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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법적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사)한국게임산업협회/ 2018. 1.

□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법적 규제 현황

 o 現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류), 사행화 방지 취지로 法 규제 적용 중 (’14. 2. 시행)

   - 웹보드 규제는 자율규제 → 행정지침 → 자율규제 → 행정지침 → 법적 규제 형태로 변화
        * ’07~’09 관련 사업자들은 ‘사행성 자율규제 지침’, ‘불법환전신고센터 운영’, ‘그린게임캠페인(이용시간 제한)’ 등의 자율규제 실시
        * ’08~’11 문체부는 ‘풀베팅 방 자동베팅 폐지’, ‘보유한도 제한 및 베팅규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 시행

   - 現 월 구매한도, 1회․1일 이용한도, 자동베팅 금지, 분기별 본인인증 등 법적 규제 적용 中
<웹보드게임 법적 규제(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관>

현 시행령 규제(’16. 3月) 규제 도입 취지 규제 평가

가. 월 구매한도 50만원 사행적 이용 방지
· (부정) 사행적 이용 감소 논증 효과 분석 부재
· (부정) 구매한도는 기존 규제로 시행령 규제 효과로 보기 어려움
· (부정) 일괄적 한도 설정으로 인한 산업 성장 저해

나. 1회 게임 이용한도 5만원 
    (월 구매한도 1/10)

사행적 이용 방지

· (긍정) 고액판 근절을 통한 불법이용 욕구 감소 효과
· (부정) 동일 방식의 게임 양산 강제 →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 (부정) 매출 직결 규제, 게임 재미요소 반감
  * 실제 평균 1회 이용규모(1인 1회 1~2만원)<法 규제(5만원) 

다. 1일 손실한도 10만원(월 구매한도 1/5) 
손실 시 24시간 이용제한

게임과몰입 방지

· (부정) 규제 취지는 중독 방지, 결과적으로 가격 규제에 해당
· (부정) 이용자 불편 야기 → 이용자·매출 감소, 산업 둔화
· (부정) 구매한도 및 1회 이용한도 규제와 중복
· (부정) 규제 취지대로 미작동, 오히려 이용자의 불법환전 유발1)

· (부정) 기존 규정에서 절대값만 동일, 결과적으로 규제 강화
        (기존 월 구매한도 1/3→ 現 월 구매한도 1/5수준)

라. 상대방 선택금지(일부 예외 허용) 짜고치기/불법환전 차단
· (긍정) 게임머니 불법 환전 감소 효과
· (부정) 대전 원치 않는 타 이용자와의 게임 회피 불가

마. 자동베팅금지 사행적 이용 방지
· (부정) 1회 이용한도 대비 불필요한 중복 규제
· (부정) 규제 취지(사행적 이용 방지) 벗어나, 이용자 편의성 침해

바. 연 1회 본인 확인 사행적 이용 방지
· (부정) 가~라 목을 통한 사행화 예방조치가 강력하게 기 작동
· (부정) 접근방식의 통제로 사행성 통제와는 무관

사. 이용자보호방안 수립 게임과몰입 방지
· (긍정) 사행적 이용 및 과몰입 이용자 관리 (책임게임시스템) 도입
· (부정) 강력한 법정 규제의 존재로 사 목 도입 취지 퇴색

   * 웹보드게임 입법 규제 평가는 윤지웅, “웹보드게임 규제 분석”,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자료집, 2017.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 시행령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 제언 보고서”. 2015. 참조

1)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는 ‘다목’ 규제가 없다면 ‘가목’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나, ‘다목’ 규제로 인해 ‘불법
환전’을 시도하고, ‘가목’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됨. 특히 다목 규제 신설 전 이용자는 저렴하게 게임아이템을
구비하기 위해 ‘불법환전’을 하였으나, 신설 후에는 다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불법환전’을 하게 됨(전성민, “웹
보드게임 규제효과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 연구”,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 2017.11.17. 개최) 자료집, 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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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규제 산업적 영향 분석

 1.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 변화 분석

  o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법적 규제 前과 後의 차이 극명

   - 법적 규제 이전의 경우,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약 6천억원 규모

   - 규제 직후,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 70%(규제 前 6천억원→ 규제 後 2천억원) 급감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변화>

             * 출처 : 한국투자증권(산업 Note. 2017.1.9. 및 2016.7.12. 기업분석 보고서)

             * 동 보고서는 웹보드게임 장르의 경우,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

             * ’11 6,000억원을 상회하던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거듭되는 규제 도입으로 ’15 1,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다고 분석

               (’16 보고서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매출은 ’11 6,370억원, ’15 1,546억원, ’16 2,268억원으로 분석)

             * ’16. 3. 규제 완화 및 모바일 플랫폼 진출 본격화에 따라, ’16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0%이상 성장한 것으로 분석

  o 규제 및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웹보드게임 시장의 축소는 관련 사업자 매출 및 투자 감소 초래

   - 웹보드 게임사 게임부문 전체 매출 약 4천억원 감소

    ·’13 대비 ’14 웹보드 게임사 게임부문 매출 3,774억원 감소(규제 시행 1년 경과)

    ·’13 대비 ’16 웹보드 게임사 게임부문 매출 4,002억원 감소(규제 시행 3년 경과)

     ⇒ ’16 규제 완화가 관련 게임 시장 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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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게임사업 매출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619,844 491,521 416,159 472,928
B사 442,898 195,019 190,071 191,038
C사 31,916 30,726 27,808 30,503
계 1,094,658 717,266 634,038 694,469

증감(2013년대비) -377,392 -460,620 -400,189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공시자료 기준,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전체 매출 중, 게임 관련 매출(결제사업 매출 등 게임 비관련 매출 제외)의 합

         * 게임사업 매출은 웹보드게임 장르 이외 국내외 온라인/모바일 MMORPG, FPS, 캐주얼게임 등 게임 관련 매출을 의미

<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게임사업 매출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시행령 규제 이후, 국내 게임 및 해외 게임 매출 급감 (게임산업 경쟁력 저하)

    ·’13 대비 ’16 웹보드 게임사 국내 게임 매출 2,196억원 감소(36.7% 매출 감소)

    ·’13 대비 ’16 웹보드 게임사 해외 게임 매출 1,805억원 감소(36.4% 매출 감소)

     ⇒ ’13 규제 영향으로 웹보드 게임사의 국내외 게임 매출은 약 37%이상 감소

<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국내 게임 매출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431,641 295,725 245,171 274,320
B사 150,221 80,600 71,756 91,307
C사 16,391 13,652 12,784 13,013
계 598,253 389,977 329,711 378,640

증감(2013년대비) -208,276 -268,542 -2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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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해외 게임 매출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188,203 195,796 170,988 198,608
B사 292,677 114,419 118,314 99,731
C사 15,525 17,074 15,024 17,490
계 496,405 327,289 304,326 315,829

증감(2013년대비) -169,166 -192,079 -180,576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공시자료 기준,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게임 관련 매출 중 국내 게임 / 해외 게임 매출의 합

  - 시행령 규제 이후, 온라인 기반 성장 중심의 웹보드게임 시장 변화 초래

    ·’13 대비 ’14 웹보드 게임사 온라인게임 매출 4,355억원 감소(규제 시행 1년 경과)

    ·’13 대비 ’16 웹보드 게임사 온라인게임 매출 5,790억원 감소(규제 시행 3년 경과)

     ⇒ 법적 규제 영향으로 웹보드 게임사의 온라인게임 매출은 약 60.5% 이상 급감

<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온라인게임 매출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489,810 306,157 201,605 195,629
B사 434,590 183,923 169,789 151,231
C사 31,916 30,726 27,808 30,503
계 956,316 520,806 399,202 377,363

증감(2013년대비) -435,510 -557,114 -578,953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공시자료 기준,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게임 관련 매출 중 온라인게임(PC 웹보드 매출 포함) 매출의 합

    ·’13 대비 ’16 웹보드 게임사 모바일게임 매출 1,778억원 증가(매출 129% 급증)

     ⇒ ’13 이후 법적 규제 영향으로 온라인 매출 시장 규모는 대폭 감소

     ⇒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급증
          ※ 모바일 매출의 증가와 함께, 기존 유료아이템 판매 매출 이외 게임광고 매출 성장
          ※ B사의 경우, ’13 대비 ’16 광고 매출 수입은 27.6% 증가

     ⇒ 즉, 법적 규제는 온라인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반면, 규제 완화의 시장 회복 효과는 미미

<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모바일게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130,035 195,364 214,554 277,299
B사 8,308 11,097 20,282 39,807
계 138,343 206,461 234,836 317,106

증감(2013년대비) 68,058 96,493 178,763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2社 IR 자료

         * 공시자료 기준,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게임 관련 매출 중 모바일게임(모바일 웹보드 매출 포함) 매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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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온라인/모바일 게임 매출 비교> (단위 : 백만원)

[온라인게임 매출] [모바일게임 매출]

  - 시행령 규제 이후, 웹보드 게임사 영업이익 2,358억원 감소(영업이익율 81% 급감)

    ·’13 대비 ’14 영업이익 2,466억원 급감

    ·’13 대비 ’16 영업이익 2,358억원 급감

     ⇒ 법적 규제는 게임사업 영역에서 창출되는 본질적인 이익인 영업이익의 급감 초래

<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영업이익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178,892 11,290 54,342 26,368

B사 96,349 29,526 15,675 23,471

C사 14,628 2,479 7,663 4,202

계 289,869 43,295 77,680 54,041

증감(2013년대비) -435,510 -212,189 -235,828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공시자료 기준,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영업이익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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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에 따른 제작투자, 연구개발 및 고용 투자 위축 현상 발생

    ·’1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23.5% → ’16 13.6%로 감소

    ·’13 규제 이후, 고용 규모 137억원 감소(평균 연봉 4천만원 × 342명)

           ※ ’13 웹보드 게임사 연간 고용 규모 1,624명 → ’16 1,282명으로 감소
           ※ ’15 대비 ’16 고용 규모의 증가세는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영향

    ·’12 온라인게임 제작투자 11건 → ’16 2건으로 감소

     ⇒ 규제 이후 고비용이 요구되는 온라인 게임의 투자 대신 상대적 저비용인 모바일 게임 

투자에 집중. 즉,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 생태계 변화 초래

<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고용 투자 감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867 712 655 773
B사 599 504 417 396
C사 158 73 75 113
계 1,624 1,289 1,147 1,282

증감(2013년대비) -335 -477 -342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공시자료 기준,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고용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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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시행 전후 주요 웹보드 게임사 투자 현황> 

[연구개발비중(%)] [인력 변화(명)] [온라인 제작(건)]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연구개발 비중(%)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2. 해외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 변화 분석

  o 글로벌 웹보드(소셜카지노2))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 중

   - ’15 34억 6,000만 달러(약 3.9조원), ’17 44억 4,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  

    · ’17 소셜카지노 매출이 소셜게임 내 50% 차지

    · ’10 이후 누적 매출 상위 기업 변동 없음 : 진입장벽

<글로벌 웹보드(소셜카지노)게임 시장 현황>

              * 출처 : 현대 able Daily Market Issue, 2016.10.18.

