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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세대는 누구인가?

1.1. 세계 인구의 주류 연령층

사회학에서는 이전과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인구층이 등장하면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세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전후 
세대를 의미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다. 이후 90년대 중반에 X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Y세대를 거쳐 최근에는 Z세대란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람의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20년의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을 아우르는 말이며, X세대 이후로는 약 15년 단

2020년을 기준으로 10대 초반~20대 중반이 되는 Z세대는 이미 전세

계와 미국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모바일 네이티브인 Z세대는 이전 

세대와 가치관, 기술을 대하는 태도 등에 따라 선호하는 앱, 앱을 사용

하는 이유, 이용 패턴 등에서 특색 있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Z세대 역시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 게

임이용 시간과 접속 횟수는 모두 줄어들고 있다. 반면 게임보다는 게임 

동영상의 이용시간이 늘고 있으며, 게임 플레이 시간이 짧은 캐주얼 및 

배틀로열 장르의 게임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Z세대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게임산업은 이미 Z세대

를 위한 게임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한국 게임산업 역시 Z세대를 

겨냥한 사업전략 수립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주역, 
Z세대를 위한 게임사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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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로는 Generation Z의 
줄임말인 ‘Gen Z(젠지)’라고 
부른다.

위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기술 발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대략 15년 단위로 획기적 기술이 등장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세대 구분을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생연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
은 아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최근 마케팅의 화두
가 되고 있는 Z세대1도 2019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전세계 인구에서 밀
레니얼 세대를 뛰어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Z세대의 소비 영향력도 커져서, 미국의 마
케팅 시장조사기관 WARC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미국의 16~22세 
연령층은 연간 440억 달러를 직접 지출하고 있으며, 총 6천억 달러
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수년간 Z세대의 경제 활동 참여
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경제적 영향력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알파세대까지

출처: AppAnnie

Baby 
Boomer
1946~1964

�Gen X�

1965~1980

Gen Y/�
Millennial
1981~1996

�Gen Z�

1997~2012

Gen 
Alpha
2012~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규모 역전

출처: AppAnnie

● Gen Z  ● Millennial� (단위: 십억 명)

20192018

2.47
2.33

2.4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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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바일 네이티브

새로운 세대의 핵심 특성을 포착하려면 이전 세대와 결정적으로 구분
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전후 세대인 베이비부머를 규정하
는 것은 고도성장과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다. 60~70년대에 태어난 X
세대에게는 탈냉전과 자유주의가, 80~90년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에게
는 청소년기에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한 사회적 맥락이었다. 많
은 사회학자들은 베이비부머의 이분법적 가치관이나, X세대의 개인주
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제 감각이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보
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10대 초반~20대 중반이 되는 Z세대를 규정하는 가
장 중요한 사회적 맥락은 ‘모바일 네이티브(Mobile Native)’다. 온라인
뱅크 Kasasa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9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처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넣은 나이는 10.3세이다. 

Z세대는 모바일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성장해 왔다. Z세대와 접촉은 모바일 
인터넷을 경유해서 가능하며, 이들은 사진과 비디오 편집을 PC나 노트
북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통근이나 등하교 길에 처리한다. Z세
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서는 모바일 네이티브 1세대인 것이다. 

Z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능숙하며, 가상과 현실 경험을 쉽게 연결한다. 반면 방대한 정보
량과 연결점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들의 부모인 
X세대가 자기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Z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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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
랑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03 	Monthly Active Users(월간 
활성사용자)는 한 달 동안 서
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사
람의 수를 말한다.

2. Z세대의 관심 분야

2.1. Z세대가 중요시 하는 가치

새로운 세대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의 가장 많은 구
성비를 차지하는 새로운 계층은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윗세대와 아랫세대로 전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의 특성을 빠르게 포착하고 이들을 주요 고객 및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
는 것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모바일 앱 이용 분석업체인 앱애니(AppAnnie)가 미국, 영국, 독일, 한
국 등 10개국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Z세
대의 전년 동기 대비 월간 활성이용자(MAU)3 증가율은 25세 이상 모든 
연령층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이는 Z세대가 서비스와 브랜드에 기대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앱, 앱을 사용하는 이유, 이용 패턴 등
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의 마케팅 시장조사기관인 PSFK에 따르면 Z세대의 34%는 온라
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아가 아주 유사하다고 답했으며, 29%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62%는 온라인상에서의 교우가 
오프라인에서의 교우만큼이나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밀레니얼세대의 28%
가 긍정한 반면, Z세대는 40%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Z세대와 25세 이상 연령층의 모바일 앱 MAU 증가율

출처: AppAnnie

● Gen Z  ● 25세 이상

25%
20%
15%
10%
5%
0%

인도네시아 일본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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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폰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05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06 	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 제작 콘텐츠)

또한 Z세대의 67%는 자신들이 이전세대보다 창의적이라 생각하고 있
으며, 71%는 브랜드와 기업이 자신들의 개인적 목표와 열망을 달성하
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58%는 브랜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브랜드의 목적, 가치, 사명을 꼽았는데, 이는 이전 세
대들과 달리 Z세대는 기업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 이상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기대함을 뜻한다. 

우버(Uber)4와 스포티파이(Spotify)5 같은 서비스를 접하며 성장한 Z세
대들은 소유가 아닌 접근성에 가치를 두며,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기
업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PSFK는 기업들은 이제 이
전 세대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직 모바일을 통해서만 Z세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2. Z세대의 참여가 높은 앱

다른 세대에 비해 Z세대의 이용 비중이 높은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앱
애니는 ‘Z세대 지표(Gen Z Index)’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체 
모바일 사용자에서 Z세대 모바일 사용자의 점유율(A)을, 특정 시장 분
야에 대한 Z세대 사용자의 점유율(B)과 비교하여 산출한 지표다. 

가령 A가 30%일 때 B가 60%라면 Z세대 지표는 200이 되며, Z세대가 
해당 분야의 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가 15%라면 Z세대 지
표는 50이 되며 Z세대의 해당 분야 앱을 사용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
다. 틱톡(TikTok)과 같은 UCC6 앱들처럼 Z세대를 겨냥한 것이라면 당
연히 Z세대 지표가 높아야 하겠지만,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분야의 앱이라면 Z세대 지표가 100에 가까운 것이 이상적일 것
이다. 

기업들은 경쟁 분석의 도구로 Z세대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Z
세대의 이용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자
신들의 앱에서 Z세대의 비중이 낮거나 경쟁업체에 비해 그 비중이 낮
을 경우,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사업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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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애니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Z세대 지표가 높은 카테고리는 게임,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사진, 음악과 오디오, 음식과 음료, 비디오 플
레이어와 편집기, 개인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평균 이용시간 3시간 
이상인 것은 게임, 소셜, 개인화, 비디오 플레이어와 편집기 순서였다. 

Z세대 지표가 높고 월별 사용시간도 많다면 Z세대의 참여도가 높은 분
야라 할 수 있다.

3. Z세대와 게임

3.1. 줄어든 게임 이용시간

게임이 Z세대들의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물론 향후 장기간에 걸쳐 Z세대
가 게이산업의 잠재 고객층이 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Z세대의 참여도가 높은 카테고리

출처: App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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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협요인도 존재한다. 앱애니에 따르
면 2019년 상반기에 Z세대와 이전 세대의 월평균 게임이용 시간을 비
교한 결과, 이전 세대가 Z세대에 비해 30% 더 오래 이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월평균 게임 접속 건수도 이전 세대가 Z세대에 비해 20% 더 많
이 접속했다. 시간으로만 따지만 Z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월평균 2시
간가량 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산업으로서
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표다. 

비게임 앱들의 경우 Z세대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이전 세대와 거의 비
슷하지만 접속 건수는 15%가 더 많았다. 즉, 1회 접속 당 이용시간은 
줄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자주 비게임 앱들에 접속했다는 뜻이
다. 이에 비해 게임의 경우 Z세대의 월평균 이용시간과 접속 건수는 
모두 이전 세대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접속 건수보다 이용시간의 감
소폭이 커서 게임에 한 번 접속했을 때 이용하는 시간도 줄었음을 보
여준다. 

2019년 상반기 Z세대의 이전 세대의 앱 이용 패턴 비교

출처: App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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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https://blog.globalweb 
index.com/chart-of-the-
day/gen-z-social/

08 	‘Fake’와 ‘Instagram’의 합
성어로 인스타그램 부계정
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비
공개 계정이며 가까운 사람
들과만 나누고 싶은 감정적
인 글이나 웃기는 사진 등을 
나누기 위해 사용된다.

3.2. 게임보다 게임 동영상

모바일 네이티브인 Z세대의 특성상 이전 세대보다 모바일 이용시간이 
줄어들 수는 없다. 따라서 게임 이용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든 시
간만큼 비게임 앱을 그 이상으로 더 이용했음을 의미한다. 우선 쉽게 떠
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소셜미디어다. 단지 소셜미디어의 얼리어답터였
던 밀레니얼들과 달리 Z세대는 소셜미디어를 일상생활의 핵심으로 삼
아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Z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에는 특징이 있다. Z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에서의 자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인 삶을 공유하는 데는 신중하다. 미국의 마케팅 시
장조사기관 글로벌웹인덱스에 따르면 ‘친구들과 연락’은 Z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였으며, ‘여가시간 때우기’와 ‘재미있는 
콘텐츠 찾기’가 각각 1위와 2위였다.7 Z세대가 핀스타(Finsta)8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내거나 스냅챗과 같이 보다 개인적이고 콘텐츠를 오
래 저장하지 않는 플랫폼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처: AppAnnie

2019년 상반기 엔터테인먼트 분야 Z세대 지표 1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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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애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외에 2019년 상반기에 Z세대의 참여도
가 특히 높았던 비게임 앱은 게임 동영상 플랫폼인 ‘트위치(Twitch)’
였다. 앱애니가 조사한 10개국 중 7개국에서 트위치의 Z세대 지표는 
150~320 이상으로 나타났다.

Z세대들에게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 스트리밍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트
위치의 Z세대 지표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앱애니에 따르면 트위치
가 Z세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부상함에 따라 트위치와 연계한 
마케팅 파트너십도 급증하고 있다. 앱애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사
례로 미국의 음식 배달 앱 1위 기업인 그럽허브(GrubHub)가 트위치 상
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벌인 마케팅 캠페인을 꼽고 있다.

글로법웹인덱스의 조사에서도 PC와 노트북에서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
하는 Z세대는 62%인 반면, 모바일로 시청하는 Z세대는 92%로 나타났
는데, 이는 e스포츠와 게이밍 동영상 관련 업체들이 향후 모바일 플랫
폼에 더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3.3. 캐주얼 배틀로열 게임

이처럼 Z세대들의 게임 이용시간이 줄어든 데에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엔
터테인먼트나 게이밍 비디오 콘텐츠 이용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이지만, 게임 이용 장르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은 그 장르에 따라 플레이 시간의 길이가 영향을 받는
다. 캐주얼 게임처럼 몇 분 안에 끝나는 장르에서부터 끝이 없이 몇 시
간 동안 계속하는 RPG 장르도 있다. 만일 플레이 시간이 긴 장르에 대
한 선호도가 줄고, 짧은 플레이 시간의 장르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게임 
접속 횟수는 동일해도 총 이용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앱애니의 데이터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데, 2019년 상반기 10개 
국가의 상위 10개 모바일 게임 중 평균적으로 최소 7개 이상이 플레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캐주얼 게임이나 배틀로열 장르 게임이었다. 
이에 대해 앱애니는 모바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게임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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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게임 퍼블리셔들은 이미 Z세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간파하고 
그에 걸맞은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의 Z세대들에게 브롤스타즈(Brawl 
Stars)는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이들 국가에서 최고의 Z세대 지표를 
보여준 게임이었다. 앱애니는 브롤스타즈의 사회적 측면, 즉 클럽을 만
들고 가입시킬 수 있는 기능이 Z세대의 특성을 꿰뚫은 아주 중요한 전
략이라 평하고 있다. Z세대 남성의 50% 이상은 게임이 친구들과 계속 
관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한국 게임산업의 Z세대 준비 태세

4.1. 갈라파고스화 된 한국 모바일게임산업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당연히 다르다. 다르지 않다면 굳이 세대 구분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Z세대에서 활동적인 모바일 이

출처: AppAnnie

2019년 상반기 게임 분야 Z세대 지표 1위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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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Z세대가 최초의 모바일 네
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이상 이러한 경향성을 Z세대 이후 더욱 커질 것
이다. 

전세계의 기업과 브랜드들은 시급히 자신들의 사업 전략을 급성장하고 
있는 이 Z세대에 맞게 변용시켜 나가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곧 뒤쳐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Z세대에서 발생한 격차는 그 이
후 세대에서는 절대 따라잡지 못할 수도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다. 이전 세대와 다른 게임 이용시간과 접
속 횟수, 게임 이용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게
임 사업 전략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한국 게임
산업의 앞으로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 게임산업은 과연 Z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를 겨냥
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게임의 급성
장에 따라 한국 게임산업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
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려도 존재하는데, 바로 
글로벌 시장과는 동떨어진 시장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캐주얼게임, 배틀로열게임 중심의 글로벌 시장과 달리 한국 모바일게
임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 기반의 방치형 RPG 게임이 절대
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시장 상위 10대 국가의 상황들과 
비교해 보면, 아마도 한국은 갈라파고스화‘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마
저 하게 된다. 

4.2. 가장 Z세대다운 한국의 Z세대

반면 한국의 Z세대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Z세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앱애니에 따르면 한국의 Z세대는 2019년 상반기
에 비게임 앱의 월평균 접속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비게임앱의 월평균 
이용시간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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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Z세대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브롤스타즈 게임에 대해서도 
한국의 Z세대들이 가장 열렬하게 반응했다. 브롤스타즈의 Z세대 지표
는 무료 500에 가깝다. 전체 모바일 이용자보다 브롤스타즈를 이용하
는 비중이 5배 더 높았다는 뜻이다.

한국의 모바일 세대가 변하고 있고 모바일게임 이용자 세대도 변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의 Z세대를 겨냥한 게임과 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그 수요의 공백은 자연히 외국
의 발 빠른 기업들이 메우게 될 것이다. 2020년대 한국 게임산업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하여 한국의 Z세대에 그리고 전세계의 Z세대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이다.

2019년 상반기 국가별 비게임 앱에 대한 Z세대의 참여도

출처: App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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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랜덤박스(Random box)는 무
작위 함수가 적용된 박스(패
키지)에 다양한 아이템을 넣
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말하
며, 이를 적용한 게임도 많다. 
게임 속에서 랜덤 박스는 보통 
전투나 사냥의 보상으로 주어
지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루
트박스(Loot box, 전리품 상
자)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가챠(ガチャ)라고 부른다.

1. 들어가며

지난 몇 년간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산업의 핵심 사업모델로서 역할해 
왔다. ‘가챠’, ‘랜덤박스’, ‘루트박스’ 등으로도 불리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특정(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이머에게 과금을 요구하
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1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이 개념적으로 
‘도박’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하는 부작용도 야기했다. 국내는 물론이
고, 여러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
은 이유다. 더불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의 피로감과 불신 역
시 해가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 모델의 등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배
틀패스(Battle Pass)’라는 수익모델이 관심을 받고 있다. PC 및 콘솔게
임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온 배틀패스는 최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되

최근 모바일게임들이 ‘배틀패스’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된다. 배틀패스는 이미 세계 각국의 규제 도마 위에 오른 ‘확률형 

아이템’ 대신 게임업계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본고는 모바일게임 업계의 배틀패스 도입 현황과 시사점을 살

펴보았다. 

모바일게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른 ‘배틀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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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향후 몇 년안에 배틀패스가 확률형 아이템
을 대체하는 모바일게임 업계의 ‘대세’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 진단하
고 있는 상황이다.

2.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산된 ‘배틀패스’  

2.1. 배틀패스의 개념 

업계에서는 배틀패스가 처음 도입된 시기를 2013년으로 보고 있다. 당
시 <도타 2(Dota 2)>에서 ‘기록서(Compendiums)’라는 명칭의 아이템
이 공개되었는데,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뒤 토너먼트 등 이벤트에서 대
회 상금 목표치에 도달하면 다양한 특전이 주워지는 식이었다. <도타 2>
의 기록서는 2016년 이후 현재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배틀패스’라는 
명칭과 함께 인게임 미션 달성을 통해 보상을 받는 식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수익모델로서 배틀패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포트나이트
(Fortnite)>의 공로가 컸다는 분석이다. 2018년 <포트나이트>는 배틀
로얄 모드에서 배틀패스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일일 최대 5,000만 달
러의 수익을 벌어들인 바 있다. 덕분에 <포트나이트>와 같이 AAA급 하
드코어를 지향하는 게임들이 배틀패스에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마련
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배틀패스는 보통 ‘시즌’이라 부르는 특정 기간 동안 레벨 업이나 
미션 해결을 달성한 게이머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료와 프리미엄 등급을 적용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 

유료 결제를 한다해도 계속 게임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얻을 수 
없기에 게이머들도 이를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공평한 시스템으로 인정
하는 분위기다. 거기에 게임을 플레이하면 확실하게 보상을 제공함으
로 확률형 아이템처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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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양한 게임들이 배틀패스를 수익모델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확
률형 아이템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 움직임을 보였던 유럽권을 공략
하는 PC 및 콘솔 분야 게임들 상당수가 확률형 아이템 대신 배틀패스
를 적용하는 추세가 강화되는 중이다. 

2.2.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되는 ‘배틀패스’

PC 및 콘솔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오던 배틀패스는 지난 2019년 동안 
모바일게임으로도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 분야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게임리피너리(GameRefinery)는 2019년 12월 10일

미국/영국/중국 매출 100대 모바일 게임 내 배틀패스 적용 게임 비중

출처: GameRefinery(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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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게임전문매체 포켓게이머닷비즈(PocketGamer.biz)에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밝혔다.

게임리피너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으로 매출 상
위 100대 게임 중 배틀패스를 수익모델로 적용하고 있는 게임 비중이 
2%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9년 12월 초 무렵에는 20%대

타이틀 장르 매출순위 다운로드 순위 배틀패스 도입 시점 

Clash of Clan 전력 3 106 2019.04.02

Gardenscapes 퍼즐 7 97 2019.11.18

Fortnite 배틀로얄 8 35 2018.03.15

PUBG Mobile 배틀로얄 10 104 2018.06.19

Call of Duty®: Mobile FPS 11 4 2019.09.03

Madden NFL Mobile 스포츠 21 56 2019.07.01

Clash Royale 전략 21 111 2019.07.19

Guns of Glory: Empires Conquer 전략 23 1,000위 밖 2019.06.19

Marvel Contest of Champions 격투 24 291 2019.08.06

Rise of Kingdoms 전략 31 384 2019.10.09

Township: Farm & City Building 타이쿤 36 140 2019.10.28

Fishdom 퍼즐 43 369 2019.12.09

Mario Kart Tour 레이싱 44 12 2019.09.25

King of Avalon: Dragon War 전략 46 400 2019.06.05

AFK Arena RPG 53 625 2019.05.20

8 Ball Pool™ 스포츠 53 59 2019.10.23

Garena Free Fire: Winterlands 배틀로얄 58 445 2018.05.24

MLB Tap Sports Baseball 2019 스포츠 59 554 2019.07.12

Mobile Legends: Bang Bang MOBA 90 683 2018.09.20

Clockmaker. 퍼즐 99 254 2019.12.02

Last Day on Earth: Survival 서바이벌 100 346 2018.09.19

미국 iOS 게임 기준 배틀패스 도입 타이틀 매출 순위

출처: GameRefinery(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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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ree와 Premium의 합성어. 
게임은 일단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Free-to-Play), 이용
자의 선택에 따라 유료 지불을 
하면 게임에 유리하거나 편리
한 혜택이나 이점(Premium)
을 얻을 수 있다.

