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335

중국 게임 순위 및 동향
단효운○, 전진선*, 김수균*, 김석훈**, 정진영*** ,안우영***

○*배재대학교 게임공학과
**수원여자대학교 모바일미디어과
***대전보건대학교 바이오정보과

e-mail:nicesk@gmail.com,vambition@paran.com, jyjung@hit.ac.kr, wyahn@hit.ac.kr,  

Game Ranking and Trend in China
Duan Xiao Yun*, JinSun Jeon*, SooKyun Kim*, SeokHun Kim**, JinYoung Jung*** 

and WooYoung Ahn***

*Dept. of Game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ept. of Mobile Media, Suwon Women's College

***Dept.of BioInformation,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 요   약 ●  

중국의 게임 시장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들은 중국 수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

고,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2011년 성장률은 클라이언트용 19.5%, 브라우저 게임 76.6%, 
모바일 게임 성장 41.8%을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및 PC게임 시장 동향에 대해 분

석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키워드: Mobile Game, PC Game, Game Ranking

I. 서 론

매년 중국에서는 수많은 게임들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모바일 

게임은 해마다 5,000개 이상이 개발되고 있다. 중국 게임시장의 경

쟁은 매우 치열하고, 단기간에 양질의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1]. 본 

논문은 중국 게임 시장에서 인기 있는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한국 개발업체에서 제작한 게임의 순위와 영향

력에 대해 설명한다.

II. 본론

2.1 PC 게임시장

중국의 게임 시장은 주로 온라인 게임시장, PC게임시장,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2012년도 중국 게임시장의 온라

인게임은 569.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게임은 여전히 

중국 게임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온라인게임 개발 동향

은 아직도 롤플레잉 게임(MMORPG)이 아직도 지배적이다[1].
그림 1에서와 같이 중국 PC게임은  MMORPG 게임이 압도적으

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내 PC게

임 1위와 2위 게임은 한국 개발업체인 NCSOFT의 블러드 앤 소울

과 길워드 2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게임 개발업체들은 점차적

으로 e-스포츠게임 전략을 바탕으로 수입된 게임들의 현지화 대신 

새로운 게임을 직접 개발하면서, 중년층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게임시장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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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게임 순위 (2013)

Fig. 1. PC Game ranking in China 

게임 종류 개발사 서비스회사

1 MMORPG  NCsoft Tecent

2 MMORPG ArenaNet KONG

3 MMORPG  SOE

4 MMORPG Tecent Tecent

5 MMORPG ZeniMax

6 　ARPG NetEase NetEase

7 MMORPG Squar-Enix SHANDA

8 MMORPG  NCsoft

9 MMORPG EYEDENTITY SHANDA

10 MMORPG PearlAbyss

표 1. PC게임 순위에 따른 개발사 및 서비스회사

2.2 모바일 게임시장

가볍고 편리한 모바일 게임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PC게임과 다른 장점은 게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재 차이나 유니콤이 서비스

를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WIFI, 4G 통신을 통해 빠른 속도로 공용 

인터넷 장소를 제공하여 더 많은 모바일 게임 사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의 발전하게 되었으

며, 특히 모바일 게임의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첫째 

모바일 게임 개발은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되어, 고성능 휴대전화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다. 둘째 캐주얼 게임 플레이어의 심리적 요구

로, 운영적 플레이 모드, 온라인 멀티 플레이어경쟁, 친구목록을 관

리하기 쉽게 하기위한 인터페이스의 간단한 조작감으로 편리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모바일 게임은 게임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2는 중국내의 모바일 게임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3]. 특히 Tencent의 위챗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친구끼리 공유가 가능한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온라인 게임 시장 및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 내에서 온라인 PC 게임의 경우 

현재 MMORPG 게임이 여전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의 이동성과 편리성은 고속 네트워크 환경의 성장과 더불어 모바

일 게임 시장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의 높은 성장률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개발에서는 

온라인게임 시장보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모바일 게임 순위 (2013년도)

Fig. 2. Mobile Game rank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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