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는 말

온라인게임산업은, 2004년기준으로1조2천억원의시장규모를형성하여국내게임산업의60%를차지

하는동시에세계온라인게임시장에서도30% 이상의시장점유를보이는, 우리나라소프트웨어및디지

털콘텐츠산업의핵심분야이며, 지속적으로성장과육성이기대되는국가전략산업이다. 

그러나앞선 IT 기반을바탕으로급성장하여오늘날세계시장의선두자리를확보한우리나라의온라인

게임산업이지만, 상대적으로짧은역사와경험으로인해산업구조가아직은제대로성숙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우리를둘러싼 로벌환경과경쟁여건은급속히변화하고있다. 

“온라인”게임산업의중요성이우리나라를통해입증되면서, EA 등게임시장의전통적강자들과디즈니

등엔터테인먼트시장의 로벌플레이어들이시장진입을강화하는1 움직임들이나타나고있으며, 우리

온라인게임을통해급성장한중국과일본의기업들이공격적투자와발빠른 로벌확장을추진하는등,

우리나라온라인게임산업은다양한기회요인과동시에위기감속에서큰변화의시기를맞이하고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에서“온라인게임 퍼블리싱”의 현황과 전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

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산업의 전략적 과제로서“온라인게임 로벌 퍼블리싱 모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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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산업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3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국내

SW 및 DC산업의 핵심분야로, 최근 EA 등 게임 시장의 전통적 강자들과 엔터

테인먼트 시장의 로벌 플레이어들이 시장 진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로벌 마켓 대상의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의 전략적 과제로써, 온라인게임 로벌 퍼블리싱 모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_게임사업팀 김정수, 범원택

온라인게임퍼블리싱모델의현황과전망

1 월스트리트저널, 미국게임산업 10대트렌드, 2005.1



II. 국내외 게임산업의 현황

1. 국내외 게임산업의 규모 및 전망

2004년 국내 게임시장(PC방·컴퓨터게임장 제외)의 규모는 총 2.07조원으로서 세계 게임시장의 약

5.3%수준에해당하며, 연평균23% 수준의지속적인고성장이예상되는산업이다. 

우리나라의경우는온라인게임이전체게임시장의 6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모바일게임이전년대

비60%이상의고성장을보인반면, 전통적으로게임산업의한축을구성해온PC패키지게임분야는시

장규모가점차축소되고있다. 콘솔게임시장분야는아직은온라인게임분야의시장주도에눌려전체시

장의10%규모를형성하고있다.

세계전체시장규모는, 2004년기준 374억불로추정되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연간 11% 수준으로

지속적성장을하여500억불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국내시장과는달리세계시장은콘솔게임및아케

이드게임분야가각각40% 및36%를차지하여시장을주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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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 2004 2005 2007 CAGR (04~07)

합 계 14,961 20,708 26,634 39,277 23.8% 

온라인 7,978 12,326 16,640 23,346 23.7% 

모바일 1,011 1,655 2,780 7,028 61.9%

콘솔 1,674 1,954 2,345 3,664 23.3% 

PC 988 816 694 593 △10.1%

아케이드 3,310 3,957 4,175 4,646 5.5%

표1 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 및 전망2 (단위: 억원, 1$=1,050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04~08)

비디오 147.74 150.83 151.76 166.67 181.32 191.93 6.21%

PC 30.87 26.56 25.90 24.92 24.25 23.99 -2.59%

온라인 28.82 39.32 47.09 65.60 84.70 105.29 27.92%

아케이드 127.59 136.41 143.20 151.21 159.60 168.93 5.49%

(모바일) (14.81) (21.89) (30.30) (38.99) (51.11) (66.19) (31.87%)

합계(모바일 제외) 335.02 353.12 367.95 408.40 449.87 490.14 8.54%

표2 전세계 게임산업 규모 및 전망3 (단위:억달러)

2 KIPA ‘04년국내 DC시장조사보고서, 2005.3

3 KIPA ‘04년해외 DC시장조사보고서, 2005.3



온라인게임 분야는 2004년 기준

으로 약 40억불의 시장규모를 형

성하여전세계게임시장에서 10%

수준을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12

억불 규모로, 전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선

도국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2. 우리나라 게임의 해외진출 현황

2004년국내게임수출액은2.5억불로서, 전체

디지털콘텐츠 수출액의 59.3%를 차지하고 있

으며전년대비43.8% 증가하여지속적성장을

보이고있다.

