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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아시아의 전환기 경제에 있어서 키르기즈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예는 일
반적인 경제 전환국들이 보여주는 현상-급진적이고 강력한 구조개혁이 경제전환 성
과와 비례한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논문들에서는 정책적 요인
보다 초기여건을 전환기 경제의 성과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번째로 중앙아시아에서 점진적 경제전환의 대표적
예인 우즈베키스탄과 급진적 경제전환의 예인 키르기즈 공화국의 경제전환을 동,중
부 유럽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EBRD에서 2002년에 발행한 Transition
Report의 거시경제지표들에 비추어 경제전환 시작 후 현재까지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취해야 할 경제성장 전략에 대

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성장 전략에서는 과거 IMF나 세계은행의 충고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각 국이 추구해 왔던 전략을 비판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이한 지리적 상황과 풍부한 자원이 가져오는 제약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 우즈벡, 키르기즈, 동∙중부 유럽의 개괄적 경제전환 비교
구소련의 붕괴 후 생겨난 독립국가들과 동유럽의 전환기 경제의 성과는 전환기
경제론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급진적인 경제전환이 전환기
경제국들의 경제성과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공화국-에서의
경제 전환 성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가장 급진적인 경제전환
을 추구했던 키르기즈 공화국(이하 키르기즈)의 경제전환 성과가 가장 나빴던 반면,
가장 점진적인 경제전환 정책에 때때로 이미 실행했던 개혁적 정책들을 취소하기도
했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의 경제전환 성과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훌
륭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반적 예측과는 다른 우즈벡의 경제전환 성과는 그래서 학
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 연구 결과 149 에 의하면, 우즈벡의 경제전환의 초기 여건-상대적으로 낮은 공업
화율, 경화 습득이 수월했던 목화사업, 에너지 자급 충족성-이 이러한 경제성과와
관련이 있고 우즈벡 정부가 주도했던 대규모 공공투자 등의 정책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진적 경제전환 정책인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공
투자 정책이 우즈벡의 경제전환 성과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데 이는 목화
사업으로 벌어들인 경화가 정부주도의 공공투자 및 구조조정에 보조금이나 직접적
인 신용(Directed Credit)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키르기즈의 경우, IMF등의 충고에 따른 급진적 경제전환 정책의 성과는 실망스러
운 것이었다. 키르기즈가 급진적 경제전환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러시아와 비슷한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구 공산당 세력은 물리치고 옐친이 정권을 잡은 후, 경제전환
이 급속히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키르기즈 공화국도 경제전환 초기, 구 공산당 계
승 세력이 아니라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어 경제전환이 시작되게 되었다. 키르
기즈 정부가 초기부터 급진적인 경제전환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러
시아와 같은 것이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타지키스탄(이하 타직)과 함께 키르기
즈는 에너지 자원 수출국이 아니다. 카자흐스탄(이하 카작),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이하 투르크멘)은 원유나 천연가스를 통해 경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더욱이 우
즈벡은 전술했듯이 목화수출을 통해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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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는 금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재정확보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아온 보조금도 러시아 정부의 재정악화에 의해 받을 수
없게 되자 구소련이 아닌 외부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고 ‘구조개혁’은
재정지원을 위한 유인책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키르기즈 행정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젊은 경제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
은 경제개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은 없었지만 동아시아에서 수출주도산업을 중심
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조개혁’이 꼭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비자발적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150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이나 IMF의 원론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1993년
부터 1996년까지 세계은행의 부총재이자 주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였던
마이클 브루노(Michael Bruno)는 1990년 대 중반의 경제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시장개혁의 강력한 지지자였다.151
적어도 동구권의 전환기 경제국들의 경제성과는 IMF의 이러한 급진적 경제전환이
론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전환기 경제국들의 경제성과를 종합해 EBRD에서 발행

하는 1999년도 Transition Report를 바탕으로 한 정여천(2000)의 연구 152 는 중,동
부 유럽 지역에서의 시장경제요소(경제자유화, 사유화)의 도입성과가 높으면 높을수
록 경제성장률, 물가안정화 정도 등의 거시경제적 실적도 좋다는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특히, 중,동구 국가들 중 중부유럽 지역, 발틱 3국 및 발칸국가들 사이에 시
장경제 요소의 도입정도와 경제성장의 성과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구소련 국가들 사이에는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정도와 거시경제실적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우즈벡 그리고 벨로루시이
다. 이 전환기 국가들은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정도가 매우 뒤쳐졌지만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시장경제요소를 가장 먼저, 가장 광
범위하게 도입한 키르기즈의 경제성과도 이러한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논거가 되었
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우즈벡의 경우처럼 전환기 경제국의 ‘초
기여건’으로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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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 전환기 경제의 실재가 어떠했는 지를 평가해 보기위해 급진적 경
제전환의 대표적 예였던 키르기즈 공화국(키르기즈)과 점진적 경제전환의 대표적
예였던 우즈베키스탄(우즈벡) 154의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물론 두 국가의 인구규모
가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우즈벡: 약 2천 5백만, 키르기즈 : 약 5 백만), 초
기 여건이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단순 비교가 한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기
다른 경제전환 정책의 적용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2002년에 발행된 EBRD의 Transition Report의 거시경제지표들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실질 GDP성장률 차트에서는 우즈벡의 경우, 경제전환을 시작한 후부터 1995년
까지 줄곧 키르기즈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단지 96년, 97년에만 키르기즈보
다 못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97년의 경우 키르기즈가 더 나은 실질 GDP성장
률을 보인 것은 새로운 Kumtor 금광의 발견으로 산업부문에서 큰 성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5 그리고 98년부터는 키르기즈나 우즈벡의 경우 모두 비슷
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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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율이 우즈벡에 비해 약간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키르기즈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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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으로 우즈벡은 98년 이후 20%
와 30%사이에서 어느정도 일정한 인플레이션율을 보이는 반면 키르기즈는 99년
이후 급격히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율(연평균 소매/소비자 가격 수준의 변환, in per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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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수지, 일반재정수입, 일반재정지출 차트 면에서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우즈벡의 일반정부수입이 키르기즈보다 평균 8.5%정도 많았던 반면, 일반정부지출
은 우즈벡이 키르기즈보다 평균 0.7%밖에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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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정 면에서도 우즈벡의 성과가 키르기즈보다 나았다. 전술했듯이 키르
기즈는 97년 Kumtor 금광으로 인해 급격한 경상계정 호전이 있었지만 98년
다시 하락했고 99년부터 호전되고 있다. 2001년, 2002년에는 우즈벡의 경상
계정 수치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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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우즈벡과 키르기즈, 두
국가만을 비교해 볼 때 우즈벡이 키르기즈보다 더 놓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카작과 투르크멘을 함께 비교해 보면 우즈벡과 키르기즈에 대한 FDI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FDI가 단지 경제구조 개혁의 성과에 비례하지만은 않는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경제개혁을 단행한 키르기즈가 우즈벡
보다 못한 FDI성과를 보이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경제개혁에 가장 소극적인 투르
크멘보다도 훨씬 못한 FDI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작, 투르크멘과 함께 3
대 에너지 생산국인 우즈벡에 더 많은 FDI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경제개혁의 성과
가 미미해 에너지 자원이 미미한 키르기즈의 FDI에 불과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소극적인 투르크멘에 훨씬 더 많은 FDI가 이루어
진 것과 비교하면 FD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히 지하자원의 질과 양이라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투르크멘과 카작의 지리적 위치가 우즈벡이나 키
르기즈보다 EU시장에 더 가깝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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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두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두 국가의 거시경제지표에는 절대적 정도의 차이가 분명 있
긴 하지만 경제성과의 상대적 차이는 줄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키르기즈의 경
우 초기의 급격한 생활수준의 악화와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미래의 잠재적 성장을
불투명하게 했다는 주장157도 제기되었다. 5년 전의 연구이긴 하지만, 키르기즈와 우
즈벡의 경제성장전략의 차이로 인해 키르기즈에서는 가난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공
중보건 및 교육의 분야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인적자본의 손실이 우려되나 우즈벡에
157