               * 美 시장조사업체 ‘에일러스 리서치(Eilers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소셜카지노 시장은 ’14 28억 4,000만 달러(약 3.2조원) 규모

2) 해외의 경우 국내에서 통상 “웹보드게임”으로 지칭되는 장르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소셜카지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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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내 사업자의 소셜카지노 해외 시장 진출 현황

   - 대표적인 국내 업체로는 더블유게임즈가 해외에 진출하여 매출 급성장 중

    · ’15 : 106백만 달러(약 1,200억원), ’16 : 122백만 달러(약 1,300억원)

    · ’13 이후 연평균 43.2% 급성장, 매출 증대에 따라 신규사업 확장

<더블유게임즈 연도별 매출 현황>

            * 출처 : 더블유게임즈 2016년 경영실적보고서

3. 웹보드게임 이용 환경 변화 

  o 웹보드게임 법적 규제 직후, 이용자 50% 이상 이탈 및 게임이용시간 급감 현상 발생

<이용자 게임이용시간 변화 추이 (2011～2014)>

규제 시행 (2014.2.24)

 * 출처 : 전성민·유병준, “모바일 시대의 게임산업 정책과 문화산업의 지형”(2015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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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일부 규제 완화(’16) 이후, 이용자 일부 증가 현상 발생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용자 증감 현황(’15.10. ～ ’17.03.)>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o 시행령 각목별 규제 영향

   - 월간 구매한도(가목) 소진시점은 시행령 개정 직후 일시 증가, 이후 개정 전과 비슷한 추이 나타냄

    · ’16 개정 전 월 구매한도 30만원 소진 시점은 평균 16.6일

    · ’16 개정 직후 월 구매한도 50만원 소진 시점은 평균 18.1일 - (1.5일 증가)

    · ’16 개정 후(6개월 후) 월 구매한도 50만원 소진 시점은 평균 16.1일 - (0.5일 감소)

<’16 시행령 개정 전후 월간 구매한도 소진 시점>

‘16 시행령 개정 전

(월 구매한도 30만원)
⇛

‘16 시행령 개정 후

(월 구매한도 50만원)
⇛

이후 6개월

(월 구매한도 50만원)

평균 16.6일 평균 18.1일 평균 16.1일

6개월 평균(‘15.10 ~ ’16.03) 6개월 평균(‘16.04 ~ ’16.09) 6개월 평균(‘16.10 ~ ’17.03)

<참고>

‘14 시행령 신설 전

(월 구매한도 30만원)
⇛

‘14 시행령 신설 후

(월 구매한도 30만원)

평균 16.4일 평균 17.5 일

22개월 평균(‘12.05 ~ ‘14.02) 15개월 평균(‘14.03 ~ ’15.05)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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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 이후, 30만원 이하 결제 비중 95% 이상 (5만원 이하 76% 이상)

<’16 시행령 개정 후 결제 구간별 이용자 비중(단위 : 만원)>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30만원 이하/초과 결제 비중>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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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이용한도는 현행 규제선인 5만원보다 작은 규모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행령 개정 전후 1회 게임이용한도 변화 추이(단위 : 만원)>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 1차 규제 개선 이전(’15.05.) A사 포커 게임 평균 베팅 규모는 4.3만원 수준(5인 play 기준)으로 1인 기준 1회 베팅 규모는 평균 8

천원 수준이었으나, ’16.03. 규제 개선 이후 A사 포커 게임 평균 베팅 규모는 9.1만원 수준(5인 play 기준)으로 1인 기준 1회 베팅 

규모는 평균 1.8만원 수준으로 변화 (최대 베팅규모 사례에서는 1인 약 3.3만원 수준 베팅)

       * 1차 규제 개선 前과 後 모두 현행 법정 규제인 1회 베팅규모(5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 1일 손실한도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자 중 약 10% 이상이 게임 이탈 현상 발생

<시행령 개정 전후 1일 손실한도 제재 대상 변화 추이>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 1차 규제 개선 직후 전체 이용자 중 손실한도 제재 대상 약 5.5% → 이후 6개월 전체 중 약 6.7% 손실한도 제재 대상

        * 상기 손실한도 제재 대상자 중, 1회라도 결제한 이용자의 비중은 약 70%, 즉 30%는 결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한도 제재 받음

       * 손실한도 제재를 받은 이용자 중 최대 13.8%는 해당 웹보드게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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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검토 고려 사항

 1. 규제 산업 영향 평가

  o 글로벌 웹보드(소셜카지노)게임 시장의 성장 VS.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침체

   -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소셜카지노게임 시장은 급성장 추세이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경

우 ’13 법적 규제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글로벌 92.7% 성장 VS.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 80.7% 급감 (’12 대비 ’14)

    ·규제 이후,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 70% 이상 급감 ⟹ 위축된 시장 규모 회복 불능

   - 온라인 웹보드게임 시장의 위축기에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과 규제로 인한 게임 이용 패턴의 

변화는 웹보드게임 시장을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하고 있음

   - 모바일 웹보드게임 매출 증가는 웹보드게임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 변화를 초래하는 한편, 기존 

웹보드 게임사는 온라인 기반 매출 만회를 위해, 광고 사업 등 사업 다각화 모색

   - 즉, 법적 규제는 온라인 중심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일부 규제 

완화 및 시장의 변화에 따른 매출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

   - 글로벌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법적 규제는 합법적 성인 웹보드게

임 시장의 성장동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 축소> (단위 : 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주요 웹보드게임 3社 IR 자료

                   * 출처 : 현대 able Daily Market Issue,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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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 개선 방안

  o 합리적‧체계적 규제 재설계 검토 필요

   - 웹보드게임 규제(재검토형 일몰 규제) 적법성 및 실효성 등 면밀한 영향 평가 선행

    ·단순히 부정적 여론과 선입견 만으로 규제 지속하려는 관성 견제 필요

    ·‘경제적 규제(가격규제)’의 규제 과잉성, 체계적 정합성, 규제 효과 관련 면밀한 검토 필요
          ※ 윤지웅, “웹보드게임 규제 분석” 보고서에서는 웹보드게임 불법이용 방지 위한 다양한 법적수단이 기 존재, 웹보드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정 곤란, 웹보드게임 이용에 따른 부정적 효과 실체 불명이라는 점과 웹보드 사업 포기, 산업 내 매출 감소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의 사유를 들어, 웹보드게임 규제 수준을 과잉규제로 평가하고, 규제 철폐 필요성 강조

   - 現 법적 규제의 합리적‧체계적 규제 재설계 방안 검토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규제의 합리적 재설계 모색

    ·중복적 과잉 규제(구매한도, 이용한도, 손실한도 등) 및 부작용 유발 규제(손실한도) 재검토
        ※ 특히, 규제 목적상 다목 1일 손실한도는 월 구매한도, 1일 한도 및 이용자보호방안 수립 의무와 중첩적인 내용
        ※ 뿐만 아니라, 다목 1일 손실한도는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는 효과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용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

    ·불법환전 차단, 과몰입 상담 지원, 통합민원 대응 등 자율규제로 사행적 이용 방지 효과 극대화

    ·책임게임제도 구현을 통한 이용자보호방안의 발전적 개선

 3. 규제 개선 기대 효과

  o 추가 규제 개선 시, 이용자 증가와 매출 최대 15~20%(약 300~400억원 규모) 증가 예상

  o 신규 1천명 규모 청년 고용 투자 재원 확보 가능(400억원 추가 매출, 평균 연봉 4천만원 기준)

  o 웹보드게임 매출 2,500억원 규모 회복 시, 산업 내 60%(1,500억원) 이상 재투자 예상

      ※ 통상 게임 산업의 경우, 총 투자의 약 70%는 게임 매출액에서 재투자 되고 있음



- 14 -

[비고] 

(사목) 이용자보호방안 수립의무에 따른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운영 효과

 o 주요 내용 및 운용 성과

  - ’16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방안 수립 의무와 관련하여, 웹보드게

임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

  - 해당 이용자보호방안은 자율규제의 보완장치로서의 책임게임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선진적 

제도로 평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게임물 이용 
자기 제한 

o 이용자 스스로 게임물 이용 관리
o 본인 등의 자기제한 조치
o 관계기관 및 이용자보호기구를 통한 타인제한 가능

모니터링

o 짜고치기, 해킹,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등 비정상적 이용행위 모니터링
 -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광고 등 행위
 - 비정상적 게임이용(승패, 승률 조작 등) 행위
 - 부정‧불법 결제행위 : 결제취소, 명의도용 등

과몰입 위험군 
관리

o 단계별 게임과몰입 위험군 기준 마련
 - 게임 이용시간, 이용제재 이력 등 고려
o 게임과몰입 위험군 분류 및 단계별 조치
 - 경고→게임이용내역 안내→과몰입 안내 및 테스트→이용제한

<이용자보호방안 체계 : 책임게임제도>

   

           * 출처 :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 규제 재설계 방안 제언」, 김병관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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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보호방안 운영 결과, 이용자 중심의 단계별 과몰입 조치 및 이용제한 제도가 정착

되고 있으며, 

  - 이용자 부정행위(‘짜고치기’, ‘게임아이템(게임 머니)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의뢰 

등의 활동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환전 관련 신고 및 조치 건수도 감소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운영 효과1>

 [‘이용자보호프로그램’ 단계별 조치 대상 수]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자기 제한]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운영 효과2>

[이용자 부정행위 제재 조치-업계] [환전 관련 신고 및 조치 현황-기관]

 * 출처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간보고서”, 2017.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관련 데이터



ᄆᄂᄋ



                                                         

2018.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8호에 

따른 이른바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여 개최된 

집담회(2017. 7. ~ 2017. 9)에서 논의된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어떠한 공식적 