전체수출액중온라인게임수출액은대략 2억불내외로추정되고있으며, 대표적인해외진출온라인게

임으로는, 최대동시접속자60만명을기록하며중국내게임시장점유율70%이상을기록하 던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 전세계 30개이상의국가에서서비스되고있는라그나로크(그라비티) 등을꼽을수있

으나아직은중국, 대만등중화권국가를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에해외진출이편중되어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선진게임시장이자메이저시장인미국등서구시장으로의공격적진입이가속화되

고있다. 미국에는엔씨소프트, 웹젠, 그라비티등이현지법인을설립하고현지시장진출을추진중이며,

특히엔씨소프트는온·오프라인유통을병행한퍼블리싱전략을통해전통적으로오프라인유통이강한

서구시장에의진입을시도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수출형태는 주로 현지파트너와의 라이센싱 계약5을 통해 이루어져서,

Initial Royalty 및 Running Royalty의혼합형태로수출액이구성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 Minimum

Guarantee6 지급조건을 병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해외진출 형태는 라이센스 판매를 통한 간접적

시장진출이주류를이루고있으나, 최근들어주요국가내합작법인설립및현지법인설립등을통한직접

진출사례가점차증가되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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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04년 국내 VS 해외게임시장서비스플랫폼비교

구 분 2002 2003 2004
(03~04)
증가율

게임 수출액 120 176 253 43.8%

디지털콘텐츠 수출액 204 326 426 30.7%

표3 우리나라 게임 및 DC수출액4 (단위: 백만달러)

4 KIPA ‘04년국내 DC시장조사보고서, 2005.3

5 개발사가게임서비스권을현지파트너에게제공하고, 기술지원및사용권에대한댓가로라이센싱료를받는계약형태

6 라이센싱계약시, 이니셜로얄티와러닝로얄티의최소합계액을보장하는계약방법



Ⅲ. 게임퍼블리싱 모델의 개요

1. 퍼블리싱 모델의 개요

퍼블리셔란, 사전적의미로는“출판업자”, “발표자”, “공표자”등을일컬으며, 전통적으로출판, 인쇄업종

에서시작된용어이지만현재는 화, 음악등의“배급사”를칭하는용어로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 

출판, 화, 음악산업의가치사슬에서“퍼블리셔”의역할은, “Creator(창작자)”와“Consumer(소비자)”

를연결, 가치를창출하는“Agent”이다.

즉, “퍼블리셔”는단순한유통자로서의역할뿐아니라제품의기획, 프로젝트관리, 자금조달, 제작, 마케

팅, 고객관리, 과금/결제, 배급창구확보, 재고관리, 배송관리, A/S 등을총괄적으로책임지는, 제품및

서비스의종합지휘자역할을하는것이다.

2. 게임 산업에서 퍼블리셔의 역할 및 중요성

게임퍼블리셔는우수한개발사를발굴하여계약을맺고게임개발을진행한다. 게임이완성되면퍼블리

셔가판권을갖고마케팅을담당하며국내외유통을수행한다. 판매후발생하는매출에대해서는 1차적

으로퍼블리셔가수익을챙기지만, 개발사는게임판권을퍼블리셔에제공하는조건으로판권료(Initial

Royalty)를받고, 나중에다시수익분배(Running Royalty)를받는형태의계약을통해성공에대한성

과는나누고, 실패로인한리스크는퍼블리셔가부담하는형태의거래가성립된다.  

또한, 퍼블리셔는 축적되는 고

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니즈를 파

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의 발굴,

개발, 출시를 리드함으로서, 게

임산업의 가치사슬을 실질적으

로주도한다.  

한편, 게임 퍼블리셔의 오프라

인 유통망 보유역량과 다양한

게임포트폴리오운용역량은후

발주자에게는강력한진입장벽으로작용되는“지속가능한경쟁역량요소”로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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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게임산업과 화산업의가치사슬비교



3. 해외 주요 게임 퍼블리셔 현황

전세계의 게임퍼블리싱 부분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Game

Developers Magazine”에서발표7한“2004년 Top 20 Game Publisher 현황”에의하면, 미국기업이8

개, 일본기업이7개선정되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국기업이3개, 프랑스기업이2개씩선정되었다.  

