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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패키지 판매 모델의 경우 게
임 매출은 1년 내외의 기간
에 집중되고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 그 성공여부를 알 
수 없지만, 온라인 서비스 모
델의 게임은 성공할 경우 10
여년 이상 계속해서 높은 수
익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1. 메타버스 혹은 남녀노소의 게임

1.1. 단위가 달라진 게임산업 투자금액

글로벌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레벨이 달라진 느낌이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서일 수 있고, 게임의 수익모델이 장기 안정형1으로 변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까지 이루어진 몇몇 
사례를 보면 게임산업의 판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포트나이트(Fortnite)>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는 4월 중순 기존 주주
인 소니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해, 애
팔루사, 베일리 기퍼드, 피델리티 등의 투자사로부터 총 10억 달러(한
화 약 1조 1천억 원)를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 최근 대성공을 거둔 게임들의 특징은 어린이

와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연령이 같이 즐긴다는 점인데, 이는 으레 제대

로 된 게임이라면 틴에이저와 20~30대 남성을 타깃으로 개발해야 한다

는 게임업계의 통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소위 ‘나이에 구애받지 않

는(age-agnostic)’ 마케팅이 게임산업에서도 본격화 되는 것처럼 보이

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과 세대 구성의 등장, 

그리고 소셜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게임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등이 자

리하고 있다. 타깃 연령층과 성별이 없는 게임의 시대는 게임 개발자들

은 물론 브랜드 마케터들에게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게임 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전략

에 대해 살펴본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
게임의 시대, 게임을 바라 �
보는 관점의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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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게
임엔진의 이름. 게임엔진은 
게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를 말한다. 개발 과정을 단축
시켜 줄 뿐 아니라,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3 	메타버스(Metaverse)는 가
상 · 초월(meta)과 세계 · 우
주(universe)의 합성어로 현
실과 연계된 가상 세계를 뜻
한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
화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을 지
향한다.

이번 투자에서 에픽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287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
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작년 8월 자금 조달 당시의 평가액인 173억 달
러(한화 약 19조 원)보다 66%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앞서 3월 중순에는 ‘만티코어게임즈(Manticore Games)’가 자사
의 온라인 비디오 게임 제작 플랫폼 <코어(Core)>의 성장을 가속화하
기 위해 시리즈C 펀딩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 원)를 조달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 XN, 런던벤처파트너스(LVP) 등이 
주도했으며, 에픽게임즈도 작년에 이어 추가로 투자에 참여하였다.

4월 15일부터 얼리액세스 형태로 에픽게임즈에서 독점 제공 중인 <코
어>는 PC 사용자 누구나 언리얼엔진(Unreal Engine)2을 사용하여 게
임을 빌드, 공유, 게시 및 플레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게임과 메타버스3의 미래가 개방형 ‘사용자 창작(user created) 
플랫폼’에 있다는 믿음 위에 구축되었으며, 특히 코딩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개발자라도 게임 디자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코어>에는 2만 개 이상의 무료 게임이 올라와 있는데, 배
틀로얄, 플랫포머, 롤플레잉,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롤플레잉, 퍼즐, 파
티, 서바이벌, 슈팅 등 전 장르를 망라하고 있다. 조달된 투자금은 향후 

게임 멀티버스를 내세운 만티코어게임즈의 <코어>

출처: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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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기간

새로운 제작자와 게임 이용자를 계속해서 협업 및 소셜 커뮤니티로 모
으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포트나이트나 코어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나 투자액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가 과하다거나 그저 일시적인 거품이라
고 폄하하기 어려운 것이, 이들과 유사하게 메타버스 컨셉을 표방하고 있
는 게임들이 현실에서 이미 실적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초 닌텐도는 자사의 2021 회계연도4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
면 작년 한 해 닌텐도의 매출은 1조 7,600억 엔(한화 약 17.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4% 증가하였다. 영업이익 역시 6,400억 엔(한화 약 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8% 늘어났다.

닌텐도 스위치와 라이트를 포함한 하드웨어는 2,883만 대가 판매되었
으며, 소프트웨어는 2억 3천만 카피 이상이 팔렸다. 2020년을 거치며 
밀리언셀러 타이틀은 36개로 늘어났는데,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영어 타이틀 Animal Crossing)>은 올해 3월 
말까지 총 3,263만 카피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픽게임즈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었을 <로블록스(Roblox)>의 실적
도 2020년에 급증했다. 로블록스의 투자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0

닌텐도 2021 회계연도 사업 실적� (단위: 억 엔)

출처 : Nintendo

구분 FY 2020 FY 2021 증감률

매출 13,085 17,589 34.4%

영업이익 3,523 6,406 81.8%

영업이익률 26.9% 36.4% +9.5 %p

하드웨어 판매량 2,103만대 2,883만대 37.1%

닌텐도 스위치 1,483만대 2,032만대 37.0%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619만대 851만대 37.3%

소프트웨어 판매량 16,872만장 23,088만장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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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매출은 9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조 원)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111%) 증가했다.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일일 활
성화 이용자 수도 3,3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로블록스
가 개발자들에게 지급한 수익 배분금도 2019년 1억 달러에서 2020년
에는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로 증가했다. 이런 실적에 힘
입어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5월 31일 현재 534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1.2. 모든 연령층을 위한 게임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모동숲, 그리고 급성장 중인 코어까지 최근 큰돈
이 몰리고 있는 게임들의 면면을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한 가지 공통점
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
는 게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게임은 스스로 메타버스임을 
주장하거나 시장에서 메타버스 게임으로 불리고 있는데, 현실세계가 
다양한 연령대의 인구계층과 남녀 성별로 이루어져 있듯, 게임의 이용
자 구성도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 셈이다. 

비교적 최근에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UCC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아도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가 타깃 고객이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게임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게임업계의 통념이나 게임의 성공 공식
에 비추어 보면 남녀노소의 게임이란 것은 분명 이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초 아케이드에서 처음으로 비디오게임이 등장한 이래 게
임은 언제나 10대와 20대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다. 당연히 게임
의 기획 및 제작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초점은 이들에게 맞춰져 왔다. 게
임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이나 이미지 역시 10대와 20대 남
성이 게임의 절대적 소비층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그렇기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게임들의 이용자 연령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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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수인 줄 알았던 중장년의 
남성은 알고 보니 학생이었
고, 진짜 교수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는 컨셉의 광고

06 	사람의 한 세대는 보통 30년
으로 잡지만, 마케팅 업계는 
대략 15년을 한 세대로 구분
한다. 베이비부머, X세대, 밀
레니얼세대, Z세대 등은 대
체로 15년을 단위로 부여한 
명칭이다.

다양하고 성별 비중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단순히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고, 향후 변화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게임산업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 보는 것도 게임산업
의 주체들에게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age-agnostic)

2.1.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의 등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가 있었다. 2002년에 한 통신사의 광
고5에 사용되어 유행한 이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외국에
서도 ‘Age is just a number’라는 관용구는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편이다.

나온 지 벌써 근 20년이 되어 가는 이 광고 카피는 확실히 시대를 앞서 간 
면이 있다. 글로벌 마케팅 업계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마케
팅 전략 수립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 
대략 2016년경임을 감안하면, 한 세대6를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002년 KTF 광고)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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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마케팅에서 브랜드(brand)는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
해 주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
험의 집합을 말하며, 좁은 의
미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해당 기업을 나타내는 
상표나 표지를 말한다.

08 	애그노스틱(agnostic)은 인간 
의 경험으로는 본래 사물의 
본질이나 실재 자체는 결코 
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
진 불가지론자를 말한다. 에
이지-애그노스틱이란 물리적
인 나이가 아닌 소비자가 스
스로 느끼거나 지향하는 나이
는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09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줄임말로 미국의 경
우 1946년부터 1964년 사이
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마케팅 분석기관인 어테스트(Attest)가 2019년에 영국과 미국의 소비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설문 조사에 따르면, 18%의 사람만
이 자신의 관심사가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7들은 오랫동안 나이에 따라 사람들에 대한 ‘가정’을 정립해 왔다. 
손자들에게 사탕 봉지를 흔들어 보이는 상냥한 할아버지, 방을 청소하지 
않는 변덕스러운 10대 등 광고에서 보이는 세대별 원형들은 모두 이러한 
가정이 반영된 것이다. 소비자들도 그런 원형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서, 광고 속 모습이 해당 연령을 대표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도 한다.

어테스트는 이런 가정의 정립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성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면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브랜드들이 연령별 원형을 정립해 온 것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이들
의 관심을 끄는 캠페인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어테스트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도적인 크리에이티
브 에이전시들은 이제 나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
는(age-agnostic, 에이지-애그노스틱)8’ 마케팅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
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만으로 혹은 나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소비
자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마케
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2. ‘나이가 없는 시대’의 도래 배경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의 
등장 배경에는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가 있다. 기대 수명은 20세기 
내내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이제 은퇴 후에도 길게는 수십 년간 건강
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스스로 혹은 사
회로부터 나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재정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어테스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부머 세대9의 90% 이상과 
영국 부머 세대의 85% 이상이 노화가 삶에 대한 욕망에 영향을 미친다
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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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통 밀레니얼세대는 1981년 
~1995년 출생 인구를, Z세대
는 1996년~2010년 출생 인
구를 말하며, 마케팅 학자나 
기관에 따라 수년씩 편차가 
있다.

마케팅 관점에서 이들 부머 세대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들의 인구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1950년대
에는 5세 미만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3배 많았지만, 2050년에
는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2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구학자들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구학적 변화
가 진행 중이라 말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이들
은 마케팅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자들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
(Nielsen)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는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규모와 구매력 면에서 보면 절대적 영향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마케터들은 그간 장노년층 소비자를 제대로 대접해 오지 않았다. 
닐슨에 따르면 전체 광고 중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5%에
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테스트는 노인들이 그다지 가치 
있다고 보지 않았던 과거의 사고방식이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라
고 분석한다.

노년층에 대한 홀대와 쌍을 이루는 마케팅적 관성은 18~35세 연령층에 
대한 지나친 애정, 달리 말하면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10에 대한 마케팅 
강박이다. 마케팅 업계에는 광고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면 브
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젊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덜 매력
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브
랜드가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과 전략을 보면 18~30세 사이의 여성과 
25~35세 사이 남성의 관심을 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테스트는 연령에 대한 마케팅 업계의 고정 관념은 두 가지 점에서 오
류를 낳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밀레니얼세대에 집착하는 동안 인
류 역사상 가장 큰 인구학적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고, 다
른 하나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욕구마저도 정확하게 공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오류와 관련해 어테스트는 Z세대의 40%가 ‘자
신의 관심사나 취미에 나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 결과
를 근거로,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 역시 나이라는 좁은 틀에 갇
히지 않기를 열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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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테스트에 따르면 결국 현재 브랜드들의 마케팅 관행은 어떠한 세대
의 욕구도 실제로는 완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점
은 바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젊으나 
늙으나 모두 나이와 욕구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
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2.3.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의 사례

일부 브랜드들은 이제 소비자 타게팅에서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대
신 관심과 행동을 기준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의 대표적 사례로는 ‘햄버거 헬퍼(Hamburger Helper)’가 
자주 거론된다. 이 포장 파스타 브랜드는 오랫동안 주부들을 겨냥해 왔
는데, 1970년대 이래 부엌에 있는 여성들을 묘사하는 가정적이고 아늑
한 느낌의 광고를 내보내 왔다.

2016년 이 브랜드의 소유기업인 제네럴밀즈(General Mills)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는데, 연령층으로 타게팅 하는 관행을 피하
고 음악이나 스포츠 등에 대한 열정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전개하였
다. 제네럴밀즈는 ‘Watch the Stove’와 ‘Feed the Streets’라는 제목의 
노래를 포함해 완전한  ‘햄버거 헬퍼 랩 앨범’을 제작했는데, 이 기이한 
시도가 성공해 앨범은 입소문을 탔고, 브랜드의 판매는 30% 증가했다.

랩을 좋아하는 모든 세대를 겨냥한 햄버거 헬퍼의 광고

출처: General M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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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광고를 위해 저명한 사진
작가 마리오 테스티노는 15
개국에서 11~71세의 실제 여
성 32명의 인물사진을 촬영
했다.

제네럴밀즈에 따르면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좋
아하는 이유와 동일한데, 즉 사람들은 재미있거나 스마트하거나 도움
이 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흥미롭다고 느낄 때 좋아하게 된다. 또
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주요한 힘은 ‘열정’으로, 누군가의 무엇
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눈길을 주며 브랜드가 진실성을 담
고 있다고 느낀다.

나이에 구애 받지 않는 마케팅의 또 다른 훌륭한 사례는 여성 의류 브
랜드 ‘도브(Dove)’이다. 도브는 포용성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
해 왔는데,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는 욕망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독점적
인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모든 체형과 사이즈의 여성이 아름다움을 증
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자신들의 미션으로 삼았다.

2017년에 도브는 인구통계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마케팅 캠페인
에 모든 고객을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선언(Real 
Beauty Pledg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광고에 전문 
모델들이 아닌 “실제 여성”들을 등장시켰다.11

도브는 전문 모델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좁은 관점만을 보여주며, 자신
들은 미(美)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믿기에 서로 다른 연령, 체형, 인
종, 머리색, 스타일의 실제 여성들을 광고에 등장시킨 것이라 말했다. 아
울러 자신들의 캠페인은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연령 포용성을 강조한 도브의 ‘진정한 아름다움 선언’ 광고 

출처: d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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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라임(grime)은 영국 흑인
음악을 대표하는 일렉트로
닉 음악의 한 장르로 2천 년
대 초반 런던 지역에서 발생
했다. UK 거라지로 불리는 
하우스계 클럽 음악에 랩과 
레게의 요소를 더했다. 

13 	테일러 스위프트는 12살부
터 컨트리 음악을 했으며, 
17살인 2006년에 데뷔 음반
을 발매하며 컨트리 음악 스
타로 부상했다. 미국을 대표
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인정
받고 있으며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14 	원디렉션(One Direction)은 
리암 페인, 해리 스타일스, 
루이 톰린슨, 나일 호란으로 
이루어진 영국-아일랜드의 
팝 보이 밴드이다.

2.4. 에이지-애그노스틱의 진정한 의미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캠페인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 보일 수는 있
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에이지-애그노스틱이란 단순히 
나이로 소비자를 타게팅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유와 기준으로 
타게팅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스타일이 계속 진화해 감에 
따라 누군가가 태어난 연도와 소비 욕구 사이의 관련성은 점점 더 줄어
들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어떠한 연령 그룹도 동일한 그룹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개인이며, 단순히 나이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
동, 신념 및 관심사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에이지-애
그노스틱 마케팅에는 고루하게 연령에 따른 고정 관념에 의존하는 대
신 변화하는 소비자의 태도와 현실을 따라 잡아야 하며, 소비자의 열정
과 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브랜드가 세대를 뛰어 넘어 매력을 확장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3.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게임의 시대

3.1. 게임산업 에이지-애그노스틱의 특징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과 유사한 흐름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음악산업의 경우 아이들은 스톰지와 같은 래퍼
의 그라임12 음악을 즐겨 듣는데, 스톰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려
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가사와 욕설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반면 전세계의 수많은 중장년층들 중에는 테일러 스위프트13, 해
리 스타일스, 원디렉션14 등과 같이 동화적 느낌을 주는 뮤지션의 극성
팬들이 많다. 듣는 사람의 나이와 선호하는 음악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
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게임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모여봐요 동물의 숲(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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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와이(可愛い, kawaii)는 문 
자 그대로 ‘사랑스러운’ 또는 
‘소중한’이란 뜻이다.

16 	Gaming Attitudes and 
Habits of Adults Ages 50-
Plus 

Crossing)>의 경우 40대 학부모와 그들의 10대 자녀들이 매일 게임 속
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들만의 게임을 
위한 목적으로 스위치를 추가 구매하기도 한다. <포트나이트>에서는 30
대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10대나, 헬로키티와 같은 카와이15 콘텐츠에 진
한 애정을 표시하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게임산업의 에이지-애그노스틱 현상을 앞서 살펴본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 흐름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
선 공통점은 구매력을 갖춘 고령층이 소비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
처럼, 게임시장에도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
다는 것이다.

마케팅 조사기관 AARP는 2019년 12월 미국 50세 이상 연령층의 게임 
이용에 관한 보고서16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미국 게
임 이용자는 2016년 4,020만 명에서 2019년 5,060만 명으로 약 26% 
증가했다. 한 달에 최소 한번 이상 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50세 이상 성
인의 비율은 2016년 38%에서 2019년 44%로 증가했으며, 주당 평균 
플레이 시간은 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특히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데, 50세 이상 성인 남성 중 비디오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49%였다.

장노년층 게임 이용자들이 점차 능숙한 게임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다
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2016년에 비하면 새로운 게임을 배우기 위해 

2016~2019 미국 장노년층의 게임 이용 비율 변화� (단위: %)

* 	2016년 응답자 수: 50~59세 1,190, 60~69세 1,397 70세 이상 1,019	
2019년 응답자 수: 50~59세 1,336, 60~69세 1,356 70세 이상 1,083	 출처: AARP

2016 2019

40%
49%41%
44%

37%
39%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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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나 자녀들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소셜네트워크나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늘었다. 

50세 이상이 게임에 지출하는 금액도 늘어났는데, 2019년 상반기의 지
출액은 35억 달러로 2016년 전체 지출액 5억 2,300만 달러에 비해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출 분야를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 가상 아이템, 
게임 내 맞춤화 등 콘텐츠 분야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선호 장르를 보면 퍼즐 등 논리게임, 카드게임, 타일게임 등의 응답비율
이 높지만, 젊은층의 전유물로 생각되는 e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하는 양상도 볼 수 있었다. e스포츠에 대한 친숙도는 2016년 11%에서 
2019년 15%로 증가했으며, e스포츠 대회에 참가했거나 시청한 경험
은 2016년 4%에서 2019년 12%로 늘었다.

이처럼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이용 및 구매 패턴이 젊은층과 
유사해지는 점은 일반적인 에이지-애그노스틱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게임산업에는 이와는 반대 방향에서 전개되는 흥미로운 에이지-애그노
스틱의 흐름도 존재한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게임은 어린이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13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먼저 큰 인기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
다. 노년층의 수요가 젊은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것들로 옮겨가는 일
반적인 에이지-애그노스틱과 달리, 어린이 혹은 미취학아동들의 수요가 
젊은층의 전유물인 게임으로 옮겨갔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은 보통 초딩게임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유치한 
것으로 치부해 성인이나 청소년층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일부러 
멀리하게 되지만,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이후 보다 높은 연령층으로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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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는 상장 직전인 올 3월에 일일활성사용자(DAU)의 44%가 13
세 이상임을 밝히며, 2020년에는 특히 16~24세 그룹이 빠르게 증가했
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는 보다 나이 많은 사용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이며, 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연
령대에 호소하는 플랫폼과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로블록스가 내놓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다양한 범
위의 사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경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특히 라이브 콘서트를 플랫폼 내에서 조직화하는 데 집중
할 것이라 밝혔다.17 

3.2. 에이지-애그노스틱 게임 등장의 기술적 배경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게임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게임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서 이유를 발
견할 수 있다. 카드게임, 보드게임, 놀이터에서 하는 게임, 비디오 게임 
등 모든 게임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보편성이 있는데, 대부분 목표, 규
칙, 전략, 도전, 상호작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모든 
연령대에 작용하며, 따라서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 게임을 개발하지 않
더라도 모든 연령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게임의 등장이 가능해진다.