의견이 아닌, 논의가 이루어진 각 사항에 대한 집담회 참여 전문가 

등의 개인적 견해임을 알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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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 대상 규제의 재검토 개관

1.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규제(사업자 준수사항) 체계

(1)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2)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 대상 추가적 준수사항

2. 규제 재검토의 의의

(1) 법령상 근거

(2) 규제 재검토의 의미

Ⅱ. 규제 목적 및 연혁

1. 규제의 성립배경 및 목적

(1) 규제 성립배경

(2) 규제 목적

2. 규제 연혁 및 현황

(1) 규제 연혁

(2) 제1차 규제 재검토를 통한 규제 개선 현황

① 규제 일부 완화

②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신설

Ⅲ. 규제 영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1. 웹보드게임 규제 영향 분석

(1) VEC모형에 기초한 게임 규제의 웹보드게임 영향 분석

(2) 시계열 분석에 따른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

① 1차 연구

② 2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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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아이템 손실에 따른 이용제한 규제 효과의 미시적 실증분석

2. 웹보드게임 규제의 산업적 영향 및 산업 환경 변화

(1) 웹보드게임 규제 산업 영향 분석: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2) 웹보드게임 규제 산업 영향 분석: 미시적 이용자 환경 변화

3. 웹보드게임 관련 등급분류 및 민원 등 현황

(1)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관련 등급분류 현황 (게임물관리

위원회)

(2) 웹보드게임 민원 현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운영 현황

(2)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운영 성과

(3) 반성과 한계

(4)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 현황

(5)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제정

(6) 협약사 단계별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7) 협약사 모니터링 현황

(8)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활동성과 및 전망

Ⅳ.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1. 제8호에 대한 계약법적 규범 평가

(1) 제8호의 정당화 가능성

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과 관련하여

②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③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④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와 관련하여

⑤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및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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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정당성과 관련하여 일괄적 내용규제 방식의 적정성

① 급부 및 반대급부에 대한 직접적 일괄적 통제방식의 타당성 여부

②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통제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경제체제 및 사적자치의 근간을 침해하는 통제방식의 적절성

여부

(3)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방식의 전환 필요성

① 자기제한 및 타인제한에 의한 이용자 보호

② 사업자의 민사책임 강화에 의한 이용자 보호

2. 제8호 각 목의 검토

(1) 가목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

(2) 나목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

(3) 다목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

(4) 라목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 금지]

(5) 마목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 금지]

(6) 바목 [정기적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

(7) 사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3. 제8호의 총합적 검토

(1) 중복적 과잉 규제의 정비 필요

(2)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 필요

① 규범 적용범위의 명확화

② 사업자 의무 부과형 현행 체계의 적정성 여부

③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Ⅴ. 提言 - 현행 규제의 합리적 체계적 개선방안

1. [별표 2] 제8호상 중복적 규제 정비

2. 합리적 선진적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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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 대상 규제의 재검토 개관

1.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규제(사업자 준수사항) 체계

(1)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은

“게임물 관련사업자”1)의 준수사항2)을 규정하고 있음

(2)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 대상 추가적 준수사항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 제8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

공업자(이하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라 함)의 추가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규제 재검토의 의의

(1) 법령상 근거

○ 규제일몰제: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

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 개선하는 제도3)4)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

1)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72면.
4) 현재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폐지되게 하는 ‘효력상실

형’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재검토형’으로 구분된다(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
혁백서」, 72면). 게임산업법상 규제일몰제는 재검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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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

는 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함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

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6)를 하여야 함7)

☞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표 2] 제8호의 규제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제는 항구적(恒久的)인 존속을 예정

하여 만들어진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규제 재검토의 의미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의 의의: 규제 신설 강화 당시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

어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함8)

☞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표 2] 제8호의 규제는 재검토기

한이 설정되어 있는 규제이므로, 일정 기간마다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하

여 점검하고 폐지 또는 완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규제로 파악할 수 있음

5)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6) 동 규정은 최초 신설 당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와 ‘개선 등의 조치’를 동일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견
해가 나누어질 수 있고, 특히 현행의 규제의 불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이루어져 규제를 폐
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폐지 조치’가 ‘개선 등의 조치’에 포섭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
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에 있어 특별한 개정사유가 언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문장의 단순한 변경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8)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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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하여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9)

⇒ 규제개혁위원회는 2016년 심사가 요청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규제 존속 및

일몰연장 여부 심사에 있어서는 그간의 운영성과 및 피규제자 의견 등을 고

려하여 규제 필요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부처 자체10) 규제개

혁위원회 및 민관합동 일몰규제 TF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졌고,11) 2017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

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 개선 등 규제정비를 통하여 규

제 품질 향상을 추진12)

○ 규제 재검토를 통한 주요 정비 사례 (규제개혁위원회 2016년 기한도래 재검토

형 일몰규제 심사)13)

① 경제 영업활동 제약 규제 개선

② 각종 검사 및 교육의무 등 국민부담 경감

③ 국민 편익 증진

④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제거

⑤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 완화

⑥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 개선

⑦ 현실과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합리화 등

9)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 참조.
10)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16년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몰 도래 규제(130

건)를 대상으로 ① 규제 여부 판단, ② 일몰 적용 타당성 검토, ③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가능 여
부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규제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2016. 12. 참조.

11)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73면.
12)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80면.
13) 이와 관련한 상세는, 규제개혁위원회, 「2016 규제개혁백서」, 73-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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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 목적 및 연혁

1. 규제의 성립배경 및 목적

(1) 규제 성립배경14)

○ 웹보드게임 이용자 민원의 지속적 발생

-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이 근절되지 않고 고액방15) 이용자 등 일부 웹보드게임

이용자들은 웹보드게임을 도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사행성 조장16) 방지를 통한 웹보드게임의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 웹보드게임의 경우 그 자체로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되는 게임물이기는 하나, 게임머니의 환전이 성행하고 이를 통한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를 신설하여 웹보드게임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규제 환경) 일부 이용자에 의하여 웹보드게임을 도박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일반 이용자들의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

여, 그와 같은 행위의 억지를 위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에 이르게 됨

14)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201
3. 06), 8면 참조.

15) 이와 같은 표현은 웹보드게임의 이용‧진행에 있어 사용되는 디지털정보로서의 게임아이템(이른바 “게
임머니”로 지칭)의 일반적 재산성을 긍정하는 전제 아래, 해당 아이템의 게임 내 직접적 환가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아이템의 성격을 이처럼 이해하게 되면,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도박죄,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는 도박개장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성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6) 법령상 ‘사행(성)’은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가능성)’을 그 개념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급
분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본질적으로 ‘사행성’을 가질 수 없고, 
원칙적으로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에 의한 ‘사행성 조장’ 역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규제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논란은 “웹보드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
하는 행위”가 그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사행적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규제 환경의 변화 여부, 규제 존속 필요성 등 사항을 검토하
여 종합적으로 개선 등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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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목적17)

○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 웹보드게임이 도박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

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

○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차단

-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이 근절되지 않고, 일부 웹보드게임 이용자들이 웹보드

게임을 도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통하여 웹보드게임의 사행

적 이용을 차단함

17)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규제개혁위원
회 안건, 제출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일: 2013. 2. 28.), 9-10면 및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
츠산업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2013. 06), 8면 참조.

○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어떠한 것이 사행적 성질(사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게임 본질로서의 오락을 목적으로 하여 등급분

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규범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임물

에 있어서는 사행성 여부가 문제될 수 없음

○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이용자에 의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가능성

의 문제는 웹보드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게임물에 있어서도 가능함.

규범상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의 일부 이용자에 의한 사행적 이용 관련 문제

는 게임물의 유형, 게임물의 내용 등에 따라 내재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허용되지 않는 이용행위가 본질적인 것임

☞ 이와 같은 점은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웹보드게임 그 자체의 사행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웹보드게임을 (마치 도

박 또는 사행행위의 수단과 같이)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의 불법

적인 이용행위에 따른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규제가 도입되었음을 언

급하고 있는 규제 신설의 목적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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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의 과몰입 방지18)19)

- 일정한 경우 이용자의 웹보드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제어하여 게임 이용을 제

한함으로써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함 (제8호 다목)

-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제8호 사목)

■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각 목의 신설 이유

18) [별표 2] 제8호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이 웹보드게임의 사행적인 이용행위를 차단함을 그 신설의 
이유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의 ‘다목’과 ‘사목’ 역시 사행적인 이용행위의 억지와 관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9) 다양한 유형의 게임 중 특히 웹보드게임물의 경우에만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의 방
지를 위한 특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무 부과의 합리적 정당성이 긍정되기 위한 
전제로는 다른 유형의 게임물은 과도한 몰입이 가능하지 않으나 웹보드게임물에 대하여는 과도한 몰
입이 가능하다는 형태의 과학적‧객관적 증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신설 이유20)

가목

∘과도한 게임머니 구매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쉬우므

로 게임머니의 월 구입한도 제한을 명문화하고 선물하기 등 우회

적 방법을 통한 회피를 금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

나목

∘웹보드 게임은 게임결과의 환전업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게임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억지력이

발휘되고 있으므로 도박에 있어서 일시오락 정도보다는 다소 높은

베팅상한을 설정

다목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웹보드 게임 이용자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임

∘웹보드 게임은 도박의 가벼운 대체재로 작용하거나 본격적인 도박

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웹보드 게임의 과도한 이용은 도박 중독과 같은 증세를 발현시키

므로 웹보드 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제어함으로써 이용자가 자기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 있

음

∘월 구매한도의 1/3에 해당하는 10만원을 1일 동안 잃었다면 중독

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일정 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

임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도 월 15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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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연혁 및 현황

(1) 규제 연혁

○ 제1차 규제 재검토를 통한 규제 개선 등 조치

- 규제 재검토 일몰 설정 이유: 해당 규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자유로운 영

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

- 1차 재검토 결과22): 규제개선, 일몰연장

2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201
3. 06)에 따른 규제 신설 이유를 인용함.

21) 사행의 개념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게임의 자동 진행과 게임의 사행적 이용의 관련성을 긍정할 수 있
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의문이라 할 수 있다.

