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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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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은 최근 몇 년간 주요한 인터넷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은 2000년에
400%가까이 성장하였고, 올해에도 온라인 기능을 탑재한 비디오게임기의 등장, 무선게임 보급의 영향으로 급속
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글
에서는 온라인게임의 도입에 따른 게임시장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본 후 온라인게임산업의 문제점과 그것이 개선
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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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온라인게임은 산업적인 측면과 정부지원 측면에서 주요한 인터넷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1) 국내의 온라인게임산업은 다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에 비하여 뚜렷한 수익모
델을 갖추고 있고, 수출주력산업으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PC방이라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인프라를 기초로 하여 성장한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들은
연락처 :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 570－4191, kay@kisdi.re .kr
1) 2000년 한해 동안 온라인게임 업체 이소프넷은 대만 중화개발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투자 받았
으며, 그 외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 모두 적게는 20억원에서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디
지털타임스>, 2000년 12월 28일자). 또한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150억원 규모의 게
임전문투자조합이 2000년 12월 출범하기도 하였다(<전자신문>, 2000년 1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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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 기업의 선점 효과
가 장기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변화 상황에 국내 정책과 산업이 어느 정도로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온라인게임산업의 최근 변화방향은 온라인게임이 PC 기
반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게임산업 일반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게임의 온라인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게임의 온라인화"현상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로서 게임시장의 변화와 유통구
조 및 수익모델의 변화를 설명하고 온라인게임산업의 현황을 서술한 다음 현재 온라인게임산
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Ⅱ. 게임의 온라인화의 그 영향
1. 게임시장의 구조
세계 게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99년에는 1,29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
되고 있는데, 게임별로 보면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이 각각 756억 달러와 430억 달러,
PC게임 및 온라인게임이 각각 67억 및 45억 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PC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게임 시
장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업소용게임(아케이드 게임)이 게임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업소용게임과 비디오게임의 성장률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PC게임과 온라인게임의 성장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세계 게임 시장의 성장
(단위: 억달러)
구 분

1998년
금 액

1999년

성장률(%)

금 액

2000년(추정)

성장률(%)

금 액

성장률(%)

PC게임

50

14

67

34

93

39

비디오게임

398

35

430

8

490

14

업소용게임

605

21

756

25

982

30

온라인게임
합 계

33

18

45

36

65

44

1,086

25

1,298

19.5

1,630

25.5

자료: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 온라인게임산업 현황," http :/ / www.ga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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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 게임 시장 역시 계속 성장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1999년 총 시장 규모가
8,000억원대로 영상, 출판 시장 등에 비하면 아직 협소한 시장이다.2) 그중에서도 70% 이상이
고가의 장비가 포함되는 업소용 게임시장이다. 한편 온라인게임산업은 2000년에 400% 이상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시장과 비교해 보아도 이례적으로 급속한 성장
이다. 또한 2001년 온라인게임 시장은 전년 대비 160% 정도 성장한 2,6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표 2>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
(단위: 억원)
구 분

1998년
금 액

1999년

성장률(%)

금 액

2000년(추정)

성장률(%)

금 액

성장률(%)

PC게임

350

－

420

20

550

31

비디오게임

1,145

9

1,270

11

1,460

15

업소용게임

4,700

5

6,200

32

7,500

21

온라인게임

61

9

200

228

1,000

400

6,256

5

8,090

29

10,510

30

합 계

자료: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 온라인게임산업 현황," http :/ / www.game.or.kr
지난 해 온라인게임시장은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의 추정치를 웃도는 1,300억원대의 시장으로 성
장하였다.