17 	로블록스는 2020년 11월 릴 
나스 엑스(Lil Nas X)의 콘서
트를 개최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이틀에 걸쳐 열린 
4회의 콘서트에 총 3,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로블록스 DAU의 연령 그룹별 증가 추세� (단위: 백만 명, %)

출처: ROBLOX IR

FY 2018 FY2019 F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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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 13세 이상  ● 나이 모름  ― 13세 미만 YoY  ― 13세 이상 YoY  ― Total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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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마케팅 업계에서 말하는 Z세
대 다음의 세대로 보통 2011
년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이런 본질적 특성에 더해, 모든 세대가 즐기는 게임이 늘어나는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접속 기술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게임 이용 패턴의 등장이다.

우선 2000년대 초반의 모바일 붐은 미취학 아동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Z
세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스마트폰을 손에 넣게 되는 시점은 10세 경
이며, 알파세대18의 경우는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 및 활용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이패드를 포함해 새롭고 다양한 게임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보다 
큰 화면에서 이동 중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게임의 접근성
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그 다음 게임 플랫폼들이 상호 연계되기 
시작하며 멀티플랫폼 게임과 옴니채널 게임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게임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모두가 게임 접속기기를 가지고 있
는 가운데 멀티플레이어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함께 게
임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점차 커졌다.

3.3. 에이지-애그노스틱 게임 등장의 사회문화적 배경

이처럼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게임의 시대가 열리게 된 데에는 기술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환경적 요인일 뿐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함께 즐긴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도구인 모바일 기기의 확산은 오히려 연령별 분
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모바일 앱스토어 
초기에는 퍼블리셔들이 게임을 타깃 사용자별로 분류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게임이나 성인용 게임 제작 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게
임의 연령별 분리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것은 클
래시오브클랜, 앵그리버드, 캔디크러시 등과 같이 연령이나 성별과 무
관하게 여러 세대에 걸쳐 크게 히트한 게임들의 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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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78년에 오늘날 온라인 게
임의 원형이 된 머드(MUD, 
multi user dungeon) 게임
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에서 작가, 교수, 
게임 연구가로 활동 중이다.

따라서 기술 요소 외에 에이지-애그노스틱의 가능성을 실제 현실로 만
들어 준 다른 측면의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회화의 도구(socializer)’로서 게임이 제공하는 기능에 주목한다.

영국의 게임 연구가 리차드 바틀(Richard Bartle)19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속에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게임 속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가상세계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이용자를 4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바틀 게임 플레이어 유형 분류(Bartle Taxonomy of Player Types)’
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는 성취자(Achiever), 탐험가(Explorer), 사교인
(Socializer), 킬러(Killer)로 나눌 수 있는데, 사교인이 80%로 가장 일
반적이다. 이 유형의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데서 게
임의 가장 큰 즐거움을 얻고, 본인도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에서 즐
거움을 주기 위해 애쓴다. 또한 게임 내에서 만나든 직접 만나든 게임을 
단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바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가장 큰 목적

바틀의 게임 이용자 4유형 구분

출처: International Desig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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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의 충족인데, 이는 오늘날 온라인게
임 커뮤니티를 통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상호작
용의 욕구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이 
온라인게임을 찾고 있고, 이것이 에이지-애그노스틱 게임이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라 분석한다.

목적은 다르지만 현재 모든 세대는 나름의 이유로 게임을 통한 상호작
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우선 유년층과 청소년층을 보면, Z세대와 알
파세대는 온라인게임을 사회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온
라인게임을 통해 부모의 눈길을 넘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사회적 관계 개발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게임은 이제 아
이들의 사회화와 통합되어 있다.

한편, 사회의 유동성이 심해지고 고령사회화가 진전되면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상호작용 욕구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게임의 가
치가 주목받고 있다. 정년이 없어지고 고용 불안정이 커지면서 중장년
층의 대인관계는 위축되고 있다. 노년층 역시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삶
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는 데 따른 우울함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족, 이웃, 사회와 상호작용인데, 최근 게임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케팅 조사기관 AARP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50세 이상 게임 
이용자의 32%는 자신을 사회와 연결하기 위해 게임을 이용한다고 답
했다. 다른 성인과 온라인게임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약 70%는 가

2019 미국 50세 이상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게임 상대

* n=응답자 수	 출처: AARP

● 2016년(n=219)  ● 2019년(n=315)

잘 모르는 사람

알고 지내던 친구

게임 안에서 만난 사람

가족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

45%

28%

21%

30%

4%

38%

29%

28%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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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과 게임을 한다고 답했
다. 또한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44%는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과 게임은 
물론 게임과 무관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알파세대부터 장노년층까지 게임을 통해 상호작용의 욕구를 해
소하려는 경향은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동제한 조치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에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세대에 걸쳐 게임 유입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에이지-애그노스틱 게임
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4. 에이지-애그노스틱 시대의 게임 개발

4.1. 개발의 전제 조건

물론, 반드시 모든 연령대를 위해 개발되거나 모든 연령대가 플레이하
는 게임만 좋은 게임인 것은 아니다. 특정 연령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좋은 게임들도 있다. <포퍼트롤(Paw Patrol)>이나 <세서미스트리트
(Sesame Street)> 같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인기 라이선스 기반의 
쌍방향 게임들도 있고, 18세 이상을 위한 <GTA>나 <콜오브듀티> 같은 
게임도 있다. 이들은 모두 훌륭한 게임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뚜렷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연령에 구애받
지 않도록 개발되어 모든 연령대에서 성공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스펙
트럼이 무척 넓은 게임이라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 거대 영역이 실
제로 게임기업들에게 새롭고 엄청난 규모의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 기획자나 개발자들이라면 새로운 시대의 게임
이 원하는 요건에 대해 짚어보고 필요한 역량을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모두를 위한 게임을 개발할 때, 사전에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세세하게 지시하는 정부 법률이나 지침은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반면, 단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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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려는 게임이 모든 이용자에게 적합하다는 보증 책임을 게임업계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게임 내의 모든 것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
미한다. 교육적인 이점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게임을 하는 아이의 생물
학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익화, 데이
터, 보상 및 중독 등의 이슈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
다는 것이다.

<클럽펭귄(Club Penguin)>과 같이 어린이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
상 세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클럽펭귄>
은 유아 전용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안전 및 책임에 실제로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요즘의 많은 소셜 게임들은 모든 연령이 이용하
는 보편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
라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개발자에게 수많은 이슈가 제기될 수 있
다. 이 차이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4.2. 정교해야 할 수익모델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의 개발이란 사실 매우 어
려운 미션이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게임을 한다고 
해도, 상호작용의 수준, 게임을 이용하는 패턴과 이용환경, 그리고 게임 
시스템에 반응하는 방식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게임을 할 가능성이 더 크
다. 이들은 기술이나 화면 크기의 제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
다. 다다익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40시간짜리 멋진 블록버스터 게임보
다는 짧게 즐기는 수백 개의 적당한 게임에 더 끌린다. 반면, 성인이라
면 대형 화면에서 재생되는 완전한 영화적 경험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이들은 빠른 승리와 빠른 보상에 더 끌린다. 이용자층이 더 어려
질수록 더 빨리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만,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동
기부여나 행위 패턴이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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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자(snack)를 먹듯 짧은 시
간 안에 간단하고 쉽게 콘텐
츠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트
렌드를 ‘스낵 컬처(Snack 
Culture)’라 한다. 웹툰, 웹드
라마, 틱톡과 같은 숏폼 비디
오 클립 등이 대표적인 스낵 
컬처로 꼽힌다.

가장 어려운 점은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화와 관련된 것인
데, 지출 동기가 성인과 어린이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스킨, 아
바타, 캐릭터, 이모티콘과 같이 ‘맞춤화’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이들
은 모든 것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고유한 것이 되기를 원
한다. 반면 성인은 편의성을 위해 게임 내에서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다. 공룡 알이 부화하거나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
문에 빨리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지출 동기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고안이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모델을 마련해 이용자의 게임 맥
락에 맞게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4.3. 스낵처럼 즐기고 유튜브에 적합한 게임

프랑스의 게임 스튜디오이자 퍼블리셔인 부두(Voodoo)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시대란 ‘게임의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전에
는 게임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바일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부두는 이런 게임의 민주화에는 스낵20처
럼 즐길 수 있는 30~45초 정도의 하이퍼캐주얼 게임이 기여를 했다고 분
석한다.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비주얼
과 신선한 게임 플레이를 갖춘 하이퍼캐주얼 게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
서 나이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거대한 게임 대중시장에서 어필할 것이
라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부두는 ‘유튜브 적합성(YouTube-ability)’이 있는 게임이 에이
지-애그노스틱 시대의 게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
는 매력적인 비주얼이 있고 게임 이용자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한 두 번의 클릭이나 터치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쉬
운 게임을 말한다. 이는 최근의 게임들이 유튜브나 트위치 등 게임 동영
상 스트리밍 기반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들과 상호 연계하여 구동됨으로
써 이용자들의 소셜 지향성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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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roduct Placement의 약
자로 본래 영화나 드라마 속
의 소품을 어떻게 배치할지
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최근
에는 브랜드·기업명 등을 직
접 명시하지 않고 제품 배치
를 통해 드러내는 간접 광고
를 총칭한다.

5. 변화가 필요한 브랜드 마케팅

5.1. 게임 광고만 내보내고 있는 게임 내 광고

에이지-애그노스틱 게임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어본다면, 브랜드와 마케팅 에이전시들도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전
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게임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이나 남
성들이 주류 소비자가 아닌 시장이 되었고, 다양한 연령층이 한 데 어울
려 플레이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이 제
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게임 스튜디오이자 퍼블리셔인 플레이스택(PlayStack)은 엔터테
인먼트로서 게임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브랜
드가 게임을 광고 매체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모바일게
임에 표시되는 광고가 거의 대부분 브랜드 광고가 아닌 다른 게임의 설치
를 유도하는 광고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한다. 광고가 게임 이용
자를 PPL21이나 브랜드 노출 등 다양한 기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게임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브랜드들이 아직 게임을 본격적인 광고 미디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게임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플레이스택
은 분석한다.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게임을 즐기
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게임을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
에서 빠져 있는 니치 마켓으로 간주하는 브랜드들이 많다는 것이다.

5.2. 마케터가 게임 이용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수년간 게임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특히 게임 이용자 구성
의 변화를 보면 브랜드와 마케터들이 게임을 통한 브랜드 광고에 집중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선 게임에는 강력한 여성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성별 비중은 50:50에 수렴하며, 캔디크러시와 같



01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
신표준화 기구로 장비 · 단말 
· 통신기업이 주로 참여함

② �국 제 전 기 통 신 연 합 으 로 �
유 · 무선통신 국제 표준화 
기구

③ �OVUM - How 5G Will 
Transform the Business 
of Media and 
Entertainment

26

GLOBAL GAME INDUSTRY TREND

이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빅히트 게임들이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여성 게임 인플루언서들의 수
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게임 이용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기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가정 내 소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자
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의 등장은 소비력을 갖춘 장노년층을 발견하면서 
등장한 것인데, 게임을 이용하는 장노년층도 경제권과 구매력을 갖추
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광고 수용도 역시 브랜드와 마케터
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캔디크러시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신경학 
연구를 수행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고조된 감정 
상태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더 행복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의 사람
들에게 브랜드 광고를 전달한다면 그 효과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 비해 광고를 더 잘 받
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경우 
자신이 호감을 느낀 광고를 보고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가
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3%였는데, 게임을 하지 않는 이
용자들 중에서는 3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편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연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의 66%는 친구, 
가족 또는 동료의 구매 결정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는데, 게
임을 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는 40%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글로벌 게임산업의 규모와 게임 이용자의 수가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금 게임을 통한 광고 캠페인에 참
여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앞으로 뒤쳐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미 루이뷔
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가 <리그오브레전드>와 협업하는 게이밍 커머
스 사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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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게임산업이 음악산업이나 영화산업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브랜드와 마케터들은 좀 더 지켜보자
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게임시장에 가장 참여도가 높은 오디언
스들이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오디언스들이 어울려 있다는 점을 인정
한다면 기회를 잡기 위해 과거의 고정관념과 확실히 결별할 필요가 있
다. 다행히 메타버스 열풍이 불며, 게임 콘텐츠 자체와 브랜드를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6. 게임의 기준은 바뀌게 될까?

5월 첫 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 1라운드 막이 올랐다. 가십거
리들이 많았지만, 양측의 공방 중에 ‘게임산업의 범위가 무엇이냐’와 같
은 묵직한 화두가 제시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가 ‘게임
이 아닌 메타버스’라며 ‘게임으로 취급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소송전의 핵심 쟁점이 독점 여부이긴 하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글
로벌 게임산업이 현재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
적 사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마케팅이나 에이지-애그노스틱 게임의 등장도 

LOL을 통해 디지털 럭셔리 브랜드를 표방한 루이뷔통

출처: 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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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모두 메타버스의 부상과 함께 글로벌 게임산업이 현재 겪
고 있는 심상치 않은 변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의 정의와 범위를 바꾸어 놓고 있듯, 에이지-애그노스
틱 게임 역시 ‘10~20대 남성 전유의 게임’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깨고 
게임의 의미와 역할, 핵심요소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
지 멋진 게임, 좋은 게임의 기준이 탄탄한 스토리, 매력적 캐릭터, 고퀄
리티의 화려한 그래픽 디자인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연령대에 걸
친 확장 가능성, 다중 플랫폼 지원 여부, 경쟁과 협력 그리고 놀이의 장
소로서 얼마나 편리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하는지가 진정
한 게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지 모른다.

모든 게임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보편적 매력을 갖도록 개발될 것
이며, 앞으로는 어린이용 게임이란 말도 사라지고 18세 이용가 게임은 
한정판 성인 전용 애드온 팩, 디렉터스컷 또는 스핀오프 콘텐츠의 형태
로만 제공되는 니치마켓 장르로 전락할지 모른다. 이러한 변화는 메타
버스 구축 경쟁 속도에 따라 수년 내에 급격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게임산업이 모든 밸류체인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게임산업의 변화 흐
름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1.� �gamesindustry.biz- Why kids aren’t just playing kids’ games anymore and what that 
means for developers,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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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통 시리즈A는 상품 및 서
비스 출시 단계, B는 사업 확
장 단계의 투자 라운드를 말
한다. 시리즈 C~E는 시장점
유율 확대 및 IPO(기업공개)
나 M&A 자금 확보를 목적으
로 하며, IPO 이후에도 필요
에 따라 투자 라운드가 계속
된다.

02 	증권사를 통한 기업공개
(IPO)와 달리, 신주 발행 없
이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을 그대로 상장하는 방식
(Direct Public Offering)

1. 1분기 게임산업 투자 187억 달러

게임산업 정보제공기관 DDM의 「게임투자리뷰(Games Investment 
Review)」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은 1분
기 단독 실적만으로 이미 2020년 전체 실적(132억 달러, 한화 약 15조 
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게임산업 투자금액은 187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에 달했는데, 
2020년이 2006년 이래 최대의 게임 투자액을 달성한 기록적인 한 해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의 투자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
인지를 알 수 있다.

1분기 투자 실적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메타버스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로블록스(Roblox)’의 시리즈H1 투자 유치에 이은 직상장(DPO)2이다. 

[시장] ’21년 1분기 게임산업 
투자 활황, 분기 실적만으로 
작년 전체 투자규모 추월

팬데믹 상황에서 게임 이용이 급증하며 2020년 글로벌게임산업에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투자가 몰렸다. 2021년에도 과연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 글로벌 게임산업 투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투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187억 달러에 달해, 분

기 실적만으로 이미 2020년 전체 투자 실적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

다. 로블록스의 상장이 1분기 실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바

일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M&A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베데스다 인수가 화제가 되었다. 로블록스의 뒤를 이

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고려할 때, 2021년 게임산

업 투자는 또 한 번 기록적 수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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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로블록스는 금년 1월 상장 전 마지막 투자 라운드를 통해 5억 2천만 달
러의 투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3월 10일 뉴욕 증시에 직상장하며 128
억 달러를 조달했다. 로블록스가 시리즈H와 직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
금을 합치면 1분기 전체 게임 투자 유치 금액의 71%에 달한다. 

그러나 로블록스를 제외한 게임 분야의 1분기 투자 실적 역시 59억 달
러에 달했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분기 평균 투자 금액이 8억 
9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의 투자 흐름이 매우 양
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멀티플레이어 게임과 모바일게임이 투자 주도

2021년 1분기 투자 건수는 약 140건이었는데, 분야별로는 모바일 분
야에 대한 투자 건수가 29%로 가장 많았고, e스포츠(24%)와 콘솔/
PC(21%)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로블록스가 포함된 MOBA3, MMO 등 멀티플레이
어 게임을 지칭하는 MCG(Mass Community Game) 분야가 전체 투자
의 73%를 차지했으며, 모바일(14%)과 콘솔/PC(6%)가 그 다음을 차지
했다.

2011~2021년 글로벌 게임산업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출처: DDM(2021.4) 

● Tech/other  ● Mobile  ● Console/PC  ● MCG  ● eSports  ● Browser  ● AR/VR  － 거래건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2

1873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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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단계별로는 시드 투자가 총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리즈A 투자
가 31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모바일게임 분야에서는 시드 투
자와 시리즈A 투자를 합친 초기 투자의 비중이 79%에 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투자금액의 중앙값4이 가장 높은 분야는 MCG로, 로블록스를 제외할 경
우에도 중앙값은 1,580만 달러에 달해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멀
티플레이어 게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분기의 주목할 만한 투자자로는 미국의 e스포츠 전문 벤처캐피탈 비
트크래프트(BITKRAFT Ventures)와 중국의 텐센트(Tencent)를 꼽을 
수 있다. 1분기에 공개된 투자 건수를 보면, 비트크래프트와 텐센트는 
각각 5건의 투자를 기록했다. 