로 증가했다. 미국을 비롯해 단일 국가를 기준으로 세계의 주요 게임 시
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중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중
국의 경우엔 매출 100대 모바일 게임 중 배틀패스를 적용한 게임의 비
중이 2018년 12월 3%대에서 2019년 12월 30%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게임리피너리 측은 미국에서 서비스되는 배틀패스 적용 iOS 모
바일게임을 위의 표 <미국 iOS 게임 기준 배틀패스 도입 타이틀 매출 
순위>와 같이 매출순으로도 정리하였다. 

<미국 iOS 게임 기준 배틀패스 도입 타이틀 매출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배틀패스가 적용된 모바일게임은 다양한 장르적 구분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배틀패스가 모든 게임 장르에
서 잘 작동하는 수익모델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해당 순위 내의 
각 게임들이 배틀패스만을 수익모델로 한정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모바일게임들이 배
틀패스를 실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시사점 

3.1. 수익모델로서 배틀패스의 장점 

그간 모바일게임은 ‘프리투플레이(Free-to-Play)’ 또는 ‘프리미엄
(Freemium)2’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쉽게 말해, 게임 플레이 
자체는 무료로 즐기되, 그 이상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
다.  이러한 모델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대중에게도 모바일게임의 ‘플
레이’ 자체를 돈 내고 이용하는 것에 어느 정도 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
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배틀패스를 바라보면, 최근 각종 모바일게임에 해당 
수익모델이 빠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더욱 납득 간다. 배틀패스는 기존
에 프리미엄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에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게임은 무료로 이용하고, 더 큰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을 내라는 
프리투플레이 모델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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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리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등 장기간 프리투플레이로 서비스되어 온 모바일게임들이 잇따라 배틀
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배틀패스가 게임의 수명 주기를 늘리는 데 상당히 유리한 수익
모델이라는 주장도 있다. 배틀패스는 결제 즉시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
는다. 게이머들은 배틀패스 모델에 돈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야만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게임에 배틀패스 모
델을 성공리에 정착시키면 게이머의 평균 접속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게임의 수명 주기를 늘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이다. 

3.2. 배틀패스의 한계 

하지만 배틀패스의 한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배틀패스가 보상을 위
해 게이머에게 계속 게임 플레이를 요구한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게임 
자체를 즐길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 전문매체 테크랩터(TechRaptor)는 확률형 아이템만
큼은 나을 수 있겠지만, 배틀패스 역시 소비자에게는 불공정한 수익모
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는 초창기이므로 각 게임회사에서 배틀
패스를 도입하고 이를 실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완성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테크랩터의 비판은 다소 극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하지만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모바일게임은 온라
인 게임보다는 수명 주기가 짧다. 거기다가 시장이 포화되면서 그 수명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형 게임기업 입장에선 최소
한의 콘텐츠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가야 한다
는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점점 더 소비자
를 착취하는 구조로 진화한 이유를 여기에서 보고 있다. 모바일게임에 
도입된 배틀패스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26

GLOBAL GAME INDUSTRY TREND

여기와 더불어 배틀패스와 관련하여 환불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게임은 결제가 쉬워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배틀패스를 충동구매한 게이머는 아이템을 한참 뒤에 받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수많은 변수와 분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배틀패스가 대세 수익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이러
한 문제점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	 	Forbes- ‘The Psychology Of Fortnite’s Battle Pass’. 2019.7.6.
2.	 GameRefinery- Battle Pass is a hot trend in mobile games – like it or not, 2019.12.17
3.	 GameRevolution- ‘Why battle passes will replace loot boxes in the future’, 2019.12.27.
4.	 	Hollywood Report- ‘Popular Mobile Games Adopting ‘Fortnite’s’ “Battle Pass” Monetization 

Model’, 2019.7.18.
5.	 	PocketGamer.biz- ‘The battle pass is a hot trend in mobile games that looks like it’s here 

to stay’, 2019.12.10.
6.	 TechRaptor- ‘Battle Pass Vs. Loot Box: Which is Worse?’,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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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엑스박스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2월 
개최된 <더게임어워드(The Game Awards) 2019>를 통해 자사 차세
대 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 X(Xbox Series X)’를 공개했다. 해당 프로
젝트의 존재 자체는 ‘스칼렛(Project Scarlett)’이라는 코드명으로 종전
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 기기의 실제 외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연말 시즌에 정식 발매 예정인 ‘시리즈 X’는 AMD의 ‘Zen2’ 아
키텍처(7nm 공정) 기반 CPU와 GDDR6 메모리를 탑재해 기존 ‘엑스박
스 원(Xbox One)’ 대비 4배 가량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상
도는 최대 8K까지 지원하며, 분당 프레임 수는 4K 미만 해상도 기준으
로 최대 120FPS(frames per second)까지 낼 수 있다. 또한 저장매체
로는 하드디스크 대신 SSD(Solid State Drive)를 채택했기 때문에 고
사양 게임의 로딩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하드
웨어 외형은 종전에 비해 다소 투박해진 느낌이고, 고성능에 수반되는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스 윗면 전체가 환풍구로 처리된 점도 눈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콘솔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지난 12월 공개됐다.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발매 예정인 ’시

리즈 X‘는 최대 8K 해상도를 지원하는 고성능 모델이다. 한편 MS 관계

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물리적 디스크를 지원하지 않는 보급형 모델의 

후속 출시 가능성도 그리 낮지는 않아 보인다.  

마침내 실체 드러낸 차세대 
엑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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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다. 콘트롤러는 새로 추가된 공유 버튼만 빼면 종전 모델과 차이가 거
의 없어 보인다. 

게임 타이틀에 관해서는 그리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엑스
박스 사업부 수장인 필 스펜서(Phil Spencer)에 따르면 <헤일로 인피
니트(Halo Infinite)>를 포함한 15편의 독점 게임이 ‘시리즈 X’와 나란
히 출시될 예정이고, 전례 없는 수준의 콘텐츠 다양성 실현을 위해 엑스
박스 게임 스튜디오(Xbox Game Studios)의 퍼스트파티 개발팀 15개
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고 한다.

2. 보급형 모델의 후속 출시도 유력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2년여 전부터 차세대 엑스박스가 두 가지 버전으
로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즉,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와 가격
에 민감한 소비자를 처음부터 동시 공략하기 위해 고급형 모델인 ‘아나
콘다(Anaconda)’와 보급형 모델인 ‘로크하트(Lockhart)’로 제품이 이
원화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물론 이 같은 루머는 MS측이 지난 6월 로크하트 프로젝트의 취소를 공
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일단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듯했다. 그러나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

출처: Microsoft(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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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라인업과 비교하자면, ‘시
리즈 X’는 ‘엑스박스 원 X’를. 
‘로크하트’는 ‘엑스박스 원 S 
올 디지털 에디션’을 각각 계승

02 	‘엑스박스 원 S 올 디지털 에
디션’처럼 콘솔기기와 게임
패스 이용권을 묶음 판매하
는 방식도 동원 가능

관계자들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차세대 엑스박스의 제품 
다각화 계획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것에 가까워 보인다. MS 차세대 
콘솔의 명칭은 그저 엑스박스일 뿐이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시리즈 
X’외의 여타 모델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게 필 스펜서 대표 등의 전언
이기 때문이다. 

게임 전문 미디어 코타쿠(Kotaku)에 12월 4일 게재된 ‘로크하트’ 관련 
기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코타쿠에 따르면 ‘로크하트’는 지
금도 여전히 개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물은 ODD(optical disk drive)
가 생략된 디지털 전용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급형 기종인 
만큼 하드웨어 스펙은 ‘시리즈 X’보다 낮다. 예를 들어 ‘시리즈 X’에서 
4K 기준 60fps로 구동되는 게임이라면, ’로크하트‘에서는 2K 해상도라
야 60fps가 나오는 식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제품 다각화는 ‘엑스박스 원’이나 ‘플레이스테이션
(PlayStation)4’ 같은 기존 콘솔에서 이미 실행된 바 있기 때문에 소
비자 입장에서도 그리 낯설 이유가 없다1. 또한 코타쿠의 보도대로 
‘로크하트’가 디지털 전용 기기로 출시된다면, 그 판매량에 비례해 
MS의 디지털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패스(Game Pass)’나 ’엑
스클라우드(XCloud)’의 이용자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2. ‘게
임패스’는 월 10달러 수준의 요금으로 100편 이상의 게임을 무제한 
플레이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이고, 현재 테스트 단계인 ‘엑스클라
우드’는 이용자 기기가 아닌 클라우드 상에서 게임을 구동하는 스트
리밍 서비스다. 

3. 시사점

어떤 경우에든 차세대 콘솔 대전에서 MS의 선전을 선뜻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하드웨어 다각화는 경쟁사들 역시 언제든 시도
할 수 있는 표준 전략에 불과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게임패스’ 같
은 구독형 서비스 또한 특별히 새로운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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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게임업계 내에서는 MS의 차세대 콘솔과 관련해 벌써부터 불만 
어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듯하다. PS5용 개발 키트를 이미 배포한 소
니(Sony)와는 달리, MS의 경우는 <E3 2019>에서 ‘스칼렛’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개발사들에게 여전히 별다른 참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콘솔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콘텐츠 
라인업의 차이임을 감안하면, 개발사들의 이런 반응은 ‘엑스박스 원’의 
참패를 설욕해야 할 MS 입장에서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엑스박스와 관련된 MS의 행보는 
차세대 콘솔게임 시장의 몇 가지 특징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 중 첫째는 게임 유통의 무게중심이 어떤 식으로든 디지털 채
널로, 종전보다 더 확실히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상당수의 게임 
이용자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 게임을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데 익숙해
진 상태이고, 그런 변화는 물리적 디스크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저가형 
콘솔의 확산과 맞물려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지털 게임 서
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리적 패키지 기반의 중고게임 시
장이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으로도 직결된다. 

그리고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차세대 콘솔의 기기 스펙이 단일 플랫폼 내에서도 고가형과 
보급형으로 나뉠 경우, 아직 해당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사들로서

구분(출시연도) 2017 2018 2019 누계

PS4
(2013년 출시)

1,980만 대 1,827만 대 1,365만 대 1억 546만 대

48.8% 43.9% 36.3% 52.7%

Xbox One
(2013년 출시)

764만 대 682만 대 469만 대 4,582만 대

18.8% 16.4% 12.5% 22.9%

Switch
(2017년 출시)

1,311만 대 1,648만 대 1,923만 대 4,883만 대

32.3% 39.6% 51.2% 24.4%

현세대 콘솔들의 연도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2019년 12월 말 기준)

출처: VGChartz(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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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쪽 모두에서 원활한 구동을 지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엑스클라우드’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게임을 올리려
면 그 플랫폼에 맞춘 별도의 포팅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다. 

1.	 	Gamesradar- Xbox Series X isn’t the only next-gen Xbox, and it’s not the only name, 
2019.12.16.

2.	 Kotaku- Sources: Microsoft Is Still Planning A Cheaper, Disc-Less Next-Gen Xbox, 2019.12.4.
3.	 MSPoweruser- Xbox Series X is Microsoft’s Xbox Scarlett console, 2019.12.13.
4.	 	The Verge- Apple Arcade could have huge consequences for the iOS app ecosystem, 

2019.9.17.
5.	 The Verge- Microsoft is only launching one next-generation Xbox, not two, 2019.6.21.
6.	 VGChartz- Year on Year Sales & Market Share Charts, 2019.12.2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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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lectronic Entertainment 
Expo. 매년 6월 중순 LA에
서 열린다. 

1. 할리우드 배우들과 가까워지는 게임산업 

1.1. 키아누 리브스, <사이버펑크 2077> 게임 캐릭터 연기 

2019년 6월 글로벌 게임쇼 E31에서 마이크로스프트(Microsoft)는 
2020년 기대작으로 <사이버펑크(Cyberpunk) 2077>의 신규 트레일러
와 출시일을 공개하며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의 주연 배우 키아
누 리브스(Keanu Reeves)의 게임 내 출연 사실을 발표했다. 키아누 리
브스가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고 모션 캡처 연기를 진행했으며, 3D 모델
링으로 게임 속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2020년 4월 출시되는 <사이버펑크 2077>은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The Witcher 3: Wild Hunt)>의 개발사인 씨디프

지난 E3 2019에서 2020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게임 <사이버펑

크(Cyberpunk) 2077>의 트레일러에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

(Keanu Reeves)가 등장한 데 이어, 코지마 히데오 감독의 최신작 <데

스 스트랜딩(Death Stranding)>에도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Walking 

Dead)’로 스타덤에 오른 노먼 리더스(Norman Reedus)를 포함한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고액의 개런티 지불이 가능해진 게임산업의 위상 변화, △실사 수준

의 캐릭터 표현이 용이한 모션 캡처 기술 발달 등이 할리우드 배우들의 

게임 출연 배경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에도 단기적인 흥

행이나 팬심에 의존한 스타 기용이 아닌 게임 개발의 본질에 초점을 맞

춘 스토리 라인과 콘텐츠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게임산업과 가까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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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이버펑크 2077>에서 보
이스 액터로 열연한 루카 워
드(Luca Ward)는 키아누 리
브스의 열연으로 키아누 리
브스가 맡은 배역의 게임 내 
출연 장면이 늘어났다고 언
급하기도 함

로젝트레드(CD Projekt Red, 이하 CDPR)가 선보이는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매 1년여 전인 2019년 6월부터 사
전 예약을 받을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타이틀로 플레이스테이션
(PlayStation)4, 엑스박스원(Xbox One), PC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3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트레일러 공개 당시 키아누 리브스가 직
접 무대에 올라 게임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으며, 해당 트레일러는 공개
된 지 하루 만에 270만 뷰를 돌파했다. 

미국 게임매체 게임스팟(GameSpot)은 CDPR의 수석 레벨 디자이너 
마일즈 토스트(Miles Tost)와의 인터뷰를 통해 키아누 리브스가 출연한 
영화에서 맡았던 배역들이 <사이버펑크 2077>의 캐릭터와 유사해 해
당 작업을 제안했고 키아누 리브스가 1년여 만에 이를 수락해 열성적
으로 임했다2고 전했다. 

1.2. <데스 스트랜딩>, 노먼 리더스 포함 유명 배우 대거 출연

<메탈 기어 솔리드(Metal Gear Solid)> 등의 대작 게임 개발로 유명한 
코지마 히데오(Kojima Hideo)가 코나미(Konami)에서 독립한 후 처음 
선보인 <데스 스트랜딩(Death Stranding)>에도 유명 배우가 출연했다. 

<사이버펑크 2077>의 키아누 리브스 등장 화면

출처: 게임스팟(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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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워킹데드(Walking Dead)’로 스타덤에 오른 노먼 리더스
(Norman Reedu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007 스펙터(Spectre)’로 얼
굴을 알린 레아 세이두(Lea Seydoux)와 2012년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출신의 매즈 미켈슨(Mads Mikkelsen)도 게임 내 캐릭터로 등장한다. 

코지마 히데오는 <데스 스트랜딩>을 통해 영화와 같은 연출과 디테일
한 스토리 컷신 제작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데스 스트랜딩>
은 영화 같은 배경 작화와 연출을 통해 출시 초반부터 게이머들의 주목
도를 높였다. 예컨대, <데스 스트랜딩> 게임 초반부의 컷신 재생에만 1
시간이 넘게 소요되는데, 게임이 아닌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는 평이 다
수다. 실제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게임 팬뿐만 아니라 영
화 팬들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할리우드 배우들의 게임 출연 배경

2.1. 게임산업의 위상 변화

할리우드 배우들이 게임 속 캐릭터로 열연하게 된 연유는 영화시장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게임산업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고 있

<데스 스트랜딩>의 노먼 리더스 연기 장면 

출처: 코지마 프로덕션(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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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
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게임시장(콘솔, PC, 모바일) 
규모는 1,349억 달러로 집계
된 반면, 글로벌 박스오피스 
매출은 417억 달러로 나타남

04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에 등장하는 골
룸(Gollum), ‘혹성탈출(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에 등장하는 시저
(Caesar) 등 실재하지 않는 
존재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
기 위해 주로 사용

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엔피디(NPD)는 플레이스테이션4와 엑스박
스원이 견실한 매출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친숙한 프랜차이즈 게임들
의 성장세로 2019년 미국 게임시장 규모가 2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과거 영화의 단순 홍보 수단으로 게임을 부차적으로 활용해왔던 영
화업계에서도 게임 IP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원소스멀티유즈
(OSMU)의 중심에 있었던 영화 IP의 자리를 게임 IP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시장은 영화시장의 3배 이상 규모3로 성장했으며, 유명 
배우들을 상대로 할리우드 못지않은 고액의 개런티 지불이 가능해졌
다. 유명 성우이자 캐릭터 연기로 명성이 높은 클랜시 브라운(Clancy 
Brown)은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Hollywood Reporter)와
의 인터뷰를 통해 “거액의 출연료가 할리우드 스타들이 게임 내 출연을 
결심하는데 엄청난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2. 모션 캡처 기술 발달

모션 캡처4 기술의 발달 또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게임시장 진출을 독려
하고 있다. 모션 캡처는 게임 도입부 및 엔딩에 삽입되는 스토리 전개를 
위한 영상(시네마틱), 중간에 제시되는 영상(컷신) 등에서 캐릭터의 움직
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모션 캡처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
던 기술 중 하나지만, 과거에 비해 그래픽 엔진, 촬영 기법 등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욱 몰입감 높은 게임 스토리와 완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션 캡처는 실시간 촬영이 이뤄져 게임 개발에 요구되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간단한 동작이라도 애니메이터가 실제 사람처럼 리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작 시간이 필요하지만 모션 캡처를 활용
할 경우 세팅에서 촬영까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다. 동일 
장르의 대작 게임이 완성되기까지 보통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
교해 <데스 스트랜딩>의 개발 기간은 3년으로 매우 짧았던 것도 모션 
캡처 기술의 활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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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어도비(Adobe)는 2019년 11
월 타깃 인물을 지정하면 인
공지능(AI)이 자동으로 인체 
18개 주요 지점을 감지, 움
직임을 트래킹하는 자동 모
션 캡처 기술을 소개

그간 개발사들은 게임 개발 과정 중 컷신, 시네마틱 등에 필요한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모션 캡처 전문 배우, 모션 연기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분
야 인력들을 고용해 모션 캡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보다 사실감 넘치
는 연기와 마케팅적 요소 등으로 최근 할리우드 배우들이 게임 속 모션 
캡처 연기를 대신하고 있다. 