2. 지역기반게임4) 과 온라인게임의 비교
온라인게임산업은 우리 나라처럼 문화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성장
시키기에 적절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기반게임산업과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지역기
반게임산업과 온라인게임산업이 공유하는 특징은 첫번째로 우선 게임산업은 원자재나 대량
의 설비투자 없이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높은 산출을 낼 수 있는 고(高)부가가치 산업이고,
두번째로 캐릭터·애니메이션·출판만화 등과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는 등 타산업과의 연관
2) 1999년 국내 비디오 시장만 1조 4천억원에 가깝고, 출판시장은 2조 5천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
였다.
3) <전자신문>, 2001년 1월 8일자.
4) 온라인게임과 대조하기 위하여 온라인기능이 지원되지 않던 기존 게임을 통틀어서 이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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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며 세번째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게임콘텐
츠 산업에 한정되는 것이지 게임산업 전반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의 <표 2>에서 보았지만 우
리나라 온라인게임산업이 게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온라인게임산업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산업의 대부분이 게임기 시장이고, 게임기
시장을 빼고 보면 이 두 시장은 거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케이드
게임과 비디오게임산업의 콘텐츠 시장조차 일본의 게임제작사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실정
이다. 반면 온라인게임의 콘텐츠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해 가고 있으며 기술과 개발
력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네트워크화된 비디오게임콘솔,
PDA, IMT-2000 등 여러 플랫폼에서 온라인게임이 구현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나
의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 구현시키는 멀티유즈 전략으로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온라인게임은 지역기반게임과 여러 가지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온라인게임
이 인간대 인간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간 대 컴퓨터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지역기반게임과 다르다.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지역기반게임에서 게임의 패턴은 한정
될 수 밖에 없고 게임 이용자는 이 반응패턴에 익숙해짐에 따라 지루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
에 라이프사이클이 1년 정도였다. 반면 온라인게임은 컴퓨터로 구현되기는 하지만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턴을 갖기 힘들고 불확실성에 의한 재미를 준다. 이
러한 요인들로 인해 온라인게임의 라이프사이클은 기존의 게임보다 훨씬 길다.
두 번째로 온라인게임은 지역기반게임과 성격이 다른 상품이고, 유통구조가 완전히 다르
다. 지역기반게임의 경우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기, 게임 패키지, PC 게임용 CD 패키지를
말한다. 결국 지역기반게임은 다른 공산품들처럼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게임소프트웨
어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긴 용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기반게임이 최종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게임개발 → 유통 → 소비"의 비교적 선(線)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 과
정에서 유통·도매업체들은 게임 개발사로부터 게임을 사들여 소비자(개인 이용자 또는 오
락장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서비스되는 상품에 속하며 게임개발 → 유통 → 서비스 공급 → 네트
워크공급"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므로 지역기반게임과는 상이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5)
5) 두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PC, 콘솔 등 하드웨어 시장은 여전히 첫 번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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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유통·도매업자가 맡은 역할은 게임 개발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개발사와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이다.6) 게임 이용자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를 네트워크 공급자와 나누어
갖는다. 이러한 변화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존지역기반게임과 온라인게임의 유통구조 비교

기존 게임

개발

유통

소비

온라인
게임

개발

유통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
공급

소비

세 번째로 유통구조의 변화는 수익모델을 변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기존 지역기반게임개
발사들은 게임패키지를 판매하고 나면 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게
임개발사들은 네트워크 플레이에 부과되는 이용료의 일부를 가져감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미 판매하였던 지역기반게임에 온라인기능을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이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표 3> 지역기반게임과 온라인게임 비교
지역기반게임

온라인게임

관 계

인간 대 컴퓨터

인간 대 인간

게임패턴

제한되어 있음

거의 무제한

상품유형

판매상품(일반공산품)