22) 1차 재검토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제357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회의록(2016. 2. 12.)” 참조.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ㅇ 해당 사항 없음

② 규제의 적절성

라목

∘게임 이용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짜고 치

기가 불가능해지고,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어려워질 것임

∘3～4명의 일당이 짜고 1명의 게임 이용자를 농락하는 담합이 어려

워질 것으로 기대

마목

∘포커류 웹보드 게임의 자동 진행 방식은 게임 플레이의 속도를 높

이고 판돈의 규모가 빠르게 증대하게 함으로써 웹보드 게임의 사

행적 이용에 기여하므로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

행적 이용21)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 진행은 웹보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판돈을 키워 몰입

도를 높이고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웹보드게임

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게 됨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회복시키고 게임

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함

바목
∘게임 이용에 있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

행적 이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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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재검토에 있어 규제 재검토를 위하여, 규제 도입 상황의 변화, 적절성, 운

용실적,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바 있

음. 해당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제에 대한 2차 재검토에 있어서도 규제 개선 등의 필요

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의 필요성을 가지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2) 제1차 규제 재검토를 통한 규제 개선 현황

① 규제 일부 완화23)

○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 기준 완화

-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을 1개월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

○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 기준 완화

23) 다만,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다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ㅇ 웹보드 게임의 과도한 이용 및 불법 환전 등 사행성을 유발하는 이용자 행

위가 감소하였음

③ 그간 규제 운용실적

ㅇ 규제 시행 이후 불법 환전 관련 신고 건수 및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민원

이 대폭 감소하는 등 건전한 웹보드게임 이용환경 조성

④ 일몰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여부

ㅇ 게임산업 환경 및 게임 사용자 변화(사행화 여부)에 따른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주기적으로 요구되어 일몰 설정 유지 필요

⑤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ㅇ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이 과도하며, 불법 환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시민단체)

ㅇ 규제 이후 이용자 및 매출액이 50%∼70% 감소하는 등 규제에 따른 부작

용이 과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산업계)

⑥ 해외 유사규제 사례

ㅇ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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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을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

○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금지 제한 완화

-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금지 제한에 있어, 종래 무료의 게임머

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 이용자의 정기적 본인확인 의무 완화

- 이용자의 정기적 본인확인 의무와 관련한 기준기간을 ‘분기’에서 ‘1년’으로 완화

②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신설

○ [별표 2] 제8호 사목 신설

- 입법예고안24)에 따르면, ‘사목’은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과몰입 방지

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25)

■ 제1차 규제 재검토에 따른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각 목26) 비교

2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42호(2015. 11. 16.).
25) 입법예고안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

정은 그 문언의 형태상 게임제공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각 목 내용의 구체적 상세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 기준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구분 2013. 11. 20. 신설 / 2014. 2. 23. 시행 2016. 3. 22. 개정·시행27) 비고

가목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

가. 게임물 이용자 1명28)이 게임

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

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

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

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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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

도29)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

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나목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30)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

임31)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32)(게임물 이용자 1

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

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

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

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

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

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완화

다목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

니가 게임을 통하여33) 1일 동

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

시 사이34)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

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

우35)(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

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

작하기 전에 비하여 게임머니

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

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

임머니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

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

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

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

(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

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

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

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

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

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

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

에 대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

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상대

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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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만, 사목의 개정규정은 6개월 경과 후 시행하였다.
28) 게임물 이용자 1인이 여러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게임물 이용자 1인을 기준으로 합산한다.

게임36)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

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목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 금지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로 제

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1)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

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

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

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

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완화

마목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 금지37)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

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

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

바목

정기적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

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

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

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

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

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

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

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

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

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

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

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

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

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

다.

완화

사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

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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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 영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1. 웹보드게임 규제 영향 분석38)

(1) VEC모형에 기초한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 분석

○ 웹보드게임 규제가 국내 웹보드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

자들의 게임이용 시간(일간) 변화 추이를 검토함

- 분석의 대상은 대표적인 웹보드게임 2종의 게임이용(일간 사용) 시간임

·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에 걸친 약 1년 간의 게임트릭스(Gametrics)39) 자

료를 활용함

29)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화투게임이나 카드게임을 모사한 게임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합산한다.
30) 베팅 없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가 배당되는 게임(훌라, 고스톱 등)의 경우에도 게임물 이용

자 1인이 1회 게임에서 손실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1) “1회 게임”이란 카드나 화투패의 분배로 게임이 시작된 후 그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어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32) “구매한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월간 소비한도 모두를 가상현

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했을 때 지급 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A상품(금액 1만원, 게임머니 3,300 골드 지급), B상품(금액 5천원, 게임머니 1,500 골드 지급), 
C상품(금액 3천원, 게임머니 600 골드 지급)을 판매 하는 경우, 30만원으로 위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는 C상품을 100개 구매했을 때 지급되는 60,000 골드로 파악
된다.

33) “게임을 통하여”에서 “게임”이란 여러 종류의 게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 계산의 기준이 되
는 한 종류의 게임물을 의미한다.

34) 예를 들면, 23시에 게임을 시작하여 익일 01시까지 게임을 진행할 경우 익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35) 이는 게임 진행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같은 날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손실액이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분의 1을 초
과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구매금액 30만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가 6만 골드인 게임에서, 2월 23일 19시에 처음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19시 게임접속 시 보유 게임
머니 5만 골드라 가정) 첫 게임에서 1만 골드를 획득하고 두번째 게임에서 2만 골드를 상실한 경우
에는 손실액은 1만 골드로 계속 게임 진행이 가능하나, 세 번째 게임에서 1만 2천 골드를 상실했다
면 손실액은 2만 2천 골드가 되므로 3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36) 이용이 제한되는 게임물은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적용대상 게임물 전체(종료 시 이용하는 게
임물 포함)이다.

37) 동 제한은 베팅 없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가 배당되는 게임(훌라, 고스톱 등)에 대하여는 적
용되지 않는다.

38)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 중
간보고서”, 2017.

39) http://www.gametr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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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용시간 추이>

- 분석에 활용된 방법론은 VEC(벡터오차수정,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임

· 시계열 데이터가 공적분 관계를 갖는 장기적 관계를 내포한 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됨

○ VEC 모형을 통하여 두 게임의 이용시간을 예측해보면 2013년 시작점에 비하여

1/3 ∼ 1/4 수준으로 이용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두 게임의 사용시간 간에는 요한슨 검정을 통하여 공적분 관계가 1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VEC 모형을 적용 추정한 결과, 모델 (1)의 모수들은 아래 표와

같이 식별됨

ΔYt=v+ΠYt-1+ΣΓi ΔYt-1+εt

Π = αβ’ (1) 

단, Yt는 t기의 이용시간, β는 공적분계수, α는 조정계수,  Γi는 단기효과계수, εt 는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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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분 관계를 나타내는 β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두 게임 간의 이용시간은

정상시계열을 가지며 α 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나 두 게임 간의 이용시간이

장기균형에서 벗어난 경우, 두 게임 모두 줄어드는 성향이 확인됨

-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게임의 충격반응함수 영향은 상호 영향을

미친 이후 안정적인 형태로 상호 동조적인 양상으로 파악됨

<충격반응함수>

-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EC 모형을 통하여 두 게임의 이용시간을

예측한 결과를 검토해보면 2013년 시작점에 비하여 1/3 ∼ 1/4 수준으로 이용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이용시간 0인 수준이 2개월 소요 시점인

2014년 8월에는 95% 신뢰구간 내에 포함됨

- 최근 1년간의 이용시간 시계열 데이터 분석 결과, 대표 웹보드게임 2종은 이용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 ^ ^
α β V Γ

-0.133 1 -12.808 -0.265 -0.153 -0.204 -0.455
-0.029 -3.530 -57.642 0.372 0.031 -0.423 -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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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 모형을 통한 이용시간 예측>

(2) 시계열 분석에 따른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

① 1차 연구 (2015.03.)

○ 웹보드게임 규제 이후 시기 별 사용자 패턴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용자

행동 변화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사용자 행동을 예측함

- 분석의 대상은 대표적인 웹보드게임 5종의 게임이용 시간임

- 규제 발표 이후 5개 게임의 이용시간 감소 및 변화의 상관성이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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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활용된 방법론은 VAR(벡터자기회귀,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임

· 각 변수들 사이의 시계열을 서로 연관시키기 위해 모형내의 과거치(autoregre

ssiver)를 이용함

· VAR를 활용하여 규제 적용 전후의 5개의 웹보드 게임의 상호 연관성 및 영

향을 분석함

· 게임트릭스(Gametrics) 주간데이터 자료를 활용함

○ 사회적 영향 이론의 관점에서 2014년 2월 둘째 주(정부 규제) 이후 VAR 모델

예측치보다 실측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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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경험 이론의 관점에서는 이용시간의 극심한 감소로 이용시간이 마이너스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게임의 존폐 문제로 해석됨

- 사전경험 이론에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사용자의 사전 경험에 따른 기술 수용

에 차이가 있으며, 유경험자는 유용성에 의미를 두고, 미경험자는 사용 용이성

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보며, 사용의도와 실제 행태 사이에 밀접한 관

계가 존재하고, 경험 수준에 따라 연관성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VAR 모델을 이용한 분석 결과, 규제 이후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으로 감소하였고, 게임 간 상호 영향도 크게 양상이 바뀌었음

- 개별 게임의 규제 영향 변화는 사회적 영향, 사용자 사전 경험 이론 등으로 설

명될 수 있었음

- 현재와 같이 게임 규제 정책이 이질적 그룹으로 구성된 웹보드게임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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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② 2차 연구 (2016.08.)