모션 캡처 촬영을 위해 배우들은 온 몸에 들러붙는 의상을 입고 얼굴
에는 점을 여러 개 찍고 카메라를 장착한 상태로 촬영해야 하기 때문
에 기존 할리우드 배우들은 어색해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노먼 리더스는 인터뷰를 통해 “벨크로 소재의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연기할 것이라곤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소회를 밝히기
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센서 없이 모션 캡처가 가능한 기술5까지 소
개되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의 게임 속 캐릭터 출연 시 보다 몰입감 있는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게임산업에 주는 시사점

국내에서도 게임업체가 엔터테인먼트社와 제휴를 통해 게임 속에 한류 
스타들을 등장시킨 사례가 있다.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제

<데스 스트랜딩>의 모션 캡처 촬영 중인 할리우드 배우들

출처: YouTube(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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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해 스토리텔링형 육성 모바일게임 <BTS 월드>에 방탄소년단(BTS)
을 등장시켰다. 게임 이용자가 데뷔 전 BTS 멤버를 글로벌 스타로 육성
하는 것을 주요 스토리로 전개되는 <BTS 월드>는 BTS의 실제 영상을 
사용했으며, BTS 화보 1만장 이상, 스토리 영상 100개 이상을 독점 확
보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BTS 월드>는 출시 초반 다운로드 흥행에
는 성공했지만, 단조로운 스토리와 반복되는 대화 패턴 등으로 게임 품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해외 사례처럼 유명 스타들이 게임 속 캐릭터를 직접 연기함으로
써 보다 몰입감 넘치는 게임 영상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
서만 유명 스타를 활용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에서 게임 속 유명 스타를 등장시키는 사례들은 주로 모바일 게임
에서 목격되는데,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콘솔 게임 타이틀보다는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컷신 사용 등이 불가능하기에 게이머들의 눈높이
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적인 흥행이나 팬심에 
의존한 스타 기용이 아니라 게임 개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 라
인과 콘텐츠 제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Digital Arts Online- Adobe Sneaks 2019 reveals magical prototypes of new art and design 
tools, 2019.11.6.

2.	 	Entertainment Weekly- How Death Stranding with Norman Reedus bridges the gap 
between videogames and cinema, 2019.11.14.

3.	 	GameSpot- E3 2019: How Keanu Reeves Became Involved In Cyberpunk 2077, 2019.6.13.
4.	 	GameSpot- Keanu Reeves Asked For Double The Workload On Cyberpunk 2077, 

2019.11.17.
5.	 	The Hollywood Reporter- Why More Stars Are Joining Video Games (It’s Not Just a 

paycheck), 2019.11.15.
6.	 	경향게임스- 영화 혹은 게임, 그 경계 ‘데스 스트랜딩’ 출시, 2019.11.8.
7.	 	인벤- [인터뷰] 코지마 히데오 “‘데스 스트랜딩’은 연결에 대한 이야기”, 2019.11.30.
8.	 조선일보- ‘BTS월드 게임’ 극찬 받았지만 넷마블 주가는 20% 폭락, 왜?, 2019.7.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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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방송 수익성 증가로 스트리머 급증

콘텐츠 산업에서 비디오 게임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게임 
영상 플랫폼 증가와 함께 게임 스트리머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
상 플랫폼의 발달로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을 기반으로 정보를 습득하
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게임 또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최근
의 주요 트렌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게임 방송이 
수익성이 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은 비디오 게임계의 리얼리티 TV쇼와 같다. 스트
리머들은 다른 게이머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라이브로 중계하며 시청
자들에게 게임 플레이를 해설해주고, 게임 방송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게임 플레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등, 게임 방송 시청의 재
미를 배가시켜준다. 

비디오 게임 산업의 고도화로 게임 플랫폼들은 게임에 참여하는 ‘게이

머’의 유입 확대에서, 게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유입과 시청

자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게임 ‘스트리머’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

울이게 되었다. 트위치(Twitch)는 현재까지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플

랫폼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믹서

(Mixer), 유튜브 게이밍, 페이스북 게이밍 등 주요 IT 플랫폼들의 라

이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탈하면서, 간판급 스트리머들의 영

입 경쟁히 치열해지고 있다. 

게임 영상 플랫폼, 인기 �
스트리머 모시기 경쟁 돌입



게임시장 동향

39

또한,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은 양방향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리
머와 시청자간 소통을 통해 시청자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를 높일 수 있
다. 시청자들의 호응 높아지면 해당 게임 방송에 더 많은 시청자가 유입
되고, 많은 시청자가 몰리는 스트리머에게는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능한 스트리머가 게임 영상 플랫폼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다. 

2. 트위치,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의 1인자 

현재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는 트위치라 할 수 있다. 트위치는 
게임 방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서비
스로, 예일대 동창인 에밋 쉬어(Emmett Shear)와 저스틴 칸(Justin Kan)
이 2011년 6월 출시했다. 출시 초기에는 게임 전문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
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급격한 성장세로 광고 수익 대비 트래픽 과다
로 인한 지출 급증으로 적자폭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지만 사업성을 인정받
아 2014년 8월 아마존에 9억 7,000만 달러(1조 1,400억 원)에 인수되었다. 

현재 글로벌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와 트위치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유튜브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8억 명 수준이고, 트위치는 해당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산
한다. 또한, 트위치의 일일활성이용자(DAU)는 1,500만 명, 시청자 1인
당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은 95분, 시청자의 평균 연령은 25세, 스트리머

업체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2019년 3분기)

출처: StreamElements, Business Insider(2019.11)

● Twitch  ● YouTube  ● Facebook Gaming  ● mixer

75.6%

17.6%

3.7%

3.0%

2019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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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월 300만 명에 달한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전체로는 유튜브가 
절대 강자이지만, 녹화 방송이나 영상 편집본이 아닌 라이브 스트리밍 
부문에서는 트위치가 1인자다.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스트리밍 분석
업체 스트림 엘리먼츠(Stream Elements)의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
에 따르면, 트위치의 3분기 전세계 동영상 재생 시간은 34억 시간으
로 전체 라이브 스트리밍 시간의 75.6%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유
튜브(17.6%)의 4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트위치의 “저스트 채팅(Just 
Chatting)”은 게임 플레이보다 시청자들과의 대화 및 게임 시청에 중
점을 두는 비게이밍(non-gaming) 채널로, 2분기 기준 재생 시간 1억 
8,000만 시간을 기록하며 트위치 인기 카테고리 4위에 오르는 등 최근 
1년간 트위치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3. 게임 스트리머 영입 경쟁 격화

트위치가 라이브 스트리밍 부문을 장악해왔지만, 최근 라이브 게임 스
트리밍 부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트위치의 경쟁 업체들이 트위치의 
주요 게임 스트리머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함으로써 이용자 기반을 확대
하고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Twitch를 떠난 유명 스트리머들(Ninja, Shroud, Gothalion)

출처: Business Insider(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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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4위의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믹서는 
지난 8월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세계적 게임 스트리머인 닌자(Ninja, 
본명 Tyler Blevins)를 영입했다. 닌자는 트위치에서 <포트나이트
(Fortnite)> 흥행을 견인하며 1,500만 명의 시청자 수, 50만 달러(5억
원)의 월 수입을 기록하던 초대형 스트리머로, 믹서로 이적 후 첫 스트
리밍에서는 시청자 수 8만 명을 기록했다. 

트위치에서 닌자 다음으로 시청자 수 기준 2위 스트리머인 슈루드
(Shroud, 본명 Michael Grzesiek)와 킹 고쌀리언(King Gothalion, 
본명 Cory Michael)도 지난 10월 믹서로 이적했다. 또한, 유명 e스
포츠 해설자이자 인플루언서인 커레이지JD(CouRageJD, 본명 Jack 
Dunlop)는 유튜브 라이브와 독점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트위
치의 최상급 스트리머들의 잇다른 이탈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믹서 외에도 페이스북 게이밍과 ‘21세기 폭스(21st Century 
Fox)’사의 지원을 받는 신생 플랫폼인 카페인(Caffeine)도 스타급 스트
리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 시사점 

잇따른 트위치의 스트리머 이탈 사태에 대해 닌자와 슈루드 등은 트
위치의 생태계와 스트리머 팬층이 모두 비대해지면서 스트리머의 콘
텐츠 개선이나 팬들과의 소통 구조 개선에 트위치 대응 방식의 유연
성이 현저히 저하됐음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위치 스트리머의 이탈 사태에 대해 중국의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중국에서
는 유쿠(YouKu)와 도우(Tudou)라는 두 업체가 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유쿠는 유튜브처럼 녹화 영상 위
주의 플랫폼으로 알리바바 자회사이며, 도유는 중국판 트위치로 사실
상 텐센트의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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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6년까지 수백여 개의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가 난립했었지
만, 유쿠와 도유가 고유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급 스트리머
에게 의존하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시장을 장악할 수 있
었다. 즉, 경쟁력과 특유의 개성을 갖춘 스트리머를 육성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춤으로써 대형 스트리머가 빠져나간 공백을 내부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위치도 자체 스트리머 육성 및 후원 프로그램을 강화함
으로써 스트리머가 떠나면 플랫폼이 아닌 스트리머들이 인기를 잃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과 같은 스트리머 이탈 사태의 예방책이자 해
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트위치의 모바
일 확장이 격화되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게임 영상 플랫폼들이 반드시 대립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은 라이브 생
방송 내용을 편집해 유튜브에 재업로드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
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트위치가 경쟁 관계가 아닌 공
생 관계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실시
간 게임 스트리밍 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인기 스트리머 영
입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1.	 	Forbes- Live-Streaming Wars: Here’s Who Mixer, Twitch, YouTube Have Signed Up, 
2019.11.15

2.	 QUARTZ- The future of live-streaming, for better or worse, depends on Twitch, 2019.11.13
3.	 	the Verge- YouTube enters the live-streming fight(again), 2019.11.27
4.	 	스트라베이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석권한 Twitch, “클라우드 게임과 非게임 분야”를 겨냥하다, 

2019.12.02.
5.	 	스트라베이스- YouTube, Google Stadia 출시 앞두고 최상급 Twitch 스트리머 영입 박차...라이브 

게임 스트리밍 시장 정조준, 2019.11.1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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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게임
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02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척
수 손상 및 외상성 뇌손상 재
활 전문 병원

03 	장애인을 위한 특수 컨트롤
러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
로, 입과 턱으로 방향 스틱을 
조종하고 어깨로 버튼을 누
를 수 있는 컨트롤러를 개발

04 	팔을 잃은 군인들의 게임 플
레이를 돕기 위한 커스텀 주
변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파이터 
인게이즈드로부터 영감을 받
아 장애인 적응형 컨트롤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1. 장애인을 위한 게임 컨트롤러 개발 사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는 2018년 9월 기존의 게임 컨
트롤러를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엑스박스 적응형 컨트롤
러(Xbox Adaptive Controller)’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각종 익스텐션
(extension)을 별도 구매해 쿼드스틱, 한손용 조이스틱, 풋 페달 등을 연
결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손가락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
에 풋 페달을 연결해 발로 눌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MS는 장애인용 게임 컨트롤러 개발을 위해 에이블게이머 재단
(The AbleGamers Foundation)1, 뇌성마비재단(Cerebral Palsy 
Foundation), 크레이그(Craig) 병원2, 스페셜 이펙트(Special Effect)3, 
워파이터 인게이즈드(Warfighter Engaged)4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

마이크로소프트가(MS)가 장애인을 위한 엑스박스 적응형 컨트롤러를 

출시한 데 이어, 로지텍(Logitec)이 MS의 컨트롤러에 연결해 사용하는 

적응형 게이밍 키트를 공개하면서 장애인의 게임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이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

며 엄청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

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등재하는 등 게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게임업계의 책임감 있는 사회적 활동을 촉구

하는 목소리도 크다. 게임업계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운동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새로운 게임 이용자층 확대

를 통한 수익원 발굴이라는 기대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하는 
게임업계 배리어프리 운동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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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National Football League.  
미국 프로 미식축구 협회의 
리그를 말한다. 

06 	시각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
용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정
보들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기간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다양한 종류의 장
애를 가진 100여 명의 게이머들과 교류하며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패키
지 방식까지 새로이 디자인했다. 

2019년 3월 MS는 수십 억대 광고비에도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 NFL5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Super Bowl)에 엑스박스 적응형 컨트롤러 광고를 편성하기도 했다. 
해당 광고에는 몸이 불편한 6명이 어린이들이 등장, 적응형 컨트롤러
를 선물 받아 사용 후 “이 컨트롤러를 활용하면 모두가 공평하고 만족
스러운 조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MS 측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게임 플레이를 즐기도록 해당 컨트롤러를 개발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MS는 2019년 6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게임 컨트롤러의 특허도 출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미국 재향군인회(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이하 VA)와 협력해 시각 장애인용 컨트롤러 상용화 후 
미 전역 재활 센터에 보급할 전망이다. 시각 장애인용 컨트롤러에 점자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그간 스크린 리더6를 사용해 오디오에 의존해왔
던 장애 게이머들의 몰입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컨트롤러의 점자 
코드 입력은 6개의 패들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방향을 알리거나 
게임 속 환경을 진동으로 전달하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용 엑스박스 적응형 컨트롤러와 익스텐션

출처: 더 인덱스 프로젝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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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
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
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
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
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일본, 
스웨덴, 미국 등지를 시작으
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최근에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 로지텍(Logitec)도 MS의 장애인
용 적응형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적응형 게이밍 키트를 공개
했다. 로지텍의 적응형 게이밍 키트는 압력을 감지해 트리거 역할을 하
는 2개의 클립 모양 버튼과 3개의 소형(1.4인치) 버튼, 3개의 대형(2.5
인치) 버튼, 4개의 터치 센서를 장착한 버튼 등으로 이뤄져 있다. 

로지텍의 적응형 게이밍 키트는 100달러로 MS의 엑스박스 적응형 컨
트롤러의 익스텐션이 각각 40달러 이상으로 모두 구매할 경우 200달
러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게임업계의 배리어프리 운동

2.1.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운동의 개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운동7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
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
애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건축 분야에서 시작했

엑스박스 적응형 컨트롤러와 연결한 로지텍의 게이밍 키트

출처: 익스트림테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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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비디오 게임 분석 시리즈로, 
영국 비디오 게임 저널리스트 
마크 브라운이 제작해 게시

09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
기구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
애가 포함된 ICD-11(국제질
병분류 11차 개정)이 통과. 
게임 이용 장애를 개인, 가
족, 사회, 교육, 직업 또한 기
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
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
고, 이러한 게임 행동 양식이 
최소 12개월 동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정의함

지만, 최근에는 여가문화에서도 배리어프리를 실천하려는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다.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콘텐츠에서 배리어프리 운동이 꾸준히 진행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게임
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이자 여가 문화로 자
리매김했다. 고전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비교해 아직 배리어프리 운동
이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메이저 게임업체 및 게임 관련 
비영리기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게임 메이커스 툴킷(Game Maker’s Toolkit)8의 마크 브라운(Mark 
Brown)은 “많은 개발자들이 게임을 제작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
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청각 장애인을 위해 게임 속 모든 대사에 자
막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밸브(Valve)에서 개발한 1인칭 슈
팅 게임 <하프라이프 2 (Half-Life 2)>는 효과음을 전부 자막화했으며, 
폴리아크(Polyarc)의 VR 어드벤처 게임 <모스(Moss)>는 오직 바디 랭
귀지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주인공 생쥐를 등장시켰다.

2.2. 게임업계의 배리어프리 필요성

게임업계의 배리어프리 운동이 촉구되는 이유는 게임이 그 어떤 문화 
콘텐츠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며 엄청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등재9하는 등 게임
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게임은 사
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게임은 사
람들이 갖는 다양한 판타지를 충족시키며, 영화와 책과는 달리 게임 세
계에서는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게임을 즐기게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동기는 보상(reward)으로, 협동적 게임을 한 플레이어
들이 느끼는 보상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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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있어 여가 활동의 제약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야기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시각 장애인의 경우 외부 활동의 제한
이 큰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게임 개발을 통해 게임의 긍정적 효
과를 극대화하며 그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재활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3.1. 게임기업의 사회적 책임

MS는 장애인용 게임 컨트롤러 공개 당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
다. MS는 매년 사회적 책임 경영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인권 보호, 데이
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과 더불어 장애인 권익 보호 세션을 마련해 
상세한 활동 내용을 담는다. 장애인용 적응형 컨트롤러 광고에서도 MS
는 “모든 사람이 즐길 때, 우리 모두가 승자입니다(When everybody 
plays, we all win)”라는 카피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역설했다. 

게임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요소로 사회적 가치 실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비전으
로 삼는 게임업체들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계 빅3 기업들도 CSR의 일환으로 장애학생 특수교육, 
일자리 창출, 재활 지원, 소통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을 펼
치고 있다.  

3.2. 장애인 게임 이용자층의 확대 가능성

최근 10년간 게임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소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여
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클라우드 
게이밍 등 게임 이용 방식의 간소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장애인 게임 이
용자층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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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애인 게이머들의 활약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워싱
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팔과 다리를 패혈증으로 잃은 후 게임
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받아 삶의 의지를 되찾은 잭슨 리스(Jackson 
Reece)의 일화를 소개했다. 관절 구축증(arthrogryposis)으로 투병 중
인 로키 스투텐버그(Rocky Stoutenburgh)는 입으로 조절하는 쿼드스
틱을 통해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달성해 기네
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
혔으며, 대중 매체 더띵스닷컴(TheThings.com)은 이로 인해 게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배출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게임에서의 온라인 연결을 통해 쉽게 이뤄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
애인들의 건강에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 선례들이 여럿 발견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 게이머 저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3.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로 게임업계에 변화와 쇄신이 요구되
는 시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2023~2025년 3년간 게임시장 위축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이덕주 산업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게임
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게임사들의 마케팅비 부담도 커질 것으
로 전망했다. 

결국 게임업계는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용자층의 포용과 
이를 통한 이미지 개선에 지속적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구
글(Google), 애플(Apple) 등에 밀려 한물간 IT 기업의 이미지로 도태되
었던 MS가 폐쇄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첨단 기술의 수용과 
함께 장애인에 주목해 이들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
고자 하는 노력들을 여럿 전개하며 부활에 성공한 스토리에 주목해야 
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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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내 채팅 악용 아동 범죄 사례

1.1. 게임 내 채팅 범죄 개요

게임 내 채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엑스박스(Xbox)와 같
은 콘솔 게임기나 스팀(Steam)과 같은 게임 서비스에서 기본 제공 채
팅 기능을 사용하거나, 디스코드(Discord)와 트위치(Twitch) 등의 사
이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다. 오늘날 게임은 매우 사회적
(social)이 되었으며, 게임 내 채팅을 통해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
시키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자체에서 시작
된 채팅은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킥(Kik), 스카이프
(Skype)와 같은 메신저 플랫폼 등으로 이동하여 더 개인적이고 은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게임 내 채팅을 토대로 한 아동 대상의 범죄는 멀티 플레이어 비디오 
게임과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점차 신뢰를 쌓아가면서 피해

게임 내 채팅, 아동 노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게임 내 채팅을 통해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있으며, 일

부 팀 플레이 게임의 경우 이 같은 채팅이 매우 자연스러운 게임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들이 즐기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접근하

여 아동들을 노리는 범죄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

는 추세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계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규제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자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학

교 및 단체와 규제 당국 등이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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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자들은 종종 아동을 가장
해 접근하고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고백한다. 이들은 
종종 포트나이트(Fortnite)의 브이벅스(V-Bucks)와 같은 온라인 선물
이나 게임 통화를 피해자에게 보내 관계를 구축한다. 