서비스상품

수익창출

게임패키지 판매 시점에서 종결

네트워크 플레이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

을 따른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온라인게임시장에서도 게임콘텐츠가 실린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
우가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네트워크플레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주요한 수익이 된다면 온라인게임의 유통구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6) 비교적 규모가 큰 게임 개발사는 서비스 공급까지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개발, 유통, 서비스
공급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무선게임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네트워크 공급자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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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게임산업의 수익모델
Greg Costikyan은 The future of online games"7) 에서 온라인게임의 수익모델을 크게
광고수익모델과 요금부과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광고수익모델은 일반적인 웹사이트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요금부과모델만을 설명하겠다. 요금부과모델은 다시 종량제
(hourly fee), 정액제(flat fee subscription), 티어링(tiering), 포털거래(portal deals), 패
키지 판매(play for free, buy at retail), 패키지 판매 및 이용료 부과(retail client with
online fee) 등으로 분류된다(<표 4> 참조).
<스타크래프트> 이전의 국내 온라인게임(주로 MUD게임)은 주로 종량제 모델을 채택하
고 있었다. <스타크래프트>는 게임패키지를 판매하고 배틀넷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패
키지 판매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게임개발사가 네트워크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를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영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Everquest>와 <Ultima Online>과 같은 게임은 게임패키지를 판매하고, 온라인 플레이에
대한 이용료도 부과하는 패키지 판매 및 이용료 부과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게임이용자로서는 비용이 많이 부과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게임 개발사에게 가
장 이익이 되는 모델로 보여진다. 우리 나라 게임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대부분 게임패키지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네트워크 플레이에 대해서만 정액제와 종량제 중 한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
버를 증설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서버 증설에 따른 부담은 온라인게임의 수익 모델의 주류를
변동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광고모델을 채택했던 인터넷 게임들은 광고수익이
서버운영비를 충당할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유료모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온라인게임들도 게임 패키지를 판매하고 무료로 네트워크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
하던 경향에서 게임패키지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8) 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에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7) http :/ / www.goodreports.com
8) 현재 우리 나라 온라인게임의 대부분이 게임 패키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100～400MB정도로 크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웹을 통해서 이를 다운받으면 서버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자가 PC방, 게임 잡지 부록, 이용자 직접 주문 등 여
러 경로를 통해 게임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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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금부과 모델의 특성과 예
모 델
종량제

기본형
정액제

특 성

예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요금 부과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음

－<리니지> 등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게임이 두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요금 부과
모델을 같이 적용하여
－수익이 예상가능하며 안정성 있음
－이용량이 증가하면 운영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의 인센티브를 제공 부여하고 있음
하기 힘듬

－여러 게임을 정액으로 제공함(정액제 변형)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이용자보다는 PC －넥슨의 넥슨존" 요금
티어링(tiering)
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티어링하는 경우가 체계
많음

포털(portal)
거래

－포털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자의 다양한 온라
인게임 제공
－보통 포털 사업자가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 －코리아닷컴 등이
요금을 부과(종량제 변형)
제공 중
－그러나 독점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포털 사
업자가 이용자 충성도를 확보하기는 어려움

패키지 판매

－게임패키지 판매, 온라인 플레이 서비스 무
료 제공
－<스타크래프트>
－서버운영에 따른 운영부담

변 형

패키지
판매유무

－게임패키지 판매, 온라인 플레이 서비스 유
료 제공
패키지 판매 및
－<Everquest>
－판매 이후의 요금체계는 위의 기본형(정액
이용료 부과
－<Ultima Online>
제, 종량제), 변형(티어링, 포털거래) 등 어
느 것이나 될 수 있음

Ⅲ. 온라인게임산업의 현황
1. 온라인PC게임산업 현황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2000)는 운영방식에 따라 좁은 의미에서의 온라인게임,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오프라인게임과 구별되는 용어로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가 콘텐츠 공급업자(CP)가 되어 통신 서버에 게임을 올려 놓고 네티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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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 접속하는 형태로서 동시접속이 1,000명 이상이 가능하다. 넥슨의 <바람의 나라>와 엔
씨 소프트의 <리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트워크 게임은 PC게임에 기반을 두고 온라
인 기능을 겸한 게임으로 멀티플레이 기능을 갖춘 게임이다. 게이머가 웹사이트에 접속해 전
세계 네티즌과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배틀넷(battlenet ) 등이 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 <레인보우식스> 등이 있다. 인터넷 게임은 브라우저를 구동시켜서 인터넷
에 접속한 상태에서만 구동되는 게임을 말한다. 인스톨이 필요 없도록 제작되거나 혹은 작은
인스톨 프로그램만으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는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Shockwave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이 시작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JAVA나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해당 게임서비스업체로 접
속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온라인게임과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2000)은 온라인게임을 그 내용에 따라 대전(對戰)게임과 성장(成長)
게임으로 분류한다. 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용자와 대결을 하여 게임을 종결하는 게임을 대
전게임이라 하고,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울티마온라인>, <리니지>와 같이 게
임업체의 대형컴퓨터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게임(가상사회) 내에서 마치 진짜 삶을 살아가
듯이 직업보유, 결혼 등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두고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며 생활해 나가는 게임은 성장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와 소비자보
호원의 분류를 비교해 보면 운영방식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로 분류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온라인게임과 성장게임, 네트워크 게임과 대전게임이 각각 동일한 범주에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이 시작된 것은 1994년에 국내 최초로 상용 MUD(Multi User Dungeon)
인 <쥬라기 공원 I>이 PC 통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면서 부터이다. 이 게임에 이어 <퇴마
요새>, <단군의 땅> 등이 인기를 끌었다. 1996년 5월 넥슨이 <바람의 나라>를 서비스한 것이
세계 최초의 그래픽 MUD(혹은 MUG) 게임의 시작이다. 1997년 온라인게임 시장의 매출은
약 30억원으로 그 중 <바람의 나라>가 약 4억원대의 매출을 차지하였다. 1998년은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입증한 국내 온라인게임의 도약기로 기록된다. 약 60억원
대의 매출을 형성했고 게임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발전은 <스타크래프트>
의 인기에 힘입어 급속하게 증가한 PC방 덕분이기도 했다. 1998년의 도약기에 이어 1999년
에는 매출액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전체 매출액이 200억원에 이르렀고 97년 371만 명이던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721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5>).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의 성장은 PC방이라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것
이다.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2000)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PC방은 1999년 말 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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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온라인게임의 발전
연대별
1994

