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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가 비대면으로 변한 2020년,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BTS 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이어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면서 음악성 뿐만 아니라 팬덤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 등을 시행하다 보니 PC 게임 및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게임시장은 모바일과 PC 게임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콘솔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출시될 9세대 콘솔 

XBOX Series X 와 PlayStation 5 의 등장과 <모여봐요 동물의 숲> 등 게임 플랫폼의 변화와 킬러 타이틀에 따른 게임 이용자의 문화 변

화와 게임 시장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게임 이용자의 특성과 게임 팬덤 문화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게임산업계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 방안을 도출하여, 게임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2020, when the world became non-face-to-face due to the unprecedented corona pandemic situation, BTS, which turned the whole 

world upside down, was nominated for the American Grammy Awards following the Billboard Music Awards, proving the importance 

of fandom as well as musicality. The number of PC and mobile game us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self-isol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 pandemic. The domestic game market is focused on mobile and PC 

games, but the console market is also growing every year. In particular, we can expect the appearance of the 9th-generation consoles 

XBOX Series X and PlayStation 5 to be released in 2020, changes in game platforms such as “Let’s Get Together Animal Forest” and 

changes in game users’ culture and game market according to the killer titl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ame users 

and game fandom cul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game platform, derive a competitive plan that the Korean game industry 

should have in the post-corona era,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ga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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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안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

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여가’의 의미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노는 것

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변화되었다[1]. 대표적인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Fig. 1의 (a) 

‘홈트(홈트레이닝)’라 불리는 집안에서의 건강체력관리와 Fig. 1의 (b) 게임을 들 수 있으며, 2019년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재하

여 압박을 펼치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으로 게임 이용

을 제시하였다[2]고 하니 게임은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Home training (b) Game

Fig. 1. Representative non-face-to-face leisure activities

게임산업은 시대별로 핵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발전하였고, 그 흐름은 아케이드게임에서 가정용 콘솔(비디오)게임을 거쳐 

PC온라인게임으로 발전되었으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최근에는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의 변화

와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게임 플랫폼의 변화는 기술의 혁신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급진적인 혁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최근 9세대 콘솔의 등장은 모바일게임이 강세인 게임시장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게임 플랫

폼의 변화는 게임 이용자의 게임의 이용 형태만의 변화가 아닌 게임산업과 게임 문화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임산업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던 혁신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교육 측면에서 게임고등학교나 대학 내의 게임학과, 대학 

부설 게임교육원 등의 신설과 게임 관련 자격증의 신설을 들 수 있고, 직업 측면에서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의 등장과 각종 프로 

게임단의 창단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투브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의 등장

과 게임 전용 케이블 방송 개국과 기존 방송사의 게임 소개 프로그램의 편성, 게임 전문 MC를 선정하는 등 방송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직업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모바일 게임의 발전에 따른 차세대 모바일게임 개발의 기획력, 차세대 게임 콘솔의 변화에 대한 적극

적인 수용, 보는 게임으로의 변화에 적응, 성공적인 게임 마케팅 이라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 

우선 게임 플랫폼의 변화와 게임 이용자의 이용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와 게임 이용자에게 생성되고 있는 게임 문화를 분

석하고, 3장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있는 게임산업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여, 마지막 결론에서는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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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글로벌 게임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게임시장의 규모는 전년과 비교하여 7.1% 증가한 약 1,784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5%대의 연간 성장률을 3년 이상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모바일 게임이 가장 높은 10.0%의 성장률을 보인데 비해, PC 게임은 가장 낮은 2.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각 게임 플랫폼 별 시장 현황을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게임 시장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간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전체 시장의 성

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플랫폼들도 성장하고 있으나, 2020년도까지 콘솔을 제외한 모든 게임 플랫폼의 성장세가 올해와 비슷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점진적으로 전체 게임시장에서 모바일 플랫폼의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비해 다른 게임플

랫폼들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격차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3].