○ 규제의 재검토(2016.03.)에 따른 변화와 사용자들이 받아들이는 변화 사이의 거

리감과 변화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사용자 총 사용시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

량 측정함

○ 1차 연구와 동일하게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 VAR (vector autoregression)

방법론이 사용되었으며, 게임트릭스(Gametrics) 주간데이터 자료를 활용함

○ 연구 결과 완화된 규제는 사용자 수 및 총 사용 시간 증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VAR 모델을 이용한 분석 결과, 규제 이후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의 증가를 보임

○ 게임 규제 정책 실시 및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형성 후에 적용된

규제 변화는 게임 산업의 활성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고전적 역치 이론(Classical theory of threshold)에 따르면 변화를 변화로 받아



- 40 -

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변화가 필요하며, 적은 수준의 자극·변

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극 대상에 대한 자극 제공자의 일관적인 태도를

요함

- 게임 규제의 변화를 이용자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 변화

또는 정부 당국의 규제 개선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가 필요함

- 사회적 판단 이론(Social judgement theory)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판단은 개

인의 대상에 대한 견해와 그것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근거하며, 게임

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기존 사용자의 복귀와 신규 사용자 확보에 장

애가 됨

(3) 게임아이템 손실에 따른 이용제한 규제 효과의 미시적 실증분석

○ 미시적 관점에서 웹보드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 규제 내용의 효과를 정량

적으로 측정함

- 게임머니 손실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다.목’ 규제)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고찰함

-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실증 연구 결과를 고찰함

- 942명의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함

- 게임이용자보호조치대상자40) 43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 590명(62.63%), 여

성 352명(37.37%)의 비율로 구성됨

40) 게임이용자보호조치 대상자는 일반적인 이용자에 비해 웹보드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용자에 해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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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자 직업 구성>

<사용자 프로파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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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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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정

○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에 상관없이 게임규제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0을 기준

으로 할 때, -0.32로 게임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함

(t-value=7.089, p-value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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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 규제 효과에 대해 규제가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용자의 기대는 낮았으며,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켰음

- 게임 과몰입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다.목’ 규제로 인해 24시간 이용제한이 되면 이용자들은 게임하기 자체를 포기

하려 함

- 게임 이탈 혹은 중단에 있어 고소득자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서 오는 효과보다

규제 자체에서 오는 효과가 더 유의미한 것으로 보임, 즉 규제의 존재 자체로

인해 게임 이탈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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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의 경우 규제 목적과 달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용자의 불법환전 시도라

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 ‘다.목’ 규제는 라이센싱 효과(Licensing Effect)를 부여하여 이용자의 게임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고 이용자의 불법행위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

- 규제로 인한 24시간 이용제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게임이용패턴을 조정할

성향은 2.83 증가하였고(t=67.794, p-value < 0.001), 배팅범위의 조정폭은 평균

10.72% 이었음 (t=15.401, p-value < 0.001, 표준편차=21.35%)

- 규제로 인한 24시간 이용제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게임이용패턴(베팅)을

조정할 의사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불법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짐

(상관계수=26.47%, t-value=8.707, p-value < 0.001)

·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t-value=0.639, p-value=0.523), 이용자 직

업군 별 불법환전을 시도할 가능성 (‘관리자’를 기준으로 할 때)은 사무직 종

사자는 18.6% 증가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25.7% 증가하였음

(F-value=4.985, model p-value < 0.001; group difference - t=2.09,p=0.037;

t=5.081, p<0.001)

· 이는 관리자에 비해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게임을 지속하려는 성향이 강

하며, 게임을 그만두거나 다른 게임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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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입’에 대한 노출이 클수록 이용자는 국내 게임을 외면함

- 일주일에 3번 이상 ‘다.목’ 규제를 인식하게 될 경우 외국의 유사 장르의 게임

으로 거의 이전하며, 이는 국내사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함

-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사업자의 게임 이용 시 이용자는 게임산업법

등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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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사 장르의 게임으로 이전할 의도>

○ 이용자 전략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

- ‘게임이용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게임 지속의지가 강한” 이용자는 특히 보호받

아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다.목’ 규제가 없다면 ‘가.목’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나

- ‘다.목’ 규제가 존재하면 ‘불법환전’을 시도하고 ‘가.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

- ‘다.목’ 규제 신설 전 이용자는 저렴하게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불법환전’

을 하였으나, 신설 후에는 ‘다.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불법환전’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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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보드게임 규제의 산업적 영향 및 산업 환경 변화

(1) 웹보드게임 규제 산업 영향 분석 :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

1) 웹보드게임 규제의 산업 거시적 영향 평가를 위한 검토 사항

○ 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한 국내 웹보드게임 산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웹보드 게

임사의 매출 및 투자 환경과 국내외 게임산업 및 웹보드(소셜카지노) 장르의

시장 변화 추이를 검토함

- 구체적으로 웹보드게임 규제의 시장 영향성 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분

석 대상으로 고려함

· 웹보드 시행령 (법적) 규제 前 및 後 시장 환경 분석

: 웹보드 게임사 매출 변화 추이 (플랫폼별 매출, 기타 매출 등)

: 웹보드 게임사 투자 변화 추이 (R&D, 고용 투자 등)

· 관련 게임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성 검토

: 글로벌 게임 시장 추이 (플랫폼별 매출 등)

: 국내 게임 시장 추이 (플랫폼별 매출 등)

: 국내외 소셜카지노 시장 변화 추이 (매출 등 시장 성장)

2) 웹보드게임 규제 관련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환경 분석

①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매출) 변화 분석

○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법적 규제 前과 後 극명한 차이를 나타냄

- 법적 규제 이전의 경우,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약 6천억원 매출 규모였으나,

법적 규제 도입 직후, 약 2천억원 미만 규모로 매출 급감 (’11년 대비 ’14년

70% 이상 감소)

- 규제 직후 온라인 웹보드게임은 매출 70% 및 이용자 50% 이상 급감41)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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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규제 완화 이후까지 온라인 웹보드 매출은 지속 하락세에 머무르고 있

음42)

- ’15년 대비 ’16년 웹보드게임 매출은 약 15% 내외 증가하는 등 규제 일부 완화

기43)에 웹보드게임 매출은 회복세로 전환하였으며, 월 구매한도, 1회 베팅한도

등의 규제 완화가 실제 매출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보드게임 시장의 성장 등이 웹보드게

임 전체 매출 증대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음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변화>

※ 출처 : 한국투자증권(산업 Note. 2017.1.9)

○ 2016년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로 인한 웹보드게임 시장의 변화는 매출 회복 착

시 효과에 불과

- 현재 웹보드게임 매출 규모는 법적 규제 이전 대비 70% 이상 감소한 상황이

며, 전체 웹보드게임 시장 파이가 극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일부 법적 규제 완

41) ‘모바일 시대의 게임산업 정책과 문화산업의 지형’ - 전성민·유병준, “모바일 시대의 게임산업 정책
과 문화산업의 지형”(2015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시행령 규제 발표 및 시
행 이후, 이용자 게임 이용시간이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42) 한국투자증권(산업 Note. 2017.1.9.) 보고서는 웹보드 장르의 경우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평가(’11년 6천억원을 상회했던,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거듭되는 규제 도입으로 인해 ’15년 1,500억 
수준으로 급감하였다고 분석)

43)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재검토 결과, 규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201
5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결과, 현재의 규제안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전반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개선안에 동의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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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후 시장이 재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웹보드게임 매출 회

복 착시 현상에 불과함

-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전체 규모 변화 추이 및 모바일 웹보드게임 성장 등의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규제 완화가 웹보드게임 시장에 직접적

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웹보드 시행령 규제 개선 산업 영향 평가 : 시장 회복 착시 현상 유발>

② 웹보드게임 시장 투자 환경 변화 분석

○ 통상 게임산업의 경우, 총 투자의 약 70%는 게임 매출액에서 재투자44)되고 있

으며, 게임산업 투자 생태계 특성 상 웹보드 매출감소는 게임 투자 선순환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웹보드 규제 및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웹보드게임 시장의 축소는 매출 및 투

자 감소를 초래하였음

· 구체적으로 규제 시행 1년 경과(’13년 대비 ’14년) 시점 웹보드 게임사의 게

임부문 매출은 약 3,774억원, 규제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13년 대비 ’16년)

한 시점에 웹보드 게임사 게임부문 매출은 약 4,002억원 감소하였음

· 이는 ’16년 규제 완화가 실제 웹보드 게임 시장 회복에 지대한 영향 미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임

44) 웹보드게임은 투자 리스크가 낮고 신규게임 라인업의 변화가 적어, 해당 매출은 온라인 MMORPG, 
FPS 및 모바일 MMORPG 등 他 플랫폼, 게임 장르로 내부 재투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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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게임사업 매출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619,844 491,521 416,159 472,928
B사 442,898 195,019 190,071 191,038
C사 31,916 30,726 27,808 30,503
계 1,094,658 717,266 634,038 694,469

증감(전년대비) -377,392 -83,228 60,431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게임사업 매출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한편, 시행령 규제 이후 온라인 기반 성장 중심 웹보드게임 시장 환경에 변화

가 초래되었음

· 구체적으로 규제 시행 1년 경과(’13년 대비 ’14년) 시점 웹보드 게임사의 온

라인게임 매출은 약 4,355억원, 규제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13년 대비 ’16

년)한 시점에 웹보드 게임사 게임부문 매출은 약 5,790억원 감소하였음

· 즉, 법적 규제 영향으로 웹보드 게임사의 온라인게임 매출은 약 60.5% 이상

급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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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온라인게임 매출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489,810 306,157 201,605 195,629
B사 434,590 183,923 169,789 151,231
C사 31,916 30,726 27,808 30,503
계 956,316 520,806 399,202 377,363

증감(전년대비) -435,510 -121,604 -21,839

· 이와 같이 ’13년 이후 법적 규제의 영향으로 웹보드 게임사의 온라인게임 매

출 규모는 대폭 감소된 반면, 모바일 게임 매출은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의

영향 등으로 ’13년 대비 ’16년 1,778억원(매출 129% 상승) 급증하였음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모바일게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130,035 195,364 214,554 277,299
B사 8,308 11,097 20,282 39,807
계 138,343 206,461 234,836 317,106

증감(전년대비) 68,058 28,375 82,270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온라인/모바일 게임 매출 비교> (단위 : 백만원)

[온라인게임 매출] [모바일게임 매출]

- 또한 법적 규제는 게임 사업 영역에서 창출되는 본질적인 이익인 영업이익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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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규제 시행 1년 경과(’13년 대비 ’14년) 시점 웹보드 게임사의 영

업이익은 약 2,466억원, 규제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13년 대비 ’16년)한 시

점의 영업이익은 약 2,358억원 감소하였음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영업이익 감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178,892 11,290 54,342 26,368

B사 96,349 29,526 15,675 23,471

C사 14,628 2,479 7,663 4,202

계 289,869 43,295 77,680 54,041

증감(전년대비) -435,510 -121,604 -21,839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영업이익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이러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는 곧 제작투자, 연구개발 및 고용 투자 위축

뿐만 아니라, 규제 이후 고비용이 요구되는 온라인게임의 투자 대신 상대적 저

비용인 모바일게임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의 투자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였음

· 구체적으로 ’1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평균 23.5%에서 ’16년

13.6%로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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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웹보드 게임사 연간 고용 규모는 1.624명에서 ’16년 1,282명(고용규모