위의자료에따르면, 전세계게임퍼블리셔중 1위의자리를차지한 EA는 2003년 회계연도에약 30억

달러로매출 1위뿐만아니라종합순위에서도세계제1위의지위를지키고있다. EA는 2003년 1년간총

70개의타이틀을출시하여, 그중에서22개타이틀을백만개이상판매하는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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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업체명 매출액(M$) 본사위치 설립연도 비 고

1 Electronic Arts 2,957 미국 1982

2 Microsoft Game Studio 635 미국 1975

3 Sony Computer Entertainment 1,781 일본 1993

4 THQ 641 미국 1989

5 Ubi Soft 625 프랑스 1986

6 Eidos Interactive 250 국 1990

7 Activision 948 미국 1979

8 Take-Two Interactive 1,033 미국 1993

9 Atari 469 프랑스 1983

10 Nintendo 2,104 일본 1933

11 Vivendi Universal Games 719 미국 2000 Vivendi와 Universal의 합병

12 Codemasters 138 국 1986

13 Acclaim 143 미국 1987

14S SEGA 586 일본 1952

15 KONAMI 888 일본 1969

16 Square Enix 607 일본 2003 Square와 Enix 합병

17 Midway Games 93 미국 1988

18 KOEI I266 일본 1978

19 Empire Interactive 54 국 1989

20 NAMCO 198 일본 1955

표4 2004년 Top 20 Game Publisher 현황

7 순위는매출액, 출시 Title 수, Title 판매량등정량적인요소와설문, 전문가인터뷰등을통한정상적인요소를합하여결정되었음



게임퍼블리셔로서대표기업인EA의주요전략은아래와같다. 

첫첫째째,, ““블블록록버버스스터터전전략략””이이다다..

EA는1998년부터2003년까지매출이약2.5배증

가했으나, 출시한 타이틀 수는 오히려 30% 가량

줄어든반면백만장이상판매된블록버스터타이

틀수는3.5배나증가했다.   

둘둘째째,, ““풍풍부부한한 자자금금을을 바바탕탕한한 다다양양한한 IIPP 확확보보전전략략

및및속속편편활활용용 전전략략””이이다다.. 현재 EA는해리포터, 제

임스본드, 반지의제왕등의게임개발권을가지고있으며NFL, FIFA, PGA 관련라이센스를보유하고

있다. EA는이를기반으로블록버스터전략을더욱강화하고있으며, 나아가기존히트작들의속편활용

을통해OSMU8의효과를극대화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특히, 이러한속편전략에가장적합한장

르가 스포츠 게임으로서, EA는 세계 스포츠 게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40~45%를이분야에서거두고있다.

셋셋째째,, ““자자사사보보유유 IIPP를를활활용용한한온온라라인인게게임임시시장장진진출출전전략략””이이다다..

EA는아시아를향후주요전략시장으로인식하고이시장에적합한게임“MMOG”9을발굴하여한국과

중국을중심으로서비스하고, 반응에따라전세계시장으로확산시키는전략을고려하고있다. 

한편 소니, MS, 닌텐도 등 비디오게임기 제작사들을 제외한 순수한 퍼블리셔 중에서는 Take Two가

2003년회계연도에매출약 10억달러에당기순이익9,800만달러를기록하여사업규모면에서두번째

를차지한다. 

특히Take Two의성장에는두가지전략적인특이점이있는데, 

첫첫째째,, 인인수수합합병병을을통통한한성성장장전전략략이이다다.. 2000년말부터2003년까지3년간총7개의게임및소프트웨어

개발사, 퍼블리셔, 배급업체를인수했다. Take Two의인수합병전략은1)역량보강및2)규모의경제추구

두가지목적으로분석되며, 결과적으로Take Two의성장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둘둘째째,, 비비디디오오게게임임에에 집집중중하하는는 전전략략을을 구구사사한한다다..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PC 게임의 비중을 전년도

14%에서1%까지줄이고비디오게임비중을그만큼늘렸다. 한편, 비디오게임내에서는72%까지이르던

PS2의비중을47%로낮추고, XBox 비중을4%에서38%로크게높이며포트폴리오를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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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SMU :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IP를다양한콘텐츠로개발하여수익을극대화하는전략

