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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옛날에.. 
네오위즈 
엔트리브 
엔도어즈 
넥슨 네트웍스 
넥슨 코리아 
NGL 
 
지금은.. 
앤씨드 – 재직중 
서강대 게임교육원 
게임분석 - 강의중 
증권가 세미나 중 
 
 
게임 업계 경력 10 여년 “우정훈입니

다” 



 Chapter 1.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주소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주소 

현재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주소 



지금으로부터 1년 젂.. 

모바일 게임 
Low Cost 

Lean Startup 

캐쥬얼 게임 
하트 

카카오톡 

블루오션 대박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주소 



모바일 게임 개발사 추정 수 
14,000여개 이상 

(IT 벤처기업 중 50%일 경우) 

흥하는 게임은 몇 개?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주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속마음? 

시장포화 

카피캣? 

       차별성? 

Low benefit 

CPI 어떤 장르? 

유저 양분화 

레드오션 마케팅 

모바일 게임 시장의 현주소 

유저진화 

 개발사에 계신 분들은?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고.. 

 무슨 게임을 만들지 방향도 모르겠

고.. 

 매출나면 뭐하나 다 가져가고 없네.. 

 퍼블리셔에 계신 분들은? 

 게임단가도 올라서 소싱도 부담되고.. 

 게임 시장의 방향성도 점점 모르겠

고.. 

 갈수록 매출은 떨어지고.. 마케팅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재해석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재해석 



카카오톡 게임 = 대박 

여젂히 유효한가 or 
 

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재해석 – 의문점 1 



카카오톡 게임 = 대박 

게임성을 향상시키고 
최대한 독자노선을 타라.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재해석 – 답변 1 



카피캣 게임 vs 새로운 게임 

카피캣이 답인가 or 
 

새로운 게임이 답인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재해석 – 의문점 2 



카피캣 게임 vs 새로운 게임 

대중적인 게임성을 카피
하고 차별성을 더해라. 

  *주의* 

 게임의 겉모습이 아닌 게임의 속을  

 분석하고, 최신 트랜드를 입혀야함.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재해석 – 답변 2 



 Chapter 2. 

 모바일 게임 시장 속에서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고민 



개발사의 고민은? 

- 낮은 RS와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 개발 비용이 점점 증가하며, 개발일정 촉박 
 

- 유저 성향 분석 및 예측이 어려움 
 

- 투자 및 퍼블리싱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금 
    확보의 기회가 적어짐 
 

- 해외 진출 시, 개발지원 인력이 부족함 

모바일 게임 시장, 그들이 가진 고민들 



퍼블리셔의 고민은? 

- 개발비 상승으로 소싱 비용이 증가함 
 

- 상업성 좋은 게임을 선별하기 어려움 
 

- 개발사의 폐업도 또 하나의 RISK 
 

-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과 콘텐츠 볼륨이  
    커짐에 따른 제반 인력 충원도 부담 
 

- 자체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고민 

모바일 게임 시장, 그들이 가진 고민들 



개발 노하우와 인력의 공조를 위한 
개발사 연합이 등장하지 않을까. 

 

퍼블리셔-개발사, 이들 사이에 
많은 M&A가 일어나지 않을까. 

모바일 게임 시장, 그들이 가진 고민들 -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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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중국)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 중국 



대륙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4억 스마트폮 인구 

스마트폮 매월 천만대씩 보급 

수백개 마켓들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 중국 

불안정한 통신망 

해킹 비싼 통신료 

폭발적인 성장력 

블루오션 결재 

 조금은 혼탁하지만 거대한 블루오션 

 한국과 다른 정서에 대한 수용 

 중국에 대한 많은 경험적 정보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게임성/유료화의 Localization 



중국 앱 마켓 샘플(Appchina) 



중국 시장 진출 예시 



Q & A 



우정훈 사업본부장 

010-8908-0512  

hoonigo@enssi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