범죄자들의 목표는 대체로 아동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알몸 사진과 영상을 보
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성적 용어와 이미지에 대해 아이들을 둔감하게 만
드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들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일단 사진 등을 보
낸 후 추가 요청을 거부하면 소셜 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거나 가
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미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
을 환기시키며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1.2. 피해 사례

미국의 경우, 디스코드, 스팀, 엑스박스 채팅을 이용하여 아동들을 현혹
시키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캘리포니
아 주에서 한 남자가 온라인 게임 Clash of Clans를 통해 알게 된 11살 
소녀에게 “아동 포르노 제작”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1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2015년에는 시애틀 근교에서 마인크래프트(Minecraft)와 리
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 게임을 하며 10대 청소년을 사칭해 
세 명의 소년에게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15년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7년 일리노이주에서는 Xbox Live 게임 중 채팅을 통해 
만난 두 소년을 성폭행하겠다고 위협한 남성이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가해자 제이슨 모저(Jason Gmoser)가 플레이스테
이션(PlayStation)을 통해 채팅한 소년들에게 은밀한 부위를 보여줄 것
을 요구했으며, 소년들과 게임을 하는 동안 녹화한 500건 이상의 비디
오를 소장하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했으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현
혹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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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3명의 남성이 라이브미( LiveMe), 오메글(Omegle), 뮤지
컬리(Musical.ly), 스카이프(Skype), 스냅챗(Snapchat), 트위터 페리
스코프(Twitter Periscope) 등 소셜 및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 
백 명의 아동을 현혹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
해자 중에는 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을 가장해 채팅을 했고, 피해 아동들에게 옷을 벗고 노골적
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에 관한 파
일과 정보를 공유했다.

2. 대응과 규제 방안

2.1. 업계 차원의 대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게임 사업자들
은 채팅 플랫폼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명 그루밍 범
죄 의심 사례를 감지 할 수 있는 자동화 된 시스템을 배포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비디오 게임 업체 로블록스(Roblox)는 캐나다 보안 업체인 투
햇시큐리티(Two Hat Security)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노골적인 언
어 및 연락처 정보를 차단한다. 로블록스의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사용자
가 이름과 연령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이러한 필터링 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엑스박스 게임기와 전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소유하고있
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루밍 범죄 의심 사례 및 성적 학대와 관련된 대
화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기술 사업자들에게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화상 채팅 앱 유보(Yubo)
가 요티(Yoti)라는 회사와 함께 사용자의 셀카 사진을 분석해 연령을 추
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분리하기 위해 프로
필 정보를 조사하고 투햇시큐리티의 소프트웨어로 그루밍 의심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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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9·11 테러 이후에 상업용 비
행기에 탑승하거나 연방정
부 건물 또는 핵발전소 시설
을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

감시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최하고 있다. 유보는 필터링 과정에서 연령
이 불일치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해당자에게 정
부가 발행한 공인 ID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26세의 남성이 
유보 사이트에서 오하이오 남자는 유보에서 13세라고 속여 12세 소녀
를 유혹한 후 성적 착취를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디스코드는 사진 공유 이미지를 스캔하고 채팅 내용의 위험도를 판단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그
루밍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지는 않고 있다. 디스
코드의 대변인은 사진 탐지 소프트웨어와 같은 업계 최고의 기술을 사
용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용 이미지와 영상을 스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 장애요인

게임 회사들은 동일한 연령대의 사용자들끼리 게임을 하도록 연령 식
별 및 부모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게임 플랫폼들이 Real ID1와 같은 프로
그램을 시도하고 철저한 검증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게임 사용자들
이 익명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애틀랜타 소재 게임 개발 스튜디오 하이레즈(Hi-Rez)의 공동 창업
자 토드 해리스(Todd Harris)는 다양한 신원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
용자들의 요구 때문에 게임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거
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 역시 일부 텍스트 기반 그루밍을 감지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많은 게임 사용자들이 텍스트 대신 오디오 
및 비디오 채팅을 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또한 
서로 의사소통하며 팀 플레이를 하는 게임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를 통
한 사용자 간 상호작용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회사로서 일종의 사형선
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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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arsity Esports Foundation
은 e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잠재 능력을 찾도록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미
국의 재단이다. 

2.3.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한편, VEF2의 이사인 부바 개덜트(Bubba Gaeddert)는 고등학교에서 
“건강한 게임 습관(healthy gaming habits)”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과
학 기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FBI는 아동들이 성적 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배포 자료에
서는 돈이나 게임 크레디트 등을 받았더라도 혼자서 곤경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3. 국내 게임 산업에 주는 시사점

국내 게임 사업자들도 아동 대상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신고제
도와 필터링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터링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상황에서 많은 게임 개발자와 온라인 안전 전문가들은 자녀가 무
엇을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모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심지어 
채팅 기능을 종료하는 등의 대응을 모두 부모가 떠맡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게임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기술적 모니터링 수단을 정
교화 하는 동시에 업계와 규제당국이 협력하는 공동 캠페인을 통해 사
용자의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CTV News-Calgary police investigate apparent child abuse caught on Twitch livestream, 2019.12.17.
2.	 	Irish Times-Sextortion: Trauma of online abuse through gaming can be overwhelming for 

its victims, 2019.12.22
3.	 	New York Times-Fighting the Good Fight Against Online Child Sexual Abuse, 2019.12.22
4.	 	New York Times-Video Games and Online Chats Are ‘Hunting Grounds’ for Sexual Predators, 2020.1.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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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식 명칭은 ‘ARVR Snap 
dragon XR2’. 퀄컴의 최신 애
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
드래곤(Snapdragon) 865’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생산은 
대만 TSMC가 담당 

1. 나이언틱, 퀄컴 칩 기반 AR 솔루션 개발 시작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의 대표 기업 퀄컴(Qualcomm)이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를 위한 자사
의 두 번째 SoC(System on Chip) 칩셋인 ‘XR2’1를 지난 12월 5일 <퀄
컴테크서밋(Qualcomm Tech Summit) 2019>에서 공개했다. ‘XR2’
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지원하며, 전작인 ‘XR1’과 마찬가지로 음성, 헤
드 트래킹(head tracking), 콘트롤러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지원한다. 
5G 기능이 자체 내장된 만큼, XR2를 활용하면 스마트폰과의 연결 없이
도 어디서든 작동 가능한 독립형 AR · VR 기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XR’2와 나란히 또 하나 주목을 끈 것은 <포켓몬
고(Pokémon GO)> 개발사인 나이언틱(Niantic)이 AR 시장의 개화 
촉진을 위해 퀄컴과 손을 잡았다는 발표였다. 양사는 ‘XR2’ 기반 AR 
안경의 레퍼런스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다년간 협력해갈 계획이며, 
그 설계 범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두 포
함된다.   

모바일 통신의 근간 기업 중 하나인 퀄컴이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

언틱과 AR 관련 제휴를 체결했다. 양사는 퀄컴칩 기반 AR 안경의 레퍼

런스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다년간 협력해갈 계획이며, 그 설계 범위에

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증강현실 합작 선언한 
퀄컴과 나이언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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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퀄컴은 한때 ‘뷰포리아(Vu-
foria)’라는 명칭의 AR 기술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하
면서 관련 SDK을 실제 배포
하기도 했으나, 칩 개발에 역
량을 집중하기 위해 해당 프
로젝트를 2015년 매각했음

합작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양사 모
두가 ‘실용적이면서도 저렴한’ AR 안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
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매직
리프(Magic Leap)의 AR 안경은 무게, 크기, 외형, 편의성,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대중화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이론적으로는 타당성 있는 협력  

퀄컴과 나이언틱의 이번 제휴는 서로에게 적지 않은 전략적 의미를 지닌
다. 일단 퀄컴 입장에서는 나이언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콘텐츠 진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AR 플랫폼의 실용성
을 높일 수 있다. 물론 퀄컴 스스로도 AR 기술과의 거리가 결코 먼 회사
는 아니지만2,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상대하며 풍부한 실전 데이
터를 쌓아온 나이언틱의 경험치는 AR 콘텐츠 기술 분야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도 현재로서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현재의 <포켓몬
고>는 각국의 지리 정보가 동네 단위까지 세세하게 반영된 AR 세계이며, 
이미 확장성이 검증된 그 시스템 속에는 부정행위를 식별해 제재하는 시
스템과 이용자간 교류를 지원하는 소셜 레이어도 통합돼 있다.  

한편, 나이언틱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진영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업과 
공조함으로써 자사 기술을 일종의 범용재로 정착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범용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나이언틱의 주요 

퀄컴 프로세서 기반의 AR 안경(예시)

출처: Qualcomm(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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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세계 랜드마크의 위치정
보가 포함된 나이언틱의 AR 
플랫폼. <포켓몬고>, <해리
포터: 위자드 유나이트(Harry 
Potter: Wizards Unite)>, <잉
그레스(Ingress)> 등 나이언
틱의 모든 게임이 이 플랫폼
을 활용

04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포켓몬
고>는 출시 3주년인 2019년 
7월까지 총 10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와 약 26억 5,000
만 달러의 누적 매출을 기록

목표 중 하나가 자사의 ‘리얼월드플랫폼(Real World Platform)’3을 이
르면 2020년 내 개방해 스마트폰과 기타 단말, 게임과 비게임을 모두 
아우르는 AR 분야의 인에이블러(enabler)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IT 전문지인 테크크런치(Tech Crunch)의 보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자사 캐쉬카우인 <포켓몬고>4 팀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리얼월드플
랫폼’에 투입할 정도로 그 고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중 <포켓몬고>에 추가 예정인 포켓몬과의 상호작용 기능도 ‘리얼월드
플랫폼’ 차원에서 새로 지원하는 요소 중 하나다.

3. 마중물 더 필요한 AR 시장  

오늘날 AR 시장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AR 기술 자체는 게임
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부터 산업 현장의 각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당
장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런 청사진을 현실화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
는 것도 사실이다.

단적으로 AR 헤드셋 분야의 선발주자 중 하나로 주목을 끌어온 매직
리프(Magic Leap)의 경우, 사운을 걸고 개발한 첫 모델인 ‘매직리프원

포켓몬과의 상호작용 예시(먹이 주기)

출처: Niantic(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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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PU와 GPU가 자체 내장돼 
스마트폰 연결이 필요 없는 
독립형 AR 헤드셋. 매직리프
는 구글(Google), 알리바바
(Alibaba), 피델리티(Fidelity), 
JP 모건(J.P. Morgan) 등으
로부터 25억 달러 이상의 투
자를 유치해 그 중 대부분을 
매직리프원 개발에 투입

(Magic Leap One)’5이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CFO를 포함한 
임직원 수십 명이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보도한 테크 
미디어 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에 
개발자용으로 우선 출시된 ‘매직리프원’의 첫 6개월간 판매량은 고작 
6,000대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개발사 측의 당초 목표치였던 ‘첫해 10
만 대 판매’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워졌다.    

‘매직리프원’의 참패 이유로는 2,000달러가 넘는 가격을 우선 꼽을 수 
있겠지만, 설령 가격이 낮았더라도 앱 개발자들이 이런 기기에서 당장 
큰 비전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듯하다. 마치 B급 SF 영화에나 나올 법
한 부담스러운 모양의 안경을, 주변의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일상에
서 끼고 다닐 소비자는 상식적으로 그리 많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허리에 
배터리팩을 차야 하는 번거로움과 340g이 넘는 안경 무게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 엔리얼(Nreal) 등의 스마트폰 
의존형 AR 안경이 외형이나 경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기들 역시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량이나 발
열 측면에서 실제 사용에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AR 콘텐츠 진영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기존 스마트폰에 큰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세상을 보도록 강
제하는 기존의 모바일 AR 환경은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 그리 편리하지
도 매력적이지도 않다.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인 게임에서마저 <포켓몬

매직리프의 첫 번째 AR 헤드셋 ‘매직리프원’

출처: Magic Leap(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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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에는 뚜렷한 AR 성공작이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사
물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와 팔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스마트폰 AR 게
임의 작동 방식은 ‘포켓몬’ 만큼 매력적인 세계를 내놓지 않는 한 재미
보다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퀄컴과 나이언틱의 합작은 AR의 활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추
가적인 마중물로서 일단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물이 얼마
나 성공적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양사의 지향점이 결국 ‘포스트 스
마트폰 시대’라는 또 하나의 변혁이라는 점만으로도 이들의 노력에 일
단 주목해볼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1.	 Business of Apps- Pok mon GO Revenue and Usage Statistics (2019), 2019.5.10.
2.	 	Cnet- New smart glasses coming from Qualcomm and Pokemon Go creator Niantic, 

2019.12.5.
3.	 	GameDaily.biz- Report: Magic Leap sees layoffs after less-than-expected sales of Magic 

Leap One, 2019.12.10.
4.	 	Niantic- Creating the Future of AR Experiences on the Niantic Real World Platform, 

2019.11.6.
5.	 Tech Crunch- Niantic is working with Qualcomm on augmented reality glasses, 2019.12.6.
6.	 Tech Crunch- Harry Potter, the Platform, and the Future of Niantic, 2019.4.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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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게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번치’  

1.1. 번치의 개요  

번치(Bunch)는2017년 미국에서 출범한 스타트업이다. 번치는 사명과 
동일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모바
일게임 전용의 화상 채팅 앱이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번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몇 번의 탭만으로 자신의 지인을 최대 8명까지 세션(일종의 채팅룸)
에 초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세션의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모바일게
임 타이틀을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
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며 같은 세션에 있는 지인과 음성 및 영상으로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 기준으로 번치가 지원하는 게
임은 자체적인 미니게임과 함께 <포트나이트(Fortnite)>, <롭블록스
(Roblox)> <HQ트리비아(HQTrivia)> 등이 있다. 

지난 11월, 텐센트를 비롯한 글로벌게임 업체들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플

랫폼의 전략적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해당 플랫폼의 명칭은 ‘번치’로 

최대 8명의 친구 및 지인들이 동일한 모바일게임을 즐기며 음성과 화상으

로 채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번치의 창업자는 서구권에서 친구들과 함

께 게임을 즐기는 ‘랜파티’ 문화에 영감을 받아 회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그만큼 번치는 개방형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디스코드(Discord) 같은 

기존의 게임 중심 채팅 플랫폼과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텐센트가 투자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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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게임을 지원하는 화상 채팅 플랫폼은 번치가 최초는 아니다. 이 분
야에는 이미 디스코드(Discord)라는 유명한 플랫폼이 존재한다. 하지
만 디스코드는 PC 및 콘솔게임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반면, 번치는 
출시 시점에서부터 ‘모바일 네이티브’로 설계되어 왔다. 

1.2. 번치의 투자 유치 사례

번치는 2018년도부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매체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출범 초기인 2017년에는 번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냉담한 편이었지만, 이후 2018년부터 <포트나
이트>를 비롯해 <PUBG>,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등 PC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이 크로스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잇따라 모바일게임 버
전을 출시하면서, 번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위
에서 언급한 게임들은 이미 PC 및 콘솔 버전에서 음성 및 영상 채팅과 
함께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이러한 경향이 모바일로도 전이될 것
이라는 예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번치는 2018년 하반기 시드
(Seed) 투자 라운드를 성공리에 마쳤다.  

하지만 번치가 주목받는 것은 가장 최근의 투자 유치 라운드다. 2019
년 11월, 번치는 385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런데 
해당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에는 슈퍼셀(Supercell), 텐센트(Tencent), 

모바일게임 전용 화상채팅 플랫폼 ‘번치’ 

출처: B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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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미니클립(Miniclip) 등이 속해 있어 화제
였다. 

슈퍼셀과 텐센트는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이고, 라이엇 게임
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인기 PC 게임을 서비스 중인 퍼블리셔
다. 여기에 더해 미니클립은 2001년부터 무료 온라인 웹 게임을 서비
스해 온 스위스 기반의 퍼블리셔다.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자로 참여했
다는 점은 결국 번치의 사업 모델이 게임 시장에서 상당한 잠재 기회를 
보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2. 시사점

2.1. 게임 중심으로 폐쇄적 커뮤니티 지향 

번치에 대한 주요 게임업체들의 투자는 결국 모바일게임에서도 소셜 
커뮤니티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번치가 접근하는 소
셜 커뮤니티 전략의 중심축은 ‘폐쇄성’에 있다. 

번치의 창업자 겸 CEO인 셀쿡 아트릴(Selcuk AtliI)이 밝힌 회사의 창업 
배경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셀쿡 아트릴에 따르면, 자신은 어린 시절 친
구들과 ‘랜파티(LAN Party)’를 자주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랜파티
란, 한 장소에 각자의 컴퓨터나 게임 콘솔을 가지고 와서 랜으로 연결한 
뒤, 멀티플레이 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말한다. 일찌감치 PC방이 보급된 
탓에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문화일지 모르나, 서구권에서 랜파티는 친
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주요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셀쿡 
아트릴은 랜파티 동안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경
험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탕으로 번치를 창업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이미 PC 및 콘솔게임 분야에서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한 
디스코드는 게이머에게 실제 오프라인상에서의 지인보다는 공통된 게
임을 즐기는 불특정다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방
형’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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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번치는 이미 알고 지내는 친구와 지인을 게임에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이 아닌, 과거 국내에서 서비스된 ‘싸이월드’ 
같은 폐쇄형 소셜 플랫폼을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
바일게임 기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번치를 과연 얼마만큼 성장시
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 게임 타이틀 및 수익모델 확보 필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번치가 자사 플랫폼과 연결되는 게임 타이틀을 비
약적으로 늘리는 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폐쇄형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만큼 개방형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플랫폼 대비 
사용자 확대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
국 플랫폼 상에서 제공되는 게임 타이틀의 인기에 의지하는 방법이 유
효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기 게임들을 번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수익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지도 현재 번치를 바라보
는 업계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현재로선 디스코드처럼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 기능을 프리미엄(Freemium)이나 구독 모델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성 높아 보인다. 하지만 PC나 콘솔 게임과 달리 
잠깐의 시간 동안 가볍게 즐기는 이용 행태가 주를 이루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디스코드의 사업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유효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1.	 Engadget- Bunch lets you video chat while playing mobile games, 2018.11.15.
2.	 	Forbes- Bunch Looks To Score With Video Chat For Mobile Games, 2019.1.3
3.	 	Pocketgamer.biz-Social video app for gaming Bunch raises $3.85 million from Supercell, 

Miniclip, Riot, 2019.11.20.
4.	 	TechCrunch- Bunch, the Discord for mobile games, raises $3.85M from Supercell, Tencent, 

Riot Games, 2019.11.20.
5.	 VentureBeat- Bunch raises $3.85 million for social mobile party app for gamers, 2019.11.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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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KIE의 10가지 제안

1.1. UKIE 개요 및 10가지 제안의 배경 

UKIE(UK Interactive Entertainment)는 영국의 게임 및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업 협회로서, 전국 450개 이상의 기업 및 및 조직을 대
표한다. 비영리 단체로서 소규모 신생 기업부터 대규모 다국적 게임 개
발업체, 퍼블리셔, 서비스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앱, 콘솔, PC, eSports, VR/
AR 게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영국이 게임과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개발과 퍼블리싱을 위한 최
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게임 산업을 지원 및 홍보하고 게임 산업의 성
장을 도모하는 것이 UKIE의 목표이다. 즉, 게임 산업의 번창에 필요한 
경제, 문화, 정치 및 사회적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와 영국 게임 및 대화형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영국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협회(UKIE)가 자국의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1월 15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에는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 내용과 함

께,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게임의 활

용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국 게임 산업의 특수

성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한편, 게임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및 

단체가 해야 할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UKIE, 영국 정부에 �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
10가지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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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E 산하에는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 그룹(Equality, Diversity 
& Inclusion, EDI Group), △e스포츠 그룹(eSports Group), △IP 그
룹(IP Group), △혼합현실(Mixed Reality) 그룹, △정책그룹(Policy 
Group), △홍모 및 커뮤니케이션 그룹(PR & Communication group)
이 활동 중이며, 영국의 게임 및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원
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1.2. 10가지 제안의 배경 

UKIE는 영국 총선을 앞둔 2019년 11월 15일 차기 정부가 비디오 게임 
및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번영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이익단체의 압
력을 반영한 것으로, 영국을 세계 최고의 게임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
한 업계의 열망을 담고 있다.  