9 MMO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

년 도 1998년 2003년

타이틀 수 97 70

백만대 이상 판매한 타이틀 수 6 22

총 매출액(천$) 908,852 2,482,244

순이익(천$) 72,339 317,097

직원 수(명) 2,100 4,000

신규 출시작 매출 비중(%) 70 68

표5 EA의 사업실적 현황



위와같이전통적인주요게임퍼블리셔들은전세계게임산업의주류인비디오게임시장에큰비중을두

고성장했다. 반면에한국과중국의주요퍼블리셔들은이시장을주도하는온라인게임을중심으로성장

하고있기때문에그전략이나비즈니스모델에는차이가있다. 

Ⅳ. 온라인게임 퍼블리싱(Online Game Publishing)

1. 온라인 퍼블리싱 모델의 도입과 특징

1994년, “단군의땅(마리텔레콤)”, “바람의나라(넥슨)”등을효시로하여이땅에불기시작한온라인게임

비즈니스모델은“리니지”에이르러“엔씨소프트”를대한민국의스타기업반열에올려놓으며, 10년동안

무려 1조 2천억원 대의 시장규모로 성장했고, 총 15여개의 온라인게임 관련 업체를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성과를이루었다.

이러한벤처기업의성공신화가가

능했던 것은, “오프라인 퍼블리

싱”의 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

하고, 오히려“네트워크운용기술

력”및“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키워드로 등장한 온라인 게

임산업의특징때문이다. 

게임 개발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던초기온라인게임산업

이 성장하면서 점차 퍼블리셔에

대한수요가발생하게되었다. 

게임 개발사가 기획·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

제 시장에서 부딪히는 고객대응,

운 정책및법적대응, 과금과결

제시스템, 마케팅프로모션등산

업의 가치사슬 상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모두

확보할수는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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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설립년도 주요품목

1 NHN 김범수 1999 한게임 등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2 사이어스 김정수 1997 게임관련 System 개발 유통

3 세고 이임호 1997 콘솔기 유통 및 콘솔게임 제작/유통

4 소프트맥스 정 희 1994 마그나카르타 등 PC, 온라인 게임

5 써니YNK 윤 석 1984 씰온라인등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6 액토즈소프트 최 웅 1996 천년 등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7 엔씨소프트 김택진 1997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8 예당 (구:프리스톤) 변두섭 1992 프리스톤 등 온라인게임/음반사업

9 웹젠 김남주 2000 뮤 온라인게임 나스닥 상장 2003.12

10 위자드소프트 임대희 1999 포가튼사가 2 PC, 온라인게임

11 이오리스 최종호 1996 아케이드 게임 제작유통

12 코코 전명옥 1990 애니메이션 기반 PC/콘솔게임 유통

13 한빛소프트 김 만 1991 스타크래프트 등 PC온라인게임

14 엔틱스소프트(구:타프) 박승환 1996 PC/PDA/모바일게임 제작유통

15 그라비티 윤웅진 2000
라그나로크 32개국 서비스
나스닥 상장 2005.2

표6 상장업체 현황 : 나스닥 상장포함 (2005.3.기준)



이에, 보다 전문화된 사업

관리능력, 마케팅능력, 운

용기술력및재무적역량을

보유한“온라인게임 퍼블

리셔”가 본격적으로 등장

하게되었다. 

또한온라인게임시장이점

차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초기 퍼블리싱

의 성공으로 확보한 자금

과 고객자산을 바탕으로

“시장”이 원하는 게임에

투자할수있게된다. 즉, 퍼블리셔들이직접개발스튜디오를사들이거나, 직접게임을개발하려는단계

로까지 진전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퍼블리셔들이 국내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판

매권을사들이거나해외에합작법인을설립하는등해외진출을직접시도하고있다는점도눈여겨봐야

할부분이다.

