다이스케

직위： 일본명 執行役員

• 근무

• 에 입사하여 전자상거래 및 광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근무 년

• 소셜 게임 비즈니스 담당으로 활동 년

• 현재 외부 파트너 의 일본 한국 중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의 게임
출시를 지원하는 게임개발지원부서 총괄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 회사소개

●일본의게임시장 소셜게임의 특징

●글로벌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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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 설립 ： 년 월

• 자본금 ： 억 만엔

• 매출 ： 억엔（ 년 월말）

• 영업이익： 억엔（ 년 월말）

• 직원 수 ： 명（ 년 월말）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핵심비즈니스 글로벌

소셜 네트워킹 및

소셜 게임 플랫폼

소셜 게임

여행 프로야구팀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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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소셜 게임 플랫폼
개 이상의 프리미엄 소셜 게임

일본에서 가상 아이템에 연간
총 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

※ 12월에만 만 달러 이상

모바게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안드로이드 피쳐폰브라우저기능 브라우저스마트폰브라우저

가상 화폐소셜 네트워킹

모바게생태계
일본플랫폼

개이상
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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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및 이익
분기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억엔

수익

이익

비 非 상장

주의 에서 년 월 일에 종료되는분기의수치를 분석한 결과임

억 천만 달러 억 엔

소셜게임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모바일광고

모바일옥션

온라인쇼핑

온라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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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억 천만 달러

게임

아바타

광고
기타

부문별연간 매출액
년 월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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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분기별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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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

년 게임업계 최초로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주가 됨
구단 운영을 통해 기존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실현 및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



-84- -85-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해외거점

• 등 개의 플랫폼을 운영

• 세계 각지로 스튜디오 전개

서울

베트남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산티아고

싱가포르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도쿄

상하이런던

하노이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산티아고

뉴욕

개발스튜디오

상하이

서울

런던

싱가포르

도쿄

해외

샌프란시스코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 회사소개

●일본의 게임시장 소셜게임의 특징

●글로벌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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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게임시장 동향

• 년에 소셜 게임시장이 패키지게임시장 규모를 역전

• 소셜 게임시장은 년 년의 년간 급성장

만 달러  만 달러 억엔

• 모바게는 소셜게임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

출처：미츠비시 모건스탠리 디지털콘텐츠백서 모건예상

시장규모
역전

패키지게임 소셜게임

일본의소설게임시장과패키지게임시장의추이비교 억엔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패키지게임과 소셜 게임의 차이

패키지게임

기획 개발 판매
（ ）

시간을들여신중하게개발해야함 단가와판매수량으로
수익결정

소비자가게임한개에 엔을주고구입할지가승부의열쇠

소셜게임

기
획

개발 발매 운용・개선

재미있으면유료유저가되고
재미없으면유저가떠나감

출시후에도게임의
분석・개선을

반복함으로써수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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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모바일게임 시장

• 의 국가별매출랭킹에서일본이미국을제치고 위를차지

• 스마트폰앱게임보다브라우저게임의시장이큼

• 소셜게임시장 억달러 억달러 억엔 중모바게의점유율은약
로일본점유율

• 모바게에는월 억엔을넘는브라우저게임이다수존재

출처： 리포트

의월별수익
물가연동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일본의소셜 게임의 특징

• 카드배틀게임 중심

• 가챠‘(뽑기 라는 유료로 레어카드를 얻는 과금시스템과 획득한 카드를
합성해서 진화시키는 퓨전시스템을 결합한 「가챠 퓨전모델」로

가입자당 평균매출 를 향상

• 브라우저게임 앱게임의 에서 상위를 차지한 대부분의
게임이 가챠 퓨전 모델

• 레이드 보스 실시간 팀 배틀 등 유저를 사로잡는 새로운 게임시스템도
제공되어 지속적인 개선

• 다른 국가의 ・모바일 게임에 비해 높은

• 를 높이는 게임시스템 이벤트 운영 노하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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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소셜 게임의 특징
－가챠 퓨전

무료・유료로
획득한카드를합성
해서카드를강화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일본의소셜 게임의 특징
－소셜레이드보스배틀－