2. 10가지 제안의 주요 내용

2.1. 게임 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예술위원회(Arts Council) 및 국가복권기금(National Lottery) 등을 
통해 문화적 비디오 게임(cultural video games)에 대한 공적자금
을 제공함으로써 여타 창조산업 분야와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
안한다. 

2.2. 게임과 디지털 문해력 

차기정부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향상을 위
한 비디오 게임의 역할을 인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모든 연
령대의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를 안전하게 탐색 할 수 있는 주요 디지
털 문해력 도구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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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게임 축제 활성화 지원 

런던 게임 페스티벌(London Games Festival)과 유사한 신규 또는 기
존 지역 게임 페스티벌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지역 비디오 게임 
산업의 성공 사례를 더욱 증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
가 업계 및 학계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에 대한 연구 지원 전략
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4. 영국 게임기금의 확대 

비디오 게임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영국 게임기금(UK Games 
Fund)을 확장하고 컨셉 단계의 게임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기금을 확보
할 것을 제안한다.  

2.5. 지역 단위의 성장 지원 

지역에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확장하기 위한 업계의 노
력을 지원함으로써,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에 걸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을 제안한다.  

2.6. 디지털 학교 확산 

전국의 모든 학교를 디지털 학교(Digital Schoolhouse)로 바꾸어 모
든 어린이들에게 놀이 기반의 컴퓨팅 교육을 시키는 한편, 교실 내에
서 모든 과목에 대한 학습 도구로 게임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을 제
안한다. 

2.7. 다양성 

UKIE의 다양성 조사 결과(2020년 초 출판 예정)에 따라, 게임 사업 분야
의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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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 
vices and Skills. 보통 ‘교육
기준청’으로 번역된다.

2.8. 게임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 및 근거 확보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사용자가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강력한 연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2.9. 교육과 훈련 

영국 교육기관의 등급을 매기는 Ofsted1 평가 기준을 창의성에 우선순
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2.10. e스포츠

e스포츠 분야의 풀뿌리 조직을 위한 공공자금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국
제 e스포츠 인재가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영국 e스포츠 
비즈니스가 더 많은 글로벌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함으로써 e스포츠 부문을 성장 시킬 것을 차기정부에 촉구한다.

3. 시사점 

UKIE이 차기정부를 대상으로 촉구하거나 제안한 내용에는 영국의 창
조산업 분야에서 게임 분야가 산업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와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교과 과목에서 비디오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기관의 등급 
평가 시 창의성 항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학교 교육에서 게임의 
긍정적 요인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게임 산업 지원정책 제안 및 수립 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은 물론 이 같은 사회적 · 교육적 · 문화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
안도 함께 추진될 수 있으며, 게임 산업 단체가 이를 위한 입법 로비 등
에 나서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결과 등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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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V-Ukie outlines its 2019 general election manifesto for the UK video game industry, 
2019.11.15

2.	 	UKIE-TheNextLevel: Priorities for the Games and Interactive Entertainment Industry, 
2019.11.15

3.	 UKIE-Ukie launches Next Level manifesto, 2019.11.15 

참고자료



인사이트



74

GLOBAL GAME INDUSTRY TREND

1. 들어가며

최근 리메이크된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게임을 재해석하는 데에는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최신 그래픽 기술과 UI 등을 재구성하고, 원본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하
는 방식으로 리메이크를 시도한다. 

특히 2019년 리메이크된 <레지던트 이블2(Resident Evil 2)>, <젤다
의 전설: 꿈꾸는 섬(The Legend of Zelda: Link’s Awakening)> 등은 
원작의 인기요소는 최대한 승계하고, 그래픽은 현대적으로 재구성함
으로써 상당한 흥행을 이끌었다. 특히 <레지던트 이블2>의 경우에는 
2019년에 재팬게임어워드(Japan Game Awards), 골든 조이스틱(The 
Golden Joystic)의 수상을 거머쥐었으며, 더게임어워드(The Game 
Awards)에서도 올해의 게임상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명실상부 지난 해 
가장 주목받는 게임 중 하나였다. 

최근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이 리메이크되어 다시 게임팬들을 흥

분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에 출시된 <레지던트 이블 2>의 

리메이크 버전은 게이머는 물론이거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아 GOTY에 

선정되기까지 했다. 2020년 역시 <레지던트 이블2>의 뒤를 밟아 현대

적으로 재해석되는 다수의 게임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메이크가 한 동안 게임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작용

할 것이라 관망 중이다. 

‘리메이크’ 게임 트렌드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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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인기 게임이 리메이크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미 2020년 출시를 공식화한 다수의 리메이크 게임들이 게임 팬들의 기대
를 한껏 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리메이크 버
전의 연내 출시가 공식화된 주요 타이틀과 관련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2. 2020년 출시되는 주요 리메이크 게임   

◎ 파이널 판타지 VII (2020년 3월 3일) 

2020년 3월 출시 예정인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Final Fantasy 
VII Remake, 이하 파이널 판타지)>는 1997년 출시된 동명의 타이틀을 
원작으로 한다. 그 이름 그대로 ‘파이널 판타지’의 7번째 시리즈였던 원
작 게임은 동일 시리즈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원작 출시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이끌어 내면서 해
당 IP를 활용한 게임, 영화, 단편소설 등 다양한 추가 콘텐츠를 파생시
킨 바 있다.  

리메이크되는 <파이널 판타지>는 원작 타이틀을 개발한 스퀘어 에닉
스(Square Enix)가 그대로 담당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플레이

<파이널 판타지 VII>의 리메이크 버전 트레일러 영상

출처: Sony Playstation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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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4에서 독점 출시될 것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 이후 엑스박스 원이나 PC 버전으로도 출시될 것이라 예상 중이다.

스퀘어 에닉스 측에 따르면, 리메이크되는 <파이널 판타지>는 원작의 기
본적인 요소만 남기고, 모든 것을 거의 새롭게 구성했다고 한다. 스토리
도 원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와 더불어 에
피소드를 분할 판매할 방침이라, 오는 3월에 출시 예정인 <파이널 판타
지>만으로는 모든 스토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할되는 에
피소드가 하나의 게임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이를 ‘파트(Part)’라고 설명했는데, 각 파트 하나하나가 완성된 게임이라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3월 출시 예정인 <파이널 판타지> 이후 이와 연결
되면서도 하나의 완결성을 갖춘 ’파트‘들이 지속 출시될 전망이다. 

◎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 (2020년)

2005년 출시된 바 있는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Destroy All Humans!)>
도 2020년 새롭게 단장하여 게이머들을 만나게 되었다. 유명한 영화 <화
성침공>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이 게임은 주인공이 외계인이다. 게이머
는 외계인이 되어 지구에 침략하고, 인간을 학살해야하는 미션을 부여받
는 것이 주된 게임 내용이다. 원작 출시 당시 이 게임은 21세기 초반의 미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 리메이크 버전 플레이 공개 영상 

출처: THQNordic



인사이트

77

01 	참고로 <레지던트 이블> 시
리즈는 미국판 명칭이다. 해
당 게임은 일본과 국내에서
는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
서 게임 출시 전에 이미 ‘바이
오하자드’라는 단어를 락밴
드가 상표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로열티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 외 출시 버전에서
는 <레지던트 이블>로 이름
을 붙였다고 알려져 있다. 

국을 풍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단과 게임머들에게 주목받았다. 2005
년 이후에는 시리즈 형태로 후속작들이 계속 출시되었으나, 2008년 12
월을 마지막으로 시리즈 개발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의 원작 출시 퍼블리셔인 THQ는 지난 2013
년에 노르딕 게임즈(Nordic Gaems)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노르딕 게
임즈는 이후 사명을 THQ노르딕(THQ Nordic)을 변경하였다. 인수를 
통해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의 IP는 THQ노르딕이 보유하고 있는 상
황이다. 2020년 리메이크되는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 또한, 퍼블리
싱을 THQ노르딕이 담당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메이크되는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
는 원작에 상당히 충실한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후문이다. 세계관도 거
의 동일하며, 원작에서 제시되었던 게임 미션들도 상당 부분 유지된다
고 알려져 있다. 한편, 리메이크 버전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는 플레
이스테이션4, 엑스박스원, PC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 레지던트 이블3: 네미시스 

<레지던트 이블21>의 리메이크를 통해 2019년 상당한 호응을 얻어낸 캡
콤(Capcom)은 2020년에도 해당 시리즈의 리메이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레지던트 이블3: 네미시스(Resident Evil 3: Nemesis, 이하 레지던트 
이블3)>이 바로 그것인데, 2020년 4월 출시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게임 타이틀은 1999년 발매된 <레지던트 이블3: 라스트 이스케이프>를 
원작으로 한다. 개발과 퍼블리싱은 물론 원작 그대로 캡콤이 담당한다.

게이머들은 <레지던트 이블3> 역시 <레지던트 이블2>만큼이나 완
성도 높은 리메이크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 중이다. 일례로, 미국의 게
임 전문매체 게임스팟(Gamespot)에서는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가장 기대되는 게임을 투표한 결과, <레지던트 이블3>가 그 중 
하나로 꼽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캡콤 측이 <레지던트 이블
2>의 리메이크를 통해 원작 게임을 현대적으로 적절하게 재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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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증명해냈고, 이러한 노하우가 <레지던트 이블3>에도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게임스팟의 설명이다.

한편, 캡콤 측에 따르면, <레지던트 이블3>의 리메이크에서는 <레지던
트 이블2>보다 액션성을 살리는 데 좀 더 무게를 살렸다고 한다. <레지던
트 이블2>의 경우 원작의 인기요소였던 호러 요소를 리메이크 버전에서
도 승계함으로써 흥행을 거두었다는 평가다. 그런데, 원작이었던 <레지
던트 이블3> 역시 ‘긴급 회피’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면서 원작 <레지던트 
이블2>보다 액션성이 추가되었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메이크
된 <레지던트 이블3> 역시 긴급 회피 등의 시스템이 추가될 것이라 보인
다. 실제로 캡콤 측이 공개한 트레일러 영상 등을 통해 긴급 회피 시스템
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와 이러한 예상이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 XIII

2003년 출시되었던 유비소프트(Ubisoft)의 1인칭 슈팅게임 <XIII>도 
2020년에 리메이크된다. 원래 <XIII>은 벨기에의 유명 그래픽 노블(만
화)를 원작으로 한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까닭에 2003년판 <XIII>은 
카툰풍의 그래픽으로 구성된 슈팅게임으로서 상당히 독특한 게임 경험

<레지던트 이블3> 리메이크 버전 

출처: Enga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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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닌텐도가 2001년부터 2007
년까지 발매한 콘솔이다. 

을 제공했다. 한편, 2003년 출시작은 PC, 플레이스테이션2, 엑스박스, 
게임큐브2를 지원했고, 2020년 리메이크 버전은 플레이스테이션4, 엑
스박스 원, 닌텐도 스위치, 윈도우즈 PC를 플랫폼으로 출시된다. 

리메이크 버전의 퍼블리셔는 유비소프트가 아닌 프랑스의 게임회사 
마이크로이즈(Micro ds)가 담당한다. <XIII>은 금번 리메이크에 앞서 
2007년에 이미 게임로프트(Gameloft)에 의해 모바일 버전으로 한 차
례 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모바일 버전은 2003년 타이틀과 달리 1인칭 
슈팅이 아닌, 사이드 스크롤링(Side-scrolling) 형태의 게임이었다. 즉, 
게임을 리메이크했다기보다는 원작 만화의 IP를 활용했던 셈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이즈가 2020년 출시 예정인 <XIII>은 2003년의 ‘리메
이크’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트레일
러 영상은 2003년 <XIII>과 유사하게 카툰풍의 그래픽을 차용하고 있
다. 하지만 퍼블리셔와 게임개발사가 2003년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재해석이 어떠한 형태로 보여질 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거기다가 <XIII>의 리메이크 버전 출시 일정은 당초 2019년 11월이었
다. 하지만 마이크로이즈 측에서 개발사의 개발 작업을 이유로 출시 일
정을 2020년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리메이크 버전이 게이머
들의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여론이 생겨나는 중이다. 

<XIII> 리메이크 버전 공개 영상 

출처: Micro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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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일각에서는 리메이크 게임이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게 된 배경을 ‘밀
레니얼’ 세대에게서 찾는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이와 관련하여, 리
메이크 게임과 레트로 게임의 인기를 하나로 묶어 분석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슈퍼패미컴, 닌텐도 NES 등 1990년대에 인기를 얻었던 게
임 콘솔들이 재판매되고 있는 것은 모두 밀레니얼 세대의 ‘향수’에 기인
한다는 분석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게임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가처분소득이 생긴데다가, 자
녀들과 여가를 보내며 게임을 자주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즐
겼던 게임을 다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트로 게임’이라는 트렌드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형성되
었으며, ‘리메이크 게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비즈니
스인사이더의 이 같은 분석은 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원작 출시 시기를  
살펴봤을 때 더욱 타당해 보인다. 2020년 업계에서 출시를 기대하는 리
메이크 게임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리메이크 트렌드는 게임산업의 주요 전략이라 할 수 있는 IP 활용 
전략과도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 이미 게임업계에서는 소설, 만화, 영
화 등에서 인기 있는 IP를 게임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무엇보다 
원작의 충성팬을 손쉽게 게이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게 IP 활용의 장점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리메이크는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게임 자체를 IP로 활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작게임의 
충성팬을 대상으로 수월하게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메이크가 과거의 게임을 IP로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는 어느 정도의 숙제 역시 부여된다. 그것은 바로 원작 게임을 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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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들을 새로이 유입시키는 것에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는 점이다. 게임전문매체 게임버스(Gameverse) 역시 이 점을 강조했
다. 그러면서 <레지던트 이블2>의 흥행 역시 원작 게이머와 별도로 원
작을 해보지 않은 게임팬까지 염두에 둔 리메이크 작업이 바탕되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예컨대, <레지던트 이블2>는 스토리상의 플롯 포인트와 캐릭터 정도만 
원작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플레이어의 시점이나 컨트롤 방식 등은 현
대적 방식을 차용해 상당한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레지던트 이블2> 리메이크 버전의 출치 초창기만 해도 일각에선 원작
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큰 흥행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지던트 이블2>의 리메이크 공식이 성공에 가까
워지는 방법임이 증명되었다고 게임버스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게임버스의 설명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과거 출시된 게임
들은 특히나 ‘보는 게임’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환경에서 탄생했다. 하
지만 현재의 게이머들은 게임을 하는 것과 별도로 타인의 게임 플레이
를 구경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과거와 현재
의 게임 이용 행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게임의 리메이
크는 단순히 향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게이머의 게임 이용 행태 변화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1.	 CNet- Final Fantasy 7 Remake won’t be a true PS4 exclusive after all, 2019.12.9
2.	 Engadget- ‘Resident Evil 3’ remake hits PS4, Xbox One and PC on April 3rd, 2019.12.10.
3.	 	Digital Trends- Resident Evil 3 Remake isn’t just a game. It’s my shot at redemption, 

2019.12.10
4.	 Game Debate- Up For Debate - What game would you love to see remade?, 2020.1.4.
5.	 Gamespot- The XIII Remake Has Been Delayed Into 2020, 2019.8.11.
6.	 	GameVerse- Why Video Game Remakes Are Better (and More Important) Than Ever, 

2019.6.24.
7.	 PC Gamer- Destroy All Humans! remake heading to Earth next year, 2019.6.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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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레이스테이션의 역사

1.1. 등장

당초 소니는 가정용 콘솔게임기를 직접 출시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소니는 자사의 주력이었던 반도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게임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시장 주도적 위치에 있던 닌텐도와 협
력 하에 CD 타이틀을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공동개발할 계획이었다. 그
러나 닌텐도는 게임업계에서는 초보에 불과한 소니와의 협력을 거절했
고, 닌텐도의 경쟁자인 소니에 제의한 협력 요청도 거절당하면서 직접 
콘솔게임기를 개발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콘솔게임기는 2D 그래픽 중심에 용량이 작은 롬 카트리지 방식
이 중심이었다. 소니는 자사의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고품질 3D 그래
픽을 핵심 컨셉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대용량 매체가 필요하다고 판
단해 기존 카트리지 대신 CD를 채용했다. 이 결정은 게이머와 게임업

2019년 12월 3일로 소니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이하 PS)이 출시 25주년을 맞았다. 당시 닌텐도, 세가 등이 시장을 선점

한 상태에서 후발주자로서 과감한 도전에 나선 소니는 3D 그래픽과 CD 

기반 대용량 타이틀이라는 특징을 앞세운 차세대 콘솔게임기로서 플레

이스테이션을 꺼내들었다. 이 승부수는 게임업계에 큰 혁신을 불러 일

으키며 플레이스테이션을 최정상의 자리에 올렸고, 이후로도 소니는 콘

솔업계의 중심축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선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25주년,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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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니의 후속기기인 플레이
스테이션 2가 역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만큼 공전
의 히트를 거두면서, 이에 경
쟁한 드림캐스트의 참패 이
후 세가는 콘솔 사업을 완전
히 포기했다.

계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플레이스테이션의 대성공을 이끌었다. 
출시 첫날에만 일본에서 10만 대가 팔렸으며, 최종적으로는 당시 경
쟁기기였던 닌텐도 64 및 세가 세턴(Sega Saturn)보다 많은 판매고
를 거두며 가장 빠르게 전세계 100만 대 판매고를 거둔 것으로 알려
졌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등장은 기존 콘솔업계에도 큰 격변을 일으켰다. 소
니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플레이스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덕
에 공정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가격인하를 실현했고, 뛰어난 성능에 가
격경쟁력까지 갖춘 소니의 공세는 결과적으로 세가가 콘솔시장에서 철
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1 이 외에도 기존 사업으로 
쌓은 유통 노하우, 서드파티와의 우호관계 구축 등으로 플레이스테이
션은 콘솔게임의 대중화를 더욱 앞당겼다는 평도 받고 있다.