약 137억원 = 연봉 4천만원× 342명) 감소하였으며,

· ’12년 11건이던 온라인게임 제작투자 건 수는 ’16년 2건으로 급감하였음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고용 투자 감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사 867 712 655 773
B사 599 504 417 396
C사 158 73 75 113
계 1,624 1,289 1,147 1,282

증감(전년대비) -335 -142 135

<시행령 전후 웹보드 게임사 투자 현황>

[연구개발비중(%)] [인력 변화(명)] [온라인 제작(건)]

3) 관련 게임시장 환경 변화 영향성 검토

① 글로벌 게임 시장 환경 분석

○ 글로벌 게임 시장은 ’12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13년부터 성장세를 나타냄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의 성장이 세계 게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특히 ’13년 이후 온라인게임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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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온라인 25,132 27,479 29,203 31,147 32,747 34,285
성장률 9.3% 6.3% 6.7% 5.1% 4.7%
모바일 17,326 19,614 21,897 23,565 25,081 26,603
성장률 13.2% 11.6% 7.6% 6.4% 6.1%
전체 116,960 123,252 130,751 136,238 141,126 145,799
성장률 5.4% 6.1% 4.2% 3.6% 3.3%

※ 출처 :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 / ’16년 세계 게임시장은 약 154조원 규모

<세계 게임시장 성장률> (단위 : 백만달러)

② 국내 게임 시장 환경 분석

○ 국내 게임 시장은 ’13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14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냄

- 온라인게임은 ’13년 -20% 및 ’15년 -5% 등 전반적인 침체기를 나타낸 반면,

모바일 게임은 ’13년 190%의 폭발적 성장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임

※ 향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3조 9천억원, 모바일게임 점유율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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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온라인 54,523 55,425 52,804 52,390 53,480 54,490
성장률 -19.6% 1.7% -4.7% -0.8% 2.1% 5.2%
모바일 23,277 29,136 34,833 38,905 42,356 44,560
성장률 190% 25.2% 19.6% 11.7% 8.9% 5.2%
전체 97,198 99,706 107,223 113,194 116,496 118,885
성장률 -0.3% 2.6% 7.5% 5.6% 2.9% 2.1%

※ 출처 :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및 플랫폼별 매출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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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웹보드게임 시장 환경 변화 동향 : 소셜카지노45) 시장 등

○ 글로벌 소셜카지노게임 시장 현황

-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에일러스 리서치(Eilers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소

셜카지노 시장은 ’14년 28억 4,000만 달러(약 3.2조원), ’15년 34억 6,000만 달러

(약 3.9조원) 규모에서 ’17년 44억 4,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로 급성장 중

<글로벌 소셜카지노게임 시장 현황>

※ 출처 : 현대 able Daily Market Issue, 2016.10.18

- 권역별로는 북미지역이 10억 1,800만 달러(약 1.5조원 규모) 규모로 세계 시장

의 약 30% 이상 점유하며, 아시아 시장은 3억 6,300만 달러(약 0.4조원 규모)

규모로 전체 시장 중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45) 소셜카지노게임은 온라인, 모바일게임과 카지노의 장점만을 극대화 한 포커 등 카지노 모사류 게임
으로, 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SNS와의 결합을 통해 PC 또는 스마트
폰으로 진행되며, 게임진행시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베팅한 재화를 손실할 수 있
는 진행방식에 있어 웹보드게임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웹보드게임과 가장 구분되는 차이점은 참여자간 진행방식에 있으며, 웹보드게임이 이용자간 경쟁하
는 구조로 결과에 따라 이용자간 게임머니의 이동(손실 또는 이득) 발생하는 것이라면, 소셜카지노게
임은 AI(컴퓨터) 중심의 게임진행 구조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동 불가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한편, 국내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경우, 간접충전 방식을 통해 게임 내 재화인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스톱, 포커류 이외의 슬롯머신, 룰렛, 블랙잭, 바카라 등의 기타 카지노 모사 게
임물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게임머니 유료화를 정책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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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소셜카지노 시장 규모>

※ 출처: Eilers Researech(2015)

o 국내 사업자의 소셜카지노 해외 시장 진출 현황

- 국내 업체로는 더블유게임즈가 해외에 진출하여, 매출 급성장 중

· ’15년 106백만 달러(약 1,200억원), ’16년 122백만 달러(약 1,300억원)의 매출

규모로, ’13년 이후 연평균 43.2% 급성장 중이며, 매출 증대에 따라 신규사업

을 확장하고 있음

<더블유게임즈 연도별 매출 현황>

※ 출처 : 더블유게임즈 2016년 경영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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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게임즈 소셜카지노게임 시장 확대 관련 기사>

더블유게임즈, 美 소셜카지노사 9천억에 인수…세계 2위 부상, 연합뉴스, 2017.6.2

더블유게임즈는 미국 소셜카지노 개발사 더블다운인터랙티브(DDI)의 지분 10
0％를 8억2천560만달러(약 9천263억원)에 취득 완료했다고 2일 공시했다.
DDI의 작년 매출은 약 3천162억원으로, 1천556억원을 기록한 더블유게임즈의 2배
이상이었다. 국내 게임회사로는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이었던 이번 딜
로 더블유게임즈는 세계 소셜카지노 시장 점유율 10.8％를 확보해 업계 2위에
올랐다.

'美DDI' 인수로성장날개단더블유게임즈…상반기매출1천억돌파, 부산일보, 2017.8.11

더블유게임즈는 2분기 연결기준 전년 동기대비 60.6% 증가한 614억원의 매출
을 냈다고 11일 공식발표했다. 상반기 누적기준으로는 1천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더블유게임즈의 이 같은 실적반등의 배경은 지난 6월 인수한 미국 유명 소셜
카지노 기업 '더블다운인터렉티브(DDI)'의 6월 한달 실적이 이 회사의 연결 재
무제표에 반영된 결과다. 온기가 모두 반영되는 3분기부터는 실적 상승세가 더
욱 가파라 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벤처기업 미투온(’10년 설립)은 중국·홍콩·싱가퐁 등 중화권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 진출을 통해 ’16년 약 1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음

<미투온 소셜카지노게임 시장 진출 관련 기사>

미투온, 소셜카지노게임 500만건 돌파…'중화권서 인기', 이데일리, 2017.8.14

미투온이 개발한 소셜카지노 게임 ‘풀하우스카지노(Full House Casino)’가 누적
다운로드 500만건을 돌파했다.
미투온은 지난 2015년 2월 처음 선보인 ‘풀하우스카지노’가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등 중화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5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고 14일 밝혔다.

   

o 이상과 같이, 글로벌 소셜카지노게임 시장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경우, ’13년 법적 규제 이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의 경우, ’12년 대비 ’14년 매출 92.7% 성장세를 보인

반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12년 대비 ’14년–80.7%로 하락세를 나타냄

- 성장률 및 시장 규모 격차의 문제를 떠나, 법적 규제는 국내 웹보드게임 사업

자의 글로벌 성장 동력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롤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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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 VS.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단위 : 억원)

④ 신규 플랫폼 및 BM을 통한 웹보드게임 사업의 다각화

○ 웹보드게임 법적 규제에 따른 온라인 웹보드게임 시장의 침체 이후, 수익성 만

회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로 HTML5 및 VR 기반 웹보드게임이 등장

- PC, 스마트폰 등에서 다운·설치 과정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시간·장소 구애없

이 즐길 수 있는 HTML5 기반의 웹보드게임이 출현하였고, 이는 구글플레이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수익성이

높아 신규 플랫폼으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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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기반의 HTML5 웹보드게임>

<HTML5 게임 관련 기사>

HTML5 게임 대중화 조짐…주요 IP 속속 진출, 아이뉴스24, 2017.8.14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HTML5 게임 시장에 국내 주요 지식재산
권(IP) 홀더들이 하나둘 뛰어들어 관심이다. HTML5 기술력이 발전한 중국 게임사들과
연이어 IP 제휴를 체결하면서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이폰으로맞고, 포커게임가능.. HTML5 기술을이용한무설치보드게임출시, 서울경제, 2017.7.18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를 통해 웹개발을 하면 웹브라우저인 IE, 크롬 또는
사파리에 구분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HTML5로 구현하는 사
래는 매우 많이 증가하였으며, 게임도 HTML5로 개발하면 무설치 웹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아이폰 유저는 애플의 앱스토어 보드게임 승인기준이 국내 게임등급 규정과
상이하여 한게임 및 피망의 맞고, 포커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
시된 타짱의 경우 앱이 아닌 웹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내 아이폰 유저
들도 마음 놓고 맞고, 포커 슬롯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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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수한 안경, 장갑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시각, 청각 등을 통

해 게임 내부에서 현실과 유사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VR과 웹보드 게임의

결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VR 게임시장규모는 ’16년 기준약 18억달러(약 2.5조), ’21년까지약 250억달러(약 29조)로성장예측46)

<VR기기를 활용한 웹보드/소셜카지노게임>

<VR 소셜카지노게임 관련 기사>

미투온, 50조 VR 선점 기대…VR 카지노 개발 부각 강세, 뉴스토마토, 2017.4.18

중화권에서 인기 소셜 카지노를 서비스 중인 미투온은 가상현실(VR) 카지노 게임도
개발하고 있다. 미투온은 지난해 미투온브이알(ME2ON VR) 지분을 취득했다.
관련업계는 VR 콘텐츠 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투온은 ‘풀하우스카지노’의 다양한 게임에 3D 효과를 넣고 VR 소셜카
지노를 준비했다. 올해 중으로 전 세계 VR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엠게임, 모바일과 VR·소셜카지노로 사업 다각화, 지디넷코리아, 2016.3.15

엠게임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게임, 콘솔, 소셜카지노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엠게임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VR 게임도 준비 중이다. 먼저 모바일
VR로 개발 중인 전략게임 갤럭시 커맨더(가칭) 음성인식을 통해 진영 배치 및 전투
가 특징으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카지노를 꾸밀 수 있
는 VR 게임 카지노VR(가칭)이 연말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 한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 플랫폼 기반을 통한 이용자 네트워크 기능

을 웹보드게임에 접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PC·모바일 기기 등의

플랫폼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플레이 가능한 장점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로 작용되고 있음

46) “새로운 미래가 되길 꿈꾸는 VR 게임산업, 해답은 결국 콘텐츠다” / 게임동아,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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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활용한 소셜게임>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카지노)게임

카카오톡 별 플레이를 통한 소셜게임

네이버 밴드를 통한 소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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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게임 관련 기사>

소셜카지노가 뭐길래…영업이익률 30% 육박, 더벨, 2017.4.21

페이스북에서 소셜카지노 게임을 구동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
들과 연계해 함께 즐길 수 있다. 슬롯머신의 비율이 압도적인데 스마트폰 속 슬롯
머신을 함께 보며 게임을 즐기거나 슬로머신에서 얻게 되는 레벨을 SNS 상 친
구들과 공유하며 경쟁할 수 있다.
국내는 더블유게임즈가 대표적인 소셜카지노 게임 개발사다. 더블유게임즈의 히
트작 더블유카지노는 카지노의 본고장인 미국 라스베가스의 실제 모습을 기반
으로 가상현실세계를 구현했다. 사용자가 직접 도시를 돌아다니며 호텔 카지
노를 방문해 게임을 하는 형식이다.