내

용

<쥬라기공원Ⅰ>
－국내최초로 상용한글 MUD게임
－어드벤처게임
<바람의 나라>

1996

1997

－넥슨社에 의해 개발
－세계최초의 MUG(Multi User Graphic) 게임으로 전세계가 이를 차용
－롤플레잉 게임
<울티마 온라인>
－미국의 오리진社에 의해 개발
－MUG게임
－롤플레잉 게임
온라인게임 이용자 371만명
매출액 30억원(이중 <바람의 나라>는 4억원대)
<스타크래프트>의 인기로 PC 게임방 급격한 증가

1998

－미국의 블리자드社 개발
－네트워크 실시간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매출액 60억원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1999

매출액 200억원
온라인게임 이용자 721만명

2000

매출액 1,300억원

2001

매출액 2,600억원 전망

개 점포로 6,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2000년 7월 30일에는 19,772개, 2000년 말에는
22,000여개 점포로 증가하기에 이른다.
PC방은 국내에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의 사용인구를 폭넓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뿐
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업체의 주수입원은 PC방에서 받는 이용료이다.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게임이용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PC방에서 받는 이용료는 온라인게임업체 수익의 50～80%
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온라인게임업체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대수, 정확히는 IP 주
소 하나마다 이용료를 받아 왔는데, IP 하나에 대해 넥슨은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일랜시아> 각각 10만 9천원, 엔씨소프트는 90,000원(<리니지>), 제이씨엔터테인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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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레드문>), 태울은 10개 IP (<영웅문>)에 대해 52만원을 받아 왔다.9) 그러나 이러
한 과금 체계는 곧 문제점을 표출시켰다. PC방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업체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용가능한 모든 온
라인게임을 설치한다면 PC방 업주는 손해를 입는다. 기껏해야 2～3개의 온라인게임만을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PC방 매출액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업
체는 넥슨, 엔씨소프트,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 상위 몇 개 업체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온
라인게임업체들이 개발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과포화상태인 PC방 업계가 구조조정기를 맞게 되면서 온라인게임사들은 가격인하
등 새로운 가격정책 도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게 되었다. 넥슨은 2000년 12월부터 넥슨존"
이라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기존 과금 체계에서는 PC 3대에 2개의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었던 가격인 69만 9천원으로 <바람의 나라>, <일랜시아>, <퀴즈퀴즈>를 모두 서비스하
고, 태울은 자사 PC방 체인점 가입자에 한해 15만원에 10개 IP를 공급하며, 엔씨소프트, 제
이씨엔터테인먼트도 20～40%정도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산업의 성장으로 현대, 삼성, SK 등 대기업과 한국통신, 드림라인, 한솔텔레컴
등 통신업체들이 온라인게임산업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현대 세가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게임전문 포털사이트와 비디오게임기 사
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중국, 대만, 필리핀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오프라인 상의 게임산업
으로 게임테마파크를 설립할 계획도 있다. 삼성은 자본금 50～100억원대 규모의 자회사 e삼
성게임즈"를 설립할 방침이며, 삼성전자의 경우 이소프넷과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드래곤라
자>를 개발하여 시험 운영을 하다가 12월 유료화하였다.10) 삼성은 이후에도 매년 2개 정도의
게임 타이틀을 개발할 계획이다. SK는 오프라인 게임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컴퍼니(가칭 e미디어")를 설립하고, 멀티미디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다. 한국통신은 코넷월드게임존, 게임포털사이트인 익사이트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0년 6월말 현재 게임개발, 제조 및 유통업체 수는 전국적으
로 약 242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온라인게임 관련업체는 45개사이다. 또 온라인게임
관련업체 중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제작하여 인터넷 또는 PC 통신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업체는 22개사(제공게임 37개)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현재 게임을 개발 중이거
나 시험단계에 있다. 온라인게임을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9) 그 외에 다른 온라인게임 이용료는 2만～7만원대로 다양하다.
10)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을 포함 10억원을 이소프넷에 지불하고 <드래곤라자>의 서비스권을 확
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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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사(30개 게임)에 달한다. 온라인게임 업체가 제공하는 게임과 이용자수, 이용료 및 매출
액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유료 온라인게임 서비스 현황
매출액(원)
개인정액
요금(원) 2000년 상반 1999년