1.2. 누적 판매 실적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는 2019년 11월 기준 25년간 전세계 누적 판매
량 4억 5000만 대 판매고를 거뒀으며, “가장 많이 팔린 가정용 콘솔게
임기” 기네스 신기록에 등재됐다. 여기에는 첫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
부터 2, 3, 4까지 전 기종의 판매량을 포함한 기록이다.

가장 많이 판매된 기종인 PS2는 모든 콘솔 및 휴대용게임기를 통틀어 
최대 판매고인 1억 5,700만 대를 기록한 바 있다. HD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최고 수준의 그래픽 성능과 저렴한 가격 등이 맞물리며 2012년까
지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덕분이다.

최신 기종인 PS4 역시 1994년 첫 기종의 1억 250만 대를 넘어선 1억 
480만 대라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현세대 최고의 콘솔게임기임을 입증
하고 있다. 경쟁기기인 엑스박스 원(Xbox One)과 닌텐도 스위치가 아
직 4,000만 대로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 다만 휴대용 게임기 부문에서
는 다소 실적이 부진한 편이다. 첫 기종인 PS포터블(PSP)은 8,100만 
대로 판매량 자체는 많았지만 경쟁기기인 닌텐도 DS의 절반 수준에 머
물러 있고, PS 비타(PS Vita)는 소니가 휴대용 게임기에 관심을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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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보다도 훨씬 적은 1,600만 판매고를 거뒀고, 결국 출시 7년만인 
2018년 단종되면서 소니의 휴대용 게임기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2. 현세대 콘솔 트렌드와 플레이스테이션

2.1. 클라우드 게이밍

2012년 소니가 인수한 클라우드 게이밍 업체 가이카이(Gaikai)의 역량
을 활용해,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유료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를 출시 초기부터 제공하고 있다. 전 기종과 달리 HW 영역에서 하위 기
종 타이틀을 구동하는 호환 기능이 빠진 대신, 이를 클라우드 게이밍으
로 보완한 셈이다.

이 외에 소니는 리모트 플레이(Remote Play)라는 기기 간 스트리밍 기
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활용한 것으로,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신의 플레이
스테이션에서 구동한 게임을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초기에는 이렇듯 이용자 편의 서비스라는 의미가 강했으나, 최근 콘솔업
계에서 클라우드 게이밍이 중요해지면서 소니도 이를 새로운 먹거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구글 스태디아(Google Stadia)와 
같이 신흥세력이 클라우드 게이밍을 앞세워 콘솔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
기 시작하면서, 전통 플랫폼홀더인 소니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두드러진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의 
이용가격을 인하하는 등 점차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2. VR 게이밍

소니는 2016년 자체 개발한 VR 헤드셋 플레이스테이션 VR(PSVR)을 
출시하며 VR 게이밍에서도 발빠른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게이밍 특화 
콘솔의 주변기기로서 기존 VR 헤드셋 대비 낮은 가격대와 풍부한 게임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호응을 얻었다. 2017년 1분기 기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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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VR 헤드셋 중에서 최초로 100만 대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2019년 1
분기 기준 판매량은 약 420만 대다.

다만 현재 PSVR은 다른 PC 기반 고사양 헤드셋 대비 낮은 성능, 기대 
이하의 지원 게임 확보 등으로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VR 게이밍 
시장 자체가 기대만큼 대중화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
지만, 소니의 VR 지원이 생각만큼 충실하지 못했던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한편, 소니가 PS4의 후속기인 PS5를 공식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PSVR 2 출시 루머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소니는 최근 VR 헤드
셋 관련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기술이 PSVR 2 혹은 기존 
PSVR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소니의 신규 VR 헤드셋 특허 기술 개요

출처: LetsGo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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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사양 업그레이드 하드웨어 트렌드

2016년 11월 출시한 PS4 Pro는 지금까지 업계가 후속 게임기로 넘어
가며 세대교체하는 방식과는 크게 다른 형태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기존 기종과 똑같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면서 단순히 하
드웨어의 성능만 향상시킨, 소위 “0.5 세대”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이
와 유사하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 엑스박스 원의 업그레이드 기종인 
엑스박스 원 엑스(Xbox One X)를 출시하면서, 당시 일각에서는 콘솔 
플랫폼의 세대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더 이상
의 세대교체 없이, 하드웨어의 성능만 업그레이드하며 콘솔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정식 후속 세대 콘솔인 PS5
와 엑스박스 시리즈S(Series S)를 발표하면서, 이런 주장은 거의 힘을 
잃게 됐다. 다만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하드웨어만 업그레
이드하는 방식은 최고급 퀄리티로 게임을 이용하고 싶은 게이머와 저
가에도 게임을 즐기려는 게이머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하드웨어 라인업 다양화라는 형태로 업계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3.1. PS 플랫폼의 영향력 지속 여부

소니는 PS4를 통해 현세대 콘솔 플랫폼 경쟁에서 사실상 1위 자리를 굳
힌 상태다. 경쟁기기인 엑스박스 원보다 낮은 가격대와 플랫폼 독점작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게임 라인업으로 승부를 일찍 결정지었으며, 이후 닌
텐도 스위치가 거세게 추격했지만 PS4는 선점효과에다 최근에는 스위치
가 촉발한 콘솔 붐 덕분에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나는 수혜를 입었다.

오는 2020년이면 PS4는 출시 7년차를 맞는다. 소니는 이미 후계기인 
PS5를 2020년 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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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엑스박스 시리즈X(Xbox Series X)와 같은 시기다. 8세대를 대표했던 
PS4를 넘어 빠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미있는 점은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게
이밍 및 VR/AR 기술 협력, 반도체 등 부품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구글
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스태디아를 공개하는 등 신흥 세력의 공세
가 가시화하면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자임에도 공동전선을 
구축해 신생 세력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니로서는 전통 콘
솔업계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보다는 구글, 에플, 아마존 
등 클라우드 게이밍을 앞세운 신흥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차세대 콘솔 경쟁에서 소니가 현재의 영향력을 지속할지 여부도 이들 
신흥 세력에 대한 소니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PS5의 
컴퓨팅 성능만큼이나 탑재될 게이밍 기능, 특히 클라우드 게이밍과 같
은 차세대 플랫폼 기술의 완성도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
일 것이다.

3.2. 국내 게임업계의 PS 플랫폼 진출 가능성

국내 게임업계는 크게 PC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 편중되어 있는 개
발 환경이 특징이다. 일부 업체가 콘솔게임을 개발하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데다 국내 콘솔 게임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은 탓에 두드러진 성
과를 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 내수시장만으로는 콘솔게임으로 수
익을 내지 못한다는 인식이다. 사실상 국내에서 개발되는 콘솔게임
은 대부분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과정
에서 해외 시장 환경이나 게이머 성향에 대한 이해 부족, 콘솔게임
을 개발한 적이 없어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이 겹치면서 실패를 겪는 
일이 많다.



88

GLOBAL GAME INDUSTRY TREND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은 AAA급 게임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강
해서인지 국내에서는 그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부
담을 느끼기도 한다. 수익성이 월등한 모바일 게임사업이 안정적인데 
굳이 실패 리스크가 큰 콘솔에 뛰어들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랜 기간 
콘솔과 멀어진 업계 사정상 관련 개발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따
라온다.

따라서 국내 업체가 PS 플랫폼에 진출하려면 우선 해외 PS 게이밍 생
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해야 하며, 독자적인 도전보다는 해외 업
체와의 협력을 통한 노하우 축적부터 시작해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
임업계가 PC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는 선도하는 위치일지 모르지만 콘
솔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수 시장의 영세함을 비판하기에 앞서, 해외 시장 공략을 위
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충실했는지 자문해 볼 시점이다. 

1.	 	Games Radar- PlayStation 25th Anniversary: How 소니 created the console that redefined 
the game industry, 2019.12.03

2.	 	Interesting Engineering- New PSVR 2 Patent Revealed, as 소니 Marks 3 Year PSVR 
Anniversary with Sale, 2019.10.14

3.	 	PlayStation Blog- Join us all week at PS Blog and on our social channels for a series of 
celebrations., 2019.12.02

4.	 Tech Radar- PlayStation VR 2: all the latest PSVR 2 rumors, 2019.10.09
5.	 	The Next Web- PlayStation awarded Guinness record for consoles sales on its 25th 

birthday, 2019.12.03
6.	 The Verge- Microsoft and 소니 are teaming up for the future of gaming, 2019.05.20
7.	 Venture Beat- 소니 has sold 4.2 million PlayStation VR headsets, 2019.03.2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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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MENA) 지역 소개

1.1. 기본 정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지칭하는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중동, 이슬람, 아랍이 있고 우리나
라에서는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두 다른 
개념이다. 중동은 지리적으로 동지중해부터 아라비아만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및 이란을 포함하는 지
역이다. 중동은 지역 내에서 다시 걸프만(the Gulf) 연안, 마그레브
(Maghreb), 레반트(Levant), 비옥한 초승달(the Fertile Cresent) 지
역으로 나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아우르는 MENA 지역 게임시장은 오일 머

니로 구축한 부, 성숙한 정보통신(ICT) 인프라, 인구의 절반이 30세 이

하인 젊은 게이머 층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게

임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지속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치경제

적 불안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

려는 탈석유화, 산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

먼트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게임산업에 대

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MENA 지역은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으로 매우 복잡한데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성이 뚜렷하여 현지화에 

특히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 중동(MENA) 게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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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만 연안국은 아랍에리미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
인,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오만을 지칭한다. 마그레브는 아랍어로 
‘해지는 장소’라는 뜻으로 아라비아 반도 기준 서쪽에 위치한 북서아
프리카 국가들인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
를 지칭한다. 레반트는 역사적으로 지중해 동쪽의 ‘해뜨는 지역’을 의
미하며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이 이 지역에 
속한다. 지역은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을 지칭하며 이라
크ㆍ시리아ㆍ레바논ㆍ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및 이란 남서쪽과 요르
단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아랍권은 언어를 기준으로 삼으며, 일례로 이스라엘, 이란, 터키 등은 
아랍어를 쓰지 않아 아랍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장 광의의 개념인 
이슬람은 종교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여기에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 
국가가 포함되지만, 국가와 종파에 따라 또다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
뉜다. 

MENA 지역 국가들의 인구는 약 4억 명, GDP는 약 2조 4,000억 달러
로 한국에 비해 1조 달러 가까이 높아 신흥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충분
하다. 비록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도 많지만, 카타르(6만 7,000달러), 
UAE(4만 3,004달러), 쿠웨이트(3만 4,243달러) 등 걸프만 지역 국가들
은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국(3만 3,346달러)보다 1인당 GDP
가 높고 구매력도 뛰어나다.

중동 지역 지도 

출처: Google(2019.12)



92

GLOBAL GAME INDUSTRY TREND

01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 
tion. 1987년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220여국 950여개 통
신사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01 �인구와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9년 6월 기준이며, 페이
스북 이용자 수는 2018년 
12월 기준. MENA에 포함되
는 북아프리카 지역은 제외
되어 있음

특히, 걸프만 지역 국가들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라고도 하는데, 
GCC는 1981년 설립된 정치 · 경제적 연합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 능력과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그동안 
급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차세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
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지만 2014년말 유가 하락 이후 높은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1.2. 정보통신 인프라

중동 지역의 정보통신(ICT) 인프라는 상당히 발달한 편이다. 인터넷월드
스탯(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
의 3.3%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보급률은 67.9%에 달한다.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이용자 수는 1억 1,650만 명에 달한다.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인 GSMA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억 7,500만 명으로 보급

인구수 비중 인터넷
이용자수 보급률 비중 Facebook

이용자수

중동 258,356,867 3.3% 175,502,589 67.9% 3.9% 116,482,942

나머지 7,457,866,342 96.7% 4,360,746,219 58.5% 96.1% 2,029,875,628

전 세계 7,716,223,209 100.0% 4,536,248,808 58.8% 100.0% 2,146,358,570

출처: Internet World Stats2

중동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자 수

중동 지역 국가별 모바일 OS 보급율� (단위: %)

출처: GSMA(2019.12)

● 안드로이드  ● iOS

요르단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84.65%77.34%65.60%

34.12%
2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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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118%에 달하며, 2025년까지 4억 5,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
산된다. 

2019년 7월 기준 주요 산유국의 모바일 OS별 보급률은 사우디아라
비아 65.6%(안드로이드), 34.12%(iOS), 요르단 84.65%(안드로이드), 
15.15%(iOS), 아랍에미리트 77.34%(안드로이드), 22.18%(iOS)로 안
드로이드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GSMA는 주요 산유국 중심으로 5G 출시가 임박했으며 2025년까
지 해당 지역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5,000만 명을 커버할 것으로 보
인다고 전망했다. 

1.3. 게임산업 육성 배경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의 여파로 중동 지역에는 재정 적자 
급증, 시리아 내전, 이란 경제 봉쇄 해제로 인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
등 재점화 등 정치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은 저유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휘발
유 가격 인상, 부가가치세 부과,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의 정책을 시행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석유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비석유 부문의 다양한 산업 발전을 통해 일자리
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분산시키는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를 뒷받침하는 산업 중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
이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대대적인 경제개혁 청
사진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중심, 투자의 
본산,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허브 구축”을 모토로 하는 
향후 15년간의 경제개혁 및 국가 개조 프로젝트다. 골자는 2020년까지 
석유 없는 경제 구조의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새로운 국가로 환
골탈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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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30’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
업 전담기관인 오락청(GEA: 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을 
설립했다. 세계 최대 롤러코스터 운영사인 Six Flags Entertainment
를 받아들여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3곳에 테마파크를 열 계획이며,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홍해 해변도시 제다에서 만화축제인 
‘Global Comics Expo’, 일명 ‘Comicon’를 개최하여 2만 명의 방문자
가 몰리기도 했다. 

2. 중동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2.1. 게임산업 현황

◎ 비디오 게임 산업 현황

뉴주(Newzoo)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는 
1,581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MENA 지역은 전체의 3%인 48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Vision 2030’

출처: LAI Global Game Services & DFC Intelligence(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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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했다. MENA 지역의 게임 산업은 2022년까지 연평균 12.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리미트 순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만, 이란의 경우 미국의 제재로 인해 리그오브레전드(LoL), 포트나
이트(Fortnite) 등의 글로벌 대작은 차단당한 상태다. 또한, 요르단은 
2018년 IT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는 부문이 SW, 모바일 
및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및 게임 분야 개발 활동으로 2018년 기준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기별 비중은 모바일 및 태블릿 게임(58%), 콘솔 게임(20%), 다운로
드/박스형 PC(20%), 기존 PC(3%) 순이다. 

지역별 게임 기기 선호도를 살펴보면 걸프만 연안 지역에서는 콘솔, 레
반트 지역에서는 PC,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바일을 선호하는 경향
이 두드러진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MENA 지역의 모바일 게임 부문은 
2015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2022년 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MENA 지역의 기기별 게임 시장 점유율

출처: Newzoo(2019.11)

● 모바일 및 태블릿  ● 콘솔  ● 다운로드/박스형 PC  ● 기존 PC

58%20%

20%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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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산업

MENA 지역의 2019년 e스포츠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0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MENA 지역의 e스포
츠 시장은 신흥시장이지만 산업 가치는 30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0년
까지 연간 매출 1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8년 MENA 지역 e스포츠 시청자 수는 1억 
7,300만 명에 달했고, 2019년에는 2억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
다. 가장 많이 관람한 경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챔피언십으로 2억 
명 이상이 결승전을 관람했다. 

주요 e스포츠 관람 채널은 트위치 및 유튜브 게이밍 채널이었으며, 시
청자 1인당 세션당 평균 시청 시간은 100분에 달했다. 2018년 1분기 
총 e스포츠 재생 시간은 2억 6,000만 시간을 기록했다. 

2.2. 게이머 현황

LAI Global Game Service에 따르면, MENA 지역의 게이머 수는 1억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이다. 이 중 모바일 게이머 수
가 6,000만 명, PC 게이머가 5,500만 명, 콘솔 게이머가 400만 명이다. 

뉴주에 따르면, MENA 지역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이며, 게이
머 주 연령층은 18~24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7명 중 1
명은 정기적으로 게임을 하며, 주당 평균 게임 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MENA 지역은 인구수로는 전 세계 게이머의 14%를 차지하는 반면, 연
간 평균 지출이 29.1달러로 전체 매출의 3%밖에 차지하지 않아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크게 평가받는 곳이다. 

그러나, MENA 지역은 게이머의 지출 면에서 매우 다양한 지역이다. 게
이머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이 아랍에미리트는 115달러, 사우디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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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68달러, 나이지리아는 9달러, 케냐는 7달러로 걸프만 지역 국가 
게이머들의 지출 규모가 월등히 높다.  

2.3. 선호하는 게임 장르

걸프만 지역에서는 슈팅 게임과 스포츠 게임이 가장 인기있는 장르이
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케이드, 전략, 스포츠 및 캐주얼 게임이 가
장 인기 있다. 

게임 타이틀 별로 살펴보면 걸프만 지역에서는 <포트나이트>, <피
파>, <오버워치> 및 <로켓리그>가 가장 인기있으며, 레반트 지역에
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가 가장 
인기있다. 

그러나, MENA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전략 게임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포
함한 전체 게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게임 수
로는 총 24개 게임 중 17개가 전략 게임으로 전체 게임의 47%를 차지
하며, 매출로는 85%를 차지한다. 전략 게임의 이 같은 인기는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하고, 집단중심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아랍 문화권의 특
성과 잘 맞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 <로드 모바일(Lord Mobile)>의 경우 아랍어 쓰기에 
맞춰 UI를 좌우 반전시켜 깔끔한 화면을 구현했으며, MENA 지역적 특성

MENA 지역 기기별 게이머 수� (단위: 만 명)

출처: Newzoo(2019.11)

● 모바일  ● PC  ● 콘솔

6,000

5,500

40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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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반영한 <오버워치>의 <Oasis Map>, <철권 7(Tekken 7)>’의 
아랍어권 캐릭터 ‘Shaheen’ 등은 현지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또한 <클래시 오브 킹즈(Clash of Kings)>와 유사한 중국 게임인 <리
벤지 오브 술탄(Revenge of Sultan)>도 캐릭터 및 배경을 MENA 지역
에 맞게 재설정해서 출시, 아랍어권에서 1위를 수성하는 게임으로 거
듭났다.

<철권 7(Tekken 7)>의 로컬 캐릭터 ‘Shaheen’

출처: eSports Middle East(2017.1)

<Revenge of Sultan>

출처: <Revenge of Sultan> facebok 공식 계정(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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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시장 이슈 및 최근 동향

◎ 엄격한 검열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게임 시장 성장

MENA 지역의 게임 규제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편이다. 대표적으
로 반이슬람적인 표현, 여성의 노출, 돼지고기, 광고, 신용 카드, 잠재적 
국가 간 대립 요소 등 게임에서 금기시되는 표현이 있어 배포가 금지되
는 게임도 상당수 있다. 