Table 1. Status by game platform

분류 현황

콘솔 게임 시장
8세대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8.5% 성장했는데, 2020년 후반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세대 게임 콘솔이 발매되면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케이드 게임 시장
아케이드 게임센터의 복합 놀이 공간 정착과 네트워크 연결과 게임 플레이 방식이 확대되면서, 결제 방식과 

이용자층의 확장으로 전년 대비 4.2% 성장했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는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PC 게임 시장

전년 대비 2.5% 성장하였는데 MMORPG 같은 주력 장르의 인기가 하락하였고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짐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처럼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e스포츠 시장이 

편입되고 디지털 유통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PC게임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게임 시장

업그레이드가 빠른 고성능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5G 를 포함하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등장, 화려한 그래픽이 

필요한 롤 플레잉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의 지속적인 인기, 부분 유료화 요금제의 정착, 보는 게임을 지원하는 

e스포츠의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10.0% 성장하였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2.2 게임 플랫폼의 변화

한국게임학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플랫폼의 변화와 게임문화 연구’에 따르면 게임 플랫폼의 분류는 다음 Table 2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정리하였다[4].

Table 2. Classification of game platforms

구분 아케이드 게임 콘솔게임 PC(오프라인)게임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형태

아케이드 게임기를 

이용하며 게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ROM칩의 변경이 필요 

콘솔 게임기에 

TV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 하녀 게임팩, 

CD등을 이용하여 게임 

콘텐츠 이용

PC를 기반으로 

디스켓이나 CD 온라인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게임 콘텐츠 이용 

PC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게임 콘텐츠 이용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앱 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

주요 장르 액션 액션, 롤플레잉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MMORPG, MOBA, 

RTS, FPS

롤플레잉,시뮬레이션, 

MMORPG, MOBA, 

액션, RTS, FPS

이용 방식 1인 / 1:1대전 1인 /1:1대전 1인/1:1대전 1인 /다인 플레이 1인 /다인 플레이

주 이용 장소 오락실 가정 가정, PC방 가정, PC방 가정,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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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랫폼의 변화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 존재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기존의 관련 연구 논문들의 수행 결과들

을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CI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가 게임플랫폼으로 검색된 

논문은 333편이었고 이 중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제외한 논문 수는 172편이었다. 이 논문들에 대해 텍스트 분석

을 진행해 봤더니 2000년대 초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온라인이었는데 2010년대에는 모바일로 변화되었고, 2019년에는 플

레이와 경험으로 변화하였다[4]. 이를 통해 게임 플랫폼의 변화와 게임 이용 형태의 변화가 서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172편의 논문 중 대표적인 게임 플랫폼 논문 9편에서 진행된 연구를 다음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Contents of research conducted in 9 representative game platform papers

저자 논문 제목 연구 내용 요약

홍성은, 김효용 

(2013)

플랫폼 변화에 따른 게임 

형식 변화와 사용자 반응에 

대한 연구

게임 플랫폼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여 발전, 변화함을 파악하여, 기술의 발전에 

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이 게임 콘텐츠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 사용자들의 반응 

방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5]

윤창옥, 김준홍, 

주우석, 윤태수 

(2015)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멀티 플랫폼 아케이드 게임 

개발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와 다른 플랫폼의 연동되는 멀티 플랫폼 형태로 확장되는 것을 

기반으로 기존 아케이드 디바이스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동한 멀티 플랫폼 아케이드 

게임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6]

정돈욱 

(2015)

플랫폼에 따른 테니스 게임 

플레이어 액션의 추상화 

연구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행하는 동작의 게임에서의 추상화 형태를 테니스 게임을 

중심으로 초기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동작인식 게임, 웨어러블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사례연구[7]

박열한, 김상헌 

(2015)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연관현실 게임 플랫폼 시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AR·VR을 통한 대체현실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요소의 비중이 큰 AR·VR과는 다른 방법으로 

현실과 가상현실을 혼합하는 연관현실 플랫폼에 대한 연구[8]

김지은, 이현주 

(2017)

모바일 증강 현실 게임 

플랫폼 및 UI 기술 개발 

동향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바일 증강현실 플랫폼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을 위한 증강현실 플랫폼 기술과 ETRI 프로토타입을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심의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개발 사례 연구[9]

권순정 

(2017)

멀티 플랫폼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게임을 위한 서버 

프레임워크 연구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을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서버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플랫폼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서버와 같은 전투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서버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는 연구[10]

김성동, 

조데레샤, 

이승학, 전기형

 (2018)