Pomfret, Richar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Central Asia’, 1998

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분야의 예산 삭감이 적었음을 밝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키르기즈와 우즈벡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분명한 사실은 키르기즈가 급진적 경제전환을 추구하면서 확대된 외부 부채
(external debt) 문제가 적어도 1999년 말까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58

키르기즈의

외부

부채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정책(demand

management policies)의 강화, 수출과 실질 GDP의 급격한 성장, 부채이자율 조정
정책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해결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편이며 외부부채의 해결
문제가 키르기즈 경제성장 문제를 좌우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159
2.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 전략과 제약요인
- 중앙아시아 초기의 경제성장전략
전환기 경제국가들이 추구했던 경제구조의 개혁-중앙계획식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의 전환-은 경제성장과 발전160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IMF등의 세계경제기구들이
충고했던 경제구조의 개혁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 161 이나 세계경제로의 통합
162163

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계경제로의 통합에서 이익과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IMF
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F는 경제전환국에서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한 국제무역의 증가가 경제전환국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후원해 왔다.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폴란드, 스위스, 타
키지스탄,

투르크멘,

우즈벡을

담당하던

전

IMF

실행

디렉터(formet

IMF

Executive Director)였던 다니엘 캐서(Daniel Kaeser)는 ‘Enonomic Transition in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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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Ban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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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어도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 공화국 역시 수출주도형 경제성
장전략을 크게 염두에 두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의 성장전력 배우
기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사실은 기사화되기도 했었다.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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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sia : The Lack of Common Sense’라는 글에서 경제전환 초기에 경제전
환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IMF측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그 외 구소련 국가들의 독특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 무역주도
정책을 충고했음을 반성한다. 그는 IMF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제무역의 확
대와 무역의 균형잡힌 성장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고용 증가와 실제 수입의 증가,
생산적 자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정책이 가장 기본’임을 지적하며 중앙아
시아 국가들에게는 이 목적을 잊은 채 서로 끊임없는 무역전쟁을 하라고 부추겼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땅으로 둘러싸여
다른 거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국경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서로의 무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적 협력의 강화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
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기의 경제성장 전략이 지리적
특성과 지역적 협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출주도형 정책이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현재 IMF의 유럽 제 2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디렉터 존 오들링-스미의 사적
인 견해164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정책이 지리적 특성에 의한 지역적 협력
을 고려하지 않는 수출주도형 정책임을 보여 준다. 그는 CIS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적은 무역량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는 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는 각 CIS국가들이 부과하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때문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경 지역의 공
무원들과 트랜짓 무역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위협과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의 내수시장 보다 더 큰 시장을 추구하는 데 이러
한 요인들이 CIS국가들의 시장을 외면케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작고
지역시장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키르기즈가 대표적인 예이다.
-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성장 정책의 제약요인과 대응전략
1)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운송비용
지리적 특성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와 스티븐 라
델레트(Steven Radelet)의 논문 ‘Shipping Costs, Manufactured Exports, and
Economic Growth’165에 잘 논의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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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1998

가들을 대상으로

(C.I.F/F.O.B 166 -1) 값을 운송에 드는 비용으로 삼아 이 값이 경

제성장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논

문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운송비용’이 높은 국가는 항구를 갖고
있거나 EU, 미국, 일본, 중국같이 큰 시장 근처에 있는 국가들보다 노동집약적 수
출상품 위주의 경제 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원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데 땅으로 둘러싸여 바
다로 통하는 항구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큰 시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
문이다. EU의 경우 중,동부 유럽의 전환기 경제 국가들이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유일한 대형 시장인 중국의 경우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교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시장을
얼마나 점유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Flying Geese 모델’에 의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초기 경제성장전략은 노동집약적
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전략이었다. 위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인 값싼 노동력이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해야 하는 경제성장전략은 지리적 특성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노동
집약적 산업의 수출주도전략이 아니라 가볍고 부피가 적으며 부가가치가 높아 운송
비용을 충분히 상회하는 기술집약적 상품 주도의 수출전략이어야 함을 알려준다.
2)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은

대형시장의 접근성을 현

저하게 떨어뜨렸고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167로 인해 중앙아시아
각 국의 내수시장은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러한 작은 내수시장과 각 국의 보호무역
주의로 인한 지역 시장의 비접근성 또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정책은 관세동맹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동맹국 끼리의 관세는
철폐하는 대신 공통의 외부관세를 설정하여 하나의 큰 내수시장을 형성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국내산업의 보호기능도 가능하게 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994년, 카작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가 주도한 관세동맹(Custom Union)안은 사실
구 소련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에 벨로루시, 카작, 러시아에 의
해 관세동맹 조약이 체결되었고 1996년 키르기즈가 가입했다. 그러나 관세동맹이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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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백만

실제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 데 국가들 간에 공통 외부관세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타직이 합류했다. 이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EC)가 2000년 10월 형성됐고 주도
적인 역할은 지분 40%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하고 있다. 나머지 카작, 벨로루시가
각각 20%의 지분을, 타직과 키르기즈가 10%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2002년
5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이 관세동맹을 발전시키고 WTO 가입에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관세동맹에 대한 노력-물론, 실제로 잘 기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세계은
행 소속의 경제학자들이 공동 발표한 한 논문 168 에 의해 비판받았는 데 그 이유는
CIS국가들 간에 이미 자유무역지대(FTA)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세동맹으로 인
한 무역창출 효과가 거의 없으며 수입대체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관세
동맹의 공통 외부관세가 러시아의 주도 아래 결정되면 러시아의 주요 산업품목을
보호하는 도구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구소련 지역 밖의 새로운 상품과 기술의
도입이 방해를 받아 장기적으로 참여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다.
그러나 이미 전술하였듯이 EEC는 아직까지도 공통 외부관세를 협의하지 않은 상
태이고 현재 러시아가 WTO 가입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WTO와 협의한 관세가 공
통 외부관세로 설정된다면 관세동맹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가
능성도 가지고 있다.
기술주도적 국가나 대형시장을 가진 국가를 관세동맹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역내
무역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의 확대효과와 외부투자자 유치 효과 또는 위에서 전술한
내륙국가의 노동집약적 수출전략의 불리함을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해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단순한 수입대체전략이 아니라 프레드 버그스
텐(Fred Bergsten)이 언급한 ‘Open Regionalism’ 169 의 한 형태로 역내 자유무역의
효과를 경험한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 무역에의 참여를 준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풍부한 지하자원
풍부한 지하자원은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경화 수입원이었다. 그러
나 위의 삭스와 라델레이트 논문에서는 국가의 자원이 풍부할수록 제조업 수출이
방해받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Dutch Disease’라는 별명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데 네덜란드의 북해에서 가스가 발견된 후, 국가경제가 탈
168

Tarr, David and Michalopoulos, Constantine, ‘The Economics of Customs Union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7
169
Bergsten, Fred, ‘Open Regionalism’, Working Paper 97-3,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산업화(deindustrialization)되어 간 과정으로 인해 붙혀진 이름이다. 자원수출이 활
발할수록 실질환율이 평가절상되어 자원을 바탕으로 한 수출제조업보다 순수한 수
출 제조업(non-primary manufactured export)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게 되어 생겨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자원의 양과 수출제조업 사이에
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논문의 회귀분석이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카작의 경우, 최근에 ‘Dutch Disease’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고 키르기
즈의 경우도 금수출 이외에는 이렇다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의 경
우, 키르기즈의 수출 상품가운데 40%가 금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지하자원의 수출
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키르기즈의 금 채광은 10년 안에 끝날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하자원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경화는 당연히 중앙아시아에서 지속가능
하고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
업으로 제조업 이외의 지식, IT, 문화, 관광 등 3차 산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적 협력의 가능성
지역적 협력 전략은 중앙아시아 공통의 참여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 지리적으
로 가장 중앙에 위치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즈벡 170 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
이며 지역협력도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키르기즈가 이미 WTO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은 관세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WTO도 어느정도 지역적 협력에 대
해 인정하고 있고 블록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지역적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
기 때문에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 문제는 시기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절의
상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데다 여기에서 파생한 공공재로써 도
로 문제(TRACECA Project 171 ), 부족한 수자원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와 아랄해 등
의 환경 문제
170