제공업체

유료제공
게임명

이용자수
(명)

PC방
요금

(주)엔씨소프트

리니지

2,500,000

90,000

29,700

61억

230억

미르의 전설

1,500,000

40,000

24,000

10억 6,000만

20억

마지막 왕국1

1,500,000

30,000

24,000

마지막 왕국2

1,200,000

30,000

24,000

천년

850,000

－

20,000

행복동

400,000

20,000

7,000

2,000,000

16,500

7,700

－

－

바람의 나라

300,000

109,000

29,700

20억

10억

어둠의 전설

200,000

109,000

29,700

5,000만

5억

일랜시아

30,000

109,000

29,700

－

－

영웅문

700,000

99,000

37,500

20억

10억

슬레이어즈

100,000

55,000

29,700

5,000만

5억

(주)액토즈소프트

퀴즈퀴즈
(주)넥슨

(주)태울
(주)제이씨
엔터테인먼트

레드문

450,000

99,000

35,000

9,300만

12억

워바이블

550,000

66,000

11,000

5억

2억5,000만

(주)네오액트

카롬 시뮤레이터

370,000

－

－

4,000만

(주)위즈게이트

다크세이버

－

77,000

9,900
38,500
27,500

10억

9억

(주)토미스
정보통신
(주)시멘텍

조선협객전

300,000

55,000

25,000

5억8,000만

11억

헬브레스

300,000

49,500

19,800

1억6,000만

7억

(주)코디넷

스타체이스

140,000

25,000

18,700

－

－

(주)아블렉스

데스티니

50,000

220,000

22,000

－

－

(주)팬택네트

마제스티

50,000

49,500

29,000

5억6,200만

2억4,000만

(주)애플웨어
(주)이스트
엔터테인먼트

머그삼국지

30,000

－

49,500

5억

5,000만

가디우스

－

20,000

27,500

－

3억

강호무림

9,000

－

15,000

100만

300만

신강호무림

6,000

－

15,000

－

3,000만

I.N.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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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주)게임웍스
코리아
신나라
엔터테인먼트
(주)크리엔트

유료제공
게임명

이용자수
(명)

PC방
요금

매출액(원)
개인정액
요금(원) 2000년 상반 1999년

배틀드래곤

60,000

－

20원(분)

200만

100만

판게아

25,000

－

10원(분)

4,000만

－

라우레시아

20,000

－

10원(분)

5,000만

－

5,000

－

10원(분)

1억2,000만

5,000만

10,000

－

5～10원(분)