모바일게임의 상생형 

네트워크 운영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

모바일 게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 단지 내 

모바일 게임개발사의 우수 게임 콘텐츠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G-크로스 네트워크 운영플랫폼을 제작하는 연구[11]

고경민, 박지수, 

이종원 

(2018)

국내 게임사의 스팀 플랫폼 

진출과 기대 결과에 관한 

연구

국내 게임 산업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더 많은 유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게임 플랫폼을 비교 분석하고, 대표적인 플랫폼인 STEAM 플랫폼의 국내 게임 

진출사례와 기대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12]

김효남 

(2019)

게임 내 아이템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에 관한 

연구

게임 내 상품 거래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소유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를 지향해 모든 참여자가 권한을 

갖는 분산형 개방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연구[13]

Table 3에 언급된 연구논문들의 연구 결과가 플랫폼 변화에 따른 게임 제작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연구에서 점차 게임 

이용 형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게임 유통/결제를 다루는 플랫폼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변화로 인해 변화되

는 게임 이용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게임 플랫폼의 변화란 단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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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플랫폼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게임 문화의 변화를 잘 정립한다면 향후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고, 게임산업계의 경쟁력 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2.3 코로나19로 변화한 게임 이용자 특성

2020년 8월 갤럽이 조사한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으로 인해 각 게임 분야별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는데, 이용 시간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PC, 모바일, 콘솔 게임에서는 40%대의 

응답자가 증가한 편이라는 조사되었고, 직접 게임장 방문이 필요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32.3%가 감소하였다

는 응답이 집계되었다. 또한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 비율이 높게 밝혀진 PC, 모바일, 콘솔 게임에서도 이용 비용이 30% 후반대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아케이드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 비용은 38.3%로 감소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용 형태

의 변화만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신규 게임 이용자의 유입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규 이용자들이 계속 게임을 이

용하게 하는 것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게임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14]. 

유니티가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이용자들의 특성을 다음 Table 4와 같이 공개하였다[15].

Table 4. Characteristics of users affected by Corona 19

특성 지표 특성 요소 특징점

게임 이용 습관

PC게임 리텐션(고객 유지율)의 상승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시간이 증가하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PC 게임 플랫폼을 찾는 이용자들이 증가

모바일게임 인앱 결제(IAP)의 상승
모바일게임 이용자와 게임 플레이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결제 비율도 증가

모바일게임 

이용자 획득

모바일게임 광고의 클릭률(CTR) 상승
모바일게임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모바일게임을 설치하는 건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자연스럽게 모바일게임 광고에서 클릭률도 상승

모바일게임 광고 시청자의 설치 전환율 상승
게임 플레이어들이 앱 설치하는 도중에 높은 비율로 광고를 끝까지 

시청한다는 것을 의미

모바일게임 설치당 비용(CPI) 감소
광고주들이 예산을 삭감하여 모바일게임의 평균 설치당 지불 비용이 

33% 감소하면서 신규 사용자들을 유인하기가 용이

이용 장르

미드 & 하드코어 게임 이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에서 즐기던 캐주얼게임에서 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인 게임 집중도를 요구하는 미드 & 하드코어 게임 이용이 증가

PC보다 모바일게임의 세션 증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업무량이 감소하면서 모바일게임 이용이 증가

소셜 네트워킹과 소셜 게임 이용 증가
외부 활동에 영향을 받는 소셜 네트워킹과 소셜 게임 트래픽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모바일게임 이용
팬데믹 이후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동시 플레이를 

하는 정도가 증가

팬데믹 이후 

신규게임 

이용자 특성

높은 결제 비율 대비 1일 결제액 저조
신규 유입 이용자가 증가했고 높은 빈도로 유료 플레이어로 

전환되었지만 기존 플레이어에 비해 1인당 일평균 매출은 훨씬 낮음

모바일 광고를 통한 게임 설치 비율 저조
신규 유입 이용자는 기존 게임 이용자들보다 모바일 광고를 클릭하여 

게임을 설치하는 비율이 30%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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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게임산업의 변화 요인

3.1 지속적인 모바일 게임의 발전

시장조사업체 뉴주는 매년 발행하는 시장 보고서에 2020년 세계 게임 시장은 1,460억 달러(한화 약 179조 650억)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1,593억 달러(191조 7,972억)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 업체 슈퍼데이터도 2020년 게임 시장 규모를 1,248억 달러(한화 약 150조 2천)로 예측했다가 추가 보고서를 통

해 더욱 상향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 분석 업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게임 시

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센서 타워는 2020년 앱 스토어의 다운로드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30억 건, 구글 플레이는 38% 증가한 103억 건으로 증가해 분기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16].