172

, 이슬람 과격파로 인한 안보문제 등 공동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

Odling-Smee, John, Director of European II Department of IMF, ‘Economic
Performance and Trade in the CIS’, May 10, 2003
171
1994년 EU가 시작하고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여 유럽과 아시아
를 잇는 도로 및 철도 연결 사업으로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유라시아 연결로에 대한 경쟁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TRACECA 홈페이지와
http://www.globalink.kz/traceca/traceca.himl의 “Transport Strategy for the Third
Millenium”이라는 카작 쪽 홈페이지에 그 동안의 경과가 잘 나타나 있다.
172
사막기후에 속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수자원은 키르기즈에서 시작해 카작, 우즈
벡, 타직, 투르크멘을 거쳐 흐르는 두 강 아무 다리야와 시르 다리야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두 강은 아랄해로 흘러들어간다. 우즈벡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목화 재배와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부실한 관개수로에 의해 생겨난 대규모 수자원 부족 문제가 구소련 붕괴 후
더 심각해졌다. 현재 아랄해의 수면이 심각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목화재배 때문에 뿌
려지는 살충제 문제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는 문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5개국은 협력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 질 것이다.

Ⅲ. 결 론
경제 전환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초기의 심각한 생산감소와 극심한 인플레이
션 등을 벗어나 십여년 간에 걸쳐 계속해서 경제 안정화, 자유화 등 경제전환을 이
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지하자원이라는 천혜
의 조건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해 왔던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채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세동맹 등의
전략을 통해 확대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기술주도국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저운
송비용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기술집약적 산업 또는 IT, 관광 등의 3차산업의 육성
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자원수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주도적 산업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에 천연자원을 확보함은 물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전체 시장과 러
시아 우회수출, 중국시장까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기술, 산업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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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ame is in our DNA."는 2002년 토쿄 게임쇼에서 채택된 슬로건이다. 이는 게임
산업과 신인류가 맺고 있는 친밀감에 대한 표현이다. 게임산업은 일국의 문화적 우
수성을 현재에서 미래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 수익 창출 모델로서 그 가치가 증대되고있다. 따라서 게임산업의 시장확대와
수출선 다변화는 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인 것이다.
게임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뉴미디어 기술의 결합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대표적 문화컨텐츠산업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제적 국익확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173 가격경쟁 중심의 기존 산업이 개발도상국들
의 추격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고도화

1

) 한국게임산업개발원,「대한민국게임백서」. 2002, pp. 28-34.

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의 하나인 게임서
비스의 수출 전략적 상품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세계수준의 개발 운영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아
시아 및 미주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해외 진출이 한국경제
의 활로개척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해외 사업 진출과정에서 여러 가
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잠재적 대형시장으로서 중국 인터넷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막대
한 시장선점의 기회를 찾아 국내업체들의 중국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마케팅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으
로, 당초목표와는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對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책·법규·제도 및 문화적 내부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중국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선행연
구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게임산업의 대표적 전략상품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시장진출 성공가능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특별히 온라인 게임산업 관련 분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
장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온라인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對중국 수
출기업 사례와 심층인터뷰174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게임산
업 관련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요인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기업내의 대응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국내 게임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운영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국 게임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1. 중국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성

1) 게임 시장 현황과 전망

174

) 대중국 진출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설문을 진행.(총 6개사)

중국 게임산업은 90년대 들어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용 PC가 확산된 95년을 전후로 중국산 게임이 개발되면서 게임을 즐기
는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175 이에 따라 홍콩 대만 업체들이 동일 언어·문화권
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기타 유수한 해외 업체들이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제품을 앞세워 중국 게임 시장을 잠식해 나
가기 시작하였다.

연 도

컴퓨터게임
잠재고객
금액

중국 게임 잠재시장 규모
온라인게임
잠재고객
금액

계
잠재고객

금액

1997

2.3

17.6

0.1

0.3

2.4

17.9

1998

31.0

236.0

0.3

0.9

31.3

236.9

1999

136

1,039

20

60.8

156

1,099.8

2000

525

4,011

150

456.0

675

4,467.0

2001

1,172

8,954

500

1,520.0

1,672

10,474.0

인용 자료원 : CNNIC「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1998년∼2001년 발표자료에서 도출.
※ 주 : 잠재고객 단위는 만 명 금액 단위는 1만USD 임

최근 중국의 게임산업은 PC 게임 위주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그 비중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해도시부터 시작된 인터넷 고속망과 인터넷 PC방의 보급이
주된 이유이지만, 온라인 컨텐츠 분야가 불법복제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업계들의 관심 또한 잠재적인 수익창출의 모델로서 온라인
게임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이다.176
2001년 12월 말 현재 중국 국내 전체 컴퓨터 보급 대수는 2,800만 대이며, 그 중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63%인 약 1,764만 대 수준인데, 중국 컴퓨터 사용
자의 66.44% 177 가 컴퓨터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므로, 잠재고객 규모는 약
1,172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 주요국의 게임산업」, 2002, pp. 70-169.

176

)「급격히 발전하는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발표 내용 중에서 ‘중국 온라인 게임 선정

평가 및 시장 조사 결과’, 2002
177

) Software World,「게임과 게임주변기기에 대한 조사」, ‘게임성향’ 중 인용.

중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의 평균가격을 7.64달러 178 로 계산할 경
우, 컴퓨터게임 잠재시장 규모는 약 8,954만 달러가 된다.
온라인게임은, CNNIC 179 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3,370만
명이며, 30세 이하가 67.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이용자 중 오락·엔터
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은 전체의 31.1%인 1,048만 명,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은 17.1%인 576.3만 명이므로, 이를
기초로 추산할 경우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이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의 잠재고객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유료 온라인 게임 하나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월 평균 비용을 3.04달러
180

로 계산할 경우, 온라인게임 잠재시장 규모는 약 27억 달러로 예상된다.

중국 게임시장은 구미·일본 게임산업과 달리, PC 및 인터넷 산업 분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아케이드181 및 콘솔182 게임산업을 유해산업으로 규제하는 중국정부의
정책과 가정용 게임기의 수입 제한으로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이 적은 PC게
임과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183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활용가능
PC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게임산업(모바일 포함)의 성장은 두드러지기 시작
하는데184, 이는 향후 온라인 게임이 중국게임 시장의 주류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78

) 소프트웨어 전문잡지「大衆軟件」에 수록된 7개 게임프로그램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출.

179

) China National Network Information Center :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2001,「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제 6차 통계보고서」중에서 발췌.

180

) 현 중국내 대부분의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가격.

181

) Arcade게임 : 오락실 업소용 게임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제거해가는 방식의 게임.
<www.naeway.co.kr / IT 용어사전>

182

) Consol 게임 : 80년대 가정용 게임 분야에 콘솔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본래의
콘솔의미에서 다른 의미가 추가되었다. TV 수상기에 연결해 각종 버튼을 눌러 게임을
조작하는 하드웨어(게임기)가 일종의 제어장치(콘솔)로 인식되면서 콘솔 게임으로 불린다.
<www.naeway.co.kr / IT 용어사전>

183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중국 게임 시장 조사」, 게임 위클리 1호, 2002. 8.