• 다수의 유저가 동시에 특정 보스와 싸우는 소셜요소를 활용한 배틀 이벤트

• 이벤트 배틀에 승리하기 위해 참가한 모든 유저에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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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소셜 게임의 특징
－실시간팀배틀－

• 비슷한 레벨의 유저끼리 랜덤으로 팀을 편성

• 팀끼리 승패를 놓고 경쟁 배틀 하여 승리한 팀 전원에게 보상

• 팀은 주일 등의 일정기간마다 재편성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 회사소개

●일본의게임시장 소셜게임의 특징

●글로벌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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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 에서 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게 게임들

–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한국의시장동향

「판타지카」
카드배틀

「 바하무트 」
카드배틀

최고 위 최고 위

「밀리언아서」
카드배틀

최고 위

• 한국에서도 가챠 ＆ 퓨전형 카드게임이 다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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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게 다음 모바게 개발사 지원방침
• 다음 모바게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의 높은 가입자당
평균매출 를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사에 제공 특정 를 초과하는 타이틀
한정）

노하우노하우

개발사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다음 모바게에서 출시예정인
일본의 인기게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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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개 – 블러드 브라더스 월말～ 월 초 출시예정

미국 를 통해 만 다운로드

블러드브라더스 는다크판타지게임으로군주에게배반당해뱀파이어로변한영웅이블러드조약을통해
부대를구성하여부패한제국에맞서나가는이야기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게임 소개 – 블러드 브라더스

 게임특성

 게임이미지

신개념의 전략 판타지 게임
손쉬운조작과 고해상도의 캐릭터
북미에서 만 다운로드 돌파

위 기록

• 전략적인승리를위한자신만의부대편성
• 궁술 마법 벼락부터불까지 다양한스킬
• 어둠의의식을통해캐릭터를퓨전 진화가능
• 업데이트를통해새로운캐릭터와지역을발견

블러드브라더스 는블랙판타지게임으로서뱀파이어로변한영웅이블러드조약으로부대를구성하여
부패한제국에맞서나가는이야기를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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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게임 소개 – 오딘 배틀 월 초 출시예정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게임 소개 – 오딘 배틀

주신오딘의기사가 되어 어둠의 군단과의 결전에서 승리하라
수련을통해 「쌍검사」 「암흑검사」 「용기사」 「신성술사」등 상위
직업으로변경
실시간배틀을 통해동료와 함께 신화를만들자

• 팀배틀 배틀은길드원의단체전 길드원과힘을합쳐승리를거두자
• 협력필살기 를많이소비하여강력한필살기를발동하는것이가능
• 콤보공격합체기술 동료와협력공격후 분이내에다시공격을하면 ‘콤보’가 되어공격력증가

필살기에필살기를더하면합체기가되어공격력이더욱상승

 게임특성

 게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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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개 – 라그나 브레이크 월 초 출시예정

라그나 브레이크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게임 소개 – 라그나 브레이크

 게임특성

 게임이미지

섬세하고화려한그래픽을자랑하는다채로운카드

라그나브레이크가되어신계 마계 지상계가

공존하는혼돈의세상을구원하라

• 신계・마계・지상계의독자적인문화가공존하는판타지세계를배경으로전개되는카드배틀게임
• 세개의세계를왕래하며 차원상승을위한수수께끼를풀어나가는특별한힘을가진플레이어의 모험
• 그로테스크한몬스터에서미소녀까지일본 상가장아름다운그래픽과캐릭터가매력포인트
• 다른플레이어와연계하여보스배틀을벌이고이를통해다양한보상획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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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게임 소개 라그나 브레이크

 게임이미지

Copyright (C) 2013 DeNA Co.,Ltd. All Rights Reserved. 