온라인게임산업과전통게임산업과의차이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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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온라인게임과기존게임산업의가치사슬비교

구분 기존 게임산업 온라인 게임산업

제품 완제품 초기 런칭 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유통 오프라인 유통 (매장/총판, 직판) 온라인 유통 중심(PC방의 오프라인 유통 병행)

고객관리 매장 중심의 고객관리 GM센터, Call Center중심(온라인 고객과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게임운 - 서버,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필요

과금/결제 현금/오프라인 결제(정가, 할인요금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온라인 결제/소액결제/사이버머니 등)

지불시스템 초기 1회 지불 정기/부정기적인 지불(월정액 & 부분유료)

법적 제한 불법 유통 등 아이템 등의 소유권, 서비스 중단 등

표7 기존 게임산업 VS 온라인 게임산업



2. 국내외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모델의 구분 및 성공사례

온라인게임퍼블리싱의유형은, 퍼블리셔의초기형태및서비스유형에따라다음과같이네가지로구분

될수있다. 

자체 퍼블리싱 형

초기온라인게임서비스단계부터시작된유형으로서, 가장기본적인형태라고할수있다. 게임기획, 개

발, 서비스운 및마케팅을모두게임개발사가자체적으로수행한다. 엔씨소프트나넥슨, 웹젠, 그리비

티, 제이씨엔터테인먼트등초기개발사들이주로이유형에해당한다. 하지만최근게임개발을넘어서

퍼블리싱의 역이점차확대되고, 이를통한수익규모가커지면서엔씨소프트, 넥슨, 그리비티등은사

업모델을개발사가아닌“퍼블리셔”로규정하고사업전략을새롭게수정하고있다. 

역 전환형

기존오프라인게임퍼블리셔및콘텐츠유통업체들이온라인게임분야로전환한유형이다. 오프라인유

통경험과 인프라의 활용강점을 기반으로 온라인시장에 뛰어들었으며, “ 업대행형”모델과“자체 퍼블

리싱”모델의하이브리드형태로운 되는경우가많다.  

업대행형

자체마케팅능력이부족한게임개발사를대신하여, 자금조달및국내외 업을대행하는유형이다. 판권

계약을통해게임개발스튜디오를라인업함으로써, 기술지향적인게임개발사의한계를벗어나고객에

맞는변환작업(Customization)과운 을대행하고있다. 액토즈소프트, 써니YNK 등이이에해당한다.

포털형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 구성

을통한다계층의다수고객대

상퍼블리싱모델로초기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구성을 강화

하기 위해 고스톱류의 보드게

임으로 시작하여 안정적인 수

익모델을 구축하 다. 포털사

이트가 확보한 다양한 연령대

의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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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사례

자체 퍼블리싱형
온라인 게임 초창기부터 시작된 가장 기본적인 모델
개발사들이 자체 서비스 운 및 고객대응

엔씨소프트, 제이씨엔
터테인먼트 등

역 전환형
(오프라인 퍼블리셔
온라인 퍼블리셔)

기존 오프라인 퍼블리셔의 전환 모델
수입, 유통상 출신 업체 등이 주축
OSMU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부가판매 등)

한빛스프트, 위자드소
프트, 손오공 등

업 대행형
게임 개발사의 국내외 에이전시 및 서비스 대행모델
Customization과 운 중심의 모델

엑토즈소프트, 써니
YNK, KT

포털형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캐주얼, 보드게임 중심(고스톱, 퀴즈, 퍼즐 등)

엠게임, 넷마블 등

표8 온라인게임 퍼블리싱의 유형



자의층을넓히는데공헌

하 고, 최근 포털서비스

를통한광고수익보다게

임서비스를 통한 수익률

이 커지자, 게임개발/서

비스를직접수행하는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NHN, 넷마블, 네오위즈

등의사례가있다. 

이들 온라인게임 퍼블리

셔들은다양한마케팅과

서비스운 을통해고도

의 매출신장을 나타내기

시작하 으며, 이를 기반

으로 해외시장까지 진출

하기 시작했다. 한편, 상

위 8개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매출액이7천억원을넘어서국내온라인게임시장의60% 비중을차지하

는등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 향력이점차커지고있다. 