184

) 한국게임산업개발원,「모바일게임 산업 동향과 발전 방안」, 2001.

따라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높고,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개발역량과 운영능력을 가진 한국업체에 있어서, 對중국 온라인 게임 진출은 청신
호로 받아 들일만 하다.
이러한 경향을 시장진출의 기회로 파악함에 있어서, 현재 중국게임 산업의 거시적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트렌드 분석을 시도하여 중국게임 시장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점진적인 방향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2) 트렌드 분석
트렌드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산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산업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렌
드의 흐름을 단기·중기·장기의 세 가지 동향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중국
게임시장의 추세를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구분

내 용

단기적 트렌드

무협 RPG 위주의 PC게임 위주에서 탈피

유행(Fad)

포탈업체내의 게임 컨텐츠 다양화 (웹, 플래시)

중기적 트렌드

게임수입의 다변화 (한국, 일본, 미국업체의 비중 확대)

추세(Trend)

편중된 장르의 다각화 (온라인, 모바일 등)

장기적 트렌드

자국게임의 발전 및 보호강화 (자국문화 컨텐츠 발굴에 역점)

(Mega Trend)

온라인/ 모바일 분야의 문화 컨텐츠 시장확대

<필자작성 표1>

현재의 중국 게임 산업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185 ,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획일
화 되어 있던 무협 RPG186 위주의 PC게임에서 다양한 장르와 Flatform으로 확산되

18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세계 주요국의 게임산업」, 2002, pp. 70-169.

186

) Role Playing Game : 게임 이용자가 게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역할을 맡아
직접 수행하는 형식으로 된 컴퓨터 게임 유형. 게임 이용자는 게임 관리자가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모험과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마치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혼자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도 있다. <www.yahoo.co.kr / IT 용어사전>

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시장의 주류를 이루었던 대만·홍콩 게임
의 비중이 구미·일본·한국 게임의 진출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대형 포털사이트 위주로 게임 컨텐츠의 구색을 맞추어 나가면서, 플래시·
JAVA 등 웹기반의 게임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중기적인 트렌드로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 수입업체의 중심이 대
만·홍콩 중심의 중화 문화권에서 차츰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이
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일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해안지역의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고속망과 PC방의 보
급 등 여타 인터넷 인프라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정부의 자국문화 컨텐츠의 보호정책 187 에 의하여
향후 중국업체들의 추격·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잠재적인 경쟁세력으로 자리잡을 전
망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등 공간적 제약이 없는 커뮤니티 중심의 게임서비스가
늘어나면서 188 아시아권의 문화 컨텐츠 시장이 통합화 될 전망이다. 즉 동일한 내용
의 컨텐츠들이 언어의 변환과정을 통하여 범 아시아권으로 서비스되어 진다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적·시장적 통합으로 인하여, 시장경쟁 구도가 고도화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잠재시장 규모만 수십 억 불로 예산되는 중국시장을 선점·유지하기
위한 한·중·일 및 서구권업체의 시장경쟁이 향후 중국 게임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189

3) 핵심 트렌드와 각 사업단위의 영향
이러한 산업발달의 핵심 트렌드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사업분야에 긍정·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중국게임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온
라인(모바일 포함), PC, 콘솔 및 아케이드 분야로 구분할 때, 개별 사업단위에 긍정
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트렌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별

187

) 외교통상부,「중국 문화컨텐츠 시장의 발전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02, pp. 77-101.

188

)

유승호·홍유진,「모바일게임산업

동향과

이용자

분석에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
189

) 민음사,「정보 산업과 인터넷」,『중국의 시대』, 2002, pp. 473-519.

관한

연구」,

사업 단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TREND

사업 단위

Growth

positive

negative

- 고속망 보급

자국 컨텐츠 보호강화

- 장르 다각화

경쟁구도 고도화

가정용 PC보급 증가

높은 불법복제율

PC방보급 활성화

온라인 유저 증가

높은 잠재 시장

정부의 규제정책

대체제 존재미비

높은세금

온라인

높은 시장성장 예상

PC

낮은 수준의 성장

아케이드 게임

성장률 정체

<필자작성 표2>

온라인게임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중국 내 게임 장르의 다각화가 강한
긍정(Positive)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입다변화로 인한 경쟁구도의 고도화와 중국정
부의 자국 컨텐츠 강화 정책이 부정(Negative)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파악되나,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2000년 기준) 3-5년 간 잠재시장 규모와
문화확산으로 인하여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PC게임의 경우 가정용 PC의 보급과 PC방 확산으로 인한 업소용 게임의 매출확산
이 긍정적 요인인 반면, 높은 불법 복제율이 지속되고, 온라인 게임 환경수준의 고
도화로 유저층이 온라인게임으로 이동함에 따라, 향후 낮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
다.
아케이드, 콘솔게임 분야의 경우 높은 잠재적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정책과, 콘솔게임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국인 일본업체의 본격적 진출이 시작되지 않
아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는 더딘 편이므로, 잠재성은 있지만 당분간은 성장의 정
체가 예상된다.190

4) 시사점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는 앞으로 중국 게임산업이

190

) 문화관광부,「게임문화진흥사업」, 2002.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191 대도시 지역에서 이미 한계를 드
러내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는, 중소형 도시와 농촌으로 확대되느
냐 여부에 따라 증가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
이 둔화될 경우 중국 게임산업의 발전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200%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분야 192 는 새로운 기
회의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의 목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중국 국
내 게임제작 업체 또한 온라인 게임 사업분야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복제가 쉬운 컴퓨터 게임
보다는 복제가 불가능한 온라인 게임이 비교적 안정적 수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193
중국 게임업체는 온라인 게임에 강한 한국, 대만, 미국 등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 자체기술과 아이디어로 제작된 게임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데에는 2000년 기준으로부터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다.194

2. 한국 게임산업의 진출 당위성과 경쟁력 분석

게임산업(특히 온라인 분야)은 한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컨텐츠산업 중의 하나이다. 물론 규모 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게임산업에 비할 바
는 못 되지만, 최근 대만과 일본, 중국지역에서 한국의 온라인게임이 성공적으로 시
장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게임산업 전체적으로 그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10 여 년 전만 해도 유해업종으로 분류되던 한국게임 산업이 지식 집약적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후반, 기존의 수출전략 분야
인 제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으면서 정부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육성정책이 시

191

) 김용준,『사례와 통계로 본 중국소비자와 중국시장』, 2000.

192

) 정보통신연구진흥,「게임산업의 경쟁특성 및 연구개발 동향」, 제2권 제2호(통권4호), 2000.

193

)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차세대 온라인 게임산업의 전망과 진흥방안 연구」, 1999.

19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세계 주요국의 게임산업」, 2002, pp. 70-169.

작되면서부터이다. 이로 인하여 게임산업이 대표적 문화 산업으로 떠오르고, 코스닥
을 중심으로 게임업체가 정보통신의 핵심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도적인 몇 몇 업체의 이야기이고 전반적으로 국내 게임업체의 영세성은 아
직도 많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적으로 자본규모나 매출규
모가 10억 원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7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여타 IT 업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195
이는 한국 게임산업의 기술적, 마케팅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국내기업이 해외진출
판로를 모색하기보다는 한정된 국내 시장 내에서 영세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이 심화
되어, 상대적으로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크
래프트 196 를 비롯한 몇 몇 대형 타이틀의 성공으로 한국 게임산업은 외형적인 팽창
을 이룬 듯 하지만, 이는 소수의 해외 타이틀의 판매에만 국한된 한계성을 내포하
고 있다. 오히려 해외 타이틀 위주의 사용자들의 선호로 인하여 국내게임 업계의
시장적 위치는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최소한의 개발비용의 손익분기점
이라고 할 수 있는 1만 copy 이상의 판매 타이틀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
하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PC 사업을 포기한 채 온라인 게임으로 회사의
방향을 전환하였다.197
이런 시기에 있어 PC방을 비롯한 인터넷 인프라를 주축으로 한 온라인 게임 분야
의 성공이 뒤를 잇고, 적어도 온라인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는 국내·외적인 평가에 따라 게임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잠재적 해외시장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현재도 수많은 한국업체들이
현지 사업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亞聯遊戱網(Asiagame.com)에서 공급하고 있는 한국 온라인 게임 ‘레드
문’(중국어 이름‘紅月’)과 ‘천년’을 살펴보면, 최근 개최된‘제 1회 중국 온라인 게임
회의’에서 ‘레드문’의 경우‘최고 그래픽상’을, ‘천년’의 경우는‘프로젝트 대상’을 차지
하는 등 중국에서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 이상 ‘미르의 전
설’(중국어 이름은‘傳記’임)과 ‘레드문’이 온라인 게임 순위 1, 2위를 차지하면서, 한

195

)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차세대 온라인 게임산업의 전망과 진흥방안 연구」, 1999.