게임 소개 – 월드 사커 컬렉션 월 출시예정

World Soccer 
Collection 

©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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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개 – 월드 사커 컬렉션





스포츠 게임의 대가 의 전략 시뮬레이션

축구게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말라가 유벤투스

밀란 인터밀란과 같은 유수의 해외 클럽 축구

팀감독이 되어 승리를 위한최고의 팀으로 육성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등국내최고인기유럽클럽팀의라이선스획득
• 포메이션추가를통해서원하는대로인원편성을할수있음
• 흥미진진한시합의전개
• 생생한실제사진을사용한선수카드

the use of real player names and likenesses is authorised by FIFPro and its member associations.  
Campeonato Nacional de Liga BBVA Producto bajo Licencia Oficial de la LFP www.lfp.es  

All other copyrights o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are used under license.  
©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Session. 5

- 現 키야트 게임즈 설립자 및 대표

- 前 아에리어 게임즈 & 엔터테인먼트 이사

- 네오위즈 Brand Manager

- 온넷 USA Project Manager

조현선
키야트 게임즈, 대표

세션 5. 죽기 아니면 살기 : 실리콘 밸리 게임 시장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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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or Swim: Conquering the 
Silicon Valley Game Industry 

미주 게임 시장의 결산과 전망 
February, 2013 
조현선 (Sun Cho) 

Table of Contents 

 Speaker Profile 
 What happened in 2012 
 What will happen in 2013 
 10 things we should know about the NA market 
 Why the NA market is valuable 
 Challengers – case studies 
 How to approach – examples 
 About Kiyat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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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Cho 조현선 
 신조: 하면 된다, 되게 한다 
 가치: 의리 
 게임에서만 13년 경력, 마케팅, PR, 프로젝트 매니징, 프로덕트 

매니징, 브랜드 매니징, 국내/해외 사업 두루 경험,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로 선정 (Neowiz), 우수 사원 선정 (Aeria Games), 
불독, 인복 짱, 축복받은 체력, 뛰어난 적응력, 단순, 대단히 긍정적 
 

 Profile 
• CEO & Founder, 키야트 게임즈 
•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아에리아 게임즈 
• Web Team Manager, 온넷 USA 
• Brand Manager / Product Manager, 네오위즈 
• Marketing Associate, 배틀탑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과 학생회장, 총학생회 임원 

3 

What happened in 2012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온라인 게임시장은 죽었다?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한 일본 게임 회사들 
  
떠오르는 유럽 게임 회사들 
 
그러나 슬픈 소식도… Layoffs, Shut down, M&A 
 
이 와중에 한국 게임은? 
 
이제서야 대중적인 관심 Free to Play 

-101-



-100- -101-

What will happen in 2013 

5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성공사례가 나와야 하는 온라인 게임시장 
 
게임 시장은 언제나 활황 
  
Mobile platform, Multi platform? 
 
안드로이드의 성장, 아마존의 추격 
 
한국, 중국,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 
 
처음부터 끝까지 Monetization 

10 things about the NA market 

 English VS Local English 
 Slow and big 
 No major trends 
 10 holidays, 10 PTO 
 Mobile Mecca, Silicon Valley 
 Chrome, Firefox, IE, Google 

chat, Skype… 
 iOS VS Android, Apple App 

Store, Google Play Store, 
Amazon 

 Low system spec VS High 
quality games 

 Advanced game industry? 
 Three Kingdoms Stor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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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NA market is valuable 

  NA는 온라인 게임 개발도상국 
  ‘싸이’보다 먼저 뜬 한국 게임 
  실리콘 밸리가 주는 혜택 
  그나마 쉬운, 영어 

7 

Challengers – case studies 

8 

Go Global! 
Sink or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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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pproach - examples 

 자기관리 
 공부 또 공부  
 온갖 경로로 컨택 
 기타 정보도 같이 제공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 

9 

About Kiyat Games 
 Kiyat 

몽골어로 ‘성난 물결’ 
징기스칸의 젊고 용맹한 소년군대였으며 후에 칸의 용사들이라 불림 
 

 사업영역 
 모바일,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퍼블리싱 에이전시 비즈니스 

 
 키야트 게임즈의 강점 

 베테랑 팀 
 퍼블리싱 국내/해외 실제 경험 
 현지 정보, 네트워크, 경험 
 영어,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퍼블리싱 전체 서비스 제공 
 내부 팀 같은 긴밀한 업무 협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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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sun@kiyatgames.com 
 
www.linkedin.com/in/suncho/ 
 
www.facebook.com/sun.hyunsun.cho 
 

감사합니다: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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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을 거쳐 2003년에 DeNA 입사