카렌티오"페이스북은한국게임사가글로벌성장할수있는가교", 전자신문, 2017.2.20

“한국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클 수 있는 브릿지(Bridge)가 되겠다.”
카렌 테오(Karen Teo)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역 게이밍 총괄은 “페이스북 본
질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오 총괄은 “페이스북은 실제로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과 게임을 매칭하는 데 탁
월한 노하우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6억5000만명에 이르는 게이머를 모수로,
콘텐츠를 노출할 대상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게임시장 성장와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규모, 미래한국, 2016.12.20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은 연평균 27.3% 성장하여 2017년에는 4.9조원의 시장
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의 성장은 모바일
플랫폼이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모바일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은 약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최근에는 인게임광고 방식이 웹보드게임 비즈니스 다각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부분유료화 중심의 BM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게임 광고47)는 웹보

드게임 수익성 증대와 이용자의 플레이 참여를 유도 및 유지하는 수단으로 급

부상

※ 국내 웹보드사업자 A의 광고 매출액은 ’14년 대비 ’16년 134%로 급성장

47) 인게임광고 BM이라 함은 온라인·모바일 등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 시행되고, 일정시간 특정 광고를 
볼 경우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삽입형 광고(예정된 휴식 시간에 게임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등장하는 동영상 광고), 이미지형 광고(배너 광고 및 풀스크린 광고와 같은 非
동영상 또는 정적 형태의 광고), 보상형 광고(광고를 보는 대가로 인게임 아이템 및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등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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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내 인게임 광고 활용 사례>

이미지형 인게임 광고

보상형 인게임 광고

<인게임 광고 관련 기사>
애드콜로니, ‘비디오광고’ 통한모바일게임수익화전략제시, 디지털데일리, 2017.7.17

김민성 애드콜로니 이사는 모바일 특화 비디오 광고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광고수익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인준 애드콜로니 지사장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광고수익화가 적용된
게임의 성공 사례가 많아 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광고수익화 적용을 위한 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수익화 고도화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
용들에 대한 현장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성
공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인게임광고', 게임업계새로운수익창출방안대두, 브릿지경제, 2016.5.18

게임 애플리케이션 안의 광고(인게임 광고)가 게임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의 ‘인게임 광고 사업’은 게임 관련 수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카카오게임을 하며 돈을 지출하는 이용자는 전체의 4.7%에 불과해 아직도
90%가 넘는 이용자들은 게임에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 즉, 카카오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는 많지만 수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카
카오는 인게임 광고 사업을 통해 ‘90% 비과금 이용자의 벽’을 깨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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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보드게임 규제 시장 환경 영향 평가

○ 일부 규제 완화의 시장활성화 착시효과 및 규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차단

- 규제 이후, 온라인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70% 이상 급감하였으며, 손실된 웹

보드게임 시장 파이 자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온라인 웹보드게임 시장의 위축기에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과 규제로 인

한 게임 이용 패턴의 변화는 웹보드게임 시장을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

하고 있음

- 모바일 웹보드게임 매출 증가는 웹보드게임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 변화를 초

래하는 한편, 기존 웹보드 게임사는 온라인 기반 매출 만회를 위해, 광고 사업

등 사업 다각화 모색

- 즉, 법적 규제는 온라인 중심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일부 규제 완화 및 시장(BM)의 변화에 따른 매출 회복은 시장 활성화 착

시효과에 불과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파이의 축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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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법적 규제는 합

법적 성인 웹보드게임 시장의 성장동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기존 시행령 법적 규제에 대한 면밀한 시장영향 평가 및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내수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2) 웹보드게임 규제 산업 영향 분석 : 미시적 이용자 환경 변화

1) 웹보드게임 규제의 산업 미시적 영향 평가를 위한 검토 사항

○ 법적 규제가 웹보드게임 시장 특히, 웹보드게임 이용자 측면에 미친 영향 분석

- 규제로 인한 게임 이용자 증감률 분석, 월 구매한도, 일 베팅한도, 일 손실한도

등 각 목의 규제에 따른 게임 이용 패턴과 신설된 사목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

치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 영향 평가

2) 웹보드게임 규제 미시적 영향 평가

① 이용자 패턴 분석

○ 웹보드게임 법적 규제 직후, 웹보드 이용자 50% 이상 이탈 및 게임이용시간 급

감 현상 발생

<웹보드 시행령 직후 게임이용시간 감소 현황>48)

웹보드시행령 적용 

(2014.2.24)

48) ‘모바일 시대의 게임산업 정책과 문화산업의 지형’ - 전성민(가천대)/유병준(서울대), 한국정책학회 201
5 발표논문집에 따르면, 시행령 규제 발표 및 시행 이후, 이용자 게임 이용시간이 이전에 비해 50% 이
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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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따른 온라인 웹보드게임 시장의 회복은 매우 더딘 상황이나, ’14년 모바

일 웹보드게임 유료서비스 허용 및 ’16년 웹보드 시행령 규제의 일부 완화 이

후, 모바일 웹보드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일부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

음

- ‘카카오’, ‘밴드’ 등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을 통한 신규 이용

자 유입도 이용자 증가 주요 기여 요인으로 분석

<시행령 개정에 따른 웹보드게임 이용자 증감 현황>

                       

※ 개정 전 100% 기준, 직후와 이후 6개월 각각의 증감률 비교

○ 이용자 결제 패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행 규제의 월 구매한도, 일 베팅한

도 등의 규제에 못 미치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80% 이상이 월 10만원 이하 웹보드게임을 이

용하고, 현행 월 구매한도 제한 금액인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게임을 이용

하고 있으며, 특히 월 구매한도 상향(30 → 50만원) 후에도 30만원 이하 결제

비중이 95%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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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구간별 이용자 비중>

<30만원 이하/초과 결제 비중>

- 한편, 월 구매한도 소진시점은 시행령 개정 직후 일시 증가했다 개정 전과 비

슷한 추이를 나타냄

<월간 구매한도 소진 시점>

‘16년 시행령 개정 전

(월 구매한도 30만원) ⇛
‘16년 시행령 개정 후

(월 구매한도 50만원) ⇛
이후 6개월

(월 구매한도 50만원)

평균 16.6일 평균 18.1일 평균 16.1일

6개월 평균(‘15.10 ~ ’16.03) 6개월 평균(‘16.04 ~ ’16.09) 6개월 평균(‘16.10 ~ ’17.03)

  ※ 2社 통합 수치

<참고>

‘14년 시행령 신설 전

(월 구매한도 30만원) ⇛
‘14년 시행령 신설 후

(월 구매한도 30만원)

평균 16.4일 평균 17.5 일

22개월 평균(‘12.05 ~ ‘14.02) 15개월 평균(‘14.03 ~ ’15.05)

※ “게임법 시행령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 제언 보고서”, 한국게임산업협회, 2015에서 발췌



- 71 -

- 1회 게임 이용한도의 경우에도, 현행 1회 이용한도 규제선인 5만원보다 적은

규모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로 인한 베팅 규모 변화 추이>

※ “게임법 시행령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 제언 보고서”, 한국게임산업협회, 2015에서 발췌 및 보완

○ 한편,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이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특히 손실한도 제재 대상자의 10% 이상은 실제 웹보드게임을 이탈하고 있으

며, 실제 민원 내용의 확인을 통해서도 ‘손실한도’ 규제가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이탈사유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손실한도 제재 대상 이탈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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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한도 민원 사례>

○ 정상적으로게임해서잃은건데 제재받는건억울하네요 누가잃고싶어잃게어요? 생각
없이제재시키나요?

○ 24시간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24시간 제한입니까? 무분별한게 제한 남발하면
게임 유저들이 바보닙까? 이러니깐 유저들이 탈퇴하는거 알아요 몰라요 잘들합시
다 월급받고 일하면 월급값을 합시다 선량한 피해자가 글 남깁니다 짜증나서.....

○ 손실한도는 개인이 결정할문제입니다 55억은 너무하네여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여
○ 현재 1일 손실제한이 걸려서 게임 진행이 안되는데요오늘 휴가 마지막날인데 좀
풀어주세요

○ 정확한 규정을 보내주세요...게임중에 100억도 왔다갔다하는건 금방인데 그럼 모든
가입자가 1일정지 당하겠네요..1일 정지 규정 사항을 정확히 보내주세요..이게 사
유가 된다면 탈퇴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겠네요..규정을 보내주세요.

○ 1일기준초과로인하여24시간게임이용이제한되었다고뜨는데..벌써두번째에요. 게임을
오래하는것도아닌데..자꾸이러니깐불편하네요..아이디가 제명의로두개있는데 본인
명의아이디가똑같이정지되는데요..시간제한기준이 몇 시간인가요? 이용제한시간해
지방법은없나요?청소년도아니고..몇시간겜한건데..확인후빠른답변요청합니다.