196

) Starcraft : Blizzard 사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197

) 구문모,「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000.

국산 게임이 중국 게임 업계의 흐름을 바꿔 놓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며 중국 게
임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198
여기에 한국과 대만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NC소프트의 ‘리니지’
가 지난 3월 중국어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또 한번 중국 게임시장을 놀라게 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국내 게임 제조업체들도 기존 컴퓨터 게임 개발 분야를 축
소하고 온라인 게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막대한 시장 잠재성을 두
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현지업체의 시장선점 각
축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점의 한국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사업능력
을 분석해보고 향후 경쟁구도에서 한국 게임업체가 취해야 할 행보를 조망하여 보
겠다.

1) 한국게임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문화컨텐츠 산업에 관한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정책 199 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게임 시장에는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기업
의 진출은 지난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만·홍콩계 기업의 진출이
주였고, 1996년부터 일본·미국계 기업의 진출이 그 뒤를 이었으며, 2000년대부터
한국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200 이러한 외국계 기업의 중국행은 아직까지 중국
게임시장이 불법복제와 시장위험이 산재해 있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무궁무진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
석된다.

① 홍콩·대만계 기업

중화문화권이라는 동질성 아래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확고한

198

) 精品購物,「중국의 게임사이트 및 온라인게임 소개」, 2000

199

)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관리정책」, 2002.

2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세계 주요국의 게임산업」, 2002, pp.70-169.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무
협 RPG계통의 게임들이 이러한 중화권 기업들이 서비스한 게임들이다. 상대적으로
PC게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분야에서도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특성이라면 게임 이외에 인터넷 서비스, 미디어 출판에 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시장에 있어서의 상대적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② 일본계 기업

일본은 전통적으로 비디오게임분야의 세계적 강국이며, 그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
자금적 역량을 바탕으로 여타시장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미디어 그룹인 KONAMI가 중국내 사업부를 설립하여 현지시장 진출을 계속하
고 있으며, ‘stone age’등의 일본 온라인 게임도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고른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국시장 진출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③ 구미계 기업

세계최대의 게임 미디어 기업 Electronic Arts와 UBI SOFT가 중국지역의 지역사
업본부를 설립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범 세계적인 유통
망과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 보급력이 강점이다.

④ 한국계 기업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은 상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소프트 맥스의 ‘창세기전’ 시리즈 등이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지역에서 선
전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 게임은 중저가의 PC게임 시장 내에 포지셔닝 되어 있었
다. 하지만 국내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후광을 뒤에 업고 잇따른 한국계 온라인 게
임들이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자 한국 게임은 단숨에 주류국가로 뛰어 오르기 시
작하였다. 중국 내 최다 인기 순위 10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높은

기술력과, 동질적인 문화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미·일본 지역의 게임을 제치고 선
전하고 있다. 201 다소 온라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기술력과 운영력에 대한 강점은 높이 평가될 만 하다. 물론 해외 진출
노하우와 자금력, 마케팅 역량을 기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 업계의 비교 분석>
홍콩·대만계 기업

일본계 기업

Soft-World.com

대표기업

구미계 기업

한국계 기업

Electronic Arts

JC 엔터테인먼트

Ubi Soft

NC SOFT

KONAMI
소프트차이나

기술역량

중간

높음

높음

상대적

마케팅

중강(PC 및 온라인)

강

강

온라인 게임분야(중강)

PC 및 온라인

콘솔·가정용

PC 게임 및

온라인 게임분야(강)

게임분야(중강)

게임기 분야(강)

콘솔게임분야(강)

모바일 게임분야(중강)

모바일 게임분야(약)

온라인

온라인 게임분야(중)

PC게임분야(중약)

콘솔게임분야(중약)

게임분야(중)

역량
강점분야

약점분야

콘솔게임분야 (약)

<필자작성 표3>

2) 중국게임시장 매력도 분석
신규 사업 진출 분야인 온라인 게임산업분야를 기존의 중점 사업분야였던 PC게임
사업분야와 비교하여 사업의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매력도의 개별요소의 선택과 각 요소별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6개 업체 202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의 내용을 토대로 각각
의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로 5급의 등급평가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하였다.
선행연구 : 첨단게임 산업협회 통계자료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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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차세대 온라인 게임산업의 전망과 진흥방안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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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표 1 참조. (논문 마지막 부분에 첨부함)

연구 구분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진입능력

경쟁강도

투자규모

선행연구

3.6

4.2

3.0

2.6

2.0

중국진출업계

4.2

4.4

3.4

1.9

1.4

인터뷰
선

중요성 평가 :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행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각 항목에 대하여, 설문자가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
게 하고, 각 순서에 따라 (5-1점)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부여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업계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의 경우는 중국
현지 시장에 사업을 진행중인 업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설문의 경우
표본의 수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선행연구의 1/2 수준으로 조
정하였다.

가중치 = (선행연구×2 + 설문) / 3
다음 단계로 각 항목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각
항목별로 평가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항목별 구간을 작성하였다. 1, 2 번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였으며, 3, 4, 5 번에 대해서는 선행
된 문헌 연구내용과 업계 관계자들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1. 시장 규모

2. 성장성

3. 진입강도

4. 경쟁강도

5. 투자규모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5

5

1

5

1

5

1

5

5억 3억 1억 5천 5천 200 100 50 10 10

매

매

매

매

50 10 5억 1억 1억

우

우

우

억

억

원

원

원

높

원

원

이

이

이

불
이

4

불
이

3

불
이

2

만
불

1

4

3

2

만 %이 %이 %이 %이 %미 우
불

상

상

상

상

만

낮

4

3

2

낮

보

높

음

통

음

높

낮

4

3

2

낮

보

높

음

통

음

4

3

2

1

<필자작성 표 4>

PC 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시장 규모

성장성

진입강도

경쟁강도

투자규모

순위
평점
가중치

C
3
38

C
3
43

B
4
31

D
2
24

B
4
18

합계

11 4

12 9

12 4

48

36

순위
평점
가중치

B
4
38

A
5
43

C
3
31

B
4
24

D
2
18

합계

15 2

21 5

93

96

36

순위

C

E

D

C

B

평점

3

1

2

3

4

가중치

38

43

31

24

18

합계

11.4

4.3

6.2

7.2

7.2

종합평가

48 7

67 3

36.3

<필자작성 표 5>

게임 업체의 해외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해당시장의 성장성,
시장규모, 자사의 진입역량, 해당시장의 경쟁강도, 그리고 사업진출의 소요되는 자
금의 규모의 순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국 내 게임산업의 사업 분
야별 매력도를 분석하여 볼 때, 성장성과 시장규모, 경쟁강도 분야에 높은 가중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67.3점) 평가되었으며, 진입강도와 투자규
모 부문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PC게임 분야가 중간(48.7점)으로, 그리고 상대적
으로 전반적 평가 지수가 낮은 아케이드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36.3
점). 이를 사업 매력도에 관한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사업전망 매트릭스

사 업 매 력 도
진 입
능 력
높 음

진 입
능 력
중 간

진 입
능 력
낮 음

높 음

사 업 매 력 도

중 간

사 업 매 력 도

낮 음

온
온라
라인
인
게
게임
임
PP CC 게
게임
임
아
아케
케
게
게

이
이드
드
임
임

<필자작성 표 6>

각각의 사업부별로 평가하였을 때, 가장 사업매력도가 높으면서 시장진입역량이
높은 부분은 온라인 게임분야였고, PC게임 분야는 진입역량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
매력도가 낮으며, 아케이드 게임분야는 국내기업의 진입역량이 낮고 사업의 매력도
도 중간 이하로 낮게 평가되었다.