특히 텐센트는 1분기에 엔터테인먼트, 교육, 금융, 의료 등의 광범위한 
부문에 600억 위안(한화 약 10.5조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중 3분의 
1 가량을 게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견고
한 성장을 유지한 게임 부문의 투자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
다. 1분기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대표적 기업은 일본의 클라우드 게임

04 	중앙값(Media)은 표본의 값
을 나열했을 때 정 중간에 위
치하는 값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글로벌 게임산업 분야별 투자 실적 정리(IPO 제외)

출처 : DDM(2021.4)

장르 투자
건수 최대 투자 시드 

투자
시리즈

A 기타 중앙값
(백만달러)

AR/VR 3 StrikerVR의 시드 투자, 400만 달러 100% - - 1.2

콘솔/PC 15 HiDef의 시리즈A 투자, 750만 달러 40% 27% 33% 5

e스포츠 25 Mobile Premier League의 
시리즈D 투자, 9,500만 달러 28% 32% 40% 2

MCG 11 Roblox의 시리즈H 투자, 
5억 2천만 달러 9% 36% 55% 26.7

모바일 33 SplashLearn의 시리즈C 투자, 
1,800만 달러 52% 27% 21% 2.5

기술/기타 16 Dapper Labs의 후기 투자, 
3억 500만 달러 25% 31% 4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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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유비투스(Ubitus)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Life is Strange)>
를 개발한 프랑스의 돈노드 엔터테인먼트(Dontnod Entertainment)
이다. 

3.  IPO와 M&A 시장도 활발

3.1. 1분기 IPO 조달금액, 2020년 전체 기록 넘어서

2021년 1분기에 성사된 IPO는 12건이며, 총 154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를 조달해 2020년 전체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1분기 IPO 기업의 발
행 주식 시가총액은 약 558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로 2020년 한 해 
동안 기록한 206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를 2배 이상 상회한다. 

DDM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게임기업의 IPO는 기업 가치평가 측면에
서 3년 주기의 사이클을 따랐으며, IPO 기업의 가치가 두 해 동안 저평
가되다가 그 다음해에는 고평가되는 경향이 유지되어 왔다. 2021년은 
원래 3년 주기 사이클에서 저평가의 해에 해당하지만, 1분기부터 이러
한 패턴이 무너진 셈이다. 

421억 달러(한화 약 47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직상장으로 
128억 달러를 조달한 로블록스 외에 1분기 주목할 만한 IPO로는 이스
라엘의 모바일게임 업체 플레이티카(Playtica)와 독일의 소셜카지노 
업체 휴즈 게임스(Huuuge Games)가 있다. 양사는 IPO를 통해 각각 
19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와 4억 4,700만 달러(한화 약 5천억 원)를 
조달했다. 

3.2. 콘솔/PC 게임에 집중된 M&A 

2021년 1분기에 DDM이 추적한 M&A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
까이 증가한 75건이며, 공개된 거래 총액은 105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로 2020년 전체 M&A 거래 총액인 113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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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콘솔/PC(87%)이었
으며 모바일(9%)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콘솔/
PC(32%)와 기술/기타(28%)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분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Bethesda)
의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ZeniMax Media)를 75억 달러(한화 약 
8.4조 원)에 인수한 것으로, 거래금액 기준으로 1분기 M&A 거래 총액
의 71%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니맥스 인수를 제외할 경우 
1분기 M&A 거래 총액은 30억 달러(한화 약 3.4조 원)로, 1분기 평균 33
억 달러를 기록한 예년(2010~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EA는 영국의 비디오게임 업체 코드마스터즈(Codemasters)를 
12억 달러에 인수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M&A 활동을 기록했다. 

1분기에 기록된 M&A 인수 금액과 IPO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투자금 
회수(Exit) 규모는 663억 달러(한화 약 75조 원)였는데, 이는 2020년 전
체의 318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글로벌 게임시장의 투자금 회수(M&A+IPO) 가치�  (단위: 십억 달러)

출처: DDM(2021.4) 

● M&A 거래금액 ● IPO 조달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18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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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게임산업 투자 전망

올해 1월 2020년 4분기 투자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며 DDM은 2020년
에 급증한 글로벌 게임산업의 투자 강세 흐름이 금년에도 유지될 것으
로 예상한 바 있다. 이미 2020년 한 해의 실적을 뛰어넘은 1분기의 결
과는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로블록스의 상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M&A가 1분기 거래에서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DDM은 이 두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
더라도 게임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황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게임기업들의 양호한 1분기 실적도 금년 투자 전망을 낙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가령 텐센트의 1분기 게임 매출은 17% 증가한 67억 달
러(한화 약 7.5조 원)를 기록했으며, 유니티의 1분기 매출은 무려 41% 
증가한 2억 3,48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에 새롭게 조성된 펀드들도 향후 게임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 활
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서머 벤처파트너스(Bessemer Venture 
Partners)가 조성한 펀드는 초기 및 성장 단계의 기업에 3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나이트 미디어(Night Media)의 펀드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중심의 게임 스타트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2천만 달러를 조성했
다.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Niantic)의 흑인 개발자 지원 펀드는 
흑인 개발자들이 주도하는 모바일 위치 기반 AR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
원할 계획이다. 

1분기에 발표되어 2분기 이후의 실적에 반영될 투자 활동들도 있다. 2
월 초 EA는 24억 달러에 미국의 모바일 게임업체 글루 모바일(Glue 
Mobile)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거래는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히트작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 스튜디오의 모회사 
크래프톤도 금년 하반기 국내에서 IPO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사람들이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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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게임산업은 특수를 누렸으며, 백신 
접종 확대에도 좀체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 감염자 수로 인해 금년에도 
새로 유입된 이용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무르면서 게임산업은 꾸
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기업들의 경우, 지난 1분기에는 신작의 부재 및 개발자 확보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2분기부터 대규
모 개발비를 투입한 신작 출시가 대거 예정되어 실적 향상과 투자 시장
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 하다. 

1.� �DDM- Q1 2021’S $18.7 Billion in Investments and $10.5 Billion in M&AS Rival 2020, 
2021.04.27.

2.� Fortune- Tencent’s video game boom comes back down to earth, 2021.5.21.
3.� 연합인포맥스- 中 텐센트, 지난 1분기 게임 투자에 초점, 2021.04.21.
4.� 매일경제- 대형 신작 몰려온다…게임사들 글로벌 혈투, 2021.05.2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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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게임 유통을 독점 중인 스팀

당사자들에게야 괴로운 일이지만 법정 소송 과정에서는 그 동안 잘 알
려지지 않았거나 제3자의 눈에는 흥미롭기 그지없는 사실들이 종종 공
개되곤 한다. 5월에 열린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첫 소송 공방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사는 공격과 방어를 위해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
지만 상대방의 내부 문서까지 들먹이며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고, 관
전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들을 주워들을 수 있었다.

새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신규 이용자 유치
를 위해 매주 제공 중인 무료게임에 에픽게임즈가 얼마나 비용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2018년 
12월 에픽게임즈 스토어 오픈 후 초기 9개월 동안 38종의 무료게임 배

모바일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차세대 콘솔에 세간의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서도 PC게임은 여전히 전세계 게임산업 매출의 25% 가

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레드오션이 된 앱스토어 게임에서 

벗어나 다시 PC게임으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 

시장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 PC게임 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스

팀(Steam)’에서 작년 한해 새로 출시된 게임은 1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제 스팀에서도 게임의 개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

게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스팀에서 발견 가능성을 높

이고, 이용자 선호도와 매출이 높은 장르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핵심은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게임에 붙

이는 “태그(tag)”의 이해에 있다.

[시장] 스팀의 최근 트렌드  
분석과 플랫폼 내 발견 가능성 
향상의 열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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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기간 동안 에픽게임즈 스
토어의 신규 가입자는 약 
492.4만 명이었다. 오픈 초
기 가입자 1명의 획득 비용
은 2.37달러(한화 약 2,600
원)였던 셈이다.

02 	Electronic Software Distri-
bution은 오프라인 상점을 
통한 패키지 판매 대신 온라
인으로 게임 키(key)를 판매 
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
게 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포를 위해 1,165.8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를 게임사에 지불했다.1 또
한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에픽게임즈 스토어 내 독점작 확보를 위
해 지불한 금액은 4억 4,400만 달러(한화 약 5천억 원)인 것으로 드러
났다.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게임 확보를 위해 이렇듯 과감한 비용을 투자하
고 있는 이유는 ‘스팀(Steam)’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이다. 양대 스
토어가 존재하는 모바일게임 시장이나 3대 콘솔 벤더가 존재하는 콘솔
게임 시장과 달리 PC게임 시장은 사실상 스팀이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전 세계 게임산업 매출에서 PC게임이 여전히 20~25%의 점유율을 유
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팀의 영향력은 애플과 구글에 못지않
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를 능가한다.

2003년 밸브(Valve)가 오픈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ESD)2 스팀은 초고
속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해 오다 2014년
경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PC게임 유통망을 장악했다. 그 동안 
글로벌 퍼블리셔인 EA나 유비소프트 등이 ESD 서비스에 나섰으나 스
팀의 아성을 흔들지는 못했다. 에픽게임즈가 오픈 후 GTA5나 문명6 같
은 초대형 게임의 무료 제공에 나선 것도, 이런 파격적 마케팅이 아니면 
스팀에 도전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2. 스팀 Q&A 세션으로 알게 된 사실들

2.1. 비판을 두려워 말 것

이렇듯 스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되면서, 스팀의 운영 전략 변화는 물
론 사이트 내의 작은 변화들도 스팀을 통해 PC게임을 판매하려는 게임
사나 개발자들의 관심사항이 되곤 한다. 특히 밸브 측으로부터 스팀의 
정책이나 알고리즘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는 게임 
개발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 밸브는 화상회의를 통해 게임 
개발자들과 스팀 비즈니스팀 직원들 사이의 Q&A 세션을 개최했는데, 
질의응답을 통해 스팀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나 판매 및 검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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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oming Soon(개봉박두) 코 
너에 소개되는 페이지를 말
한다.

을 높이는 방법 등이 언급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밸브의 개발자들은 우선 게임 판매량을 
높이려면 보다 일찍 스팀 페이지3를 만들 것을 조언했다. 정식 출시 전
에 스팀 페이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었는가와 잠재 판매량이 전체 매
출 평균을 얼마나 넘어설 것인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게임을 런칭하기 전에 상당량의 위시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조언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스팀 페이지가 너무 오래 노출되면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 오히려 지겨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밸브 개발자들
은 실제 데이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아울러 개발자들이 스팀 
페이지 제작을 미루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두려움’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작업물을 보여주는 것은 뿌듯하면서도 일면 두려운 일이다. 그
것은 개발자가 꿈꿔왔던 게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
일 수도 있다. 누구나 나름의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겠지만, 스팀 페이
지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를 대중적 비판에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론 두려움과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아
트 작업 하나만 더 마칠 때까지 스팀 페이지 개설을 한 달만 더 연기하

밸브 주최 스팀 비즈니스팀과 게임 개발자들의 Q&A 세션

출처: Beaten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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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arketing Pixels (혹은 
Tracking Pixels)은 웹사이
트 방문자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코
드를 말한다. 방문자가 어떻
게 브라우징을 하는지, 어떤 
유형의 광고를 클릭하는지 
등의 행동 데이터 정보를 얻
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해 마
케터들은 그 방문자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유료 광고
를 내보낼 수 있다.

자’는 등의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 밸브의 비즈니스팀은 그런 다짐이 실
행에 옮겨지는 일은 별로 없으며 그저 이용자들과 만남만 계속 미뤄질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아트 작업이 최종적이지 않더라도 스
팀 페이지를 만들어라. 미루면 미룰수록 판매량은 낮아질 것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게임 개발자들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들은 ‘마케
팅 픽셀 기능’과 ‘이메일 주소 수집’에 관한 것이다. 마케팅 픽셀(혹은 
트래킹 픽셀)4은 스팀 측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기능이었는데, 스팀 비
즈니스팀에 따르면 일부 광고 파트너들과 이미 베타 테스트 중이며 조
만간 정식 구현될 예정이다. 마케팅 픽셀 기능이 스팀에 적용된다면, 게
임사나 마케터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광고 네트워크에서 게임 광고를 
본 사람이 스팀에서 위시리스트에 게임을 담았을 때만 광고료가 지불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즉, 누군가 광고는 클릭했지만 위시리스트에는 
담지 않는다면, 광고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게임사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게임 광고 지출이 가능해지고, 위시리스트를 확보하는 비용
이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스팀 비즈니스팀은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안에 이메일 주소 수집 
폼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사로부터 뉴스레터나 업데이트 소식 등
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게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는 스팀은 물론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의 중간 매개자 없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는 게임 개발사들이라면 반길 만한 일이다. 여전히 이

스팀 커밍순 페이지 유지 기간과 매출의 관계

출처: Steam Business Team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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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스팀에 관한 다양한 통계 정
보를 제공하는 서드파티 정
보 사이트의 하나(https://
steamdb.info)

06 	태그(tag)는 이용자와 개발자
가 게임에 대해 붙이는 것으
로 장르보다 세분화된 개념
이며, ‘짜릿하다’ 혹은 ‘어렵
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를 붙
일 수도 있다. 보통 태그와 세
부 장르라는 말이 혼용된다.

07 	중앙값 또는 중위수는 어떤 
주어진 값들을 크기 순서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
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영어
로는 메디안(median)이라고 
한다. 평균값(average)과는 
의미가 다른데, 가령 ‘2, 3, 
100’의 세 가지 값이 있을 경
우, 평균은 35(=105/3)가 되
지만 중앙값은 3이 된다. 값
의 크기보다 크기의 순서를 
보는 것이므로, 평균값과 유
사할 수도 있고 거리가 멀 수
도 있다.

메일은 팬들과 직접 접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므로, 정식 게
임은 물론 데모 버전이나 프롤로그 게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2.2. 스팀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

커밍순 페이지의 효과나 마케팅 픽셀 기능 구현도 유용한 정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Q&A 세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스팀 사이트에서 게임
을 노출하거나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밸브 개발자들의 답변이었다. 스팀DB5에 따르면 스팀에서 새롭게 
출시된 게임의 수는 2018년 9천 개에 육박했으며, 팬데믹 특수가 시작
된 작년에는 1만 개를 넘어섰다. 게임 이용자의 관심, 시간, 돈을 차지하
기 위해 경쟁해야 할 게임의 수가 많아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일단 ‘발
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 노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은 스팀을 통
해 게임을 판매하려는 개발자들의 최우선 필수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스팀 비즈니스팀에 따르면 “태그, 플레이타임, 친구의 추천”은 스팀의 알
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요 요소다. 적합한 태그를 사용하고, 잠
재적 팬이 어떤 게임을 플레이 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게임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3가지 요소 중 특이한 것은 없으나, ‘플레이타임’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스팀 비즈니스팀은 모든 태그6를 대상으
로 모든 게임 이용자의 ‘플레이타임 중앙값7’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어

2012~2021 스팀의 연간 신규 게임 출시 수 추이� (단위: 개)

* 2021년은 5월 25일 현재 기준	 출처: Stea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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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개별 게임 이용자가 해당 태그를 가진 게임을 플레이타임의 중앙값
보다 오래 게임을 했다면, 스팀은 그 사람이 그 태그(혹은 세부 장르)의 
팬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한 이용자가 위 그림과 같
은 형태로 게임 추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그 이용자가 “Explore and 
Customize”라는 태그가 붙은 게임들을 이 태그의 플레이타임 중앙값 
이상으로 즐겼음을 뜻한다. 

밸브 측의 설명은 왜 정확한 태그 붙이기가 스팀 안에서 게임을 발견하
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또한 잠재 고객으로 상정한 게임 이
용자들이 어떤 태그가 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지를 말해준다. 스팀 비즈니스팀은 개발자들이 태그를 추가할 때 관성
적으로 붙일 것이 아니라, 그 태그의 열혈 팬들이 자신의 게임을 갑자기 
발견하게 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붙일 것을 권고
했다. 해당 태그의 열혈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자신들이 개발해 내
놓았다는 점을 확실히 어필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팀에서 유통할 게임을 제작하고 마케팅 하는 데 있어 태그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태그 분석을 이용해 스팀 내에서 인기가 있
는 장르 혹은 매출이 높은 장르를 알아내려 하거나, 스팀에 출시하는 게
임의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최근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스팀을 통해 PC게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태그 분석 및 활
용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 및 개발자들
은 스팀의 태그 메커니즘을 보다 잘 이해하고, 태그를 이용한 분석 도구
들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태그와 이용자의 플레이타임을 결합한 스팀의 추천 시스템

출처: Steam Business Team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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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스팀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
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
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 
Software Development Kit)
를 말한다. 스팀에 등록된 게
임 개발사나 퍼블리셔들에
게 제공된다.

09 	다이내믹 컬렉션(Dynamic 
Collection)은 앞서 구매한 
게임과 유사하거나 지정해 놓
은 기준과 일치하는 게임을 
구매할 경우, 자동으로 라이
브러리 내 해당 목록에 포함
시키는 자동 분류기능이다. 

3. 태그를 이용한 스팀 트렌드 분석 및 매출 추정

3.1. 스팀 태그 시스템의 독특한 가치

작년 6월 밸브는 스팀 개발자 도구인 스팀웍스(Steamworks)8에 ‘태그 
마법사(Tag Wizard)’ 기능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태그의 역할을 
네 가지로 꼽았다. 스팀의 이용자들이 ① 게임을 장르와 카테고리별로 
둘러보고 ② 태그로 게임 검색을 할 수 있으며 ③ 태그 기반의 추천 시
스템을 통해 게임을 탐색할 수 있고 ④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태그 기반
의 다이내믹 컬렉션9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그와 
메타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는 검색 시스템의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결국 스팀 내에서 게임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 검색
에 잘 걸리거나 혹은 추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노출되게 만들려
면 태그의 선택과 활용을 잘 해야 한다는 통지였고, 이 때문에 실제 작
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게임마다 다양한 태그들이 붙기 시작했다.

태그 마법사를 통해 개발자는 15개의 태그를 붙일 수 있는데, 이를 근
거로 스팀 내에서 노출되는 자리가 결정된다. 또한 게임 노출과 추천을 

스팀웍스의 태그 위자드 기능 설명 화면

출처: Steam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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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15개 태그 중 위쪽 순서의 태그에 많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 때
문에 밸브는 태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미가 있으면서 고유한 태그
를 상위에 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팀 태그 시스템의 또 하나 특징은 이용자도 태그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게임 소개 페이지에 나열된 태그를 보고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태그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
로 선택한 태그가 발견되면, 이 태그는 인기 태그로 분류되어 게임 추천
에 활용되거나, 개발자들이 태그를 붙일 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다.