- EC 사업, 광고 사업을 경험 한 후

- 2008년부터 집행 임원으로 소셜게임 사업 담당

- 現 일본, 한국, 중국, 영어권 외부 파트너의

- 게임 개발 지원 부서 담당

[토론자] Daisuke Shibata (柴田 大介)
DeNA , Manag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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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VIP투자자문 명예이사 

- 前 일간스포츠 IT/게임 담당 기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좌장] 임상훈
디스이즈게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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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PIA founded by ex-Lehman Brothers

   Investment Korea 

[토론자] 배영진
모바일팩토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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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GREE Korea 사업개발총괄 부장 역임 

- 前 GREE, Inc. 사업개발 및 전략투자 담당 역임 

- 前 Gamepot Inc. 해외사업총괄실장 역임

[토론자] MIYOSHI, Heita
IGAWorks Inc., Executive Vic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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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위메이드 사업본부장/상무이사

- 前 우리투자증권 글로벌사업본부 팀장

- 前 삼성SDS 사업기획팀

석주완
위메이드, 사업본부장/상무이사

세션 7. 국내 온라인, 모바일 게임시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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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 Outlook of Domestic Game Market 

국내 게임 시장 결산 및 전망 

| 2012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  

 65,394  
 79,628  

 95,400  
 112,727  

 132,434   3,113  

 4,179  

 7,415  

 14,344  

 20,009  

0억 

40,000억 

80,000억 

120,000억 

160,000억 

200,000억 

2010 2011 2012 (E) 2013 (E) 2014 (E)

아케이드 

비디오 

모바일 

PC온라인 

(단위 : 억원) 

74,258 
87,990 

106,421 

130,637 

155,987 
6% 

2% 1% 

@ kocca, 2012 + 삼성증권리포트(01/31) 

  
국내 게임 시장 10조원대 규모 최초 진입 

◎ 전체 게임시장의 91%를 차지하는 PC온라인 시장은 2012년 전년대비 19.8% 성장 

◎ 모바일 게임시장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77.4%로 <카카오톡 게임하기>  효과로 폭발적 성장세 기록 

    신규  모바일 플랫폼의  진입과 Non-Gamer 의 증가로  2013년 1.4조원을 상회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 

91% 

국내 게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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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온라인게임시장_사용시간 추이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은 여전히 건재 

@ Gametrics, 2011~2012 

 7,074,067  

 4,927,855  

 5,632,499   5,4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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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Q 2Q 3Q 4Q 2012 1Q 2Q 3Q 4Q

TOP 200 Game PC방 사용시간 

2011년 2,308만시간  

2012년 2,663만시간  

 17  
 15  

 13   14  

 19  
 17  

 14   13  

* 분기별 신규게임 출시수 

◎ 2012년 전체 PC방 사용시간은 2,663만시간으로 2011년 대비 15.4% 상승 

◎ 2012년 63개의 신규 게임이 출시되어 2011년 59개 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 기록 

   작년 출시 게임 중  TOP 10 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게임은  <디아블로3>,  <블레이드&소울>,  <피파온라인3> 

| 2012년 온라인게임시장_장르별 추이   

캐주얼 

미드코어 

하드코어 

  
캐주얼 약세, 미드코어 강세, 하드코어 보합 

48% 43% 41% 4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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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스포츠 

FPS

RTS

RPG

장르별 사용시간 점유율(%) 

◎ 2012년 보드/스포츠등 캐주얼 장르가 약세를 보인 반면, <LOL>등 RTS의 약진으로 미드코어 장르가  점유율  25%가량  상승   

◎ 일일 체류시간 2시간이상인 RPG 등 하드코어 장르의 경우, 2Q <디아블로3>, 3Q <블레이드&소울>의 인기로  

    연평균 장르 점유율 4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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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온라인게임시장_미드코어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 미드코어 시장 평정 

@ Gametrics, 2011~2012 

◎ 2011년 12월 국내 출시된  <리그 오브 레전드>가  국내 미드코어 게임시장 평정 ▶ FPS게임은 상대적 약세  

◎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동접 3백만명, 일평균  접속자수 1,20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으로서  2013년에도 미드코어  장르를  독주할 것으로 전망 

     

0Hrs.

500,000Hrs.

1,000,000Hrs.

1,500,000Hrs.

2,000,000Hrs.

2,500,000Hrs.