Ⅲ. 해외진출시 고려요인 평가

1. 연구 방향성
위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게임업체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다수의 한국게임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해외시장 진출에는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따른다. 현지 문화와 정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과에 따른 자금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요소
를 지각된 고려 요인으로 정의하고, 해외진출 각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고려요인들
이 존재하며, 그러한 개별적 고려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러한 각 단
계별 위험요소와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별기업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는가를 분
석하기로 하겠다.

<연구 모델>

중 국 시 장 진 출 에 있 어 서 의 고 려 요 인
(T y p e 1 ,2 ,3 ,4 ,5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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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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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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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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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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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
서비
비스
스
인
인프
프라
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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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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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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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익
익창
창출
출

또한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처하는 고려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정책에 대해 업계의 입장에서 어떠한 실효성을
평가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업체가 해외 진출에 겪게되는 어려움의 요인을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하고 설문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정, 분석하였다. 연구의 객관
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개별집단의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과 정보수집능력의 한계
로 인하여 소수의 업계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203 방식의 설문을 채택하였
다. 따라서 본 모델의 객관적 타당성 204 의 검증여부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미리
인지하는 바이나, 실제 해당분야의 관련인력의 견해제시를 통하여, 국내게임업체의
일반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내용을 제시한다.

3. 자료 수집
(1) 수집 방식 : 해당업체 관계자에 대한 전화 & 방문 인터뷰
(2) 표본 집단 : 중국시장진출을 계획중이거나,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 게임 업체의
사업 담당자 (실무진급 인원 총 6개 사 6명)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업계예비 조사를 통하여 중국현지의 온라인게임관련
사업을 기획, 진행중인 업계 6개를 선정하여, 담당 실무자와 개별인터뷰 요청을 통
하여 방문·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각각 2-3 차례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처리
일반적인 변량처리과정을 거치지 않는 관계로 가설의 설정·검증관계 단계는 생략
하고, 분석된 결과요인을 대상으로 탐색연구를 진행하였다. 게임업체가 해외사업을

203

) 이학식,『마케팅 조사방법론』, 2001, 심층인터뷰(Depth Interviews) : 면접원이 1명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한 탐사 방식에 의하여 설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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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의 정도.

기획·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수의 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여러 Type의 요인으
로 분석하고 각 Type별 요인들이 개별 사업 단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
다는 전제 하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5. 탐색 및 기술적 연구

1) 각 요인별 Type 분류

구 분
TYPE 1

요인의 성격

문제 요인의 예

업체의 해외사업 운영에 있어 - 수출 및 해외진출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서 제기되는 정보와 노하우의 - 해외업체접촉 및 접근 루트의 부족

정보의 부족으로 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 업체 - 자사컨텐츠의 해외 진출 적합성 파악
인한 문제

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빈번히 - 컨텐츠 해외 홍보의 기회부족

TYPE 2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편성, - 투입대비 예상수입 미흡
조달, 운용하는 과정에서 야기 - 예상사업 비용의 과다지출

자금운용·수익과 되는 문제사항, 한정된 기업내 - 송금 및 수익분배 문제
관련된 문제

TYPE 3

부의 자금의 한계성과 수익의 - 장기적 수익모델 구축가능여부
서비스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 현지어 번역 및 프로그램 수정문제
와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 서버 및 현지 시스템 관리문제

기술·시스템적

서 야기되는 문제로서 기술적

문제

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

- 제반 인프라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문제

TYPE 4

해외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 - 현지파트너와의 이해관계 조율
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업 전반 - 업체간 문제 발생 시 적합한 해결

비즈니스· 운영에 적 운영과정에서 야기되는 문
관한 문제

제

TYPE 5

가능여부
- 장기적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문
- 정부정책 및 규제 관련

해당국가의 특수한 문화·제도·
- 현지 자금 및 인력조달 가능여부
정치체제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해당국가 특수

- 회사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문제
문제

환경과 관련된

- 사회·체제적인 문제

<필자작성 표7>

. 앞에서 언급한 개별 Type별 요인은 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일정 단계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러한 요
인들을 통제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기업의 한정된 역량의 문제로 각 단
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행위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업의 해외
진출의 과정을 4단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2) 해외 진출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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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조사와 진출계획단계
해외 사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기업은 자사의 컨텐츠를 서비스할 목표시장
선정 후에 그 시장에 대한 조사단계를 통하여 해외사업의 적합성과 기대 수익 등의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다. 가장 많은 정보의 양이 필요한 단계로서, 업체 내부자원
205

의 정보 활용이외에도 직·간접적 조사를 통하여 지각된 위험206 및 불확실성 요소

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목표이다.

▷ 인터뷰를 통한 단계별 고려요인 설문 ◁
* 인터뷰 대상 : 중국 진출업계 사업 담당자 6명
* 제기된 문제 : 각 단계별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문제요인
* 관련

Type : 제기된 문제와 연관된 Type 규정 (중복가능)

205

)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의 축적하고 있는 인적, 물적, 정보적 자원.

206

) 김인호,『경영학연구 방법론』, 1995. :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중에서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

* 응답자 수

: 각 문제별로 제기한 인원의 수

제기된 문제

관 련 응답자수
T

1

5

적절한 해외 파트너의 탐색과 파트너의 신빙성

1, 4

3

3

수출 및 해외 진출절차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문제

1, 5

2

4

진출방식에 따른 장단점 파악

1

1

5

외국어버전으로의 전환과 현지 환경에서의 서비스 가능여부

3, 5

3

6

해당국가의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보조사여부

1

3

7

해당국가의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보조사

1

2

8

중국정부의 정책규제로 인한 서비스 가능여부

1, 5

2

9

자사제품의 해외시장 홍보 방법

1

3

10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비용문제

2

2

1

해당국가의 진출 시 시장성 여부

2

26

총 응답 횟수

<필자작성 표 8>

(2) 파트너 교섭·계약 단계
시장조사가 완료되면, 적절한 현지의 협력업체와 협상·계약의 단계를 통하여 파트
너 관계를 맺게 된다. 국내 업체가 해외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여 현지의 인프
라와 업체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식도 있고 반대로 현지의 온라인 게임서비
스 제공역량을 가진 업체에게 자사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207도 있다. 규모가 크
고, 국내의 기반을 가진 업체일수록 전자의 방식을 선호하고, 서비스의 경험이 없는
업체일수록 후자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 어떠한 방식이던 간에 현지 업체와의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고 그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계약의 단계가 필
수적이다. 이는 향후 서비스의 권한과 책임소재, 그리고 수익분배에 이르기까지를
공식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과정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207

) 개발된 게임 컨텐츠만 라이센스 방식으로 수출하고, 제반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은 현지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

제기된 문제

관련 Type

응답자수

1

협상 전문 인력의 부족

4

3

2

협상·계약 단계에 있어서의 언어적 장벽

4

2

3

국제적 계약 표준화와 계약내용의 공증가능여부

1, 4

1

4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의 협상가능여부

4, 5

4

5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문제

4

4

6

유리한 협상조건의 도출

4

2

7

투자 조건·금액의 명시화

2

2
18

총 응답 횟수

<필자작성 표 9>

(3) 서비스 인프라208 구축단계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관계와 계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현지 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의 자산과 내부자원을 현지로 이전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의
시스템에 맞는 운영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자원의 조달·투입·배분과정을 정하게
된다. 실제적 서비스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단계로 정의한다.

