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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

게임이용자보호센터 / 2018. 11.

□ 개요

  1. 기간 

   - 2018년 10월 1일(월) ~ 10월 31일(수) 

 2. 대상
 

   -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 전체 

  3. 주요내용
 

   m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준수여부 확인

    - 개별 확률 및 아이템 목록 공개, 구간/합산 확률 공개 시 추가 조치 진행 등 

   

대상 온라인 모바일

기준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전국표본PC게임사용량’ 1~100위

게볼루션 (www.gevolution.co.kr)
모바일 게임 종합순위 1~100위

대상게임 76개 78개

주 요 준 수 항 목

1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내 안내 또는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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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료아이템만을 사용하여 강화/합성을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게임 내 시스템으로 구현 또는 별도의 링크, 배너,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을 것

4 기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운용 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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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월 10월 증감

전체
　준수율 64.6% 70.8% 6.2%p

온라인 80.5% 84.2% 3.7%p

모바일 50.0% 57.7% 7.7%p

개발사

 
국적별

국내업체 75.2% 77.9% 2.7%p

　 온라인 80.0% 83.8% 3.8%p

　 모바일 67.4% 68.9% 1.5%p

해외업체 39.6% 51.2% 11.6%p

　 온라인 85.7% 87.5% 1.8%p

　 모바일 31.7% 42.4% 10.7%p

순위별

1~50위
　 온라인 86.1% 94.3% 8.2%p

　 모바일 61.7% 59.1% -2.6%p

50~100위
　 온라인 75.6% 75.6% -

　 모바일 35.1% 55.9% 20.8%p

게임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회원사 87.2% 89.2% 2.0%p

온라인 84.5% 89.9% 5.4%p

모바일 92.1% 88.1% -4.0%p

비회원사 17.3% 21.4% 4.1%p

온라인 33.3% 28.6% -4.7%p

모바일 15.2% 20.0% 4.8%p

자율규제 준수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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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 전체 준수율

“ 자율규제 강령 개정 이후 전체 준수율 70.0%대 기록

“ 전월대비 10월 대상게임 수가 줄고 전반적으로 준수율 상승”

  -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 154개 중 109개 70.8% 준수

  - 전월대비 준수대상 게임물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준수율 6.2% 상승

구 분 준수대상(개) 준수게임(개) 준수율

10월 154 109 70.8%

9월 161 104 64.6%

<전체 게임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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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별 준수율 

  - 온라인 : 대상 게임물 76개 중 64개 84.2% 준수

  - 미대상 게임물 중 1종이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온라인 게임물 5종이 준수 전환으로 

인해 전월 대비 준수율이 3.7%p 증가함
 

구 분 9월 10월 합  계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게임 수 62개 15개 64개 12개 76개
준수율 80.5% 19.5% 84.2% 15.8% 100%

<온라인 게임 준수율>

  - 모바일 : 대상 게임물 78개 중 45개 57.7% 준수

  - 자율규제 미준수 대상 게임물이 감소하였으며, 신규게임 1종과 전월 미준수 2종

이 준수로 전환되어 준수율이 57.7%p로 증가함

구 분 9월 10월 합  계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게임 수 42개 42개 45개 33개 78개
준수율 50.0% 50.0% 57.7% 42.3% 100%

<모바일 게임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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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기 상위 게임 준수 현황 (1위~50위)

  - 온라인 : 35개 중 33개 94.3% 준수

  - 1~10위 내 전월과 동일하게 준수율 100%를 유지하였으며, 11위~50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들의 준수 전환 및 순위 변동으로 인해 준수율이 

증가함

순위
9월 10월

준수율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1위~10위 5 0 5 0 100%

11위 ~ 50위 26 5 28 2 93.3%

전체 31 5 33 2 94.3%

<온라인 인기 상위 게임별 준수율>

  

  - 모바일: 44개 중 26개 59.1% 준수

  - 11위~50위 내 자율규제 준수 게임물의 순위 변동 및 신규 미준수 게임물의 

유입으로 인해 준수율이 대폭 감소함

순위
9월 10월

준수율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1위~10위 6 4 7 3 70.0%

11위 ~ 50위 23 14 19 15 59.9%

전체 29 18 26 18 59.1%

<모바일 인기 상위 게임별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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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 국적별 준수율

  - 국내 개발사 게임 77.9%, 해외 개발사 게임 51.2% 준수

  - 국내 개발사의 경우 자율규제 준수 게임물의 유입으로 준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해외 개발사의 미준수 게임물의 순위변동으로 인해 자율

규제 준수율이 대폭 증가함

9월 10월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준수 75.2% 39.6% 77.9% 51.2%

미준수 24.8% 60.4% 22.1% 48.8%

<개발사 국적별 준수율>

9월 10월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준수대상 7 41 8 33

준수게임 6 13 7 14

준수율 85.7% 31.7% 87.5% 42.4%

<해외 개발사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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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비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율

  - 회원사 온라인 89.9% 모바일 88.1% 준수

  - 비회원사 온라인 28.6% 모바일 20.0% 준수

  - 회원사 준수율은 온라인 89.9%, 모바일 88.1%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비회원사의 경우 온라인 게임물은 미준수 게임물의 유입으로 준수율이 

감소한 반면 모바일 게임물은 미준수 게임물의 순위하락 등으로 준수율이 상승함.

회원사
9월 10월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준수대상 71 38 69 42

준수게임 60 35 62 37

준수율 84.5% 92.1% 89.9% 88.1%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율>

비회원사
9월 10월

온라인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준수대상 6 46 7 35

준수게임 2 7 2 7

준수율 33.3% 15.2% 28.6% 20.0%

<비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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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의견 

  - 자율규제 강령 개정으로 회원사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협회에서 전달 및 조치로 

준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비회원사의 경우 아직도 개정된 내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으로 자율규제 강령 개정에 대한 내용 전달 방안 대책 연구 및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