일례로, <배틀필드3(Battlefield 3)>, <갓 오브 워(God of War)>, <콜 
오브 듀티4(Call of Duty 4: Modern Warfare)>, <GTA(Grand Theft 
Auto) 시리즈>,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 등이 폭력성, 중독
성 등을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게임 확산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한 금지령이 떨어져도 다른 채널을 통해 금지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불법 복제의 감소

중동 지역 중 걸프만 지역 국가들은 게이머들의 구매력이 높은 편이지
만, 게임의 불법 복제가 만연한 지역 중 하나로, 한때 PS2 게임의 99%
가 불법 복제판이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였다. MENA 지역 전체를 아
우를 통일된 게임 정식판 출시 날짜를 정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미국이
나 유럽에서 수입된 CD 및 DVD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불법 복제 확
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게임의 확산으로 불법 복제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게임 자체는 무료지만 앱 내 아이템 획득이나 레벨업을 
위한 소액결제로 구매력이 낮은 게이머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편이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 스토어 등을 통해 주로 배포되는 게임들은 불법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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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게임 개발 증가 

MENA 지역은 전통적으로 로컬 게임보다는 글로벌 업체의 대형 타이
틀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로컬 게임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일
례로, 두바이의 미디어 그룹인 MBC Group의 캐주얼 게임 전용 써드파
티 앱스토어인 WIZZO는 레바논 팝스타인 Haifa Wehbe가 출연한 애
니메이션 ‘Invasion’을 동명의 게임으로 개발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여성 개발자인 Fakhra Al Mansouri는 5년 전 자신의 
스튜디오인 ‘Hybrid Humans Game Studio’를 설립하고 꾸준히 모바

Fakhra Al Mansouri의 게임 <Falcon Valley>

출처: Euronews(2019.8)

WIZZO의 게임 <Invasion>에 등장한 Haifa Wehbe 캐릭터

출처: Euronews(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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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게임을 제작해왔다. 그녀의 대표작인 <팰콘 밸리(Falcon Valley)>는 
로컬 문화를 강조한 멀티플레이어 레이싱 게임으로 2017년 애플 앱 스
토어의 ‘오늘의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l Mansouri는 이 외에도 정부용 어린이 시민 교육 게임앱인 <Kid X>, 
기업고객용 가상현실 기반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 게임 산업 인프라의 고도화

두바이는 글로벌 e스포츠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하에 970억 규모의 
자체 e스포츠 스타디움 설립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규모의 e스
포츠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라이엇 게임즈블리자드 등의 e스포츠 리그 
경기를 무리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되면 MENA 지역의 e스포츠 산업 발
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Dell)은 2018년 1월 MENA 지역
의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원스톱 게임 뉴스 허
브인 ‘Ready to Game ME’를 출시했다. Ready to Game ME는 MENA 
지역의 주요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게
이머 간 교류를 통해 MENA 지역 게임 산업의 단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일례로, 델은 Reday to Game ME를 통해 ‘Battle of Cafes DOTA2 
MENA Game Championship’이라는 자체 토너먼트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토너먼트는 Reday to Game ME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우승하면 Dell이 1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4. 글로벌 게임의 현지화 사례 

게임의 현지화는 게임이 해당 지역에 최초로 출시될 때 로컬 게이머
에게 문화적 장벽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특히 
MENA 지역의 경우 이슬람이라는 강력하고 보수적인 종교의 힘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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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좌로 표기하는 아랍 문자와 같은 독특한 문화적 요소 때문에 현지
화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핵심적인 게임 확산 전략으로 꼽힌다. 주요 글
로벌 게임 업체들의 현지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This is Football

소니는 MENA 지역 최초의 아랍어 현지화를 시도한 게임 플랫폼으로 
PS2용 게임인 <디스 이즈 풋볼(This is Footbal)l>의 아랍어 버전을 개
발했다. 이후 PS3, PS4용 아랍어 버전을 꾸준히 개발한 소니는 몇 년간 
거의 유일한 아랍어 버전의 콘솔용 콘텐츠를 보유한 플랫폼이었다. 

◎ Valve, Ubisoft, Activision Blizzard

밸브와 유비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스튜디오도 자사 콘텐츠의 현지화
에 많은 투자를 했다. 밸브는 2014년 MENA 지역 전용 서버를 구축하
여 <도타2(Dota 2)>, <포트리스2(Fortress 2)>, <카운터 스트라이크: 
GO(Counter Strike : Global Offensive)>와 같은 게임을 구동했다. 

유비소프트는 MENA 지역 게임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아부다비의 현지 
게임 교육기관인 Tadreeb, twofour54 등과 활발히 협업했다. 액티비
전 블리자드는 건실한 로컬 개발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지화를 
진행했다. 

◎ 모두의 마블(Traveling Millionaire)

현지화는 단순히 언어만 아랍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캐
릭터, 게임의 모든 시각 디자인을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
로 적절한 현지화로 MENA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모두의 마블
(Traveling Millionaire)>은 출시 3년 만에 현재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 모두의 마블 측은 MENA 지역 출시 3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행운의 주사위와 라마단 전용 주사위를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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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age2: Revolution

현지 퍼블리셔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리니
지2: 레볼루션(Linage2: Revolution)>은 유튜브를 통해 현지 퍼블리셔들
에게 최초 아랍어 버전 플레이 이후 피드백와 수정 기간을 거쳐 “Linage2: 
Harb albakaa”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 출시되었다.

모두의 마블(Traveling Millionaire) 아랍어 버전

출처: Almrsal(2019.3)

<Linege2: Revolution>의 아랍어 버전

출처: PC mag(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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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게임 행사

◎ Middle East Games Con 

2017년부터 매년 10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중동 지역의 최신 게임 콘텐츠를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10
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게임 개발업체들의 미공
개 게임, 독점 상품, 애니메이션, 공식 e스포츠 토너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인플루언서들, 유튜브의 게
이밍 스타등을 대거 초대했다.  

1.	 Pocket Gamer- Region focus: A deep dive into the MENA games industry, 2019.8.30.
2.	 Khaleej Times- $3B Mena eSports attracts more audience than ever before, 2019.3.14.
3.	 Aljazeera- Locked Out: US sanctions are ruining online gaming in Iran, 2019.12.23.
4.	 	the National- Gaming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the stats you need to know, from 

average spend to numbers of gamers, 2019.11.21.
5.	 Tamatem- How the MENA Market Is Entering the Gaming Scene?, 2018.1.26.
6.	 PC mag- Lineage 2: Harb albakaa, region’s first Arabic mobile MMORPG launches, 2018.7.16.
7.	 	Saudi Gazette- MENA region captured 26% of the world mobile-game market last year, 

2018.5.25
8.	 	MARKAZ- Gaming Market in the Middle East - Part2: Key trends in the Middle East gaming 

market, 2018.4.3.
9.	 	Euronews- Here’s what is pushing the right buttons with MENA game developers, 2019.8.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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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케이드, 비디오게임이 시작된 곳

1.1. 아케이드의 탄생

19세기까지 오락물은 절대 다수가 실황, 즉 공연 현장이나 스포츠 경기
장에 직접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20세기가 가까워지면서 기
술 발전에 힘입어, 음악을 들려주는 축음기나 영화를 보여 주는 활동사
진 영사기 등 새로운 기기들이 출현하였다. 

이런 흐름을 감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값비싼 새로운 기계를 대량으
로 구입한 후, 실황 공연을 즐길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던 노동자들이 일
과 후에 1센트나 5센트를 내고 잠깐 동안 신식 기계들을 이용해 재미와 
스릴을 느끼게 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 밖에도 운세를 점치는 

스마트폰이 훌륭한 손 안의 게임기기로 기능하면서 8~90년대 전자오

락실에서 즐겼던 많은 게임들이 게임 앱으로 변신하였고, 굳이 오락실

을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진화에 따

른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그 반대 흐름도 있다. 인기

를 얻은 스마트폰 게임들 중 일부가 아케이드 버전으로 변신하여 게임

센터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

다. 집이나 차 안에서 언제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위해 굳이 게임

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게임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케이드 버전 게임에 존재하는 ‘보상’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아케이드 게임센터는 모바일게임 

개발기업들의 니치 마켓이 될 수 있다.

[플랫폼] 아케이드 게임센터, 
모바일게임의 니치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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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컴퓨터의 프로세서 내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아주 빠른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regi 
ster)라고 한다. AND, NOT, 
OR, XOR 등 기본적인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논리 
게이트(gate) 회로라 한다. 
레지스터와 게이트로 구성
되며 순서에 따라 일정한 출
력이 나오고, 일정한 주기가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는 것을 카운터(counter)라 
한다.

기계, 경쟁심을 자극하고 남자다움을 테스트 하는 힘과 폐활량 측정기, 
장난감 사격장, 핀볼 기계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는데, 이로써 동전 투
입식 오락기가 가득 들어찬 ‘아케이드’라는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1966년 ‘스탠퍼드 인공지능연구소(SAIL)’에서 근무하던 스티브 러셀은 
연구소의 메인프레임 컴퓨터로 구동되는 <스페이스 워(Space War)>
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연구소 내 개발자들의 놀이였던 이 게임을 아케
이드에 가져다 놓으면 핀볼을 대신하며 대성공을 거두리라 생각한 사
람이 두 명 있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해커였던 빌 피츠는 1971년 11월 세계 최초로 스탠퍼
드 대학 학생회관에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기기를 등장시켰다. <스페이스 
워>의 복제품이었던 이 게임의 이름은 <갤럭시 게임(Galaxy Game)>이
었는데, 관심은 끌었으나 고가의 개발비를 회수하지는 못했다.

유타 대학의 컴퓨터 공학자 놀런 부쉬넬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가였
던 컴퓨터로 <스페이스 워>를 재현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
직 게이트 회로와 카운터만 가지고1 <컴퓨터 스페이스>라는 비디오 아
케이드 게임기기를 만들었는데, 아케이드의 일반인들은 UFO 난투극 
컨셉의 이 게임을 어려워했다.

기술이 진보로 만들어진 놀이 공간, ‘아케이드’의 탄생

출처:The Comic Book Story of Video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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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퐁>은 아케이드에 설치된 
지 며칠 만에 고장 수리가 접
수되었는데, 알고 보니 동전
통이 꽉 차고 동전 투입구까
지 막혀 동전을 더 이상 넣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03 �FEC 형태는 70년대 후반에 
나타났으나,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확대되어다. 놀런 부
쉬넬이 1977년에 만든 ‘척키
치즈(Chuck E. Cheese’s)’
는 최초 FEC 중 하나로, 현재 
전세계 15개국에서 600개 
이상의 매장이 운영 중이다.

놀런 부쉬넬은 이후 ‘아타리(ATARI)’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했고, 1972
년 탁구를 모티브로 한 아케이드 게임기기 <퐁(Pong)>을 아케이드에 
선보였다. <컴퓨터 스페이스>와 달리 스포츠 컨셉의 <퐁>에는 많은 사
람들이 호응했고2, 이로써 아케이드게임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1.2. 성공과 위기, 그리고 부활

<퐁>의 대성공 이후 수많은 복제품들이 개발되어 아케이드로 진출했
다. 컴퓨터 비디오게임이 풍기는 미래적 이미지로 이제 청소년들도 아
케이드를 찾게 되었으며, 남녀노소 모두 아케이드에서 비디오게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리고 반작용으로 청소년들의 아케이드 게
임센터 출입을 제한하려는 규제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아케이드게임은 80년 중후반 가정용 게임기기, 즉 콘솔(console)의 발전
에 따라 잠시 주춤하게 된다. 콘솔을 구입하면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동
전을 넣을 필요가 없었고, 여러 게임을 바꿔가며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다시 아케이드로 불러 모은 것은 90년대 중반의 ‘대전형 격투
게임’이었다. 버추얼 파이터, 스트리트파이터 등의 게임은 컴퓨터가 아
닌 사람과 대결한다는 점에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아케이드게임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은 PC와 인터넷의 발전이었다. 
컴퓨터는 개인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졌고, 인터넷과 연결
되면서 PC게임은 온라인게임이 되었다. 이 시기 콘솔도 세대를 높여가
며 발전을 지속하였고, 콘솔 역시 인터넷과 연결되었다. 사람과 대결한
다는 아케이드게임의 장점은 전세계의 사람과 동시에 플레이 할 수 있
는 네트워크 게임 앞에서 이제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아케이드게임업계는 몇 가지 생존전략을 마련하였다. 우
선 레스토랑, 바, 스포츠 시설들과 결합을 강화하며, 아케이드 게임센터
가 아닌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공간’(Family Entertainment Center, 
FEC)3로 거듭났다. 다음으로 게임의 구색은 몸을 사용하는 체감형 게임
과 스포츠 게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108

GLOBAL GAME INDUSTRY TREND

 

04 �아케이드게임과 FEC의 아버
지라 할 수 있는 놀런 부쉬넬
은 가장 좋은 게임은 배우기
는 쉽고 마스터하기는 어려
워야 하며, 적절한 보상을 주
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놀
런의 법칙(Nolan’s Law)’이
라고 한다.

게임센터의 빈번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계(redemption)’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보상방식은 게임 성적에 따라 티켓을 배출하고, 
이용자는 이 티켓들을 모아 원하는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
은 성공적이어서 FEC 이용자들 특히 어린이들은 티켓을 얻기 위해 더 
자주 게임을 하여 스킬을 높이고 싶어 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게임과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장려하였다.4

2. 아케이드게임과 모바일게임의 관계 맺기

2.1. 아케이드에서 모바일로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2009년경부터 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
렸으며,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 궤를 같이 해 
모바일게임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의 등장과 급성장은 아케이드게임에 위협요인이 더욱 커졌
음을 뜻한다. PC온라인게임과 콘솔게임의 발전으로 이미 한차례 어려
움을 겪었는데, 모바일게임은 그 PC와 콘솔마저도 주도권을 내주고 있
는 강력한 끝판왕이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센터(FEC) ‘척키치즈’

출처:Chuck E. Che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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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모바일게임은 아케이드게임의 유산을 자양분 삼아 등장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짧은 플레이 시간, 지속적인 도전, 단순한 
게임 플레이’ 등 아케이드게임의 핵심적 속성들은 주로 이동 중이나 휴
식 중에 잠깐 즐기는 모바일게임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었다. 

<앵그리버드(Angry Bird)>로 대표되는 초기 모바일게임 성공작들의 장르
가 ‘아케이드’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구글플레이의 게임 카테고
리는 17개의 세부 분류를 두고 있는데, ‘아케이드’ 장르도 그 중 하나다.

모바일게임이 아케이드게임으로부터 게임의 속성이나 플레이 방식만 
빌려온 것은 아니다. 과거 게임센터(우리나라는 전자오락실)에서 인기
가 있었던 팩맨, 브레이크아웃(벽돌깨기), 테트리스, 1942 등은 대부분 
모바일게임으로 변환되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 왔다.

2.2. 모바일에서 아케이드로

한편 아케이드게임과 모바일게임이 관계를 맺기 방식에는 그 반대방향
의 흐름도 존재한다. 즉, 인기를 모은 모바일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기
로 변환하여 게임센터나 FEC를 통해 유통하려는 시도다.

아케이드게임을 모바일게임으로 변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업전략으
로 볼 수 있다.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때 아케이드

모바일게임으로 변신한 인기 아케이드게임들

출처:Popula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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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he International Asso-
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세계어뮤즈
먼트시설협회)가 매년 주최
하는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아케이드게임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다. 

게임을 좋아했으나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게임센터 방문을 하지 못
하는 청장년층에게는 어필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모바일게임을 아케이드 버전화 하는 것은 일견 비합리적 선택으
로 보인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편히 할 수 있는데도 동일한 게임 경험
을 얻기 위해 굳이 게임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무엇보다 질릴 때까지 무
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플레이 할 때마다 매번 동전을 넣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2014년경부터 시작된 모바일 앱 게임의 아케이드 버전화
는 지속되고 있으며, 젯팩 조이라이드(Jetpack Joyride), 두들점프
(Doodle Jump), 프룻닌자(Fruit Ninja), 템플런(Temple Run), 플래피
버드(Flappy Bird), 캔디크러시사가(Candy Crush Saga), 서브웨이서
퍼(Subway Surfer), 크로시로드(Crossy Road) 등이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에는 2018년에 미국 최대 아케이드 게임기기 제조업체인 베이텍
(Bay Tek)이 ‘윌리크래시(Willy Crash)’를 아베이드 버전과 모바일 앱
으로 출시한 바 있다. 2019 IAAPA5에서는 케찹(Ketchapp)의 모바일 
게임 ’스택(Stack)’을 미국의 신흥 아케이드 게임기기 제조업체 아드레
날린 어뮤즈먼트(Adrenaline Amusements)가 4인용 아케이드게임 
‘크레이지타워(Crazy Tower)’로 재탄생시켜 관심을 모았다.

아케이드 게임기기로 변신한 캐주얼 모바일게임들

출처:Betson Enterprises



이머징 게임마켓

111

2.3. 연결고리는 FEC와 보상 시스템

물론 5인치 내외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하던 게임을 65인치 이상의 대
화면으로 즐기는 데서 색다른 경험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윌
리크래시처럼 게임의 컨셉에 맞게 특수 제작된 컨트롤러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을 위해 기꺼이 매번 돈
을 지불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바일게임의 아케이드 버전화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용자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에 투입하는 동전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FEC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FEC는 아케이드게임
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 바, 볼링장 및 다양한 실내 어
뮤즈먼트 시설 등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라 일단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가족 식사 목적으로만 들렀다가 즉흥적으로 아케
이드 게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FEC 내의 아케이드 게임센터에는 보상 시스템이 존재한다. 동
전을 넣고 게임을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티켓을 받아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경품의 종류는 과자나 사탕부터 닌텐도 스위치나 태블릿까지 
다양하다.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에서 평소 스마트폰을 통해 익숙
해진 게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미 어느 정도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좋은 게임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용자라면 투입한 동전 이상의 보
상 가치를 확실히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EC에서 잘 모르는 게임들을 하느니 확실히 티켓을 얻을 자신이 있는 
게임에만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티켓을 모아 단시간 내에 원하는 경품
으로 교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모바일 앱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기로 변환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데에는 바로 이런 ‘경제적 유인’
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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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비디오형 보상 제공 게임을 
최근에는 ‘비뎀션(Videmp-
tion)’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video와 redemption을 결
합한 말이다.

3. 모바일을 끌어안는 아케이드

3.1. 비디오형 보상 제공 게임

아케이드 게임센터에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존재한다. 비디오게임 장르
는 기본적으로 PC 및 콘솔게임과 동일하다. 농구, 에어하키 등 기구를 이용
하는 스포츠게임 장르도 있고, 고리던지기나 두더지잡기 같이 스포츠는 아
니나 몸을 움직이고 기구를 사용하는 체험형게임 장르도 있다. 펌프와 기
타히어로 같은 리듬액션 장르도 대표적인 아케이드게임의 한 유형이다.