제기된 문제

관련 Type

응답자수

1

개별 파트너와의 업무 조율문제

4

2

2

서비스 소요자금의 투입 문제

4

3

3

컨텐츠의 현지화·번역 문제

3

1

4

현지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적응 문제

3

3

5

국내인원 파견 및 체류에 관한 문제

4

3

6

현지 인원 채용 문제

4

4

7

현지 자금 조달 문제

2

2

8

장비·유형자산의 구매 관련 문제

2

2

9

과금 관련 시스템 구축

3

3

총 응답 횟수

23

<필자작성 표 10>

(4) 서비스 운영과 수익 창출의 단계

해외진출의 마지막 단계로 투입된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투입 대비 산출되는 수익여하에 따
208

) 현지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과금, 운영 시스템 및 제반 인력과 장비.

라서 전체적인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운영 및 마케팅에 관련된 자원
이 가장 많이 소요 209 되는 시기이며, 투입 → 산출 → 재투입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수익을 증대시킨다.

제기된 문제

관련 Type

응답자수

1

마케팅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

4

2

2

마케팅 방식의 현지 적합성 검증의 문제

1

1

3

수익가능 규모의 회원 확보 가능문제

4

3

4

경쟁사 대비 차별화에 관한 문제

4

2

5

발생 수익의 송금문제

2

1

6

장기적인 서비스 지속가능 문제

5

2

7

투입자원 회수 가능시기 분석

2

3

8

사업 철수 가능여부

4

2
16

총 응답 횟수

<필자작성 표 11>

3) 결과 분석

▶ 결론 1: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고려요인 Type의 빈도는 다르다.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시장조사/기획

20

2

3

3

5

교섭/계약

1

2

0

12

4

서비스 준비

0

6

7

7

0

서비스 운영

1

4

0

10

2

Total

22

14

10

32

11

<필자작성 표 12>

전체적으로 각 단계에 고르게 나타나는 위험요인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인은 다르다. 이는 각 단계별로 특정 Type의
고려요인이 편중되어 발생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 결론 2 :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고려요인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209

) 중국현지의 낮은 고속망 속도 관계로 오프라인에서 게임인스톨이 가능한 CD를 제작, 지속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중국시장진출 2001년 사례 발표. (액토즈 소프트)

성향을 가진다.
단계·구분

주요 발생 Type

발생 Type의 원인

시장조사·기획

Type 1

정보의 부재

교섭·계약

Type 4, 5

비즈니스 운영상의 문제

서비스 준비

Type 2, 3, 4

자금/수익과 연관
기술/시스템적 측면
자금/수익과 연관
서비스 운영

Type 2, 4 ,5
비즈니스 운영상의 문제

Boldface → Main Factor

<필자작성 표 13>

시장조사와 기획단계에서는 정보의 부재로 인한 문제요인이 가장 큰 빈도로 고려
되며, 또한 현지 국가의 특수적 요인 210 에 관한 문제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즉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시장과 사업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에 가장 많은
애로점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계약 및 교섭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문제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준비와 운영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Type 1의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2, 3, 4의 요인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 결론 3 :전체적으로 Type 4 와 Type 1의 요인의 순서로 고려 비중이 높으며, 사
업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Type1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Type
4의 비중이 높아진다.

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위험요인은 사업·운영
상의 요인과 정보의 부족에 관한 요인이다. 사업 초기단계의 조사단계에서는 정보
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점이 가장 높으나 점차 사업의 단계를 지남에 따라 실제적인
계약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0

) 동북아 포럼,「중국시장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1999. :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제도적, 체제적 위험요소의 비중이 크다.

시 장 조 사 /기 획

계 약 /협 상

t1

t4
t5
t2

t3

서 비 스

t2

t5
t1

t4

준 비

t3

서 비 스

운 영

t4
t1

t2

t4
t5

<필자작성 표 14>

4) 각 사업 단계에 있어서의 통제 대안들

(1) 사업기획·시장조사 단계

▶ 고려요인 :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여야 한다.
어떠한 사업이든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통제
가능할수록 사업의 성공여부는 증가한다. 211 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보의 불확실성으
로 인한 고려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방식의 정보수집과 방향의 설정
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정보의 주요 취득 루트

211

) 김인호,『디지털시대의 기업경영원리』, 진영사, 2001.

정보 취득 경로
1
2
3
4
5
6

업계 내의 축적된 선행 사업/자료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업체
현지 에이전트
정부산하기관/컨설팅
자체 조사단 파견
기타 경로

사용 빈도

정보의 신빙성

3.2
3.6
3.6
2.0
1.6
4.0

4.0
3.0
2.4
3.8
4.2
2.4
<필자작성 표 15>

사용빈도 : 1 (사용하지 않음) - 5 (매우 자주 사용)
신 빙 성 : 1 (신용하지 않음) - 5 (매우 신용함)로 분류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업계 내에서 주로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루
트는 현지 에이전트나, 파트너쉽을 맺고있는 업체, 그리고
기타경로(인터넷, 문헌조사)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자체적 조사나 정부 산하기관의
컨설팅의 경우는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의 신용도에 대
해서는 자체조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에이전트를 통한 조사를 가장 낮게 평가했
다. 직접조사의 경우는 신용도가 높지만 부가적인 비용이 높은 관계로 선호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며, 에이전트에 대한 신용도가 낮은 것은 업계에 보고된 전문가를
사칭한 에이전트들의 폐해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

자료나

직접 조사된 자료에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하는데 비하여, 다른 루트를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낮은 신용평가를 하였다. 정부 산하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교
적 높은 신용평가를 하면서도 이용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절한 정보의 구비나

접근의 용이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체결·협상단계

계약·협상의 루트
계약·협상의 루트

사용빈도

만족도

1

자체인력

4

3.5

2

파트너 업체의 도움

2

3

3

에이전트

3

2.5

4

법률/자문업

1

3

5

정부지원기관

2

4
<필자작성 표 16>

사용빈도 : 1 (사용하지 않음) - 5 (매우 자주 사용)
만 족 도 : 1 (매우 불만족 ) - 5 (매우 만족)

계약 협상 단계에 있어서 에이전트와 자체 인력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비즈니스·운영에 관한 위험요인을 많이 인지
하면서도 자체적인 능력과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의 지원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빈도
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3) 서비스 준비단계

1
2
3
4

해결 방식

기술·시스템 요인

자금조달요인

내부적 해결
현지 파트너 업체의 도움
아웃소싱·금융기관
정부지원사업

4.2
2.4
3.2
4.0

4.2
2.4
2.8
4.2
<필자작성 표 17>

사용빈도 : 1 (사용하지 않음) - 5 (매우 자주 사용)

기술적·시스템적 문제,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기관의 이용빈도와 자
체 해결 방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컨텐츠에 대한 번역·시스템·융자 등의

지원사업 등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 운영단계

컨텐츠의 성공적인 시장진입 후에는, 사업모델로서의 수익 창출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된 수익을 적절한 시기에 투자·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의 확립이 필요
하다. 이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현지 파트너와의 문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약
정 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적 지원 사업과 실효성 평가
각 Type별로 발생된 문제요인 해결에 사용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를 설문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1) Type 1, 5 의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제도
사업명