태그 시스템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 앞서 소개한 Q&A 세션에서 스팀 
비즈니스팀이 했던 답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스팀의 태그는 
게임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의 게임에 대한 평가 및 분류체계를 상호 수
렴해 가는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적합한 태그를 선택하게 되면 게
임이 발견되거나 추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당연히 매출이 늘어
날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생성한 태그를 분석하
면, 현재 스팀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트렌드를 파
악할 수 있게 되므로,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의 기획이나 
제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3.2. 스팀DB의 태그별 게임 출시 동향

이처럼 스팀의 태그가 독특한 활용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태그 분석
을 통해 수요 동향을 분석하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거나 예상 기대수익
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도구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스팀 게임 소개 페이지의 이용자 태그 추가 기능

출처: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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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밸브는 스팀의 보안 취약점
을 공격하는 ‘가짜 게임(Fake 
Game)’을 걸러 내기 위해 
신뢰도 측정치(Confidence 
Metric)라는 기준을 두었는
데, 이에 미달하는 게임을 표
시하는 태그이다.

11 	바이시클 모터크로스(Bicycle 
Motorcross)의 약어. BMX
는 비포장도로용 스포츠 자
전거를 말하며, 레이싱과 스
턴트 묘기를 겨루는 프리스
타일 종목이 있다.

12 	정해진 규칙이나 순서 없이 
마음대로 노는 모래놀이와 
같이 오픈월드 게임을 플레
이하는 이용자가 마음대로 
게임의 요소를 창조해내거나 
게임의 룰을 정하는 등 자유
도가 높은 게임들을 말한다.

스팀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 중인 스팀DB도 스팀에서 보
이는 모든 게임 태그에 기반을 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스팀DB의 추
정에 따르면 5월 25일 현재 스팀에 출시된 게임들에 붙은 태그의 종류
는 총 425개이다. 가장 많은 게임에 붙은 태그는 <인디(Indie)>(52,434
개), <낮은 신뢰도<Low Confidence Metric)10>(37,736개), <액
션(Action)>(37,619개) 순이며, 가장 희소성 있는 태그는 <리부트
(Reboot)>, <BMX11>, <스팀 머신(Steam Machine)>으로 이들을 선택
한 게임은 각각 14개에 불과하다.

스팀DB는 올 4월에 신규 스팀 출시 게임을 태그별로 비교해 볼 수 있
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이를 이용하면 2006년 1월 이래 현
재까지 특정 태그가 붙은 신규 출시 게임의 수를 월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게임 개발사라면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게임이 속하는 장르의 경쟁 
강도를 가늠해 보거나, 붙이려고 생각해 놓은 태그가 스팀 이용자들 사
이에서 대중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샌드박스
(sandbox)’12 태그로 필터링을 해 보면, 2019년에 월별 20개 정도 출
시되던 이 장르의 게임은 2020년에는 월별 30~40개가량으로 늘었고, 
2021년 들어서는 월별 60개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팀에서 ‘샌드박스(sandbox)’ 태그 게임의 월별 출시 동향� (단위: 개)

출처: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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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팀의 플랫폼 수수료 30%
를 공제한 매출을 말한다.

14 	0.38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0.93(부가세 공제) * 
0.92(구매취소 차감) * 0.8(
지역별 평균 가격) * 0.8(평
균 할인금액 차감) * 0.7(플
랫폼 수수료 공제) ≒ 
0.38331

또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임 타이틀은 여럿 있어도, 태그 목
록을 보면 아직 메타버스라는 ‘태그’는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데, 개발사는 태그를 붙일 때 이런 사실을 감안해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
다. 아직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태그를 시도해 보자고 결정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의미 없이 날
려버리는 것이니 다른 유사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다중 사용자
(Massively Multiplayer)’라는 태그를 따르자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3.3. 게임-스탯의 태그별 매출 중앙값 비교

스팀DB와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스팀 분석 서비스의 하나인 게임-스탯
(Games-Stat)은 올해 3월 선보인 태그별 매출 중앙값 지도 기능을 새
롭게 추가했다. 이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아이디어를 1년 
앞서 홀로 구현하여 게임-스탯에 영감을 준 인디 개발자 대니 와인바움
(Danny Weinbaum)의 여러 작업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말부터 대니 와인바움은 스팀의 모든 게임, 태그, 장르, 출시일, 
대략의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들 데이터에서, 특히 태그 데
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스팀이 공식적으로 게
임 타이틀별 매출이나 판매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니는 먼
저 인디 개발자 씬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을 이용해 순매출13을 산출했다. 

대니가 사용한 공식은 총 리뷰 수에 50을 곱해 타이틀 소유자 수를 구
하고, 여기에 게임의 가격을 곱한 후 다시 0.38을 곱하는 것이다.14 그러
나 이것만으로는 게임의 최종 매출을 추정할 수 없는데, 게임마다 출시
일이 다르므로 평생 판매 곡선에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가 중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 출시된 게임들은 그 게임이 거둘 평생 매출 
중 일부만을 거둔 상태이므로 보정 도구를 이용해 평생 누적 매출을 추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니는 평균적으로 스팀의 게임들은 5년 동
안 평생 매출을 누적해 얻는다고 보았는데, 연도별 비중은 다음 그림과 
같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매출 곡선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 출시 
1주 후에 평생 매출의 13%, 3개월 후에 33%, 7개월 후에 40%를 얻는
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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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출한 순매출과 이 5년 매출 곡선을 이용하면 게임의 평생 매출
을 추정할 수 있는데, 공식은 “현재 추정 매출 * (1/평생 매출 중 현재 
비율)”이 된다. 가령 게임이 출시된 지 7개월 후라고 하면 ‘평생 매출 중 
현재 비율’은 40%이므로 곱해야 할 승수는 2.5가 된다. 따라서 현재 추
정 매출에 2.5를 곱하면 이 게임의 최종 추정 매출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니가 수행한 분석작업 중 하나는 태그
별로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의 총매
출을 5천 달러 미만부터 500만 달러 이상까지 총 8개의 매출 구간으로 
구분한 뒤, 다음 표처럼 특정 태그가 붙은 게임들이 각 구간별로 몇 %
씩 차지하는지를 산출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가령 오픈월드(Open World) 태그를 가진 게임은 총 
686개이며, 이 중 평생 매출이 5천 달러도 되지 않는 게임의 비중은 
22.3%(153개)이고, 500만 달러 이상인 게임의 비중은 10.6%(73개)임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현재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
고 있는 ‘인디(Indie)’ 태그의 경우, 평생 매출이 5천 달러 미만인 게임
의 비중이 76.1%이며, 20만 달러 이상인 게임의 누적 비율은 3%에 불
과하다. 대니에 따르면 출시 게임에 제일 먼저 ‘인디’라는 태그를 붙이
는 것은 하등의 쓸모없는 짓이며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다.

스팀 게임의 출시 기간에 따른 누적 매출 추이� (단위: %)

출처: Gamasutra

출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58%
75%

8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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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니 와인바움의 설명은 게
임전문 미디어 가마수트라에 
2019년 11월 15일 기고한 
“Genre Viability on Steam 
and Other Trends - An 
Analysis Using Review 
Count”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기사 하단에 분석 데이터
를 볼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되
어 있다.

16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games-stats.com

대니는 스스로 수집 데이터의 한계와 해석상 유의해야 할 점을 밝히고 
있지만15, 2019년 11월 자료가 공개된 이후 많은 PC게임 개발자들에게 
태그별 수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
업은 단발성으로 진행이 된 것이어서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아쉬움
이 있었다. 

다행히 이 작업을 서드파티 스팀 통계 서비스의 하나인 게임-스탯
(Games-Stat)16이 이어받았고, 올해 3월 스팀의 태그별 게임 수, 총 매
출, 평균 매출, 매출 중앙값, 매출구간 별 비중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새
롭게 선보였다.

게임-스탯의 스팀 태그 통계는 기본적으로 태그별 게임 매출의 중앙값
을 기준으로 태그를 정렬하고 있으며, 표 윗부분의 입력창에 원하는 수
치를 넣으면 그 기준에 맞는 태그들만 선별하여 새로운 목록으로 보여
준다. 대니 와인바움이 매출 구간을 8개로 구분한 반면, 게임-스탯은 5
개의 매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Danny Weinbaum의 스팀 태그별 매출 구간 비중 비교� (단위: 달러)

* 2017년 이후 출시게임 대상� 출처 : Danny’s Steam Data

태그 0~
5K

5~
25K

25~
100K

100~
200K

200~
500K

500K
~1M

1~
5M 5M+ 게임

수
200K 
이상

500K
이상

Heist 0.0% 8.3% 16.7% 8.3% 0.0% 16.7% 25.0% 25.0% 12 67% 67%

Wrestling 20.0% 10.0% 10.0% 0.0% 10.0% 20.0% 30.0% 0.0% 10 60% 50%

Submarine 13.3% 20.0% 6.7% 6.7% 20.0% 0.0% 26.7% 6.7% 15 53% 33%

MMORPG 29.8% 10.6% 8.5% 0.0% 12.8% 4.3% 23.4% 10.6% 47 51% 38%

Warhammer 
40K 22.7% 13.6% 13.6% 0.0% 18.2% 0.0% 18.2% 13.6% 22 50% 32%

Immersive 
Sim 30.0% 10.0% 10.0% 0.0% 30.0% 0.0% 10.0% 10.0% 10 50% 20%

Martial Arts 23.3% 20.0% 6.7% 3.3% 16.7% 10.0% 13.3% 6.7% 30 47% 30%

Open World 22.3% 15.3% 14.7% 4.5% 11.1% 7.1% 14.3% 10.6% 686 43% 32%

LEGO 18.6% 7.0% 20.9% 14.0% 14.0% 7.0% 16.3% 2.3% 43 4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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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vginsights.com 매
월 14.5달러의 후원을 할 경
우 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이
용할 수 있다.

게임-스탯에 따르면 현재 스팀의 태그 중 매출의 중앙값이 가장 높은 
것은 ‘벤치마크(Benchmark)’로 중앙값이 최대 150만 달러이다. ‘벤치
마크’는 장르라기보다는 기술적 특성에 가까운데, 벤치마크 게임들은 
PC나 노트북의 성능이 게임에 적합한 지를 테스트하는 도구를 내장한 
게임들을 말한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게
임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벤치마크 기능을 내장한 게임들은 대개 하
드웨어 사양이 중요한 대작 게임인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매출 중앙값
이 높더라도 벤치마크 태그를 가진 게임의 수는 8개에 불과한 것이다.

게임-스탯에 따르면 태그별 매출 중앙값의 중앙값은 2,600달러이다. 따
라서 매출 중앙값이 이보다 크다면 기본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태그라 할 수 있는데, 게임-스탯은 실제로는 5천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스팀에 올라온 게임 중에는 딱히 판매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수준이 조악한 것들도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실제 경
쟁 강도나 기대 매출을 추정해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3.4. VG인사이트의 태그별 수요-공급 차트

스팀의 태그 분석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서드파티 서비스 ‘비디오 게임 인사이트(Video Game Insights)’17가 

게임-스탯의 스팀 태그별 평균 매출과 매출 구간

출처: Games-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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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선보인 스팀의 장르 분석 기능이다. 이 기능의 목적은 스팀
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장르와 게임이 과잉 공급된 장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각적 차트의 명칭은 ‘스팀 장르 공급-수요’이다. 

VG인사이트는 많은 인디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플레이 하고 싶은 게임
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거나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지만 누구나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게임을 겨냥하는 것도 그리 나쁘
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개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기 개발자들이 
향후 개발할 게임을 보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
다는 것이다.

VG인사이트의 공급-수요 지도는 스팀의 세부 장르, 즉 태그별로 최근 1
년간 출시된 총 게임 수와 이 게임들이 거둔 매출의 중앙값을 매핑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각 풍선은 세부 장르(태그)를 의미하
며, 풍선의 크기는 평생 매출의 중간값 크기를 나타낸다.

차트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차트에서 왼쪽 윗부분은 출시 게임 수가 
적어 경쟁이 적지만 아주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인데, 콜로니 
심(Colony Sim), 오픈월드 등이 포함된다. 이 영역의 게임들은 대개 아
주 세련되었으며 따라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쟁자가 드물긴 
하지만 대신 역량이 높은 경쟁자들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경쟁을 

VG인사이트의 스팀 태그별 공급-수요� (단위: 천 달러, 개)

출처: Video Gam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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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플랫포머(Platformer) 게임
은 플랫폼(platform), 즉 발
판이 등장하는 게임을 말한
다. 슈퍼마리오는 대표적 플
랫폼 게임이다. 

위해서는 개발에 시간과 자원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견기업 이상이 타게팅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차트의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퍼즐, 아케이드, 플랫포머18 게임들이 포
함되는데, 인디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 보는 장르이자 전형적인 
취미 장르로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쉽다. 이 말이 성공적인 플랫포머 게
임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VG인사이트에 따르면 실제 플랫포머 
게임의 상위 5%는 2백만 달러 이상을 벌기도 한다. 하지만 극도로 붐
비는 이 장르에서 눈에 띄기가 매우 어려운 것임은 자명하며, 따라서 성
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언가 차별화 요소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스팀 노크 전에 필요한 시장 분석

4.1. 퀄리티는 기본, 중요한 것은 마케팅

서드파티 스팀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최근 태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계 기능들을 연이어 선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팀에 너무 
많은 게임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PC게임 유통 플랫폼으로서 스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되면서 수많은 게임사와 개발자들의 스팀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이제 스팀에는 매일 30여개의 게임이 새로 출시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좋은 스토리, 그래픽, 게임 디자인만으로 이제 스
팀에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노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마케팅의 기본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인데, 게임산업의 마케팅도 여느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만일 사람들이 원하지만 공급이 아직 
부족한 영역을 찾아낸다거나, 기대수익은 높은데 경쟁 상대의 퀄리티
가 그리 높지 않은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면, 스팀에서 보다 눈에 잘 띄
고 이용자들에게 추천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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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역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모색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스팀의 운영 정책에 비추어볼 때 ‘태그’는 목표 시장을 발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개발자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
접 태그를 붙이는 것이 가능해 최신의 게임 수요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같은 태그가 붙은 게임들을 비교함으로써 경쟁의 강도와 경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 자원의 규모를 가늠해 보는 등 전략적
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그놈의 빌어먹을 “시장 분석”

물론 이런 방식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게임은 
어디까지는 창작의 영역이고, 잘 만들어진 재미있는 게임은 결국 이용
자들에게 선택받을 것이며, 어떤 게임이 대박이 날 지는 뚜껑을 열기 전
까진 알 수 없기에 태그 분석이나 수요공급 분석이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 비즈니스를 
해나가고자 한다면, 예외적 사례보다는 보다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접
근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스팀
을 통해 PC게임을 판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이
유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밸브의 스팀 비즈니스팀은 태그를 기반으로 노출과 
추천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니 적합한 태그를 붙이라 권고하고 있다. 사
실이 이러한데, 인디 정신 강조를 위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인디
(indie)’라는 태그를 굳이 맨 처음에 갖다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
임 개발의 목적이 더 많은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줌으로써 돈을 버는 것
이라면, 이용자들이 선택 기준에 맞는 태그를 찾아 붙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VG 인사이트는 개발자들이 스팀에 출시할 게임을 기획할 때 “① 우선 
어느 세부 장르(태그)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
이 높은지 살펴볼 것 ② 그 세부 장르에 속하는 게임들을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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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게임들이 나의 전문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는지, 그것과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지 살펴볼 것 ④ 내가 
그 세부 장르를 확실히 좋아하는지 자문해 볼 것 ⑤ 마지막으로 그 세
부장르에서 성공한 게임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실패한 게임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나름 분석해 볼 것”을 권고한다. 

VG 인사이트는 굳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
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누구의 조언을 듣든지 
간에 인디 개발자들이 제발 “그 빌어먹을 시장조사(damn research)”
를 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포화에 이른 모바일게임 시장을 벗어나 PC온
라인게임 시장에 다시 주목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스팀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스팀 시장도 이미 치열
한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어서는 아무
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스팀을 노크해보려는 게임기업과 개발자들이라면 출시 후 게임의 검색 
및 추천 가능성을 높이고, 보유 역량과 자원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태그에 대한 면밀한 이해는 그러한 
노력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Game World Observer-Video Game Insights launches new data tool for indie devs, 
2021.4.19.

2.� �Game World Observer-Video Game Insights launches new data tool for indie devs, 
2021.4.8.

3.� How To Market A Game-News From The Steam Q&A April 2021, 2021.4.5.
4.� �Juney Dijkstra-Game Production Community Discord(Steam Business Team Q&A), 

2021.3.30.
5.� Gamasutra-Which genre should your next PC game be in?, 2021.3.3.
6.� �Gamasutra-Genre Viability on Steam and Other Trends - An Analysis Using Review 

Count,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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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시장 성장 이끄는 신규 이용자

글로벌 게임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연령대, 모든 인구 집단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산업은 마치 ‘성장의 
한계’를 모르는 듯 승승장구 중이다. 보다 고무적인 것은 단지 게임 이
용자들의 수나 플레이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점점 더 많
은 소셜 및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액센추어(Accenture)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게
임 이용자 수는 약 27억 명으로 추산된다. 유튜브의 게임 분야 인플루
언서 상위 10위까지의 구독자 수는 4억 명이 넘는다. 이러한 인기를 반
영하듯 올해 게임산업의 직·간접적 가치는 3,000억 달러(한화 약 330
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과 관련한 직접지출 규모가 2,000

글로벌 컨설팅기관 액센추어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산

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신규 게임 이용자들의 유입이

며, 이들은 전통적인 게임 이용자와는 연령, 성별, 인종,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소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액센추어는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증가가 향후 게임산업에 계

속해서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응답자의 66%

는 게임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느낄 때, 게임을 하게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타인과 상호작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과 게임기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기를 원하는 

이런 현상을 액센추어는 ‘소셜 게이밍’이라 부른다.

[사회문화] 게임시장 성장 �
이끄는 신규 이용자, �
핵심 수요는 ‘소셜 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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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이고, 게임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치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
라는 게 액센추어의 추정이다.

액센추어는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게임 이용자 
유입의 증가라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전에는 게임을 잘 즐기지 않던 사람들이 새롭게 게임의 세계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과 장노년층 플레이어들
의 유입이 대표적이다. 

액센추어는 신규 이용자들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들이 단지 이용자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 비즈니스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새로운 이용자층의 유입을 가속
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이용자층은 이전 플레이어들과 달리 게임의 경쟁적 측면
보다 교류 및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게임이 소셜 특성을 점점 
더 강조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이 더 이상 
‘상품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지향(service-oriented)’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확산 중인 것도 같은 맥
락이다. 