Fig. 2. 2020 Global Games Market(Source : newzoo)

글로벌 게임 시장 중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 차원

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외출이나 모임, 취미를 즐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이 간편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사용량 

급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차세대 게임 콘솔의 변화

오늘날 콘솔 게임 시장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을 차지하는 세계 게임산업의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해 

온 플랫폼이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규모는 약 1,782억 달러로 예상되며, 콘솔 게임시장은 이 중 약 327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 콘솔 게임 시장의 매출액은 2017년 3,734억 원에서 2018년 5,285억 원으로 약 41.5% 큰 성장률을 보였다.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5.8%, 콘솔 게임 시장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은 27.5%로 예상된다. 한국 게임 시장의 주된 플랫폼은 모

바일게임과 PC 게임이지만, 그 다음인 콘솔 게임 시장 또한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8세대 게임 콘솔인 ‘PlayStation4’, 

‘ XBOX ONE’으로 인해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이 유지되다가2017년 말 ‘닌텐도 Switch’의 발매가 40% 이상의 성장을 견인하

였다. 2019년부터 Fig. 3의 맨 우측 8세대 콘솔들이 황혼기로 접어들면서 기기의 최대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과 지속적인 

유명 IP 게임들의 발매로 인해 한국 콘솔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콘솔 게임은 다음과 같이 나열된 특징을 가지고 있

어서 게임 이용에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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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위해 제작된 디바이스로서 콘솔이 가지는 하드웨어적 장점

∙ 뛰어난 조작감 및 진동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용 컨트롤러 

∙ 업그레이드나 추가 부품 교체가 없어도 쉽게 구동할 수 있는 용이성

∙ 콘솔 독점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장점

∙ 공식 한글화 및 높은 로컬라이징 품질 

Fig. 3. Game console generation change(Source : wikipedia)

Fig. 4와 같이 2020년 출시되는 9세대 콘솔은 Fig. 3의 최우측 ‘PS4’, ’XBOX ONE‘ 이후 약 7년 만에 출시되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통해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에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9세대부터는 콘솔 디바이스 

기기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타이틀의 디지털 배급방식 전환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다운로드 배급방식으로 인해 개인의 계정 중심의 소비가 가능하고, 스팀, 에픽게임즈 등의 온라인 게임 유통 서비스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할인이나 온라인 서비스 구독자등에게 멀티플레이나 게임 무료 제공 등의 혜택 부여 등으로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이종 게임 플랫폼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 XBOX Series X (b) PlayStation 5

Fig. 4. 9th generation game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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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의 게임 이용 형태의 변화

최근 게임은 단순히 혼자 또는 여럿이 플레이만 하는 형태에서 시청하는 게임 콘텐츠로도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강국으로 e

스포츠를 주도하던 우리나라의 ‘보는 게임’ 문화는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에서 e스포

츠 경기 장면을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함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스웨덴을 순방했던 대통령이 스웨덴 국왕과 e스포

츠를 함께 관람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 정부 주도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과 스포츠 경기장 해설자 등 e스

포츠 전문 방송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사례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유한 라이엇 게임즈가 서울 주요 지역에 자체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중계방송용 인

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아래 Fig. 5와 같은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Fig. 5. 2019 League of Legends World Championship (Source : Riot Games)

유튜브에서도 1억 구독자를 넘긴 ‘퓨디파이’처럼 게임을 방송의 주요 소재로 삼아 성장한 1인 방송인들이 많다. 최근 국내에

서도 ‘양띵’이나 ‘대도서관’처럼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개그맨이나 인기 절정의 

아이돌 그룹 멤버 등도 게임 소재의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웹툰, 애니메이션과 게임이라는 소재들은 이미 시청

자 층이 넓기 때문에 시작하는 개인방송의 소재를 게임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다.