사업목적

시행기관

이용여부

실효성 평가

해외 진출

해외시장 및

정보 통신부

2

4

해외전시

시장조사

게임산업개발원

4

5

통계 DB 운용

마케팅 시장자료

첨단게임산업협회

4.5

4

해외진출 로드쇼

우수컨텐츠의

문화컨텐츠진흥원

3

3

정보자료실 지원

오프라인 자료실

게임산업 개발원

2.5

1.5

사용빈도 : 1 (사용하지 않음)

- 5 (매우 자주 사용)

<필자작성 표 18>

실 효 성 : 1 (매우 필요 없다) - 5 (매우 필요하다)

정보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부의 지원제도에
는 정보 DB운영, 해외전시 및 시장조사단 파견, 오프라인 자료실 운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기관은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이었으며
그 외 첨단게임산업협회(정통부 산하), 문화컨텐츠진흥원 등이 있었다. 온라인 DB

운영에 가장 높은 이용도와 실효성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관별로 별도의 DB를 운
영함으로 인해 정보의 탐색접근의 실효성이 낮다212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Type 1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화한 통합 게임DB
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Type 2, 3 의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제도
사업명

사업목적

시행기관

이용여부 실효성 평가

핵심기술이전사업

게임 핵심기술 이전·지원

게임산업개발원

2

3

다국어번역지원

현지어 번역비용 제공

게임산업개발원

2

4

정보화촉진기금

마케팅 시장자료 제공

첨단게임산업협회

3

3

문화산업진흥기금

우수컨텐츠의 소개·홍보

문화컨텐츠진흥원

4

3.5

게임 엔큐베이팅

서버 및 테스트 인프라지원

게임산업 개발원

3

4

<필자작성 표 19>
사용빈도 : 1 (사용하지 않음)

- 5 (매우 자주 사용)

실 효 성 : 1 (매우 필요 없다 ) - 5 (매우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술/자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다국어 번역사업이나. 게임 엔큐베이팅 213 사업처럼, 사업진행단계의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 사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게임업체의 접근이 용이한 문산 기
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Type 4 의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제도

Type 4의 요인은 전체적인 빈도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全단계에 있어
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 중에 이러한 Type의 요
인에 대응할 만큼 적합한 것은 없었다. 이는 업체간 사업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
212

) 게임산업 개발원의 정보 자료실의 경우 센터 내 입주를 제외하고는 열람만이 가능하여 상대
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심층인터뷰 내용 인용)

213

) 게임산업 개발원에서 2001년부터 운영중.

제를 정부가 관여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
의 결과 이러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제시 대안

대응하는 문제

대응 방식

현지 법규/제도 협상

현지 사업의 규제/제도

현지의 불리한 규제를

Law/마케팅 컨설팅

현지 마케팅/사업운영

현지전문가를 통한

정부의 인증/ 법적 보증

현지에서의 신용도 문제

우수업체에 대한 정부의
<필자작성 표 20>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1) 중국 온라인 게임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
러한 추세는 잠재적 수요가 충족되기까지 걸리는 3 - 5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
다.

- 중국의 게임산업은 PC 게임 위주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그 비중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연해도시부터 시작된 인터넷 고속망과 인터넷 PC방의 보급이 주된 이유이지
만, 온라인 컨텐츠 분야가 불법복제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특성을 고
려한 업계들의 관심 또한 잠재적인 수익창출의 모델로서 온라인 게임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이다.
- 게임포털사이트의 확산, 편중된 장르 214 의 다각화, 문화컨텐츠 시장확대 등 현재 중국게
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Trend 요인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 컨텐츠 보호정책으로 인한 중국현지 기업의 성장과 시장 선점을 노리는 해외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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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ing world』, 2000. 8. : 무협 RPG 장르의 출시 비율이 전체 대비 55% 차지.

잇따른 시장진출로 인하여 현재의 경쟁구도는 더욱 고도화되어 갈 것이다.

(2)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의 성장은 온라인 게임 개발과 서비스운영에 있어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업체에게 잠재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시사해준
다.

- 협소한 온라인 게임시장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은 신
규시장 개척의 대안으로 중국시장을 선택하고 있다.
- 국내 업체 이외에 미주, 일본, 대만·홍콩계 외국 기업이 중국시장 선점을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업체는 타 국가의 업체에 비하여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분야의 강점
을 가지고 있다.
- 사업 매력도 분석결과 높은 시장진입능력과 시장 매력도를 가진 온라인 게임 분야가 국
내 게임 업계의 가장 경쟁력 있는 진출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3) 중국시장진출에 있어서 업계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요인은 5개의 Type으로 분
류 될 수 있으며, 개별 Type의 문제요인은 진출단계별로 상이한 빈도로 발생된다.

- 각각의 문제요인은 정보의 부재(Type 1), 자금·수익의 문제(Type 2), 기술·시스템적문
제 (Type 3), 비즈니스·운영의 문제(Type 4), 국가 특수성의 문제(Type 5)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의 4단계(시장조사기획 → 파트너교섭·계약 → 서비스인프라구축 →
서비스운영)의 단계에 있어서 상이한 빈도로 발생한다.
- 전체적으로 Type 4와 Type 1의 요인의 순서로 비중이 높으며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상
대적으로 Type 1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 수록 Type 4의 비중이 높아진다.
- Type 2, 3, 4 의 요인은 사업 초기를 제외한 전반적인 단계에 있어서 고르게 발생한다.

(4) 통제 대안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
되어진다.

- 사업기획단계의 주요 문제 요인은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정보취득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해외시장에 대한 취득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취득정보와 내부정보를 높게 평
가하지만, 기업자원의 한정성과 높은 비용요인으로 인하여 외부 획득정보를 대안으로 활
용한다.
- 외부 획득정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부·공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신빙성과 활
용도 측면에서 여타 방식의 취득정보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취득하게 되는 빈도는 낮은
편이다.
- 해외 사업의 협상과 계약단계에서 기업은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공
적인 기관의 경우 활용도는 낮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에이전트는 사용빈도
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5) 정책적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지원 분야와 사업운영 분야
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정보지원 분야에 있어 온라인 DB가 오프라인에 비해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았다.
- 정책지원부서가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음에 대해 업체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정
보지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 기술적·자금지원 분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 사업운영· 컨설팅 등의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 정책적 함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 온라인게임이 중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요인
의 빈도 추세와 그러한 문제요인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정부지원 정책의 활용도에 대
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선행과제와 정책적 지원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도
록 하겠다.
(1) 중국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의 선행

첫째, 중국게임 산업의 주된 변화 요인인 중국정부의 정책과 제도변화에 대한 정
확한 분석과 예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구체화된 데이터와 시장 정보가
미진한 중국현지 시장의 특성상 충분한 사전탐색과 사업성 분석은 필수적이다.

(2) 중국 현지시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 강구
규제 일변도의 중국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상대적
으로 낙후된 수준의 인프라를 적절히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중국 게임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서비스 개발
온라인 게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현지 게임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제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마케
팅·가격전략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4) 단계적인 진출전략 필요
시장의 잠재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성장추이에 맞는 수준의 단계적 진
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OEM이나 자본 투자식의 우회전략215도 가능하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만·홍콩계의 기업과 합작하여 그들의 인프
라 기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시장조사 및 중국 현지 사업의 이해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
다.
(6) 만족도에 비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부지원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
부 정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게임산업의 지원채널을 단일화하여 업체들의 접근성
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7) 전반적인 단계를 포괄한 지원보다는 일정단계에 특화된 정책이 업계 활용도와

215

) 김인호, 『전력경영 동태론』, 1995. : 직접적인 공략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의 소극적 전략을 채택한다.

만족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첨부자료 : 보표 1

기업 규모

상장여부
기업형태

현지
중국진출단계

(KOSDOQ)

사업기간

자본금

직원수

A사

24억

110

개발/유통

상장

서비스 운영

3개월

B사

13.5억

35

개발사

비상장

협상/계약

-

C사

35.5

120

개발/유통사

비상장

서비스 운영

1.2년

D사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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