700만

400만

13,655,000

－

－

－

－

십웅기
검하천산

(주)익성텔레콤

전사의 맹세

19개 업체

30개 게임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2000년 6월 기준 집계. PC방 이용료는 <네트파워> 2000년 7월호 자료임.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넘볼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여러 게임업체가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넥슨, 액토즈소프
트, 태울,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은 지역적으로는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2001년에도 온라인게임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온라인게임 업체
들은 PC방 체인사업,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 등 다른 수입원을 모색하고 있다. 태울, 토미스
정보통신은 직영PC방을 운영하거나 체인사업을 하고 있다.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의 경우 그
자체로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게임의 홍보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온라인게임업체들
이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이다.
한편 GV (<포트리스2>)나 한게임커뮤니케이션 등 무료게임서비스업체들은 2000년 12
월 현재 회원수가 각각 600만명, 1,000만명에 이른다. 특히 한게임커뮤니케이션은 Alexa의
2000년 9월 페이지뷰 조사결과에서 세계 게임 사이트 중 1위였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가 인기를 얻자 최근에는 후발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들
고 있다.11) 그러나 광고수익 이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데다가 다른 업체에 게임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게임 대회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익 등은 선발업체에게 한정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무료게임서비스업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광고수익 및 게임 임대료
등으로 한달에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신규장비 투자에 드는 비용은 고사하고 매
11) 후발업체로 위즈게이트(mgame.com), 버드커뮤니케이션(jointgame.com), 게임빌(gamevil.
com), 이게임넷(e-gamenet.com), 가가멜닷컴(gagamel.com), 웹노리(webnori.co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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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12)
이 때문에 2001년 초반부터 무료게임서비스업체들이 유료화를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표 7> 주요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 현황
제공업체

동

향

－2000년 매출액 553억원
엔씨소프트

－<리니지> 이용자 1,000만명
－대만업체(감마니아)와 제휴: 서비스매출의 20～25%의 로열티 수입
－일본업체(춘소프트)와 합작회사 설립
－2000년 매출액 300억원

넥슨

제이씨
엔터테인먼트

－일본현지법인설립: <바람의 나라>, <퀴즈퀴즈>, <일랜시아> 공급
－싱가폴현지법인(넥슨아시아) 설립: 자본금 50만 달러 규모, <어둠의 전설> 공급
－2000년 매출액 40억원
－대만업체(Saint Hermit Studio)와 제휴
－싱가폴, 중국, 유럽, 일본 진출 예정
－2000년 매출액 62억원

액토즈소프트

－2001년 매출액 목표 180억원
－대만업체(Saint Hermit Studio)와 제휴: 서비스 매출의 25%의 로열티
수입, 대만, 중국, 홍콩 지역에 <천년> 공급
－2000년 매출액 55억원

태울

－대만업체(소프트차이나)와 제휴
－CDIB와 QUANTA(노트북개발업체)로부터 500만 달러 외자도입
－PC방 체인사업 진출
－2000년 매출액 60억원

위즈게이트

－대만현지법인설립: <다크세이버> 공급
－인터넷게임 사업 진출: 한국통신(익사이팅게임), 스포츠서울, 대우쇼핑,
하나로통신(하나넷) 등에 게임 제공