2011

10

11 12 20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3

01

LOL

스타1,2/워3 

서든어택 

스포1,2 

주요 미드코어 게임의 월별 PC방 사용시간 

| 2012년 온라인게임시장_하드코어 

  
아이온 ▶ 디아블로3 ▶ B&S 순으로 점유율 변화 

@ Gametrics, 2011~2012 

◎ 1Q  <아이온>, 2Q <디아블로3>, 3~4Q <블레이드&소울>이 각각 점유율 1위 차지 

     최근  1월 출시한 <아키에이지>가  <블레이드&소울>과  순위 다툼 중 

◎ 웰메이드 RPG의 적시 출시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0Hrs.

500,000Hrs.

1,000,000Hrs.

1,500,000Hrs.

2,000,000Hrs.

2011

10

11 12 20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3

01

아이온 

디아블로 3 

B&S

아키에이지 

WOW

리니지2 

리니지 

주요 하드코어(RPG) 게임의 월별 PC방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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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온라인게임시장_장르별 전망   

캐주얼 

미드코어 

하드코어 

• 고스톱/포커등 보드게임류 

• 레이싱 / 스포츠 게임류 

• RTS / AOS 장르 

• FPS 장르 

• MMORPG 

▶ 모바일게임 강세로  PC캐주얼 게임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 

▶ 고스톱/포커류의 경우  정부의  규제 강화로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 

▶ 모바일과 연동되는 하이브리드 앱 활성화  기대  

▶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전세계적으로 동접 3백만명을 기록하고 있고 

    E-Sports에서도 대세를 이루고 있어  올해도 흥행이 지속될  전망 

▶ <메트로 컨플릭트>, <하운즈>등 고퀄리티 FPS 신작 5종 성과 주시 

▶ <디아블로3>,<블레이드&소울>에 이어 최근 <아키에이지>의 선전 

     으로  웰메이드 RPG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입증됨 

▶ 웰메이드 게임을 적시에 출시하여 카니발을 회피하는  

     Time To Market이  관건 

[2Q]천룡기 [4Q]이카루스 [4Q]블레스 [4Q]검은사막 

| 모바일게임시장 결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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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모바일게임시장   

  
한달 매출 20억이 하루 매출 20억으로 탈바꿈한 시장 

[2011년 11월 / 게임샷] [2012년 10월 / 매경게임진] 

◎ 2011년 8월  출시한 <룰 더 스카이>   2011년 한 해  매출 44억 

◎ 2012년 10월 <드래곤플라이트>  카카오톡 월매출 200억   추산    

                                                                                                   ▶ <카카오>의  폭풍같은  플랫폼 위력을  경험했던 한 해  

(JCE 사업보고서 자료) 

| 2012년 모바일게임시장_성장 추이   

  
신규 플랫폼의 활발한 진입으로 성장 추이 가속화 전망 

◎ 2012년9월  발간한 KOCCA의 <2012 게임백서>에 의하면  2013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 규모는 9,180억 

    그러나 2013년 1월 삼성증권에서는 <카톡>, <라인>뿐만 아니라  <조인, 이통3사>, <챗온, 삼성전자>등  모바일 메신저의  

    게임플랫폼 진출을 예상하여 전년대비 2배  증가한 1.4조원 으로 전망하는 리포트 발표  

 3,167  
 4,236  

 6,328  

 9,180  

 12,580  

 3,113  
 4,179  

 7,415  

 14,344  

 20,009  

0억 

5,000억 

10,000억 

15,000억 

20,000억 

25,000억 

2010 2011 2012 (E) 2013 (E) 2014 (E)

(2012게임백서)KOCCA 

(2013.01)삼성증권 

주요 기관 모바일게임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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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모바일게임시장_유저 분포    