게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접·간접 매출의 분야 및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출처: Accenture(2021)

PC 게임 액서서리
120

e스포츠
13

게임동영상콘텐츠
(GVC)  93

PC 게임 하드웨어
393

직접 매출
2,000

+21.3%

200
153

모바일 기기
397

● 휴대형 콘솔 SW와 구독료  ● PC게임 SW와 구독료  
● 모바일게임 SW와 구독료  ● 모바일게임 내 광고  ● 휴대형 콘솔 하드웨어

간접 매출 1,000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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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액센추어는 게임산업을 차원이 다른 성장 단계로 이끌고 
있는 새로운 게임 이용자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성의 변화가 가져온 게임 이용자의 인
구 통계학적 구성 변화, 그 결과 나타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수요
를 이해하지 않고는 게임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새로운 게임 이용자들은 누구인가 

2.1. 더 젊고, 여성이며, 백인이 아닌

액센추어는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가장 큰 게임 시장 4곳에서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비디
오게임을 즐기는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4개 
국가는 전 세계 모든 게임 이용자 수의 47%, 게임 관련 직접 소비자 
지출의 6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명실상부 게임산업의 주류 지역이
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일 것이라는 고
정 관념과 달리 남성(52%)만큼이나 여성(4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2%는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의 21%
는 게임에 참여한 기간이 4년 이하이며, 이들은 주로 모바일게임의 성장
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게임을 이용해온 사람들과 비교
하면 나이, 성별, 인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신규 유입 게임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5년 이상 게임을 
해온 이용자의 평균 연령 35세보다 낮았다. 신규 게임 이용자 중 25세 
미만은 30%였으며, 5년 이상 게임 이용자 중 25세 미만은 21%였다. 
신규 게임 이용자들이 최신의 기술 및 사회문화 흐름의 변화에 보다 친
숙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규 게임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이상 
게임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인 39%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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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신규 게임 이용자 중 백인이 아닌 경우는 33%였는데, 이 역시 5년 
이상 게임을 한 이용자 중 비백인의 비중인 24%보다 높아진 것이다. 

요컨대 게임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더 연령이 
낮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비백인의 비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소셜 게이밍에 대한 관심 

액센추어는 신규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목적과 누구와 게임을 하는지
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는 비디오게임이 관
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게임을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게임의 
‘소셜’ 기능에 주목한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도 게임의 목적을 타인과 상
호작용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게임 이용자의 4분의 3은 여러 게임 및 게임 관련 플랫폼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게
임 플랫폼을 친구와 연락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
는데, 이러한 특성은 게임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표방한 트위
치나 디스코드가 팬데믹 하에서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
용했다. 

조사 대상 게임 이용자들은 주당 평균 16시간 게임을 하고, 8시간 동안 
게임 스트리밍을 시청하거나 채팅에 참여하며, 게임 포럼과 커뮤니티에
서 6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
임을 통한 상호작용을 원하고, 게임들이 ‘소셜’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은 게임을 한다는 것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의 차이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액센추어는 이
런 게임이용 행태를 ‘소셜 게이밍(social gaming)’이라 부르고 있다. 

이처럼 ‘게임 세계’와 ‘소셜 세계’ 간의 공생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셜 기반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게임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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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게이머 및 숙련된 게이머를 모두 포함한 
게임 이용자 4명 중 3명은 온라인 게임이 향후 자신의 생활 경험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3. 소셜 게이밍 시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소셜 게이밍의 부상과 관련해 액센추어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신규 게임 이용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
임의 소셜 기능과 게임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액센추어는 게임의 여러 소셜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물었는데, 항
목별로 동의 비율은 67~84%로 매우 높았다.

게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예컨대 “게임을 만든 회사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
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보호 활동에 나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게임을 플레이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내용에 동의(39%)하거나 전적으로 동의(27%)한다는 응답이 총 66%
에 달했다.

이 결과에 대해 액센추어는 게임 이용자층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신
들의 목소리가 게임을 통해 반영된다고 느낄 때,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
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했다. 여전히 게임산업 내에 소
수자의 목소리를 게임에 담는 것을 상업적 이유로 꺼리는 모습이 있으
나, 이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의 소셜 기능이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 비율� (단위: %)

출처: Accenture(2021)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연결을 위해 비디오 게임이 도움이 된다

비디오 게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비디오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서 적절한 커뮤니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84%

80%
7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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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반영해서인지, 최근 게임기업들과 플랫
폼 사업자들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실행 노력을 강화하
고 있다. 트위치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여 파괴적 행동, 괴롭힘, 또는 타
인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유해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세가(Sega)는 제조 공정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강조하는 등 환경보호와 전력 소
비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게임 비
즈니스에서도 게임 자체의 경쟁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상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소셜이 견인하는 게임산업의 성장

액센추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게임업계가 그동안 충성
도 높은 고객으로 활동해온 기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시
키는 한편, 소셜 기능에 대한 관심이 큰 신규 유입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경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연령, 인종, 경제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이용자들의 게임시장 유
입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게임산업은 지속적인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게임은 이미 제품 중심의 비즈니스를 넘어 다양
한 인구 집단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크로스 플랫폼 및 소셜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서비스 비즈니스로 확장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게임이 제시하는 가치와 내용부터 표현 기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 다채로운 이용자들의 사회적·문화적 요구가 발생할 것이기에, 게
임 제작사와 플랫폼은 보다 고도의 소셜 기능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사
용자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센추어의 조사 결과는 게임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추구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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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임전문 매거진 게임즈인
더스트리(Games Industry)
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한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
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14개 
이상의 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소비 매출을 창출하
고 있다.

02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봉사, 기
부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중
심으로 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
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
하는 CSV(Creati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로 패러
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게임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
서 보편적 비즈니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1 

이는 게임기업들도 이제 타산업군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생색내기용 기
부나 봉사활동을 넘어, 다양한 사회가치 추구를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
과 결합2하는 시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액센추어의 조사결과
가 보여주듯 그것이 곧 기업의 이윤을 높여 줄 사회적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Games Industry-Survey finds virtues in virtue signalling, 2021.04.30.
2.� Accenture-Gaming Is the Next Super Platform, 2021.04.27.
3.� �Washington Post-They laughed, they cried, they killed monsters: How friendships 

thrived in video games during the pandemic, 2021.03.20.
4.� BBC, How online gaming has become a social lifeline, 2020.12.1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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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hief Creator Officer(창작 
담당 최고 책임자)

1. 팬 운동 ‘AC 시스터후드’의 등장 배경

1.1. 유비소프트의 성차별 문화가 부른 팬 운동

<어쌔신크리드(Assassin’s Creed>, <저스트댄스(Just Dance> 등으
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대표 게임기업 유비소프트(Ubisoft)는 지난해 7
월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유명 게임 개발을 총괄한 세르쥬 아스코에 
CCO1와 막심 벨런드 편집 부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남성 임직원들이 지
속적으로 성폭력과 성차별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블
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유비소프트는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
업문화” 속에 여성 직원들을 향한 성차별과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벌어
진 조직이었다. 

[사회문화] 팬 운동 ‘AC 
시스터후드’, 여성 캐릭터 
중심 마케팅의 필요성 환기

유비소프트의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경영진의 추문이 잇달아 터진 

가운데, 게임 개발 과정에서도 경영진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작

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진의 결정은 <어쌔신크리드> 게임 캐릭

터의 성별 편향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여성 

게임 이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활용을 촉구

하기 위한 팬 운동인 ‘AC 시스터후드’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AC 

시스터후드는 여성이 전체 게임 이용자의 절반에 달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여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주인공 캐릭터와 

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게임의 내

러티브와 경험을 풍부히 하고, 결국 게임의 재미를 높여 게임기업의 수

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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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진 아스코에 CCO의 경우, “여자가 주인공인 게임
은 팔리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 개발 과정에서도 성차별을 주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아스코에뿐이 아니다. <어쌔신크리드> 시리즈 
대부분은 남성 주인공이 세상을 탐험하며 요인들을 암살하는 내용인
데, 회사 내부에서는 여성 주인공을 넣자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었으나 
고위 임원진들이 여성 캐릭터는 인기가 없고 제작하기도 번거롭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2018년 발매된 <어쌔신크리드: 오디
세이>는 원래 여성 캐릭터 카산드라를 단독 주인공으로 제작될 계획이
었으나 경영진의 반대로 남성 캐릭터 알렉시오스가 추가되어 게임 이
용자가 둘 중 한 명을 선택해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유비소프트의 이러한 추문은 작년 7월 변호사이자 <어쌔신크리드> 시
리즈의 오랜 팬이기도 한 컬프릿 비르디(Kulpreet Virdi)가 게임 커뮤니
티 내에서 여성 게임 이용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더 많은 여성 
캐릭터의 활용을 촉구하기 위해 ‘어쌔신크리드 시스터후드(이하 AC 시
스터후드)’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르디에 따르면 ‘AC 시스터후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비소프트를 공
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목소리를 모아 게임 내 여성 캐릭터뿐 아
니라 유비소프트 내 여성 직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함으로써 게
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어쌔신크리드: 발할라>에 포함된 ‘AC 시스터후드’ 로고

출처: Ubi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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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팬 운동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비소프트의 여러 개발
자들은 자신의 SNS 프로필이나 헤더 사진을 AC 시스터후드 로고로 변
경함으로써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작 <어쌔신크리드: 발할라>에서는 
개발팀 주도로 AC 시스터후드의 로고를 캐릭터에 문신 형태로 삽입하
기도 했다.

현재 AC 시스터후드는 게임 전문 커뮤니티인 디스코드(Discord)를 주
축으로 여성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규합하는 활동을 펴고 있으며, 유
비소프트 내 유능한 여성 개발자들의 작업을 조명하는 ‘시스터후드 스
픽스(Sisterhood Speaks)’라는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1.2. <어쌔신크리드>에서 차별 받은 여성 캐릭터들

2007년 처음 발표된 <어쌔신크리드>는 지금까지 AAA급 대작과 스핀
오프 시리즈를 포함해 총 29편이 제작되었다. 이 중 여성 주인공이 등
장한 게임은 단 6편에 불과하며, AAA급 게임에서 단독 여성 주인공이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2년 출시된 <어쌔신크리드 3: 리버레
이션>에서 여성 주인공이 처음 등장했으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2 전용 
게임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며, 2015년 발매된 <어쌔신크리드 크로니클
즈: 차이나>의 여성 주인공 ‘샤오 윤’은 해당 스핀오프 시리즈에만 등장
하는 데 그쳤다. <어쌔신크리드: 오디세이>와 <어쌔신크리드: 발할라>

02 	플레이스테이션 비타(Play�
Station Vita)는 2011년 12
월 출시된 소니의 휴대용 게
임기이다. 비타 이전의 휴대
용 기기 모델은 플레이스테
이션 포터블(PSP)이었다. 

<어쌔신크리드> 시리즈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들

출처: Game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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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여성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역시 단독 주
인공은 아니다.

<어쌔신크리드: 오디세이>는 사실 유비소프트의 여성 캐릭터 차별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원래 초기 기획은 남자 주인
공 바예크가 스토리 초반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고, 바예크의 아내 ‘아야’
가 이후 스토리를 이끌어나간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 경영진의 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처럼 게임 내러티브의 완결성과 무관하게 경영진의 압력으로 남성 
주인공을 선택한 전작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쌔신크리
드> 신작에서는 단독 주인공으로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AC 
시스터후드의 주장이 단순한 기계적 성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여성 캐릭터 주인공이 필요한 이유

AC 시스터후드는 RPG 게임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성별 선택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캐릭터를 여성으로 고정하여 고유한 서사를 전개하는 
<어쌔신크리드> 신작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선택
의 자유를 준다는 명분으로 성별 선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다양성 
요구에 대한 얄팍한 대응에 불과하며 오히려 게임의 완성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C 시스터후드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성별 선택 시스템 속에서 여성 
캐릭터는 하나의 옵션으로만 존재하며, 어떤 성별을 선택해도 스토리
는 동일하게 흘러간다. 따라서 남성 주인공을 기본으로 설정한 스토리
에서 여성 캐릭터를 선택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어색함이 느껴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정 성별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은 해당 주인공과 관련
된 고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남성 주인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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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듯 여성 주인공일 때 몰입감이 느껴지
는 세계가 있는 법이다. 

가령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어쌔신크리드 3: 리버레이션>은 위장
(Persona) 시스템을 채택하여 숙녀, 노예, 암살자의 총 3가지 페르소나
를 바꿔 가며 각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장에 따라 착용
할 수 있는 무기나 아이템도 달라지는데, 노예 신분으로 위장하면 눈에 
띄지 않고 특정 구역에 잠입할 수 있으며, 귀족 숙녀로 위장하면 경비병
을 유혹해 초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AC 시스터후드의 설립자 컬프릿 비르디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
해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한다고 강조한다. 남성 
입장에서 보아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백인 남성 캐릭터가 아니라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여성 캐릭터로 플레이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르디에는 여성 게임 이용자를 위
해 여성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게임 이용자
에게 다양한 내러티브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 그녀와 AC 시스터후드의 요구다.

<어쌔신크리드 3: 리버레이션>의 숙녀 위장모드

출처: Gameindustry.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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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Play like a girl: Key ways 
to engage one of Asia’s 
fastest growing gaming 
audiences

3. 여성 캐릭터 중심 마케팅의 사업적 중요성

3.1. 게임 이용자의 절반은 여성

비르디는 최근 여러 게임 전문매체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백인 남성 
캐릭터 위주의 마케팅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여성 캐릭터 중심 마케
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르디에 따르면 게임기업들이 남성 중심의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플레이어의 절반에 육박하는 여성 소비자를 배
제하는 일이다. 

비르디는 여성들이 <스타듀밸리(Stardew Valley>, <심즈(The Sims)>, 
<동물의숲(Animal Crossing)>과 같은 아기자기한 캐주얼 게임만 좋아
한다는 생각이나,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임만이 성공한다는 생각 
역시 모두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니코파트너스(Niko Partners)의 2020년 조사3에 
의하면 여성 게임 이용자는 아시아 게임 인구의 40-45%를 차지하며, 
선호하는 게임도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퍼즐, 배
틀로얄, 슈팅, RPG 등 전 장르를 망라하고 있다. 

비디오게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캐릭터로 꼽히는 라라 크로프트

아시아 여성 게임 이용자들의 모바일게임 장르 선호도� (단위: %)

출처: Niko Partners(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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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a Croft)가 등장한 <툼레이더> 시리즈 외에도, <호라이즌제로던
(Horizon Zero Dawn)>, <라스트오브어스(The Last of Us) 2> 등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여 성공한 대작 RPG나 어드벤처게임의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3.2. 편견에 갇힌 게임 마케팅

현실이 이러함에도 게임업계는 남성 캐릭터 중심의 마케팅에 예산과 지
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과거에 성공한 마케팅 사례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미 구식이 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가령 <어쌔신크리드: 오디세이>
는 남성과 여성으로 모두 플레이할 수 있지만 게임 타이틀의 커버는 남
성 캐릭터인 알렉시오스로만 제작되었다. <어쌔신크리드: 발할라> 역시 
플레이어가 주인공 에이보르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남성 버전의 
에이보르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어쌔신크리드: 발할라>의 사례는 게임기업이 남성 편중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성
별을 고르지 않고 디폴트 옵션을 택할 경우 대부분의 스토리가 여성형 
에이보르를 주인공으로 진행된다. 이는 여성 캐릭터일 때 게임의 내러
티브가 더 재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남성 버전 중심
의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여성 캐릭터를 소외시키려 한 것
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에서 이를 배제한다면 여성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기업이 여성을 
소비자로서 충분히 존중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어쌔신크리드: 발할라>의 마케팅 방식은 여러모로 아쉬
움이 많이 남는다. 만일 이런 AAA급 대작이 게임 캐릭터와 마케팅에서 
여성을 강조한다면, 게임산업이 여성 소비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강
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메시지들은 게
임 내에서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등 여
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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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성도 게임을 사준다

유비소프트 경영진의 편견과 이에 대응하여 출범한 AC 시스터후드 팬 
운동은 게임기업들에게 향후 게임 기획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무
엇을 고민해야 할지를 일깨워준다. 사실 유비소프트의 문제는 유비소
프트만의 것이 아니다. 게임산업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게임을 사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떠돌고 있다.

여성 게임 이용자의 수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오늘날, 게임
업계가 게임 캐릭터와 마케팅 양쪽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
해야 한다는 AC 시스터후드의 주장은 충분히 곱새겨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단지 성평등이나 정치적 올바름 차원에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게임의 내러티브와 경험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게임
의 재미 증대와 수익의 창출이라는, 철저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유념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Gamerant- Assassin’s Creed Sisterhood Founder Talks Better Representation for Women 
in Gaming, 2021.03.07.

2. �Forbes- Female Gamers Are On The Rise. Can The Gaming Industry Catch Up?, 2021.03.04.
3. �Gameindustry.biz- “If you’re still marketing to white cis males, you’re alienating more 

than half your players”, 2021.2.25.
4. �Gamerant- Why The Next Assassin’s Creed Needs a Female Protagonist Only, 2021.02.25.
5. �Gamerant- Assassin’s Creed Sisterhood Explained, 2020.10.27.
6. �Eurogamer- Assassin’s Creed Valhalla includes tattooed logo of AC Sisterhood fan 

movement, 2020.09.30.

참고자료



글로벌 게임 인사이트

71

01 	GDC가 매년 컨퍼런스를 앞
두고 발표하는 보고서의 정
식 명칭은 「State of the 
Game Industry」이며, 타
이틀 뒤에 연도가 붙는다.  
다. 전세계 다양한 규모의 게
임기업에 종사하는 3천명 
이상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담
고 있다.

1. GDC 2021 주요 서베이 결과

7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글로벌개발자컨퍼런스(GDC) 2021’을 앞두
고 주최 측이 관례대로 개발자 서베이 결과 보고서1를 발표했다. 2019
년까지 GDC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월에 개최되었고, 주최 측은 통상 2
월에 서베이 결과를 발표해 왔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8월 초에
야 디지털 이벤트로 GDC 2020 행사가 열렸고, 서베이 결과는 6월 말에 
공개된 바 있다.

작년 서베이 결과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개발
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담고 있었다. 팬데믹 발발 이후 1년여 만인 4월 
말에 공개된 올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게임개발 업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개

[정책] GDC 2021 서베이, 
게임 개발 어려움 증가 속 �
변화의 노력 지속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GDC의 개최를 앞두고 주최 측은 관

례대로 전세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해 설문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1년 이상 겪어 온 개발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발 지연 문제 및 원격개발 등에 대한 개발자

들이 생각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플랫폼과 수익배분율의 적

정성, 구독 서비스가 개별 게임에 미치는 영향, 게임산업의 다양성과 포

용성 노력 등 현재 글로벌 게임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핫이슈들에 대한 

개발자들의 의견도 잘 드러내고 있다. 작년에 비해 사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변화의 노력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글로

벌 게임 개발자들의 적극성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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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고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Work From Home(WFM)
이다.