한게임

－일본현지법인(한게임재팬) 설립

커뮤니케이션

－네띠앙, 네이버, 스투닷컴 등에 보드게임 제공

GV

－<포트리스 2 블루> 이용자 800만 명(2001. 2)
－캐릭터 사업 진출
－일본 NEC로부터 2억여원 지분투자 받음

12) <전자신문> 2000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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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는 <포트리스2>의 후속 버전인 <포트리스2 블루>를 2001년 1월 2일부터 PC방을 대상으
로 유료화를 시작하였다. GV는 유료화 선발업체로서 12월 초반 유료화 계획을 발표한 직후
부터 PC방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나 1월 10일 타협점을 찾기에
이르렀다. 이에 자극받은 다른 서비스업체들도 유료화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성급한 유료화로 인해 충성도가 약한 이용자들을 놓치
게 될 것을 우려하여 업체간 동시 유료화 방안, 제한적인 유료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2. 기타 온라인게임산업 현황
가. 비디오게임
국내 게임 시장에서 비디오게임 시장은 14%정도로 아케이드 게임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
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진출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주로 일본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국내에서 개발된 비디오게임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상
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비디오 콘솔들이 온라인 기능을 탑재함에 따라 비디오게임도
온라인화, 네트워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발매되기 시작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2를 비롯하여 2001년에 발매될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등 새로이 등장하
는 비디오게임기들이 단순한 게임기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능
뿐만 아니라 최신형 PC보다 그래픽 처리 능력이 뛰어나 게임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즐길 수
있고 DVD를 장착하여 영화감상이 가능하다. X-BOX의 경우에는 8GB에 이르는 하드드라이
브와 733MHz급의 펜티업칩을 장착하고 64MB의 메모리를 지원하여 PC와 비슷한 사양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비디오 콘솔 사업자들은 단말기 보급을 위해 콘솔은 저가로
보급하고 콘텐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이른바 면도기/ 면도날 모델과 유사한 판
매전략을 취할 예정이어서 X-BOX가 시판될 경우 PC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게임시장 진출에 따라 비디오게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소니와
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는 2000년 3월부터 일
본, 미국, 유럽 시장 등지에서 500만대 가량이 판매되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시판되
지도 않은 X-BOX의 마케팅 비용으로 5억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는 등 비디오게임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게임산업 진출은 국내 게임개발사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
하고 있다. 그동안 소니, 세가 등 일본업체들이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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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의 비디오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 국내업자들이 비디오게임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비
디오게임기업체들에게 기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제
조는 개발사가 떠맡는 반면 게임기 업체가 높은 로열티를 받아 갔다. 그러나 소니에 비해 소
프트웨어 기반이 약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압적인 일본 게임기 업체들과는 달리 개발사에 유
연한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도 비디오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것이다. 이미 몇몇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엔씨소
프트는 MS사와 <리니지>를 X-BOX용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넥슨, 디지털드림스튜디
오가 X-BOX용 게임을 개발하기로 하였다.13)
나. 무선게임
무선게임은 이용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로 무선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게임을 일컫는
다. 무선게임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IMT-2000 및 무선 인터넷, 위성 통신 등 통신기
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동통신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무선게임은 휴대폰에 내장된 내장형 게임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초기에는 트래픽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내장형 게
임에도 트래픽이 필요하도록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 트래픽이 필요한 내장형 게임은 SMS
(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서 트래픽을 전송한다. 1인용 지역/ 네트워크 게임은 평균
5분을 넘지 않는 매우 단순한 게임으로 <블랙잭>처럼 turn-base 게임이 많다. 주로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으로 전송된다. 멀티플레이어 지역/ 네트워크 게임은 이용
자들끼리 순서가 돌아 다시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비동기(asynchronous)
게임이 많다. 무선게임은 이용시간에 기반한 가격책정 모델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
아 이용자들은 이런 유형의 게임을 선호한다.
국내에서도 언와이어드 코리아, 신지소프트, 토이소프트, 컴투스, 일렉트릭아일랜드, 라이코
스 자바 등 30개 이상의 업체가 무선게임을 개발 중에 있고 SK 텔레콤, 한국통신 프리텔, 신세
기 통신, 한국통신엠닷컴, LG 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선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무선게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송속도의 문제, 전화기 메모리의 부족과 지역번호 환경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번호 환경 문제. Game-boy"류의 게임은
무선으로 전송받아 전화기 내에서 실행되는데 지역번호 환경은 이에 필수적이다. Java2 플
랫폼과 Micro Edition(J2ME)이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표준으로 2001년 3/ 4분기에 단말
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게임 개발사인 In Fusio는 자체적으로 ExEn(Excutable
13) <전자신문>, 2000년 11월 22일자.