한편, 온라인게임 퍼블리

싱 모델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더

욱주목받기시작했다. 일

본, 중국 등에서 초기 온

라인게임의 현지 라이센

스 사업자 역할을 수행했

던 겅호(일본)와 샨다(중

국)는,불과 4~5년전, 10

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출발한 벤처기업 이었으

나, 현재놀라운속도로성장하여, 국내게임개발사와퍼블리셔에위협적인존재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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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회사명 대표자명
설립
년도

04매출액 해외법인 게임

1 엔씨소프트 김택진 1997 2,469억원
미국,일본,유럽, 중

국 등
리니지, Superpark
Jam(EGN 인터랙티브)

2 넥슨 김정주 1997 1,112억원 일본
카트라이더, 워록
(드림익스큐션)

3 NHN 김범수 1999
910억원

(게임부문)
중국, 일본 한게임, 아크로드

4 
CJ인터넷
(넷마블)

김정상/
노병열

1982
840억원

(게임부문)
중국 마구마구, 스틱스 등

5 그라비티 윤웅진 2000 650억원
미국,일본, 중국
등 32개국

라그나로크, 로즈온라인

6
네오위즈
(피망)

박진환 1997
520억원

(게임부문)
- XL레이싱(XL게임즈)

7 액토즈소프트 최 웅 1996 400억원 - 미르의 전설, A3등

8 한빛소프트 김 만 1991 305억원 일본
팡야(엔트리브), 그라나도
에스파다(IMC게임즈)

표9 국내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상위 8개사 개황

구분
일본 : 라그나로크 중국 : 미르의 전설2

겅호 그라비티 샨다 위메이드

설립일 2002 2000 1999 2000

직원수 102명 200명 1,000명 176명

'04 매출
(온라인 게임)

4,242만불 5,293만불
1억 6,524만불
(1억 5,700만불)

4,570만불

주식시장
오사카

증권거래소 상장
('05/03)

나스닥
('05/02)

나스닥
('04/03)

미상장

표10 일본/중국 퍼블리셔 VS 국내 게임개발사 실적 비교



3. 온라인게임산업의 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온라인게임산업의성장및개발·서비스의전문화에따라 로벌시장에서퍼

블리셔의역할이매우중요해졌다. 자사의게임을서비스하던자체퍼블리싱에서벗어나타사의게임에

선투자를하여게임개발을관리하는단계에까지발전하 다. 

그런데국내업체의독점무대 던온라인게임퍼블리싱에다양한 IP와풍부한자금력, 강력한 업력등

을바탕으로한전통적게임퍼블리셔의진출이가시화되고있으며, 중국과일본의신흥온라인게임사업

자들의약진도국내온라인게임사들의장래를위협할정도가되었다. 로벌시장에서의적극적인퍼블

리싱모델도입없이국내시장에만안주하거나대행형퍼블리싱또는단순라이센싱형태로해외시장에

진출할경우그위협은현실이될것이다. 기존의국내게임의해외시장진출방식이었던단순라이센싱

형태의해외진출취약점은샨다(상해성대)에 의한액토즈소프트10 경 권인수사례를통해입증되었다

고볼수있다. 

그림4의 SWOT분석에서 보여

지듯이게임플랫폼이온라인화

되고 서로 연동되어지면서 동

시에 산업내 무한경쟁이 펼쳐

지게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

이 가지는 강점과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로벌 퍼블싱

모델을적극적으로접목함으로

써 이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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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국내온라인게임의 로벌퍼블리싱 SWOT 분석

우리가 보유한 온라인 게임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로벌 메이저들과의 공동협력 등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에 적합한 게임의 개발, 다양한 플랫폼에의 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로벌 경쟁역량을 확보하며

사업및재무적안정성을바탕으로한현지직접투자를통해“온라인게임의 로벌퍼블리싱”을수행한다.

전략적 implication 

10 한국의위메이드가개발하고액토즈소프트가판매대행한“미르의전설2”게임의 중국측 Licensee인“상해성대“가해당게임의폭발적성
공에힘입은사업의급속성장으로나스닥에상장된후, Licensor인 액토즈소프트를역으로인수한케이스



Ⅴ. 맺음말

최근정보통신부의 IT839 전략을주축으로우리나라 IT기술이나아갈방향이제시되었고, 이의후속적

사업의 진행을 통해 DMB, 와이브로, 디지털TV, 홈네트워크 등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시범 서비스들이

진행되어가고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의발전이CDMA 및브로드밴드의단기간확산을통한연관산업의급속성장을통해이

루어짐을경험했던우리로서는, 새로운기술패러다임이우리에게던져줄미래의가치에대해상당한기

대를가지고지켜보게된다. 