발 환경 악화와 게임출시 일정 연기 등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이 작년
보다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는 가운데, 이에 적응해 가려는 게임기업과 
개발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GDC 2021 주요 서베이 결과

2.1. 코로나19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

응답자의 44%는 팬데믹이 게임 출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는데, 지
난해 설문 조사 결과 때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 일정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3%였다. 설문과 함께 수집한 응답자들의 추가 답변을 살펴보
면 팬데믹 시기에 게임을 개발하며 겪은 어려움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터 대외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했다. 

2.2. 재택근무가 창의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택근무(또는 원격개발)2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물론 재
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것이 
개발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 말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게
임 개발의 고충과는 별개로 개발자 대다수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응
답했다. 

재택근무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15%는 재택근무 실시 이후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
자는 20%,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2%였는데, 종합하면 전
체 응답자의 66%가 재택근무를 통해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생산
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재택근무에 대한 개발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전문가들
은 IT업계가 팬데믹 이전부터 원격 개발 체계를 도입해 오고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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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
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전히 30%가 넘는 응답자가 달라진 업무 방식으로 
인해 생산성의 하락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 원격개발이 IT업계가 지향하고자 했던 새로운 업무 방식
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과정에서 대면 작업환경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반드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게임기업들은 모두 저마다 최적의 업무 환
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기존 업무의 장점과 원격개발
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
민은 올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3. 구독형 서비스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개발자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엑스박스 게임패스(Xbox Game Pass)가 
구독자 수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게임
도 넷플릭스처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아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인지, GDC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개
발자들의 게임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재택근무가 창의성/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GDC

크게 향상
어느 정도 향상

거의 비슷
약간 감소
크게 감소
해당 없음

재택근무가 창의성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느낍니까?

15%
20%

32%

8%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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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서비스가 개별 게임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 응답자의 20%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7%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구독형 서비스가 게임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
라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4% 포인트 높아진 30%였다.

구독 서비스에 대한 개발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비슷했는데, 특정 서비
스 모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떤 모델을 따르더라도 개발자
들이 자신의 게임에 들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2.4. 30% 수수료 관행, 이제는 아니다

작년부터 불붙은 플랫폼의 수수료 논쟁 때문인지 그동안 업계의 관행
으로 받아들여진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사 사이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개발자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화했다. 30:70의 수익 배분 구조를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개발자는  3%에 불과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70%는 플
랫폼 사업자가 30%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는 플랫폼 사업자가 1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답했는데,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
즈가 자사의 PC게임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내건 12%의 수수료가 
개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
한 대목이다.

에픽게임즈의 소송 제기 이후 구글과 애플 모두 플랫폼 수수료를 일부 

구독 서비스가 게임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단위: %)

출처: GDC

그렇다
약간 우려한다

우려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구독 서비스가 개별 게임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 우려합니까?

21%
2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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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글과 애플 모두 매출 100
만 달러 미만인 경우 15% 
수수료율을, 초과 매출에 대
해서는 30% 요율을 적용하
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2022
년부터, 구글은 올해 7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04 	접근성은 모든 IT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가령 ‘웹 접
근성’은 장애, 색맹 등에 관
계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웹 페이지를 개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하3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개발자들의 수수료율에 대한 인식이 급
격히 변하고 있어 플랫폼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압
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 게임업계 노조, 접근성 등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

게임업계의 노조 결성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게임의 접근성 향상에 대
한 인식,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답변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이슈들이 게임산업 전반에서 
주요 문제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식이 개
선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최근 게임업계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 원칙인데, 장애 여부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4 설문조사 결과 개발자들의 
42%는 아직 자신의 게임에 접근성 옵션을 적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
며, 적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다양성 부문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
가했지만, 설문에 참여한 개발자들의 답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반적
인 인식은 아직 제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
식은 전 사회적인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내에서는 다양성
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여성 주
인공을 내세우거나 인종적 다양성을 내세우는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출처: GDC

지난 1년간 포용성과 다양성 향상 노력에 대한 의견� (단위: %)

상당히 높은 수준
높은 수준

적당한 수준
약간
전혀

지난 1년간 당신의 기업은 포용성과 다양성 정책을 어느 정도 실행했습니까?

21%
15%

24%

2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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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대조적으로, 관리직에 있는 인원들 대부분은 백인 남성인 경우
가 많다는 답변 또한 여전했다.

3.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

3.1. 플랫폼 관심은 PC-모바일-콘솔 순

개발자로서 가장 관심 있는 플랫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PC를 꼽았으며, 플레이스테이션5(PS5)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닌텐
도 스위치와 엑스박스 시리즈 X/S는 각각 38%와 30%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출시한 게임의 플랫폼에 대한 설문에서도 마찬가지로 PC라
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모바일 양대 마켓인 iOS와 안드
로이드가 35%, 34%로 뒤를 이었다. PS4 와 엑스박스로 출시했다는 응
답은 각각 26%, 24%인 반면, 최신 기종인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게임 플랫폼의 비중 추이� (단위: %)

출처 : GDC

게임 플랫폼 최근 출시 게임 현재 개발 중인 게임 향후 개발 계획 게임

PC 58% 58% 53%

안드로이드 34% 31% 31%

iOS 35% 32% 31%

플레이스테이션5 9% 27% 30%

엑스박스 시리즈 X/S 9% 24% 25%

닌텐도 스위치 14% 17% 19%

맥 17% 18% 16%

엑스박스 원 24% 21% 15%

플레이스테이션4 26% 22% 14%

웹브라우저 14% 11% 11%

VR헤드셋 12% 10% 11%



글로벌 게임 인사이트

77

로 출시했다는 응답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의 플랫폼과 차기 개발 게임의 플랫폼이 무엇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응답 비율 및 구성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단, 
콘솔의 경우 서서히 차세대 기종으로 개발의 무대를 옮겨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 닌텐도 
스위치용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는 17%에 그쳤고, 향후 계
획 중이라는 개발자도 19%에 불과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PC게임 시장에 개발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콘솔보다는 모바일 플랫폼으
로 개발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번 서베이에
는 북미의 개발자들(57%)이 주로 참여했는데, 그럼에도 콘솔게임보다 
모바일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와 달리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소니와 MS의 9세대 콘솔에 
비해 스위치의 성능 사양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종 
간 성능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질 경우,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종별
로 최적화된 리소스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
에 개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크로스 플랫폼이 주류
로 떠오른 현 게임시장에서 유독 닌텐도 스위치용 개발이 저조하게 나
타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3.2. VR/AR 개발,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와는 대조적으로, 메타버
스 구현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VR/AR 플랫폼용 게임 개발
은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46%가 VR/AR 게임 개발에 관여했지만, 올해는 38%만이 개발 중이라
고 답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PS5용 차세대 ‘플레이스테이션VR(PSVR)’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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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얼리액세스는 ‘앞서 해보기’
로 번역되는데, 초기 단계에 
있는 게임을 미리 판매함으
로써 개발사는 제작 자금을 
마련하고, 이용자는 앞서 체
험하면서 게임의 디버깅과 
발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완성형 게임은 
아니지만 돈을 받고 판매한
다는 점에서 무료 오픈베타
와 다르며,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라 볼 수 있다. 

한 발표가 있기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만
한 기기 성능과 가격대를 보여주는 VR 헤드셋이 많아진다면 내년 이후 
GDC 서베이의 설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3.3. 개발자 중 4%만이 스팀 얼리액세스로 자금 조달

개발사 또는 개발자들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역
시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응답자의  51%는 신작 개발 비용을 
개발사가 자체 보유한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 빈도가 높
은 자금 조달 방법은 ‘개인 자금’으로, 종합하면 응답자의 81%가 신작 
개발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성행하고 있는 ‘얼리액세스
(Early Access)’5와 같은 알파 펀딩 방식으로 개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4%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외부 퍼블리셔나 벤처 캐
피탈, 정부 사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응답보다도 한참 밑도
는 수준이다. 한편 애플 아케이드 및 엑스박스 게임패스 등 구독형 서비
스 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게임 개발자금 조달 방법� (단위: %)

출처: GDC

51%

10%

기업의 기존 자금

개인 펀딩

퍼블리셔

벤처캐피탈

정부 자금

엔젤 투자자

플랫폼 사업자

알파 펀딩

기타

게임 개발자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30%
17%

9%
10%

9%
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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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려움 속 변화 모색하는 게임업계

4.1. 지속되는 중소게임사의 어려움

팬데믹 이후 게임과 관련해 나오는 뉴스들은 온통 긍정적인 것뿐이다. 
이동제한으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 이용이 늘고 
신규 이용자가 늘었으며, 그 결과 게임산업 규모가 역대급을 기록했다
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 천문학적인 뭉칫
돈들이 게임산업에 유입되고 있다는 뉴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모두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니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때
론 사실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GDC 서베이 결과는 최근 
일련의 게임산업 관련 희소식들이 모든 게임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으
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발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게임 개발의 지연이나 어려움이 팬데믹 
초기에 비해 더욱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 재택근무로 전환이 비교적 큰 
마찰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택근무로 인한 개발
지연 및 생산성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발사들의 어려움은 게임개발 자금의 조달 수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다. 이미 1분기 게임산업 투자액이 작년 전체 금액을 넘어섰다고는 하
지만, 서베이에 응한 개발자의 81%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소수의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일 뿐, 모든 게임기업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
목이다.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번 설문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보다 어려워진 사업환
경 속에서도 게임 개발자들이 적응과 변화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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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발자들은 재택근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생
산성과 창의성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개발 자원의 
소요가 필요하다는 차세대 콘솔용 게임 개발을 확대해 나가려는 도전
적 자세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게임 구독 서비스와 같이 새롭게 등장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인식을 전환하며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극복하
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과감한 시
도를 펼쳐 나간다면, 다음번 GDC 서베이에서는 올해와 또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중소 게임기업과 개발자들의 행운과 
건투를 빈다.

1.� Techcrunch– The gmaing industry needs more than just coders, 2021.5.14.
2.� GDC– State of the Game Industry 2021, 2021.04.
3.� Favro -5 Big Challenges Facing Game Developers in 2021.04.
4.� �gameindustry.biz- GDC Survey: 44% of developers have had their game delayed by 

COVID-19, 2021.4.28.
5.� Gamasutra – Devs irked by 30 percent storefront revenue cuts, 2021.4.2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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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성 개선에 나선 유통 플랫폼들

1.1. 소니의 접근성 개선 노력

화려한 외양과 질적으로 도약한 기능 사양에 가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플레이스테이션5(PS5)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디오게임을 즐길 수 있도
록 장애인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PS5에 추가된 대표적인 접근성 향상 기능은 스크린 리더와 대화 변환 
기능이다. 스크린 리더 기능을 선택하면 스크린에 표시된 정보를 음성
으로 변환해 들려줘 시각장애인도 게임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화 
변환 기능은 청각장애인이 다른 이용자들과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할 

[정책] ‘게임 접근성’, 신규 
게임 이용자층 확보를 위한 
기업의 핵심역량

그동안 접근성 이슈는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며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게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

했다. 그러나 소니가 게임 접근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선언하고, 마이크

로소프트가 공식적으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최근 몇 년 

새 게임산업 내 핵심 이슈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는 무엇보다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게임 이용자층을 확대하

려는 게임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접근성 개선은 이

제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싶

어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필수 역량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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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상대방의 목소리는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자신이 작
성한 텍스트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작년 초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이하 SIE)는 2020년 1월 내부 임직원 네트워크인 ‘에이
블 플레이스테이션(ABLE PlayStation)’을 런칭하면서 접근성 관련 전
문 컨설턴트와 협업해 접근성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SIE가 출시한 타이틀 중에는 이전보다 다양한 접근성 옵션
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

1.2.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성 가이드라인 배포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8년 여름 ‘어댑티브 컨트롤러(Xbox 
Adaptive Controller)’를 발표하며 엑스박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접근성 개선 움직임을 가시화하였다. 어댑티브 컨트롤러란 
‘양 손으로 쥐고’ 플레이할 수 없는, 장애인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게
임 이용자를 위한 컨트롤러로 새롭게 개발된 것이다. 어댑티브 컨트롤
러는 엑스박스가 지원하는 모든 게임과 호환되며, 스틱과 버튼 등 컨트
롤러를 구성하는 요소를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연결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S5 접근성 설정 메뉴 중 ‘스크린 리더’ 기능 설명 화면

출처: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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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 원문 카피는 When 
everybody plays, we all 
win.

MS는 2018년 9월 어댑티브 컨트롤러를 정식 발매했으며, 2019년 2월
에는 무려 북미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Super Bowl)에 이 새로
운 컨트롤러의 광고를 내보냈다. “모두가 플레이할 때, 우리는 모두 승
리한다”1라는 당시의 광고 카피는 엑스박스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MS
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2020년 1월, MS는 엑스박스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하기 시작했
다. 장애인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게임의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기능 등을 문서화 하여 배포했으며, 여기에 그
치지 않고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모아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 MS는 가이드라인 제공을 넘어 개발자들이 향상된 접근성을 
가진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했다. 개
발자들은 이 플랫폼에 게임 빌드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개발한 게임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테스트는 장애인 게임 이용자 커뮤니티 회원들의 
직접 검수 과정을 거치며, 이들의 피드백과 인사이트 또한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MS의 엑스박스 어댑티브 컨트롤러

출처: X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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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의 접근성에 대한 상반된 시각

2.1.  접근성 개선은 필수라는 시각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게임의 접근성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에는 대형 게임사부터 인디게임 개발자까지 많은 이들
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접
근성은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이며, 게임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기
능으로 간주한다.

일찍부터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대형 게임 개발사로는 
EA(Electronic Arts)가 있다. 피파(FIFA), 매든(MADDEN) 시리즈 등 대
중적 스포츠 장르 게임을 만들어 온 EA는 다른 개발사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장애인 게임 이용자층의 존재와 그들의 요구를 파악했던 것으
로 보인다. 사내에 접근성 개선 관련 전문 부서까지 배치한 EA는 접근
성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각 게임에 어떤 접근성 기능이 있는지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 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럼 공
간을 만들어 실제 게임을 접한 이들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너티독 역시 접근성을 게임 제작의 중요 요소로 강조하는 제작사 중 하
나다. 2020년 6월 출시한 <라스트오브어스2>에서는 최근 출시된 게
임 중 가장 많은 60여 개의 접근성 옵션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색
약, 색맹 등 게임 화면의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설정부터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게임 이용자들도 문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성 변환 기능까지 다양한 옵션을 적
용했다.

너티독의 접근성 기능은 비단 장애가 있는 이용자만 고려한 것이 아니
라, 실력이나 조작 미숙으로 엔딩을 보지 못하는 이용자를 돕는 목적까
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엎드리면 적이 플레이어
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조준할 때 슬로우 모션 효과를 적용하는 
등의 옵션으로 게임의 난이도를 플레이어 개개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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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데몬즈 소울, 다크소울 시리
즈 등 현재 ‘소울류’라 지칭
하는 장르의 기반을 만든 게
임 개발사다. 강한 적에게 끝
없이 도전하며 극복하는 장
르 특성상 프롬소프트웨어
의 게임은 대부분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라스트 오브 어스2>는 게임 내 접근성 옵
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  접근성 개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반면, 게임의 접근성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제작사
나 개발자들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접근성 개선이 개발자의 창의성
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와 관련하여 북미 게임 커뮤니티에
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2019년 3월 ‘프롬소프트웨어
(FromSoftware)’2가 출시한 게임 <세키로(Sekiro)>를 놓고 논란이 촉
발되었다.

논란의 원인은 이전 <다크소울> 시리즈와 달리 <세키로>에서는 멀티
플레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었고, 전투 시스템 특
성에 숙련되지 않은 이용자들은 엔딩을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해 접근성 개
선에 회의적인 이용자들은 게임을 쉽게 만든다면 그동안 어려운 게임
으로 쌓아 온 프롬소프트웨어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며, 나
아가 개발자의 창의성을 제한할 것이란 주장을 내세웠다. 

<라스트오브어스2>의 색약, 색맹을 위한 접근성 옵션

출처: PlayStation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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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의론자들은 세상에는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게임들이 존재하므
로, 자신의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해당 게임을 즐길 수 없다면 플레이
할 수 있는 다른 게임을 찾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접근성 개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런 주장은 일종의 ‘차별’이며, 게임 실력을 특권처
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고 논쟁은 개발자 커뮤니티 전반으
로 번져 나갔다.

3. 접근성 개선의 상업적 타당성

3.1. 신규 게임 이용자층의 확보 가능성

논쟁의 추는 대체로 게임이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앞
서 몇몇 대표적 사례에서 보듯 최근에는 게임의 접근성 향상 노력을 강
조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추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게임기업이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법적, 도덕적 당위성에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이윤 창출이라는 상업적 목적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MS가 초당 2억 원 가량이 드는 슈퍼볼 광고에 엑스박스도 아니고 장애
인을 위한 컨트롤러를 내보냈다는 점은, 게임의 접근성이 게임 비즈니
스에서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향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간단히 생각하면 접근성 높은 게임이 늘어나면 더 많은 게임 
이용자가 생겨날 것이고, 사용자 범위가 넓어질수록 매출 또한 확대되
기 마련이므로 접근성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는 문제는 접
근성 개선으로 유입될 고객의 가치가 과연 접근성 개선에 드는 비용을 
유의미하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개발자에게 게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단체
인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Game Accessibility Guidelines)’에 따르
면 북미 지역 기준으로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며, 남성의 8%는 적녹
색약을 가지고 있다. 미국게임산업협회(ESA) 또한 미국 내 장애인 게임 
이용자 수가 4,6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게임 내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저 정도 숫자의 신규 게임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게임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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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이란 게임기업들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미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게다가 앞서 <라스트오브어스2>의 사례에서 언급했듯 접근성 개선은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게임 스킬 부족으로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는 일
반 이용자들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 개선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개선으로 신규 이용자층을 확보한 사례
로는 캡콤의 인기 게임 시리즈 <몬스터 헌터: 월드>를 들 수 있다. <몬
스터 헌터> 시리즈는 2004년 PS2로 처음 선보인 이래 16종의 게임이 
출시된 인기 타이틀이지만,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2018년 
출시된 <몬스터 헌터: 월드>에 와서야 처음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몬스터 헌터: 월드>가 전작들과 달리 일본 이외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요소들을 제거하
거나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편의성을 강화했고, 휴대용 기기 전용으로 
개발하던 전작과 다르게 PC와 콘솔 버전을 모두 발매하며 보다 접근하
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엑스박스 어댑티브 컨트롤러 홍보를 위한 슈퍼볼 광고

출처: The Shorty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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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령화되는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

게임산업이 접근성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날이 늘
어가는 50대 이상 게임 이용자들의 규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퇴
자협회(AAR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노년층 중 게임을 즐
기는 비율은 2016년 38%에서 2019년 44%로 상승했다. 마케팅 조사
기관  ‘글로벌웹인덱스(Global Web Index)’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게임 이용자는 지난 3년간 약 32% 
증가했다.

