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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 강신철 협회장 연임 확정

- 제 15차 정기총회 진행…회원사 관계자 참석

- 2021년까지 2년 간 협회장 임기 연장 의결

- 게임 긍정 인식 제고 활동 적극 전개

- ‘지스타 2019’, 11월 14일 부산 벡스코 개최

강신철 협회장이 다시 한 번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를 

대표하게 됐다.

K-GAMES는 2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서울 호텔에서 제 1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 협회장을 비롯해 네오위즈, 넥슨코리아, 넷마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총회는 15회째를 맞아 협회장 연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했으며, 협회 정관에 의거한 의결 절차를 거쳐 강 협회장의 연임(9기)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 의결에 따라 강 협회장은 지난 4년(’15년 7기 회장 

취임 – ’17년 8기 회장 연임)에 더해 오는 2021년까지 2년 간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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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는 그 동안 국내 게임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 및 국회와 함께 산업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으며 대한민국게임포럼 발족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임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긍정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신설 논의에 대해서는 해외 협․단체와 공조 강화 및 폭 넓은 

연구 사업 등을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강 협회장은 직전 임기와 동일하게 지스타조직위원장도 겸임한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는 11월 14일부터 

4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K-GAMES는 지난달 개최지 중간평가

에서 향후 2년 간 부산 개최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게임산업을 대변

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중책을 다시 한 번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협회가 회원사, 그리고 업계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빈자리 없이 채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의 규제 개선 노력들이 산업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게임이 가진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지스타’ 역시 온가족이 게임

으로 하나 되는 대표 문화행사로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즐길거리로 

매년 새롭게 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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