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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7월 1일(토) ~ 7월 31일(월)

 2. 모니터링 대상

   -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 전체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및 캡슐형 유료 아이템 미판매 게임 제외

  3. 주요내용

   m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준수여부 확인

    - 개별 확률 및 아이템 목록 공개, 합산 / 최대 - 최소 확률 공개 시 추가 

조치 이행 확인 등

주 요 준 수 항 목

1 o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게임 내 등에 안내

2 o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 모두 공개(모든 아이템의 명칭, 등급 등 표기)

3 o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등급별 합산 또는 최대⦁최소 구성 비율 공개

4

o 3번과 같이 등급별 합산 또는 최대 - 최소 구성 비율 공개 시 아래의 항목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

가.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 아이템 등 보상 지급

나. 희귀 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다. 희귀 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최소 월1회)

5 기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운용 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대상 온라인 모바일

기준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전국표본PC게임사용량’ 1~100위

게볼루션 (www.gevolution.co.kr)

모바일 게임 종합순위 1~100위

대상게임 41개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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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율규제 준수율 현황

구 분 7월

전체

　전체 준수율 65%

온라인 88%

모바일 52%

회원사

및

비회원사

회원사 준수율 91%

온라인 92%

모바일 89%

비회원사 준수율 13%

온라인 33%

모바일 11%

인기 순위별

1~10위 준수율 　

　 온라인 83%

　 모바일 70%

11~50위 준수율

　 온라인 100%

　 모바일 60%

국내 및 해외

개발사별

국내 개발사 79%

　 온라인 89%

　 모바일 71%

해외 개발사 32%

　 온라인 83%

　 모바일 21%

플랫폼별

온라인게임 준수율 88%

　 준수 게임물 수 36 종

　 미준수 게임물 수 5 종

모바일게임 준수율 52%

　 준수 게임물 수 38 종

　 미준수 게임물 수 35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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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 전체 게임물 준수 현황

  - 7월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 114개(온라인 41개, 모바일 73개) 중 

74개 게임물이 준수, 65%의 준수율을 보임

<전체 게임 준수율>

준수 게임 미준수 게임

74

40

<7월 전체 준수율>

  - 자율규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중소게임업체 및 해외 

개발사가 적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자율규제 가이드 및 우수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하여 자율규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구 분 준 수 미준수 합 계

게임 수 74개 40개 114개

준수율 65% 35% 100%

6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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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및 비회원사 준수 현황

  -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 중 협회 회원사 게임은 76개이며, 이 중에서 

69개 게임물이 준수, 91%의 준수율을 보임

구 분 준수게임 미준수 게임 준수율

온라인 35 3 92%

모바일 34 4 89%

전체 69 7 91%

<회원사 준수율>

  - 회원사 준수 현황과 반대로, 비회원사 게임 38개 중 5개 게임물이 준수, 

13%의 준수율을 보임

구 분 준수게임 미준수 게임 준수율

온라인 1 2 33%

모바일 4 31 11%

전체 5 33 13%

<비회원사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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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비회원사

91%

9%

13%

87%
준수

미준수

<회원사 및 비회원사 준수율>

  - 회원사 외의 신규사업자, 중소규모 게임업체 및 해외 개발사의 경우 자율규제 

적용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게임산업에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 독려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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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기 상위 게임 준수 현황

  - 온라인 : 대상 게임물 20개 중 19개 게임물 준수, 95%의 준수율을 보임

  - 국내 개발사 게임의 경우 대부분 자율규제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으며 

해외 및 중소기업 개발 게임 일부가 아이템 결과물 리스트 미공개 등으로 

인해 미준수로 분류, 상대적으로 1위~10위권 준수율이 낮게 반영

<온라인 인기 상위 게임별 준수율>

순위 준수게임 미준수 게임 준수율

1위~10위 5 1 83%

11위 ~ 50위 14 0 100%

전체 19 1 95%

  - 모바일 : 대상 게임물 40개 중 25개 게임물 준수, 63%의 준수율을 보임

  - 1위~10위 게임물의 경우 국내 개발사 게임은 70%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

개발사 게임물은 미준수 상태였으며, 11위 ~ 50위권 게임 또한 해외개발사 

게임물이 미준수로 확인

<모바일 인기 상위 게임별 준수율>

순위 준수게임 미준수 게임 준수율

1위~10위 7 3 70%

11위 ~ 50위 18 12 60%

전체 25 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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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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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및 해외 개발사 준수 현황

  - 국내 : 대상 게임물 80개 중 63개 게임물 준수, 79%의 준수율을 보임

  - 국내 개발사는 해외 개발사에 비해 약 45% 이상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미준수 게임물 일부는 개발 및 업데이트 일정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됨

구 분 준수게임 미준수 게임 준수율

온라인 31 4 89%

모바일 32 13 71%

전체 63 17 79%

<국내 개발사 준수율>

  - 해외 : 대상 게임물 34개 중 11개 게임물 준수, 32%의 준수율을 보임

  - 해외 개발사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보다는 특히 모바일 게임의 준수율이 

낮은 상황이며, 이는 플랫폼의 특성 및 해외 개발사라는 점에서 저조한 

결과로 보여 참여 독려 방안 모색이 필요함 

구 분 준수게임 미준수 게임 준수율

온라인 5 1 83%

모바일 6 22 21%

전체 11 23 32%

<해외 개발사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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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개발사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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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랫폼별 준수 현황

  - 온라인 : 대상 게임물 41개 중 36개 게임물 준수, 88%의 준수율을 보임

  -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대다수가 홈페이지를 통한 확률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준수 게임물 일부는 개별확률, 합산확률 등은 공개하고 있으나 

추가조치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 분 준 수 미준수 합 계

게임 수 36개 5개 41개

준수율 88% 12% 100%

<온라인 게임 준수율>

  - 모바일 : 대상 게임물 73개 중 38개 게임물 준수, 52%의 준수율을 보임

  -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플랫폼 및 게임 특성상 서비스 기간이 짧고 순위

변동이 잦아 신규 서비스 게임 또는 해외 개발사 게임의 경우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준수율이 낮은 현황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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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별 준수율>

구 분 준 수 미준수 합 계

게임 수 38개 35개 73개

준수율 52% 48% 100%

<모바일 게임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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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의 확률형 아이템 7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대표전화 : 02) 2058-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