  
여성 및 40대이상 Non-Gamer 유입이 시장 파이를 확대 

주요 카카오 게임 접속 유저 분포 

A게임 
라이트 퍼즐

D게임 
라이트 슈팅

I게임 
코어 타이쿤팜

남  48% 

여  52% 

성별 
남  56% 

여  44% 

성별 
남  43% 

여  57% 

성별 

7~18세 

15% 

19~29세 

28% 

30대 

29% 

40대 

20% 

50~69세 

8% 

나이 

7~18세 

16% 

19~29세 

39% 

30대 

28% 

40대 

14% 

50~69세 

3% 

나이 

◎ A게임의 경우, 40대이상이 전체 유저의 35%로 높은 비중  차지 

◎ I게임의 경우, 여성 비중이 57%로  여성유저가  높은 ARPU를 견인하고 있음 

7~18세 

9% 

19~29세 

22% 

30대 

34% 

40대 

23% 

50~69세 

12% 

나이 

| 2012년 모바일게임시장 for KAKAO   

  
카카오 게임 79개 ▶ 치열한 생존 경쟁과 활발한 대안 모색  

◎ ◎ 다양한 장르와 다수의 게임이 동시에 출시됨에 따라 선점 효과가 희석되고 있음 

◎ 런칭에 성공한 게임의 지속적인 상위권 수성을 위하여 온라인게임의 마케팅 및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접목  중   

버드팡 
슈퍼 베이스볼 온라인 

컴투스 홈런왕 
탭소닉 링스타 
해피 피쉬 

브라우니 캐릭터팡 
신대륙이야기 
트레인시티 
라쿤슬라이스 
플라잉버디 
타이니팡 

2012.8 9 10 11 

애니팡 
불리2 

내가그린 기린그림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스페이스 팡팡 
아쿠아 빌리지 

드래곤 플라이트 
터치터치 틀린그림 
프로야구 드림나인 

그림톡 
카오스베인 SE 
스페셜포스 NET 

퍼즐 주주 
퀴즈킹 

베네치아 스토리 

다빈치 파이어 
OX 런닝맨 
보석팡 

카트라이더 코인러쉬 
1to50 

마이 무비스타 시즌2 

공격!탑쌓기 
타이니파크2 
말랑말랑 목장 

모두의 게임 
점핑스타 

아이러브커피 
그냥! 사천성 

바이킹 아일랜드 

터치 크래프트 

리듬 스캔들 

캔디팡 
실크로드 

슈가팡 

터치파이터 

과일나라앨리스 

뿌잉뿌잉사천성 

후르츠잼 

12 2013.1 

다함께 차차차 
영생문 

퍼즐바리스타 
아쿠의 퍼즐패밀리 

활 
헌터캣 
폴링폴링 
워스토리 
뿌이뿌이 

테일즈 오브 데오디아 
아스트로윙 
네박자 쿵짝 
스파르타 워즈 
솔리팝 

윈드러너 

(2013년2월5일 기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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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모바일게임시장_국내 전망 

  
모바일게임,  모바일게임플랫폼 : 수성과 입성 위한 경쟁 심화 

2012 2013 

수익구조 

경쟁구도 

●  ‘팡’류, ‘런’류 게임 큰 인기,  

     여성 + 40대 이상등 Non-Gamer의 

     활발한 유입 

● 부분유료화 모델이 정착하면서  

    매출 및 게임 Life Cycle이 확대되는 계기 

● Value Chain이 개발사/퍼블리셔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 

 

 

● 온라인 메이저 게임업체들의 “수량”을  

    앞세운 전면적인 진입으로 경쟁 심화 

●  Non-Gamer가 Lite-Gamer로 진화함에 따라 

     SNG 및 카드배틀 기반으로 장르 다변화가  

     나타나며 Hybrid 장르 게임 속출 전망 

●  모바일게임의 수익성이 검증됨에 따라 

     플랫폼 보유 업체 중심으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 집행  ▶ 규모의 경제 확대 

●  기존 카톡, 라인외 이통3사, 삼성전자등의 

     신규 플랫폼 출시로 플랫폼 경쟁 심화 

 

 

●  해외 진출 가속화 동시에 일본/중국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면 진출 

| 2013년 모바일게임시장_글로벌 전망 

  
다수 플레이어 진입으로 다양한 BM과 장르에 대한 실험 가속화 

2012 2013 

수익구조 

경쟁구도 

●  Zynga 등 소셜 게임업체들이 모바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PC기반 BM으로 

     실패, 포커등 카드게임에서 변화 시도 

●  유료 판매에서 부분유료화를 채택한  

     EA, Gameloft , Kabam등이 성공을 거둠 

●  일본 모바일 플랫폼 업체 DeNA , GREE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모바일  