오늘날 게임을 즐기는 청장년층은 나이가 들어도 게임에 친숙할 가능
성이 있어 노년층 게임 이용자가 점차 늘 것이라는 전망은 예전부터 있
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는 이런 자연적 증가 외에 지금까지 게임을 
즐기지 않던 현재의 중장년층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게임 이용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게임산업이 이
들 새로운 이용자층을 적극 포섭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 접근성 개선도 그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노년층의 게임 이
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접근하는 게임에 제약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ARP에 따르면 50대 이상 게임 이용자의 73%는 모바일 기기로 게임
을 즐기고 있으며, PC로 즐긴다는 응답은 47%, 콘솔 기기를 이용한다
는 응답은 13%였다. 선호하는 장르는 퍼즐과 보드게임이 각각 49%, 
47%로 압도적이었으며, 5% 미만의 응답자만이 액션 어드벤처나 슈팅 
장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 역시 넓게 보면 게임 접근성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다. FPS 장르의 세계 최고령 e스포츠팀 ‘실버 스나이퍼’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의 노년층과 다른 건강한 노년층은 젊은층과 다르지 않은 게
임 욕구와 운동신경을 보유하고 있기에, 노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 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게임기기와 게임 장르를 접하고, 보다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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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개선에 대한 전향적 시각이 필요

게임 내 접근성 개선 노력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
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것은 맞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
듯, 게임의 접근성은 원하는 만큼 게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로 진화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의미의 확대는 새로운 게임 이용자층의 유입을 통해 매출
을 확대하려는 게임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의 접근성은 조만간 또 한 번 의미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메타버스’ 게임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의 세계와 연결된 가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현실과 동일한 성별, 연령, 인종 구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
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게 
된다. 장애인, 노인층뿐 아니라 유년층의 게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할 수
도 있다. 게임 내에서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소
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접근성 개선 노력의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최고령 CS:GO e스포츠 팀 ‘실버 스나이퍼’

출처: enovo-silversnip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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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게임기업이라면 게임 접근성을 가장 중
요한 우선순위로 선정하려 할 것이며, 게임 접근성 개선 역량이 향후 게
임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부상할 수 있
다. 게임기업이라면 게임 접근성을 단순히 공익적 활동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 내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바라보
아야 하는 이유다.

1.� �GamesIndustry - Accessibility in games is advancing -- now marketing needs to catch 
up, 2021.03.17

2.� �GamesIndustry - Microsoft launches gaming accessibility testing platform for developers 
2021.02.17

3.� �GamesIndustry - Microsoft’s accessibility guidelines are a great start -- but we can go 
further 2021.02.19

4.� Inven - ‘노인 게이머’ 시대가 왔다, 2021.04.13.
5.� 연합뉴스 - PS5의 진정한 진화는 장애인 접근성 확대에 있다, 2020.11.07.
6.� Inven - 얼마나 어렵길래? 세키로가 쏘아올린 ‘난이도’ 논쟁, 2019.05.23
7.� Inven - [GDC2018] “시각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8.03.2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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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PG, 온라인에서 새롭게 도약 중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게임 장르인 TRPG(Table-top Role Playing 
Game)는 통상 4~5명의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펜과 종이, 주사위
를 가지고 즐기는 게임으로, 펜앤페이퍼(Pen and Paper) RPG라 불리
기도 한다.

TRPG의 주요 진행수단은 플레이어간 대화로, 대화를 통해 캐릭터의 
행동을 정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며, 주사위 등의 소도구를 사용해 플
레이어의 공격력이나 행동의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진행자에 해당하
는 게임 마스터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면, 플
레이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해나가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보드게임과 달리 서로 경쟁하여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TRPG의 디지털 혁신 
추구하는 ‘멀티버스’, �
1,750만 달러 투자 유치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펜과 종이로 즐기는 TRPG는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기

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TRPG의 사용자가 급

증하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원모어멀티버스’는 TRPG의 경

험을 단순히 온라인에서 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에서만 가능한 

혁신을 내세우며 1,75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사용자가 직접 

픽셀아트를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와 실시간 스트리밍 기

능 등을 지원하는 원모어멀티버스는 인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

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TRPG 시장에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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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통 룰북(rule book)이라 
부른다.

플레이어 간 협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이야기를 순조롭게 이어나
가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탄생한 TRPG의 원조이자 현재도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던
전앤드래곤(D&D)>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규칙서1가 존재할 만큼 방
대한 판타지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다. 플레이어에게 상상력을 부여하
고 그로부터 나온 여러 선택과 결정에 따라 캐릭터의 역할이 달라진다
는 점에서 오늘날 MMORPG 게임의 탄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평가된다.  

화려한 그래픽과 정교한 조작감을 자랑하는 컴퓨터 게임이 쏟아져 나
오는 오늘날에도 TRPG의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상상력을 마
음껏 펼칠 수 있는 높은 자유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즐
거움에 매료된 TRPG 애호가들 덕분이다. 

반드시 모여서 즐겨야 하는 게임의 특성상 이동을 제한하는 팬데믹 상
황은 TRPG에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TRPG 장르는 오히려 코로
나19를 계기로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새로운 사용자층을 끌어들이
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대표적인 온라인 TRPG 플랫폼인 ‘롤트웬티
(Roll20)’의 경우 작년에만 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해 전체 이

미국 드라마 ‘빅뱅이론’ 주인공들이 TRPG를 즐기는 모습

출처: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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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제품 테스트와 시장분석을 
마치고 상품을 정식 출시하
기 직전 단계의 투자 라운드

03 	플레이어의 힘, 민첩도, 지능 
등의 기본적인 스탯을 비롯
해 게임의 규칙에 따른 여러 
가지 스킬을 적어 놓은 시트

용자가 8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락다운 시행 초기인 작년 3월에는 신
규 사용자 요청이 800% 이상 급증해 회사 서버가 이를 사이버 공격으
로 인식했을 정도라고 한다. ‘월드앤빌(World Anvil)’과 ‘롤게이트(Role 
Gate)’ 등 다른 유사 플랫폼의 이용자 수 역시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로운 온라인 TRPG 플랫폼인 ‘원모어멀티버스(One More 
Multiverse)’가 1,75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
었는데, 이번 투자 역시 TRPG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최
근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원모어멀티버스’의 차별화 전략

‘원모어멀티버스’의 개발사인 멀티버스는 2019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
립된 스타트업으로, 올해 4월 1,75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원모어멀티버스는 5월말 현재 클로즈
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금년 3분기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벤처캐피탈 안쏘스캐피탈(Anthos Capital)이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
에는 트위치의 유명 스트리머인 포키메인(Pokimane)과 트위치 공동 
설립자 케빈 린(Kevin Lin), VR 헤드셋 기업인 오큘러스의 공동 설립자 
네이트 미첼(Nate Mitchell) 등이 투자자로 나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미 시장에 롤트웬티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TRPG 플랫폼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멀티버스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멀티버스에 따르면 대개 온라인 TRPG 플랫폼은 펜과 종이로 진행하는 
기존 TRPG의 경험을 디지털 상에서 복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직접 주
고받는 대화 대신에 채팅과 음성을 지원하고, 종이로 된 캐릭터시트 플
레이어의 힘, 민첩도, 지능 등의 기본적인 스탯을 비롯해 게임의 규칙에 
따른 여러 가지 스킬을 적어 놓은 시트3와 실제 주사위 대신 컴퓨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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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캐릭터나 오브젝트가 특정 
광원 근처에 가면 광원의 범
위에 포함된 만큼 밝아지는 
등,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조명 시스템

05 	게임 애셋(asset)은 이미지
를 만들고, 게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능이나 도
구를 말한다.

편집 가능한 캐릭터시트와 가상의 주사위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에 비해 원모어멀티버스는 오프라인 TRPG 경험의 복제가 아닌 혁
신을 추구한다. 멀티버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COO)인 사라 앨퍼지(Sara Alfageeh)는 TRPG의 고유한 성격은 보존
하면서도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가령 원모어멀티버스에서 플레이어는 2D 픽셀아
트와 다이내믹 라이팅(Dynamic Lighting)4,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지
원하는 디지털 에디터를 활용해 비디오 게임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원모어멀티버스 웹사이트의 FAQ 페이지에 따르면, 클로즈드 베타 서
비스 중인 5월말 현재 플랫폼의 픽셀아트 라이브러리에는 플레이어가 
활용할 수 있는 약 2,500개 이상의 애셋5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식 서비
스 단계에서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라이브러리 내에는 슬라임, 나무, 
벽돌 등 일반적인 게임 속 객체에서부터 드래곤, 인간형 새, 거대 도토
리 등 판타지 장르에 어울리는 독특한 형태의 객체도 존재한다. 

원모어멀티버스 플랫폼에서는 ‘애셋 빌딩 모드(Asset Building Mode)’
를 통해 자신만의 픽셀아트를 디자인할 수도 있다. 가령 플레이어는 게
임에서 사용할 자신의 8비트 캐릭터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으며, 게임 

원모어멀티버스 플랫폼의 TRPG 플레이 화면

출처: One More Mult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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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는 게임 맵에 배치할 배경 아이템과 몬스터 등을 디자인할 수 있
다. 사용자들은 원모어멀티버스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이 만든 애셋
이나 맵, 룰셋 등을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플레이어는 트위치 등의 플랫폼을 통해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스
트리밍 할 수 있으며,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채팅을 기반으
로 캐릭터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개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트위치 채팅에서 ‘축복’과 ‘저주’ 수를 각각 카운트해서 축복이 더 
많으면 쓰다듬는 식이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TRPG는 트위치나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플랫폼
에서도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이다. 트위치에는 <던전앤드래곤> 전
문 채널만 100개 이상 존재하며, 특히 전문 성우들이 모여 <던전앤드
래곤>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채널인 ‘크리티컬 롤(Critical 
Role)’은 유튜브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원모어멀티버스는 스트리머들에게도 고
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원 모어 멀티버스는 TRPG의 게임 마스터와 플레이어뿐 아니라 
스트리머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기존 TRPG 플랫폼에서 불가능했
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TRPG의 경계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캐릭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트위치 채팅 예시

출처: Kickstarter(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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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여러 모양을 만들었다 허물
기를 반복하는 모래놀이처
럼 플레이어의 자유도가 높
은 게임을 말한다.

07 	2020년 2월 PS4 타이틀로 
출시된 게임으로, 사용자는 
게임 내에 포함된 수많은 애
셋과 환경 조작, 디자인 툴을 
활용해 자신만의 게임을 창
조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

3. TRPG 장르의 비상 꿈꾸는 원모어멀티버스

TRPG는 모든 플레이가 참여자들의 상상력과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기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
은 없다고 할 수 있다. TRPG의 가장 큰 난관은 함께 할 사람을 구하기
가 어렵다는 점이었는데,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촉진하면
서 TRPG는 오히려 주류 게임 장르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
었다.

원모어멀티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제 TRPG는 단순히 온라인
에서 오프라인의 경험을 복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에서만 가능
한 경험을 지원하며, TRPG와 디지털 게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특히 
원모어멀티버스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직접 맵과 각종 기물을 만들어 
자신만의 게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애셋 빌딩 모드’는 미디어 몰리큘
(Media Molecule)의 샌드박스형6 게임 <드림즈(Dreams)>7를 연상케 
한다. 

멀티버스 측은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인디 개발자들의 TRPG 제작이 
활성화되는 한편, 플랫폼 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맵 제작자, 아바타 디
자이너, 작가, 미술가 등 다양한 유형의 인디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 정식 출시를 앞둔 원모어멀티버스가 과연 생각한대로 시장 반응
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멀티버스가 
의도하는 것처럼 플레이어의 높은 자유도와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내
러티브를 발전시켜 나가는 TRPG만의 고유한 매력을 온라인으로 구현
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면, 온라인 TRPG 장르
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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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이탈리아 게임시장 현황 

1.1. 게임시장 규모  

이탈리아는 인구수 기준으로 EU 3위, 전세계 8위 국가이다. 가톨릭의 
영향으로 게임에 대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오랫동안 프
랑스, 영국 등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 게임산업의 발달이 다소 뒤쳐져 
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탈리아 게임업계는 꾸준
히 게임 개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세계 10위의 게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게임시장의 2020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21
억 7,900만 유로(한화 약 3조 원)를 기록했다. 이 중 소프트웨어가 17

이탈리아는 인구수 기준 유럽 3위, 경제 규모 기준 세계 8위 국가로 게

임시장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게임에 대한 보수적 시각으로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게임시장 성장이 더뎠지만, 최근 수년 내 급속한 발전 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게임시장은 내수 대신 해외시장의 매출 비

중을 높이며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탈리아 게임산업의 

제작 생태계가 글로벌 게임기업들과 제작 파트너십을 체결할 정도의 개

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디 게임 개발 예산으로 AAA급 게

임을 만든다는 말은 이탈리아 게임업계의 역량과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유럽 게임시장의 허브를 꿈꾸는 이탈리아 게임시장을 보다 관

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머징 마켓] 인디 예산으로 
AAA급 게임을! 유럽 게임�
시장의 허브 꿈꾸는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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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8,400만 유로(한화 약 2.4조 원)로 82%를 차지했고, 하드웨어는 3억 
9,500만 유로로 18%를 차지했다. 하드웨어의 매출은 차세대 콘솔 출
시의 영향으로 2019년에 비해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게임 플랫폼별 총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콘솔의 비중이 43%, PC는 33%, 모바일은 23%
로 나타났다. 

1.2. 게임 이용자 특성  

이탈리아 전체 인구 6,230만 명 중 인터넷 사용 인구는 5,054만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83.7%에 달한다. 게임 이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38%
인 1,670만 명이다. 

전체 게임 이용자의 43%가 15~34세 연령층에 분포하고 있으며, 
11~14세 연령층의 62%는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 이용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56%, 여성 44%인데, 
거의 1:1에 가까운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성 이용자
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이탈리아 게임 이용자들의 주당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전년 대
비 1시간 30분 증가한 8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는 8
시간 30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이탈리아 게임 이용자 연령별 분포� (단위: 백만 명)

출처: IDG CONSULTING(2021.5)

5% 4%

11%
8% 7%

9%
6% 5%

13%
11%

7%

13%

6~10세 11~14세 15~24세 25~34세 35~44세 45~64세

● 남성  ● 여성  

게임이용자 수
성별 나이

남성 여성 6~10세 11~14세 15~24세 25~34세 35~44세 45~64세

16.7M(38%) 9.4M 7.3M 1.8M 1.7M 4.0M 3.0M 2.4M 3.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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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호 플랫폼 및 게임 장르

이탈리아 게임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게임기기 1위와 2
위는 스마트폰과 PC가 차지했지만, 주당 게임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기는 콘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측면에서 보면 이탈리아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 개
발 플랫폼은 PC(41%), 모바일(27%), 콘솔(22%) 순이었다. 모바일
의 비중은 2018년의 29%에서 소폭 하락했으며, 안드로이드(14%)와 

이탈리아의 게임 개발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

출처: IDG CONSULTING(2021.5)

10%

22%

41%

27%

● PC  
● 모바일  
● 기타  
● 콘솔

이탈리아의 개발 선호 게임 장르

출처: IDG CONSULTING(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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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ixed Reality(혼합현실)

02 �시리어스 게임(serious game)
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능성 
게임을 말한다.

iOS(13%)에 대한 선호도는 비슷하다. 

그 밖의 마이너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면, 이탈리아 게임 개발사 중 
27%는 VR · AR · MR1이 적용된 타이틀을 이미 개발했고, 41%는 2021
년에도 VR · AR · MR이 적용된 타이틀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VR게임 개발사의 60%는 오큘러스(Oculus)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개발하는 게임 장르는 액션 · 어드벤처(44%), 아케이드
(25%), 퍼즐(21%), 플랫폼(17%), 가족 · 어린이(14%), RPG(13%), 레
이싱 · 시뮬레이션(11%), 시리어스2 · 스포츠(10%) 순이었다.

1.4. 게임 유통 채널

PC게임의 유통 채널에서는 스팀(Steam)의 비중(74%)이 압도적이나, 
에픽게임즈 스토어(Epic Games Store)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모바일게임 유통의 경우,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가 각각 
47%, 46%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콘솔게임 유통에서는 
닌텐도 이숍(Nintendo eShop)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두 배인 38%로 
늘어나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등 3개 채널
의 비중이 엇비슷해졌다.

2020년 이탈리아 게임시장의 주요 유통 채널

출처: IDG CONSULTING(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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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 게임 시장의 특징 

2.1. 해외매출 중심

이탈리아 개발사들의 주요 타깃 시장은 유럽(54%)과 북미(25%)이며, 
이탈리아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이는 그동
안 게임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며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
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개발사들은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장을 유럽(93%), 북미
(90%), 아시아(71%), 남미(56%), 오세아니아(48%), 중동(41%) 순으
로 꼽고 있다.

2.2. 외국 게임기업과 파트너십 활성화

해외매출의 비중이 높은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이탈리아 게임산업은 외
국 게임사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 기업과 
파트너십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국시장 진출 목적으로 제휴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IDG CONSULTING(2021.5)

B2C형 개발사들의 타깃 시장 비중

25%
7%

54%

6%4%2%
2%

● 유럽(이탈리아 제외)  ● 이탈리아  ● 북미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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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88년에 설립된 국제 스포
츠 매니지먼트 및 마케팅 기
업으로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암
스테르담, 런던, 로마 등에 지
사를 두고 있다. 모터사이클 
대회인 <모토GP>에 대한 상
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04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이 총
괄 운영하는 모터사이클 그
랑프리 대회를 말한다.

05 �마텔에서 판매하는 대표적
인 미니카 장난감의 브랜드

중국 게임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제작에서 두
각을 보이고 있듯, 이탈리아 게임기업들도 글로벌 IP를 재해석하여 게
임을 개발하는 데 능숙한 편인데, 이를 무기로 외국 게임기업들과 파트
너십에 나서고 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에픽게임즈 등
을 통해 발매된 유명 타이틀의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혁
신 작업이 가능함을 외국 게임기업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1994년에 설립된 레이싱 게임 전문 개발사 ‘마일스톤(Milestone)’
은 ‘도나(DORNA)’3와 함께 <모토GP(MotoGP)>4에 대한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라이브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기
업 ‘펠드엔터테인먼트(FELD Entertainment)’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
다. 최근에는 미국 완구업체인 ‘마텔(Mattel)’과 콘솔 게임 <핫휠(Hot 
Wheels)>5의 개발 및 퍼블리싱을 위한 제휴를 체결했다. 

마일스톤은 <모터GP> 시리즈에 인공신경망에이전트(A.N.N.A)를 구현
해 붐을 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A.N.N.A는 전문 기수가 보여주는 
것과 매우 유사한 주행 동작과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유비소프트 밀란의 <Mario + Rabbids Kingdom Battle>

출처: Nintendo e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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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마리오는 이탈리아계 이름
인데, 마리오 캐릭터는 닌텐
도 미국 지사가 소재한 건물
의 이탈리아계 주인을 모델
로 했다.