지금까지의게임산업은PC니콘솔이니하는플랫폼을기준으로한분류와표준에의해시장과고객이구

분되어왔고, 이러한플랫폼지배사업자가11 시장을주도하는패턴을보여왔다. 한편, 우리나라의온라인

게임은PC라는Open Platform을기반으로하여“Online connectivity”를고객가치로제공하는새로운

게임서비스 역을개척해왔다. 향후, 유선통신과무선통신이결합되고통신과방송이융합되는디지털

컨버전스의환경하에서“온라인게임”이킬러콘텐츠가될것이라는데이의를달사람은없을것이다.

특히우리나라가새로운패러다임변화의선봉에서기술의적용과표준을주도하고있는현재의환경은,

“온라인게임”이라는“Platform-free” 역을선점한우리나라가지속적인경쟁역량을유지해나갈수

있는유리한조건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우리나라온라인게임산업이준비하여야할것은무엇인가?  

첫첫째째,, 디디지지털털컨컨버버전전스스에에대대비비한한전전략략을을준준비비하여야할것이다. 유선과무선통신이결합되고, 통신과방

송이융합되고있다. 통신사업자가방송에진출12하고방송사업자가통신서비스를제공13하고있으며,

PC, 콘솔, 핸드폰, TV 등디지털기기간의융합이가속화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기존의게임플

랫폼은점차적으로융합되고통합될것이며, 이에따라국내온라인게임개발운 사가강점을가지고있

는PC 기반의온라인게임이어떠한방식으로여타의플랫폼에이식되고통합되어서비스되어야하는지

에대한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둘둘째째,, 개개발발된된 게게임임을을 다다양양하하게게 활활용용하하는는 OOSSMMUU14전전략략을을 구구사사해해야야 한한다다.. 막대한비용이투자된게임을

화, 애니메이션, 머천다이징등다양한방식으로활용해부가가치를극대화하지않을경우수익성이낮

아질수밖에없다.  따라서OSMU는선택이아닌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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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XBox의 MS, 플레이스테이션의 Sony등

12 SK텔레콤의위성DMB 서비스및 KT의위성방송(SKY Life) 서비스제공

13 Cable TV사업자의 VoIP 서비스제공등

14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콘텐츠를다른콘텐츠로확대하여이용하고발전시킨다는개념이다.



또한, 반대로머천다이징등주변상품을통해인기몰이를먼저한다음게임을만들어내는전략이나, 게

임과융합이이루어질수있는타산업의브랜드파워를활용한OSMU 전략등의적극적구사가필요하

다. 이는 로벌사업자들이 화사, 애니메이션제작사, 캐릭터사업자와의제휴및협력을통해브랜드

활용도를극대화하는사례를참고할수있다. 

셋셋째째,, 로로벌벌비비즈즈니니스스역역량량및및경경험험의의축축적적이이필필수수적적이이다다..온라인게임서비스는지역적인구분의의미가

없다. 인터넷이연결된곳이면누구나, 누구하고나언제든지게임을즐길수있는것이다. 따라서, 그게

임을서비스하는퍼블리셔는시간과공간의제약을구애받지않고고객서비스를할수있는역량을갖

추어야한다.

아직 로벌서비스환경을갖추지못한국내중소업체로서는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제공하는GSP15

를이용한직접적유저서비스를 통해 로벌전략을전개하는Tool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아직은특정사업자의일방적인시장지배가이루어지지않은시점에서, 역량의상호보완이가능한

기업간의과감한인수합병, 전략적제휴, 직접적진출등공격적사업전개를통한“온라인게임의 로벌

퍼블리싱”모델의선점이필요하다.   

새로운패러다임은새로운기회를창출한다. 우리나라온라인게임산업은이러한새로운기회를움켜쥘

수있는훌륭한자질과여건을갖추고있다고보며, 적절한전략과노력을통해 로벌시장에서항구적

인경쟁역량을갖추어, 다가오는미래에우리나라를먹여살리는선도산업으로공고히자리잡을수있

을것이라고굳게믿는다. 

61 SW Insight 리포트

이슈리포트

15 GSP(Global Service Platform) : 로벌서버와 CDN을제공하여국내게임이해외에서비스될수있도록지원하는한국소프트웨어진
흥원의 Shared-service( 로벌테스트베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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