     게임플랫폼의 새로운 Value Chain 형성 

●  EA , Blizzard , KONAMI , Square Enix 등 

     기존 콘솔/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모바일  

     게임시장 진출 활발 

●  Blizzard , Gameloft , EA 등 제작과  

     퍼블리싱을 병행하던 게임업체들이  

     독자적인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선보일 전망 

     - Facebook도 Kakao 사례 예의 주시 중 

●  북미 중심에서 중국/남미 신흥시장으로  

     확대되어 기존 iOS 중심에서 Android로도 

     게임 출시가 확대될 전망 

●  태블릿 전용 고사양/고퀄리티 모바일게임 

     등장, 기존 콘솔게임 이용자를 잠식 

●  배너, PPL, LBS 광고 등 다양한 인게임  

     광고 등장, 모바일게임 광고 시장 급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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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core 
 

유료 고객화 고객 점유 확대 매출 다각화 시장 확대 

Hard-core 
 

안정적 Cash-cow 
(AU ▶ BU) 
 

캐주얼 TETRIS 
(잠재고객 확보) 

액션, FPS , RTS 
고차원화 

Mid-core 특징까지 
흡수하여  
Hybrid 및 퓨전화  

      On-line  
게임시장

       * 국내  

Mid-core 
 

   Board (Card)  
 

Casual 
 

CAGR  66% / 1조원 시장 CAGR  41% / 1.7조원 시장 CAGR  26% / 2.7조원 시장 CAGR  19% / 3.9조원 시장 

안정적상승시장

고포류규제 강화등정책 이슈로
확산어려움 장르로점프

Mid-core 
 

   Board (Card)  CAGR 45% / 6천억원 시장 

      Mobile 
게임시장

      * 국내  

Casual 
 

CAGR  50% / 3천억원 시장 

불확실한 JUMP 

캐주얼 팡 류 
(잠재고객 확보) 

위태로운상승

안정적 Cash-cow 
(AU ▶ BU) 
 

캐주얼 아케이드 
(잠재고객 확보) 

Hard-core 
 

Mid-core 
 

   Board (Card)  
 

Casual 
 

CAGR  25% / 8.5조원시장 CAGR 16% / 11조원 시장 CAGR 10% / 13조원 시장 

안정적상승시장

      Mobile 
게임시장

    * 글로벌 

기존 라이트/콘솔게이머 
위주로 빠른 흡수 진행 

기존 하드코어 게이머 중심 
빠른 확산 전망 

| 2013년 모바일게임시장_장르 전망 

  
기존 온라인게임 장르의 성장 과정이 모바일게임에서도 일정 부분 재현 

다양한 인터랙션과  
주기적 업데이트 통해  
장기 고객화 

고퀄리티 그래픽과 몰입감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기존 하드코어  
게이머 흡수  

Session. 7

- 現 게임산업협회 모바일분과 위원

- 現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前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발전협의회 위원

- 前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토론자] 이경일
게임빌, 사업개발실 이사

세션 7. [토론] 모바일 부분

- 現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이사

- 前 SUCCESS(일본) 과장

[토론자] 최정환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세션 7. [토론] 비디오 부분

- 現 하이서울대표자협의회 사무총장

- 現 한국 로보원위원회 부위원장

- 現 대전 테크노파크 게임로봇연구회 위원

- 現 자동제어로봇기술 연구클러스터 위원 

- 저서 :“엔터테인먼트 산업학 개론”공저

[토론자] 박창현
아이알로봇, 대표

세션 7. [토론] 아케이드 부분

- 現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 現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센터장
- 現 이스포츠 게임상생협의체 의장
- 前 한국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위원
- 前 콘텐츠 미래전략 포럼 연구위원
- 前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자문단
- 前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실 콘텐츠산업2팀장

[좌장]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세션 7. [토론] 국내 게임시장의 장르별 결산 및 전망

- 現 엑토즈소프트 온라인게임사업본부 부사장

- 現 자이언트드림 상임고문

- 現 케이비온라인 대표이사/Founder

- 前 엑토즈소프트 국내사업본부 이사/본부장

[토론자] 배성곤
엑토즈소프트, 부사장

세션 7. [토론] 온라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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