34 정보통신정책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Engine)이라는 시스템으로 개발했는데 게임 전용 환경으로 J2ME보다 ROM을 덜 필요로
하지만 단말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한다. 미츠비시와 필립스가 이미 이 소프트웨어
를 설치하는데 동의했고, 2001년 3월에는 ExEn이 탑재된 단말기가 시판될 것이다. 두 번째
로 전송속도 개선의 문제.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게임 정보를 서버와 주고받기
위해서는 빠른 전송속도가 필수적이다. 이용자는 게임 정보를 주고받는데 10～15초의 시간
을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단말기 메모리 부족 문제. 복잡한 컬러 그래
픽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RAM과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하다. 더 발전
된 운영체계와 전원이 꺼지더라도 게임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장치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2MB
의 RAM과 4MB정도의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하다.
Gartner Group (2000)은 무선게임의 주요 이용자가 중(重)이용자(hard-core gamer)보
다는 경(經)이용자(casual gamer)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무선게임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경이용자를 상대로 하여 퍼즐이나 퀴즈, 단순한 그래픽 게임 등 이용하기 편리
한(easy to use) 게임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선게임 시장이 충분히 성장
하고 PC와 PDA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경우 멀티유즈가 가능하므로 좀더 복잡한 게
임이 도입되고 시장이 세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 P2P 게임
P2P (Peer to Peer)방식의 게임은 서비스 운영자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의 온라인게임, 네트워크게임, 인터넷게임 등은 게임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해
야 다른 이용자와 게임을 할 수 있는 중앙서버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서비스 운영자는 방
대한 게임 및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운영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P2P 방식의 게임에서는 서비스
운영자가 접속 및 랭킹서버만 갖추면 게임을 할 때에는 게임이용자 각자의 PC가 서버역할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앙서버방식처럼 많은 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구입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서비스회사로서는 서버 구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존에는 P2P방식을 채택하려 해도 모뎀사용자 등이 많아 회선이 불안정
해 도입을 꺼렸으나 최근 비대칭가입자회선(ADSL) 등 초고속통신망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Ⅳ. 온라인게임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온라인게임산업의 급속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을 지속적이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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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우선 온라인게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에도 불
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게임시장이 몇몇 업체에 의해 과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 온라인게임시장이 1,300억원대였는데, 이 중 엔씨 소프트의 매출액
이 553억원, 넥슨이 300억원이었으므로 두 회사가 온라인게임시장 전체의 66%가량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자들이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수익구조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게임업체들은
PC방의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업체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80%가 PC
방을 통한 매출이다. <리니지>의 경우 1/ 4분기의 경우 전체 매출의 84%가 PC방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PC방의 증가로 PC방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용료에 대
한 인하압력이 커지고 있어 업체들은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게임의 광범위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안
정하다는 점이다. 온라인게임의 인기에 비해 일반 이용자들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은 게임의 재미나 완성도를 떠나 사후 서비스, 즉
게임운영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게임 서비스, 빈번한 업그레
이드, 잦은 끊김현상은 사용자들이 게임 이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14)
온라인게임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적, 산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영세 게임업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자금, 인력, 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열세
인 영세 게임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 개
발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업체들은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PC방에서 게임
을 즐기는 이용자보다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려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온라인게임사업자들은 PC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시장
을 공략하는 영업방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즉, PC방보다는 개인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온라인게임사업자들이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ADSL 등 초고속인터넷망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특정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에
대해서 게임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즉, 게임사업자들과 인터넷망서비스사업자들간의 제휴15)
14) 한국소비자보호원(2000)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242건 중에서 접속장애에 관한 것이 75건으로 31%였고 사업자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련
된 것이 129건으로 53.3%였다.
15) 넥슨과 NC소프트가 각각 하나로 통신과, 태울이 한국통신과, JC엔터테인먼트가 한국통신 및
두루넷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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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게임사업자는 광고유치, 포털업체들과의 제휴 등 다
양한 수익원 창출을 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PC방에 대한 기존의 사용료 지불방식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로 서비스업체들은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
다. 온라인게임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등 사용
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버용량의 증대와 네트워크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
다. 또한 고해상도와 3차원 그래픽, 뛰어난 음향을 지원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소비자의 욕
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기술개발은 단일업체의 힘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업체공동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네 번째로 탄탄한 국내시장을 토대로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확대를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 온라인게임 기술은 미국에 견줄 수 있는 세계 2위 수준으로 세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
으며,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의 해외진출 의지와 노력이 뛰어나다. 다만 온라인게임을 소비
할 수 있는 시장성을 갖춘 국가가 아직은 많지 않다. 그러나 게임산업의 발전이 온라인게임
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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