1998년 설립된 유비소프트의 밀라노 지사인 ‘유비소프트 밀란(Ubisoft 
Milan)’은 마리오6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 전략 롤플레잉 게임인 <마
리오+래비드 킹덤배틀(Mario+Rabbids Kingdom Battle)>을 제작하
였으며, 닌텐도와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3년 설립된 로마 소재의 개발사 ‘스톰인어티컵(Storm in a 
Teacup)’은 엑스박스 라이브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에픽게임즈로부터 지원을 받아 최근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클로
스투더선(Close to the Sun)>의 1년 독점 퍼블리싱 계약을 맺기도 했

34빅씽즈의 <Redout>

출처: 34BigThings.com(2021.5)

스톰인어티컵의 <Close to the Sun>

출처: adventuregam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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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메타크리틱(Metacritic)은 
2001년 1월에 설립된 음반,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 및 
DVD의 리뷰를 수집하는 웹
사이트이다. 각 작품의 리뷰 
점수를 모아 합계를 낸 후 평
균을 구하는데, 대체로 60점
대 평균점수가 가장 많다.

다. <클로스투더선>은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탈리안 비디오 게임 
어워드에서 베스트 이탈리안 게임 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이탈리아 최대 게임 개발사 중 하나인 ‘34빅씽즈(34BigThings)’는 
2020년 스웨덴 비디오게임 지주회사인 ‘엠브레이서(Embracer)’ 그
룹의 일원이 되었다. 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게임 타이틀 <레드아웃
(Redout)>은 메타크리틱7 점수 84점을 기록했으며 플레이스테이션4
에서 호평을 받았다.

3. 이탈리아 게임 개발 생태계의 특징 

3.1. 레이싱 게임 제작에 특히 강점

외국 게임기업들이 이탈리아 개발사들과 파트너십에 적극적인 데서 보
듯, 이탈리아 게임개발 생태계는 차별화된 강점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슈퍼카와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이 많고 레이싱 
스포츠의 인기가 높은데, 이는 게임산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레이싱 게
임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 장르에서 이탈리아 게임 개발자들의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쿠노스 시물라치오니의 시뮬레이션 게임 <Assetto Corsa>

출처: Kunos Simulazioni(2021.5)



106

GLOBAL GAME INDUSTRY TREND

이탈리아의 레이싱 시뮬레이션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이자 레이싱 게
임 개발사인 ‘쿠노스 시물라치오니(Kunos Simulazioni)’가 만든 <아세
토 코르사(Assetto Corsa)> 게임은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피아
트 등 유명 자동차 제조사의 레이싱 시뮬레이터로 채택되어 있으며, 총 
판매량이 300만 카피를 넘어섰다. 쿠노스는 현재 차세대 콘솔용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살펴본 ‘마일스톤’ 역시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이싱 게임 전
문 개발사로 특히 모터사이클 게임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3.2. 언어소통 능력과 고용 유연성 

이탈리아 게임산업이 해외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고, 외국기업과 파트
너십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우선 언어 소통 역량과 인적 역
량의 우수성을 꼽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체 인구의 30%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31개의 대학이 전세계 우수 대학 랭킹 500위에 들 정
도로 높은 학력 수준을 자랑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도 외국 게임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낮아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
이 많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해고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같은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은 이탈리아 게임산업에 대한 자국 및 외국 기업의 투
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3.3. 단일한 게임개발자연합 IIDEA

여러 게임개발협회가 있는 다른 남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탈
리아의 게임개발협회는 IIDEA(the Italian Interactive & Digital 
Entertainment Association) 하나뿐이다. IIDEA는 2000년대 초에 설
립되었는데 처음에는 AESVI라는 이름이었다가 2020년에 IIDEA로 개
명했다. IIDEA는 이탈리아 시장 진입을 원하는 해외 게임사와 해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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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진출하려는 현지 개발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게이트웨
이가 하나이다보니 게임기업들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간소
화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IIDEA의 회원사는 현재 하드웨어 제조업체, 퍼블리셔, 개발사, e스포츠 
운영사 등 총 80개 이상이다. 2019년부터는 e스포츠팀도 회원사로 받
아들이기 시작했다. 

IIDEA는 공공자금 지원 기회 발굴, 민관협력 특별 사업 추진, 국가 경쟁
력 향상을 위한 핵심 도구로써의 게임산업의 잠재력 홍보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 이탈리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4.1. 저비용 고효율 제작 파트너로서 가치

이탈리아의 게임시장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크지 않고, 스페인
어, 프랑스어와 같이 언어권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없어 수출 시장
으로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유수의 외국기업이 
이탈리아 게임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데서 보듯, 이탈리아 
게임시장의 가치는 제작 부문에 있다. 

이탈리아 게임 개발 생태계의 강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인디 게
임 개발 수준의 예산으로 AA급 혹은 AAA급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탈리아 게임 개발사들의 외주 제작 비중이 높고 수익의 대
부분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저비용으로 고퀄리티 게임을 
만든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님을 방증한다.

게임제작 능력과 언어소통 능력, 여기에 덧붙여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작 파트너를 찾는 게임기업에게 이탈
리아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가 강점을 갖고 있
는 레이싱 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는 게임기업이라면 적극적인 공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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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파트너십이나 외주 제작을 추진해 볼만 할 것이다. 

이탈리아 개발사 수는 2020년 현재 160개, 종사 인력은 1,600명 수준
으로 2018년 대비 500명 이상 증가했다. 전체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79%는 36세 이하이며, 활동 종사자 중 30%는 아트 부문에, 25%는 기
술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4.2.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이탈리아를 유럽 게임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이탈리아는 프랑스, 독일과 맞닿
아 있고, 스페인과도 멀지 않아 남부 유럽의 요충지에 자리해 있다. 이
미 유수의 글로벌 게임기업들이 이탈리아에 지사나 현지 파트너를 두
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가 외국 게임기업의 투자나 이탈리아 진출을 장
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게임시장의 허브라는 목표는 충
분히 세워볼 만한 것이다. 

이탈리아 게임시장이 최근 수년 새 급속히 커지고 있고, 이탈리아 게임
산업과 정부가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게임업계는 앞으로 이탈리아 게임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
여나갈 필요가 있다. 

1.� GT PLANET - Assetto Corsa Mobile Gaming Coming This Summer, 2021.5.30.
2.� �THE GAMER - Report: How The Italian Gaming Industry Thrived Throughout The 

Pandemic, 2021.05.29.
3.� �pocketgamer.biz - Italian game industry headcount up 45% since 2018 to 1,600, 2021.5.24.
4.� �THE GAMER - Italian Game Industry Has Seen Massive Growth Over Past Three Years, 

2021.5.24.
5.� �GamesBeat - Italy’s game industry grows to 1,600 people and 160 game studios, 2021.5.2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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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리즈 온라인 행사로 열리고 있는 GDC

작년 8월 온라인으로 게임개발자컨퍼런스(Game Developers 
Conference, GDC) 행사를 치른 직후, GDC 운영사인 인포마테크는 일
찌감치 2021년 행사를 7월 중순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프라인 행사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가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감염병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2월 주최 측은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GDC를 ‘연중 계속되는’ 일련
의 온라인 전용 이벤트로 전환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내놓았다. 

주최 측의 계획은 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하는 GDC를 축하하기 위해 예
년처럼 1주일 내의 기간에 모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2021년에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으

나 지난 2월 GDC 주최 측은 결국 올해 행사도 온라인 전용으로 치른다

고 발표했다. 대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내 계속해서 열리는 시리

즈 이벤트 형태로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3월의 

GDC 마스터클래스와 GDC 쇼케이스에 이어, 본 행사격인 GDC 2021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최 측은 게임 개발자

들의 역량을 고양시킨다는 GDC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 어느 때보다 심

도 깊은 컨퍼런스 세션과 토크 행사를 마련 중이라 말하고 있다. 총 16

개 분야에 걸쳐 200개 내외의 세션이 열릴 예정인 GDC 2021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세션 일부를 소개한다.

[프리뷰] 시리즈 온라인 행사
로 열리는 GDC 2021, 주목
할 만한 세션과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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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sk Me Anything(나에 대
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약어로 사적인 질문을 포함
해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하
는 것을 말한다.

02 	스크린에 투사된 화면을 터
치할 경우, 화면 속의 객체가 
반응해 변화를 일으키는 쌍
방향 벽면 디스플레이를 말
한다.

큐레이션 콘텐츠와 커뮤니티 지원 기능을 1년 내내 온라인을 통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GDC를 단발성 행
사가 아니라 ‘이벤트 패밀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올 3월부터 온
라인 공간을 통해 GDC 타이틀이 붙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1.1. GDC 마스터 클래스

3월 4~5일에 열린 ‘GDC 마스터 클래스’는 오늘날 게임 개발자들이 직
면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실습 교육을 제공하
는 소규모 그룹 버추얼 워크숍이다. 마스터 클래스는 GDC의 뿌리로 돌
아갈 것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개인별 피드백과 실제 경험을 제공
하는 깊이 있고 집중적인 학습으로 복귀한다는 취지하에 기획되었다. 
마스터 클래스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수업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2. GDC 쇼케이스

주최 측은 올해 쇼케이스를 여러 차례 열 계획인데, 첫 쇼케이스는 3월 
15~19일에 열렸다. 쇼케이스는 개발자 커뮤니티들의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인데, 관심도 높은 강의, 게임업계 최고의 막후 실력자들에 대
한 AMA1,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패널2, 라이브 팟캐스팅 등을 특징으
로 한다. 새롭고 색다른 콘텐츠나 형식을 실험해 본다는 성격이 강하다.

1.3. GDC 2021

본래적 의미의 GDC 행사를 말하며, 7월 19~23일 동안 멀티 트랙 교
육 및 비즈니스 중심 이벤트들이 열린다. GDC 2021 기간 중인 7월 21
일에는 인디게임 페스티벌(독립 게임 페스티벌 Independent Games 
Festival, IGF) 및 게임개발자어워드(Game Developers Choice 
Awards, GDCA)가 별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열린다. IGF에서도 어워드
를 발표하게 되는데 후보 작품들은 5월에 발표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두 시상식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고, 공식 ‘GDC 트위치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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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C 2021에서 주목할 만한 세션

2.1. GDC 2021의 컨퍼런스 구성

GDC는 행사명 그대로 게임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주제에 대한 강
연과 교육을 제공한다. GDC 2021의 컨퍼런스 카테고리는 총 16개이
며, 전통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게임 설계’와 ‘인디게임’, ‘게
임 내러티브’, ‘게임 경력 개발’ 등이며, 최근에는 ‘부분유료화(Free To 

GDC 2021 공식 사이트 메인 화면

출처: gdconf.com

GDC 2021의 컨퍼런스 16개 분야 및 진행 일정

출처 : gdconf.com 정보 가공

분야 세션 수 기간 분야 세션 수 기간

게임 설계 57 7.21~23 VR/AR 11 7.19~20

게임 프로그래밍 5 7.19 교육 7 7.2

비즈니스&마케팅 6 7.19 게임 오디오 7 7.2

개발 및 팀 관리 4 7.2 사용자 경험 6 7.19

비주얼 아트 6 7.19 경력 개발 11 7.21~23

부분유료화 12 7.19~20 e스포츠 5 7.19

게임 내러티브 15 7.19~20 보드게임 설계 8 7.19

인디 게임 21 7.19~20 자유 주장 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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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분야별로 세션 수에 따라 하루 혹은 사흘간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GDC 2021에서 가장 세션이 많은 분야는 ‘게임설계’로 사흘에 걸쳐 총 
57개 세션이 진행된다. 16개 분야의 총 세션 수는 5월말 현재 189개이
며, 각 분야별로 세션 진행 기간 동안 서밋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2.2. 프로그래머라면 놓치기 아까운 세션들

GDC가 글로벌 게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게임을 
실제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의 개발 역량을 고양시켜 줄 강연과 교육,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발자가 겪는 보편적 문제에 대해 전
문가들이 알려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솔루션은 GDC 2021을 참관하
는 개발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다.

GDC 2021의 스폰서이자 게임산업 전문 미디어인 가마수트라는 올해 
게임 프로그래밍 분야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반드
시 등록해서 들어볼 만한 세션 5개를 소개하였다. 

● 	Blowing from the West: Simulating Wind in Ghost of 
Tsushima: 게임 <고스트오브쓰시마(Ghost of Tsushima)>
의 핵심 게임플레이 작동 방식인 ‘가이딩 윈드(Guiding 
Wind)’에 대해 설명한다. 실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게임 내 여러 시스템들이 바람에 의해 야기
되는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하
는지 설명한다. 플레이스테이션의 GPU 성능을 최대한 활용
하여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 있
는 다양한 팁도 소개한다. 

● 	Data Driven Competitive Matchmaking Over Multiple 
Continents: 수학 박사이자 세미 프로게이머3인 안드레아 

03 	<워크래프트3> 게임으로 진
행되는 e스포츠 대회인 W3 
Champions에서 톱3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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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매치메이킹(matchmaking)
은 게임에서 상대를 찾는 과
정과 게임판을 짜주는 작업
을 의미한다. 보통 게임 실력
이 엇비슷한 플레이어들끼리 
맞붙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매치메이킹 알고리즘이다.

로카텔리가 매치메이킹4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
식에 대해 설명한다. 플레이어의 참여를 유지하는 랭킹 공
식, 가장 공정한 게임을 제공하는 팀 밸런싱 알고리즘, 그리
고 매치메이킹에 대해 상세내용을 설명한다.

● 		How Ubisoft Builds Tools that Are More “Intuitive”: 
GDC의 단골 스피커인 데이빗 라이트바운이 어떻게 유비소
프트가 직관적인 개발자 도구를 만들었는지 소개한다. 이용
자들이 도구가 ‘직관적’이라고 말하도록 이끄는 심리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 개발도구를 만드는 데 일관된 사용자 
경험(UX) 패턴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스튜
디오들이 자신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유의 UX 
패턴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 		War Stories from Azeroth: <와우(WoW)>는 확장판을 내놓
을 때마다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서버 팀은 매번 각기 다
른 과제에 직면했다. 이 세션은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와우가 
직면했던 문제들의 속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플레이어들이 
기억하는 이벤트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싱, 성능 모니터링, 
기존 코드 베이스와 새로운 기능의 통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 	Free Up the Cognitive Load: UX in Animation Workflow: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뇌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정보가 들
어올 때 짧은 휴식, 동료와 대화 등을 통해 뇌를 재부팅하는
데,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런 휴식이 없어 종종 생산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 게임기업 ‘343인터스트리’가 재택
근무 환경에서 부하가 발생했음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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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하기 딱 좋은 때

팬데믹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 주최 측이나 많은 개발자들의 기대
대로 GDC 2021의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GDC의 본래 개최 의도를 염두에 둔다면, 온라인을 통
해 관심이 가는 세션들을 보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나
쁜 것만은 아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며 팬데믹이란 터널의 끝도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제한이 갑갑하긴 하지
만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학습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일 수 있다. 
GDC 2021과 함께 7월 하순을 게임 학습 주간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
겠다.

1.� �Gamasutra- Here’s a bunch of useful talks for programmers at GDC 2021, 2021.6.2.
2.� �AnimationXpress- GDC 2021 organiser reveals finalist for the 23rd annual awards 

ceremony of the Independent Games Festival, 2021.5.8.
3.� �PC Gamer- GDC is going digital in 2021 with online events running throughout the year, 

2021.2.19.
4.� �Informa-A New Approach To 2021 With A Family Of GDC Events And More!, 2021.2.1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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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도 연구명

1 2017 2017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2 2017 2017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3 2017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

4 2017 2017 이스포츠 실태조사

5 2017 가상현실게임 활성화 방안 연구

6 2017 게임 과몰입의 전문적 접근방법론 및 대처 방안의 차이 연구

7 2017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한 과몰입 위험군 탐지 및 치료적 개입 시스템 개발

8 2017 게임이용자 패널 4차년도 연구

9 2017 게임행동 종합진단척도(CSG) 보완연구

10 2017 국내외 아케이드게임 법제도 연구

11 2017 기능성게임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2 2017 문화적 가치 고양을 위한 게임 창작·유통 생태계 전략 연구

13 2017 아시아 주요국 게임시장 현황조사

14 2017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2017 초등 영어 기능성게임 효과성 측정을 통한 뇌과학 기반 평가도구 개발 연구

16 2018 2018 가상현실(VR) 게임사업체 실태조사

17 2018 2018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18 2018 2018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19 2018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

20 2018 2018 이스포츠 실태조사

21 2018 가상현실게임 개발 가이드 및 사례 연구

22 2018 가상현실게임 법제도 연구

23 2018 가상현실게임 안전 가이드 연구

24 2018 가상현실게임 유통활성화 연구

25 2018 가상현실게임 이용 가이드 연구

26 2018 게임 아카데미 조사 및 차별화 방안 연구

27 2018 게임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28 2018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29 2018 게임이용자 패널 5차년도 연구

30 2018 남미 주요국 게임시장 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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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8 북미 및 유럽 주요국 게임시장 현황조사

32 2018 2019 가상현실(VR) 게임사업체 실태조사

33 2019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34 2019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35 2019 2019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예비조사 

36 2019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

37 2019 2019 이스포츠 실태조사

38 2019 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법제도 및 활성화)

39 2019 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인력양성)

40 2019 2019년 기능성게임 사업체 및 수요처 현황조사

41 2019 게임 과몰입 국제 공동연구 

42 2019 아케이드게임 현황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43 2019 첨단융복합 게임산업 경쟁력 분석 연구

44 2019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효과성 연구

45 2019 게임 생산자의 노동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1)

46 2019 게임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회변화 연구 (게임문화 융합연구2)

47 2019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3)

48 2019 게임문화 인식 빅데이터 조사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4)

49 2019 장애인 e스포츠 경기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5)

50 2019 게임의 예술성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6)

51 2019 플랫폼의 변화와 게임문화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7)

52 2019 게임의 트랜스미디어 현상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8) 

53 2019 게임 문화 매개자에 대한 연구(게임문화 융합연구9)

54 2020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55 2020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연구

56 2020 2020 이스포츠 실태조사

57 2020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58 2020 2020 가상현실(VR) 게임사업체 실태조사

59 2020 이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연구

60 2020 교과서 내 게임콘텐츠 반영 현황조사

61 2020 2020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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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0 2020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63 2020 게임 분야 팬덤 연구

64 2020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65 2020 게임의 치료적 활용 방안 모색 연구

66 2020 게임문화박물관 건립 기본방향 수립 연구

67 2020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심리사회학적 모델링 연구

68 2020 2020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실태조사

69 2020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70 2020 게임이용종합척도 신규 개발 연구

71 2020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72 2020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

73 2020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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