이 중 FEC나 아케이드 게임센터에서 보상 시스템을 주로 적용하는 장
르는 체험형게임들이다. 세계 최대 아케이드게임시장인 미국에서 가
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은 보상 제공 체험형 게임인 <스키볼(Skee-
Ball)>이다. 이 게임은 1908년에 개발된 것으로 미국 아케이드게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 아케이드게임업계는 새로운 세대의 이용자층을 
겨냥해 체험형게임이 아닌 비디오게임 기반의 보상 제공 게임기기6 개
발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전략 하에서 주목한 것이 아케이드게임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 캐주얼 모바일 게임들이었다. 

이 시기 베이텍과 코스탈어뮤즈먼트(Coastal Amusements) 등 주요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은 내부적으로 모바일게임 개발팀 운영을 시작했

아케이드 게임센터 안의 보상 시스템

출처: LAI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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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내 아케이드게임 전문 저
널 ‘어뮤즈미디어’의 추정

고, 베이텍이 2015년 자이모(Zymo)를 인수하는 등 모바일 앱 개발 역
량의 외부 소싱도 확대하였다. 2010년 설립된 아드레날린어뮤즈먼트
(Adrenaline Amusements)는 비디오형 보상 제공 게임기기 개발을 전
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2. 국내 게임업계에 주는 시사점

2007년 이후 아케이드게임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국내 게임업계
에서 모바일게임의 아케이드 버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시장의 상
황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다. 

 「2018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게임산업에서 아
케이드게임의 비중은 19.4%인 반면, 국내 게임산업에서 아케이드 게
임의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센터의 수는 2019
년 말 현재 400~600개7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보편화된 FEC 형태의 매
장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모바일게임의 
아케이드 컨버전에 경제적 동기가 되고 있는 ‘보상 시스템’이 국내에서
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내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들은 내수가 아닌 수출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체험형 보상 게임 스키볼(左)과 비디오형 보상 게임(右) 

출처: SKEE-BALL & Adrenaline Amu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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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이상의 전통을 축적해가고 있는 미국과 품질 대비 가격 경쟁
력을 앞세운 중국 사이에서 고전을 겪고 있다.

세계 최대 아케이드게임시장인 미국에서 비디오형 보상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19 IAAPA에서 340만 달러 수출계약을 달성한 국내기업 ‘모
어스’는 비디오형 리뎀션 기기라는 니치 마켓을 발견했고, 이에 적합한 
게임을 철저히 준비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비단 아케이드게임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모바일게임업계도 이런 흐름
을 함께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아케이드게임업체들이 모바일게임 개
발업체들을 인수한 데서 보듯, 비디오형 보상 게임의 개발은 아케이드
와 모바일업계의 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로 든 모어스
도 모바일게임 사업 전력이 있으며, 모바일게임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아케이드게임업계로 전환한 사례이다.

거의 모든 게임업체가 모바일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케이드게임과 모바일게임 업체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한국 게임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게임기업들도 모바일-콘솔-온라인게임으로 버전을 다양화하
려는 시도를 전개 중인데, 경우에 따라 아케이드게임까지 지평을 확대
한다면 한국 게임산업의 토대는 더욱 단단해지고 게임문화는 더욱 보
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1.	 	blooploop- IAAPA Expo 2019: Highlighting innovation and expertise from around the globe, 
2019.12.02. 

2.	 	Arcade Heroes– The World’s Largest Frogger Spotted On Test, 2019.06.14.
3.	 	Android Authority– 15 best arcade games for Android! (Updated 2019), 2019.05.12.
4.	 	CTECH– Eight Old School Video Games You Can Play on Your Phone, 2019.01.04.
5.	 	techradar– Why mobile games are appearing in arcades all over the world, 2017.08.19.
6.	 	Gamasutra- Persuasive Games: Familiarity, Habituation, and Catchiness, 2009.04.02.

참고자료



게임 캘린더



116

GLOBAL GAME INDUSTRY TREND

01 	IAAPA는 1914년에 설립되었
으며, 2019년 말 현재 전세계 
5,30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02 	Family Entertainment Cen 
ter(FEC)의 초기 형태는 아케
이드 게임센터와 레스토랑 
또는 바를 결합한 것이었으
나, 이후 볼링장, 실내 암벽등
반, 짚라인, 실내 카트 등이 
결합하며 도심형 실내 테마
파크로 발전해 오고 있다.

1. [Latest] IAAPA Expo 2019(11.18~11.23)

1.1. 박람회 성과

세계어뮤즈먼트시설협회(IAAP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 and Attractions)1는 1년에 세 차례 엑스포를 개최
한다. 6월에 아시아지역에서 IAAPA Expo Asia를, 9월에 유럽지역에서 
IAAPA Expo Europe을 개최하며, 11월에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도 
IAAPA Expo를 개최하는데, 11월 엑스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뮤즈먼
트시설 관련 전시회다.

IAAPA가 다루는 어뮤즈먼트시설의 범위는 아주 넓어서 테마파크, 워터
파크, 가족형엔터테인먼트센터(FEC)2, 동물원, 아쿠아리움, 박물관, 과학
센터, 리조트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놀이기구는 물론 운영시스템이

2019년 11월 개최된 IAAPA Expo 2019에서는 무인 운영이 가능한 VR 시

뮬레이터 게임과 3~4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인용 아케이드게임들이 

주목을 받았다. 1월 개최되는 PAX South에서는 2020년 상반기 기대작이 

대거 공개,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둘러싼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2월

에는 D.I.C.E. Summit이 개최돼 ‘넥스트 레벨(Next Level)’을 테마로 업

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해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할 전망

이다. 글로벌 게임쇼로 성장한 GDC는 2020년부터 세션 형식에 변화를 주

어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코어 컨셉트(Core Concept)를 3

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여느 해와 다름없이 메이저 게임업체는 물론 인디 

게임업체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강연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IAAPA 2019 / PAX South 
2020 / D.I.C.E. Summit 
2020 / GDC 2020



게임 캘린더

117

03 	총 참석자 수는 바이어 수와 
전시참가 기업의 인원수를 
합한 것이다.

나 경품 및 홍보물품까지 전시된다. 테마파크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놀이
기구도 전시장 내에 실제로 설치되고 관람객들이 직접 타볼 수도 있다.

IAAPA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전시회가 아니라 
기구 및 기기 제조업체와 어뮤즈먼트시설 운영사업자 및 유통사업자 간 
실제 구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마켓 쇼’라는 점이다. E3, 도쿄게임
쇼, 차이나조이 등과 같이 수십만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지는 않지만, 전
세계의 바이어들과 밀도 있는 거래 협상을 하고 게임에 대한 냉철한 평가
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이다.

2019년 11월 44번째로 열린 IAAPA Expo에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바이
어들이 참관하여 2020년 세계 테마파크 및 어뮤즈먼트시설 산업의 전망

IAAPA 2019의 대표 전시물이 된 어트랙션 ‘Zamperla’

출처: Carnival Warehouse

2019(잠정) 2018 2017

총 바이어 수 27,800 26,000 24,700

총 참석자 수3 42,600 41,100 38,200

전시기업 수 1,146 1,151 1,151

출처: IAAPA

IAAPA Expo 2019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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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게임센터나 VR아케이드 등 
특정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VR게임을 LBVR(Location 
Based VR, 장소 기반 VR)이
라고 한다.

이 밝을 것임을 시사했다. IAAPA측은 2020년 엑스포에서는 전시장 건물
을 추가하여, 현재 하나의 건물에서 함께 전시되고 있는 테마파크 시설 
부문과 FEC와 아케이드 등 실내 어뮤즈먼트 부문을 분리할 방침이다.

한편 IAAPA Expo 2019에는 국내 아케이드게임 및 VR게임 개발업체 
14개 사도 참가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전시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국내 참가기업들은 상담건
수 총 600건, 계약체결액 총 440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1.2. 장소 기반 VR게임4 동향

글로벌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VR(가상현실) 게임의 
수용이다. 시뮬레이터형 게임은 아케이드게임의 주요 장르 중 하나이
기 때문에, 아케이드게임산업은 VR 시뮬레이터 게임을 아케이드게임
의 한 갈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7~2018 IAAPA에 비해 2019년 전시회에서 VR 아케이드게임의 전
시 비중은 줄어들었다. IAAPA 관계자는 2018년에 참가기업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평했다. 

터키의 도프로보틱스(DOF Robotics)는 이번 IAAPA에서 VR업체 중 가
장 큰 규모로 부스를 꾸렸으면 16인승 대형 VR 시뮬레이터 등을 선보

무인 운영이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게임 ‘Virtual Rabbids’

출처: LAI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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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워킹 어트랙션(Walking Att-
raction)은 사방 수 미터의 
공간에 동작 인식 센서와 카
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용자
의 위치와 방향, 움직임 등을 
감지해 게임에 반영하는 방
식의 VR게임을 말한다.

였다. 미국의 신생기업 박스블래스터(Boxblaster)는 공간 규모를 반으
로 줄인 워킹어트랙션5 게임으로 관심을 모았다.

IAAPA 2019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VR게임은 엘에이아이게임즈(LAI 
Games)의 <버추얼 래비즈(Virtual Rabbids)>였다. 2인승 롤러코스터
형 시뮬레이터 게임인 버추얼 래비즈는 유비소프트의 유명 IP를 이용해 
개발한 유려한 그래픽과 시뮬레이터의 완벽한 연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
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VR 시뮬레이터 게임들이 운영 인력을 필요로 하
는 것에 비해 무인 운영이 가능하여 FEC 사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1.3. 아케이드게임 동향

아케이드게임은 IAAPA Expo를 구성하는 주요 어뮤즈먼트 부문 중 하
나다. 아케이드게임은 FEC 및 코인-옵(coin-op) 구역에 전시되는데, 코
인-옵은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coin-operated) 게임이라는 뜻으로 
아케이드게임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새로운 게임기기가 수시로 개발된다기보다 수십 
년 이상 이용되는 기기가 빈번한 전통이 강조되는 시장이다. 동일한 게
임이 매년 조금씩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IAAPA Expo에 참가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대화
면 게임과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인용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선호 흐름은 2019년 전시회에서도 이어졌다. 아드레날린어뮤즈먼트는 
4인용 비디오게임인 <Rabbids & Ladders>와 <Crazy Tower>로 주목
을 끌었다. 특히 2016년에 발표된 <Crazy Tower>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다 세련된 홀로그래픽 기술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아타리(Atari)로부터 <퐁(Pong)>의 라이선스를 받은 중국의 유니스
(UNIS)는 4인용 퐁인 <퐁 녹아웃(Pong Knock Out)>을 선보였다. 4인
용 퐁은 미국 최대 FEC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데이브앤버스터스(Dave 
& Busters)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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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북미의 웹 코미디 시리즈로, 
게임과 관련한 에피소드로 
화제를 모으며 영향력을 키
워갔고 이를 바탕으로 2004
년부터 페니아케이드 제작
자가 게임쇼 팍스를 개최

서로 다른 장르의 아케이드게임을 융합하려는 시도도 관심을 모았다. 
미국 최대 아케이드게임 제작업체인 베이텍(Bay Tek)이 2018년에 선
보인 <커넥트4(Connect 4)>는 농구와 4목을 결합한 게임인데, 2019년 
전시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2. [Upcoming] PAX South 2020(1.17~1.19)

2.1. 게임쇼 특징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서 매년 1월 개최되는 팍
스 사우스(PAX South)는 일반 게이머들에 초점을 맞춘 B2C 게임쇼로 
잘 알려져 있다. 페니 아케이드6 엑스포(Penny Arcade Expo)의 약어
인 팍스(PAX)는 북미에서 이스트(East), 웨스트(West), 사우스(South)
로 각각 다른 시기에 나눠 개최되며, 언플러그드(Unplugged), 디벨럽
(Dev)까지 총 6번 개최된다. 

몇 해 전까지 팍스 사우스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중소 게임업체나 인
디 게임업체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소니(SONY), 캡콤
(Capcom), 닌텐도(Nintendo) 등 AAA급 게임 개발사들이 대거 참여해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홀로그래픽을 이용한 4인용 아케이드게임 ‘Crazy Tower’

출처: Prime Time Amusements



게임 캘린더

121

07 �<기어스오브워(Gears of War)>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많은 
게이머들이 이미 <기어스>로 
줄여서 불러왔고, 마이크로
소프트 측에서도 이 같은 니
즈를 반영해 IP 범위를 확장
하면서 게임명을 <기어스>로 
간단히 줄임

08 	<젤다의 전설>과 콜라보레
이션을 통해 <케이던스 오브 
하이랄>은 <젤다의 전설> 
음악 20곡 이상을 재해석에 
게임에 담음

2.2. 올해 예상 이슈

올해 팍스 사우스에서는 엑스박스(Xbox) 플랫폼을 대표하는 독점 게임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최신작 <기어스 5(Gears 5)>7 개발사인 더 코얼
리션(The Coalition)의 로드 퍼거슨(Rod Fergusson) 대표가 키노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기어스 5>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Xbox Game Pass)를 통해 흥행에 성
공했으며, 퍼거슨 대표는 키노트에서 게임 개발 스토리와 더불어 구독
형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전망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젤다의 전설(The Legend of Zelda)> 시리즈를 통해 게임의 세계
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게임 음악의 현재와 진화의 향방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젤다의 전설>에 삼입된 음악들은 지난 6
년간 교향악단에서 연주되고 있으며, 크로스오버 게임 <케이던스 오
브 하이랄(Cadence of Hyrule)>8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해당 세션에
는 젤다 유니버스(Zelda Universe)의 미디어 프로듀서 아만다 반히엘
(Amanda VanHiel)과 유튜브(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압달라 스매
쉬 026(Abdallah Smash 026)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팍스 사우스의 전시홀 전경

출처: 팍스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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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캡콤의 <레지던트이블3(Resident Evil 3)> 리메이크 버전 등 
2020년 상반기 기대작들이 예고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팍
스 사우스는 올해의 권역으로 남미를 선정, 트위치(트위치) 멕시코팀과 
메차스튜디오(Mecha Studio), 레벨99게임즈(Level 99 Games) 등 남
미 로컬 게임 개발사들을 패널로 초청해 글로벌 무대에서 남미 게임산
업의 현 위치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전망이다.  

3. �[Upcoming] D.I.C.E. Summit 2020(2.11~2.13)

3.1. 게임쇼 특징

다이스 서밋(D.I.C.E. Summit)은 매년 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
최되는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로, 업계의 주요 리더들이 참
석해 게임산업을 둘러싼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
이스는 디자인(Design), 혁신(Innovate), 소통(Communicate), 엔터
테인(Entertain)의 약자로, 다방면에서 게임시장을 들여다보려는 주최 
측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지난 2019년 다이스 서밋에서는 ‘WHO가 게임에 관해 잘못하고 있는 
것(What the WHO has wrong about video games)’이라는 주제로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의 스텐리 피에르 루이스(Stanley Pierre-Louis) 대표가 키노트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으며, 매년 굵직한 이슈들로 게임업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3.2. 올해 예상 이슈

다이스 서밋 2020의 컨퍼런스 테마는 ‘넥스트 레벨(Next Level)’로, 기
술 및 도구의 진화가 거듭되면서 게임 개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
한 형태의 게임을 창조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으며, 향후 게임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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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프레임(Warframe)>의 개발사 디지털 익스트림즈(Digital 
Extremes)의 리차드 브라운(Richard Browne)는 유료 게임의 종말
과 게임업계의 미래 대응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클레이엔터테인
먼트(Klei Entertainment)의 제이미 청(Jamie Cheng) CEO는 게임 
개발에 있어 클레이, 밸브(Valve), 모션 트윈(Motion Twin) 등과 같
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보유한 기업의 강점과 성공에 대해 논의할 전
망이다. 

이외에도 피닉스랩스(Phoenix Labs)의 마케팅 디렉터 닉 클리포드
(Nick Clifford)가 게임 퍼블리싱의 구조 변화에 대해 강연하며, 라이언
스게이트(Lionsgate)의 인터랙티브 벤처 & 게임 부문 수석 부사장인 
다니엘 엥겔하트(Daniel Engelhardt)는 할리우드와 게임산업 간의 관
계 구축과 관련한 연설을 진행한다.

4. [Upcoming] GDC 2020(3.16~3.20)

4.1. 게임쇼 특징

GDC(Game Developer Conference)는 세계 각국 게임 개발자가 프로
그래밍, 기획, 서버, 아트, 마케팅, 기획,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정보와 견해를 교류하는 행사다. 매년 3월 미국 샌프란시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다이스 서밋의 홍보 사진

출처: 다이스 서밋, 벤처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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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에서 개최되며, 지난 2019년 역대 최고 관람객 기록을 갱신해 명실
상부한 메이저 게임쇼로 자리매김했다. 

GDC는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
만 최근에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도 강연을 듣기 위해 많
이 방문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도 일종의 축제와 같이 진행된다. 
강연장 곳곳에 GDC에서 발표한 게임이나 각종 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
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고,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간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4.2. 올해 예상 이슈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GDC는 세션 형식에 변화를 주었는데, 총 5
일간의 행사 기간 중 첫 이틀간은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하는 서밋 
세션을 개최하고, 나머지 3일은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코어 컨셉트(Core Concepts) 세션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GDC에서 구글(Google)이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플랫
폼 ‘스태디아(Stadia)’를 시연해 화제를 모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자유로운 분위기의 GDC 컨퍼런스 및 서밋 현장

출처: G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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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0년 말 플레이스테이션5
와 차세대 엑스박스 등의 출
시가 예상되고 있음

도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이 게임 유통 구조의 변
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콘솔의 등장을 앞둔 
시점9에서 시장 축소 사이클이 시작되었던 여느 때와 달리 플레이스테
이션(PlayStation)4와 엑스박스원(Xbox One)이 여전히 견실한 매출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GDC에서도 2020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사이버
펑크(Cyberpunk) 2077>,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The Last of Us 
Part) 2>,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 7 리메이크> 등 AAA급 대작 
게임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출시를 계획 중인 일부 게임 타이
틀도 트레일러를 공개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인디 게임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강연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게임업계 대응이나 e
스포츠 등 다년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이슈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
드를 제시할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쇼인 만큼 인도, 남미, 중동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임시장 관계자들도 참석해 해당 국가 게임시장의 현
황과 향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1.	 	But Why Tho? A Geek Community(press release)- PAX South Highlights Latinx in Gaming, 
2019.12.16.

2.	 Blooloop- LAI Games celebrates its biggest and most successful IAAPA Expo yet, 2019.12.03.
3.	 Forbes– The State Of LBVR Revealed At IAAPA 2019, 2019.12.02.
4.	 IAAPA- IAAPA EXPO 2019 EVENT COVERAGE, 2019.11.22.
5.	 	STRABASE- 미국 게임시장, 차세대 콘솔 게임기로의 이행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

세 지속 예상, 2019.11.11.
6.	 	Gamasutra- PAX East 2020 Badges on Sale Today, Rod Fergusson Headlines PAX South as 

Keynote Speaker, 2019.10.24.
7.	 게임메카- 내년 게임 트렌드는? GDC 2020 사전등록 시작, 2019.10.18.
8.	 D.I.C.E. Summit- Speakers, Workshops, and Roundtable Leaders, 2019.
9.	 PAX South- Zelda Universe Presents: A Musical History of Zelda, 2019.
10.	 Gamasutra- GDC 2020 opens call for ‘Core Concepts’ submissions!,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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