매년 11월 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게임 관련 대규모 행사인 ‘G-Star’도 점점 행사의 무게 중심이 e스포츠 중계와 유명 인플루

언서의 게임 방송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e스포츠 중계와 인플루언서들의 방송이 매우 효과적인 게임 홍보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3.4 게임 마케팅의 다변화 - 게임 아이돌 마케팅

인기 K-POP 그룹 BTS가 해외에서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켰고, 이들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 흥행되고 육성게임 

<BTS 월드>가 출시되는 시대이다. 최근 아이돌 문화는 방송,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 게임 등 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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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담’ 이후 수많은 현실세계의 아이돌이 등장하였고, 점차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에 있는 가상 아이돌이 속속 등장

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덕질’을 위해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나라로 관광을 올 정도이다. 최근 아이돌이 K-POP을 대변하는 

단어이지만, 게임계의 아이돌을 주도한 것은 일본이었고, 최근에서야 다른 아시아권이나 서구에서 게임 아이돌의 가능성을 고

려하기 시작했다. 국내 게임 제작사들도 Fig. 6과 같은 게임 아이돌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양 게임사들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K/DA>를 등장시키는 등 아이돌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17].

현실 아이돌이 팬덤을 위해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무대, 팬서비스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게임 아이돌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게임 이용자의 이용적 만족도와 게임사의 사업적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a) B.I.Gz (b) Elsod

Fig. 6. Representative game idol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게임 아이돌 마케팅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Representative game idol marketing case

게임 제작사 아이돌 사례 내용

넥슨

라이징스타(Rising Star)

2012년 메이플스토리 8주년 기념으로 NPC들을 묶어 걸 그룹 라이징 스타(Rising 

Star)가 만들어지고 신곡 ‘Smile’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카툰 연재와 인기투표 

이벤트를 진행함

엘스타 프로젝트

엘소드 캐릭터들을 총 4팀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첫 번째로 데뷔한 ‘trinityACE’는 현실 아이돌을 기반으로 곡과 

안무를 구성해 호응을 받았고, 성황리에 팬 미팅을 진행함

네오위즈

탭소닉탑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아이돌 육성게임으로 잡았고, 탭소닉 새 마스코트 레나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짐

B.I.Gz(비아이지즈)
인기게임 브라운더스트 캐릭터로 B.I.Gz(비아이지즈)라는 걸 그룹을 결성해 

뮤직비디오를 발표함

라이엇 게임즈 리그오브레전드의 K/DA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개막식 무대에서 K/DA 가 

신곡 ‘POP/STARS’를 공연했고, 공연 후 뮤직비디오와 음원이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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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듯이 게임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

로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에 잘 대처하는 게임산업의 변화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고,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게임의 광

고 비용 감소로 인해 이용자들이 게임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더 쉽게 유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게

임업계의 입장에서 호재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애플이 각각 ‘스태디아(Stadia)’와 ‘아케이드(Arcade)’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SK텔레

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Project xCloud)’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디바이스의 종류와 하드웨

어적 사양에 무관하게 고품질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 스트리밍의 매력은 

게임 패키지 판매나 인게임 아이템 판매라는 기존 게임의 수익 구조와 달리 정기적 인 비용 지출과 함께 다양한 게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독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정 비용을 내면 고품질의 게임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스트리밍의 장점이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가 유입된 스트리밍 기업은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존재하므로, 이런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은 게임 개발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킬

러 콘텐츠 확보가 경쟁력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원 스토어를 중심으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위

해 타 스토어에 비해 저렴한 업로드 비용을 제공하는 등 시장 확대에 투자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이로 인해 게임 이용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9세대 콘솔의 

출시로 인해 콘솔 게임을 즐길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산업계에서도 시장 확대에 다른 IP 확보 등을 통한 

콘솔 게임 콘텐츠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 콘솔 게임기 제조사들도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추

구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와 게임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 여부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판명될 것이다. 또한 ‘보는 문화’를 추구하는 

게임 이용자의 확대와 게임 아이돌을 이용한 마케팅 성공사례를 게임 개발사들이 홍보의 수단으로 잘 정착시켰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게임산업 전반에서 크로스 플랫폼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요

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이용자들의 게임 유입이 확대된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게임업계

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수익모델의 다변화, 장르의 다변화, 플랫폼 다변화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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