② 이용자보호방안 수립 의무(신설 ‘사.목’) 관련 이용자 영향 분석

○ ’16년 개정 웹보드게임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방안 수립

의무 관련, 웹보드게임 서비스제공자는 이른바 책임게임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운영 효과>

 [‘이용자보호프로그램49)’ 단계별 조치 대상 수]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자기 제한]

※ ’17년 2월부터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운영

49) ‘이용자보호프로그램’ 단계별 조치

 

구분 명칭 내용 부가조치 비고
1단계 알림 예)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게임이용 본인제한 제도 안내 월 1회 고지
2단계 이용내역 안내 예) 월간 이용시간, 이용전적, 결제금액 등 고지 - 게임이용 본인제한 제도 안내 월 1회 고지

3단계 자가 테스트 예) 게임 과용 여부 등에 대한 설문테스트
- 게임이용 본인제한 제도 안내

  -     게임이용 이용내역 안내

테스트 후 

게임실행
4단계 게임이용제한 1년간 게임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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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이용자 부정행위(‘짜고치기’, ‘게임머니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

사의뢰 등의 활동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환전 관련 신고 및 조치 건수도

감소

<이용자보호프로그램 운영 효과>

[이용자 부정행위 제재 조치-업계] [환전 관련 신고 및 조치 현황-기관]

※ 이용자 부정행위 제재 조치: 짜고치기 및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업계 제재 조치
※ 환전 관련 신고 및 조치 현황: 게임물관리위원회 “웹보드시행령 관련 검토 현황(17. 08. 21.)”에서 발췌

3) 웹보드게임 규제 산업 미시적 영향 평가

○ 법적 규제 이후 ’15년까지 웹보드 이용자 급감, ’16년 규제 개선 이후 이용자

일부 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규제 신설 직후의 상황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용자 측면에서 규제 완화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제구간별 이용자 분포, 베팅한도 및 손실한도, 구매한도 소진 시점 등 시행령

각목 규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패턴, 사목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의

이행 운영 실적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접수되는 환전 관련 신고, 조치 현황

등은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음

○ 특히 시행령 다목 손실한도 규제의 경우, 월 구매한도 및 일 이용한도 규제와

의 관계에서 중복 규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손실한도 규제가 이용자

이탈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목’ 이용자보호방안의 실효적 운영

을 통한 ‘다.목’ 손실한도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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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보드게임 관련 등급분류 및 민원 등 현황

(1)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관련 등급분류 현황(게임물관리위원회)50)

○ 등급분류 현황

- ’14년 청소년이용등급 위탁기관(GCRB) 업무이양 및 PC 온라인 시장 축소로 게임위에

접수되는 등급분류 신청 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베팅성 게임물 장르

의 규모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처리현황(2011. 1. 1. ∼ 2017. 6. 30.)>

총 신청
건 수

베팅성
게임물

비율
내용수정
총 처리건 수

베팅성
게임물

비율

2011 4524 278 6.1% 8,081 771 9.5%
2012 2797 400 14.3% 8,607 939 10.9%
2013 1747 369 21.1% 7,601 1,150 15.1%
2014 1038 209 20.1% 6,976 1,102 15.7%
2015 1091 443 40.6% 6,617 1,383 20.9%
2016 1187 479 40.4% 3,997 1,489 37.2%
2017 648 187 28.9% 1,966 732 37.2%
합계 13032 2365 18.1% 43,845 7,566 17.2%

※ 오픈마켓 접수 및 처리건 포함
※ 오프라인 내용수정 접수 건 제외

- 타 플랫폼에 비해 베팅성 게임물의 내용수정신청 건수는 다소 낮으며, 베팅성 게

임물은 타 장르에 비해 새로운 콘텐츠 추가 빈도가 낮음

<온라인 플랫폼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처리현황(2011. 1. 1. ∼ 2017. 6. 30.)>

총 신청
건 수

베팅성
고포류

비율
내용수정
총 처리건 수

베팅성
고포류

비율

2011 3251(854) 206(138) 6.3%(16.2) 7,575 647 8.5%
2012 1665(860) 242(121) 14.5%(14.1) 7,920 646 8.1%
2013 960(549) 235(102) 24.5%(18.6) 6,462 482 7.4%
2014 524(321) 118(46) 22.5%(14.3) 5,833 491 8.4%
2015 495(180) 251(79) 50.7%(43.8) 5,008 602 12.0%
2016 505(232) 323(132) 64.0%(56.9) 2,272 565 24.8%
2017 229(116) 117(61) 51.0%(52.6) 1,152 372 32.2%
합계 7629(3112) 1492(679) 19.6%(21.8) 36,222 3,805 10.5%

※ 오픈마켓 접수 및 처리건 포함

50) 4차 협의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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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급감하였다가 ’15년 회복세로 전환함

- 대형 게임사의 등급분류 신청 건수는 낮으나, 내용수정신고의 비중은 높음

<PC온라인_베팅성게임물 등급분류 처리현황(2011. 1. 1. ∼ 2017. 6. 30.)>

신청사 총신청건 수 * 제외 총 건수 비율

2011 48 138 131 94.9%

2012 44 121 112 92.6%

2013 40 102 102 100%

2014 19 46 45 97.8%

2015 24 79 65 80.3%

2016 38 132 98 74.2%

2017 21 61 59 96.7%

※ 대형 게임사 제외 수치
- 201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3), 주식회사 초이락게임즈(4)
- 2012: (주)네오위즈게임즈(4), 제이이앤엠 주식회사(1), 엔에이치엔(주)(1), 위메이드소프트(3)
- 2013: 없음
- 2014: 씨제이넷마블주식회사(1)
- 2015: 엠게임(1),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12), ㈜네오위즈게임즈(1)
- 2016: 엠게임(10),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13), (주)네오위즈플레이스튜디오(1), (주)네오위즈(10)
- 2017: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2)

- ’15년부터는 대형 게임사의 내용수정 신고가 50%이상을 차지함

<PC온라인_베팅성게임물 내용수정 처리현황(2011. 1. 1. ∼ 2017. 6. 30.)>

신청사
총 신청
건 수

* 제외한
총 건수

비율
대상
건 수

비대상
건수

2011 43 647 414 63.9% 11 392
2012 52 646 407 63% 6 380
2013 40 479 293 61.1% 2 271
2014 45 491 329 67% 8 291
2015 30 428 123 28% 0 372
2016 15 324 85 26% 29 264
2017 19 241 102 42% 4 215

※ 대형 게임사 제외 수치
- 2011: (주)네오위즈게임즈(22), 엠게임(202), 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2), 엔에이치엔(주)(1), 주식회사 넥슨코리

아(1), 프리챌게임(5)
- 2012: (주)네오위즈게임즈(44), 엠게임(189), 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1), 엔에이치엔(주)(1), 위메이드소프트(3),

프리챌게임(1)
- 2013: (주)네오위즈게임즈(62), 엠게임(117), 엔에이치엔(주)(6), 프리챌게임(1)
- 2014: (주)네오위즈게임즈(38), 엠게임(70), 엔에이치엔(주)(38), 프리챌게임(16)
- 2015: (주)네오위즈게임즈(4), 엠게임(49), 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68), 엔에이치엔(주)(112), 천백십일(주)(72)
- 2016: (주)네오위즈1), (주)엠게임(21), 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9), 엔에이치엔(주)(120), 천백십일(주)(88)
- 2016: (주)네오위즈(9), (주)엠게임(11), 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7), 엔에이치엔(주)(76), 천백십일(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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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팅성 게임물의 등급거부는 지난 5년 평균(12년-16년) 연간 약 16건이 발생하였으며,

베팅성 게임물의 등급취소는 연간 약 20건이 발생함

<등급거부 처리현황(2011. 1. 1. ∼ 2017. 6. 3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등급거부(전체) 581 447 189 81 107 125 63

등급거부(베팅성) 40 8 6 25 14 28 14

등급취소(전체) 186 102 50 52 56 16 23

등급취소(베팅성) 48 39 16 13 26 9 15

※ 등급거부(베팅성) 및 등급취소(베팅성) 건수는 온라인, 모바일(오픈마켓) 플랫폼을 기준으로 산정함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분류(온라인) 현황>

(단위: 건)

등급분류 등급거부 등급취소

온라인

건수

베팅성

건수
비율

온라인

건수

베팅성

건수
비율

온라인

건수

베팅성

건수
비율

2011년도 854 138 16.2% 119 42 35.3% 35 18 51.4%

2012. 1. 1.∼

2012. 11. 28.

시정권고 기준(안)발표

785 111 14.1% 33 8 24.2% 44 33 75.0%

2012. 11. 29.∼ 2013.

6. 21.
387 64 16.5% 23 8 34.8% 13 9 69.2%

2013. 6. 22.∼

2013. 11. 19.

입법예고

220 41 18.6% 4 2 50.0% 4 4 100.0%

2013. 11. 20. ∼

2014. 2. 23.

유예기간

114 7 6.1% 4 4 100.0% 4 3 75.0%

2014. 2. 23. ∼

2014. 12. 31.

적용

254 46 18.1% 30 22 73.3% 8 7 87.5%

2015년도 192 101 52.6% 2 1 50.0% 37 36 97.3%

2016년도 182 100 54.9% 12 10 83.3% 9 9 100%

2017년도 87 44 50.6% 10 8 80.0% 15 15 100%

※ 오픈마켓을 제외한 PC온라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산정함(2017년은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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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관련 신고 및 조치 현황

- 신고구분

·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센터 및 불법게임물포상제도 운영

※ ’12. 6. ∼ ’14. 3. 환전 포상금 신고 창구 일원화(K-GAMES)

· (K-iDEA) 불법환전신고센터(포상금 지급) 운영

※ ’14년 3월 까지 신고 접수 후 운영 종료

- 신고현황

· ’12년 11월 시정권고 기준(안) 발표 이후 환전 관련 신고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

며, 웹보드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개정이 이뤄진 2013년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85.4% 감소함

· 웹보드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82.8% 감소하였으며,

’15년부터 최근까지 게임위의 신고 건수는 지속 감소·유지되고 있음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현황을 확인해볼 필요 있음

년도 웹보드 시행령
게임물관리위원회 K-GAMES

계 비고불법게임물
신고센터

불법게임물
포상제도

불법환전
신고센터

2010 16 - 695 16
월평균
약 59건

2011 13 629 690 642
월평균
약 111건

2012
- 2012.11.29. 시정권고
기준(안) 발표

5 1,921 494 1,926
월평균
약 202건

2013. 1. 2

-

40 2

월평균
약 30건

2013. 2. - 17 0
2013. 3. - 25 0
2013. 4. 3 28 3
2013. 5. - 25 0
2013. 6. - 2013. 6. 20. 입법예고 2 29 2
2013. 7. 4 39 4
2013. 8. 6 15 6
2013. 9. 4 46 4
2013. 10. - 15 0
2013. 11. - 2013. 11. 20. 개정 3 25 3
2013. 12. 1 25 1

2013 25 - 329 25
2012년 대비
(- 85.4%)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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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현황

· ’12년 11월 시정권고 기준(안) 발표 이후 환전관련 조치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웹보드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개정이 이뤄진 ’13년의 조치 건수는 전년대비 67.8% 감소함

· 웹보드 시행령이 시행된 ’14년 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95.9% 감소함

· ’15년부터 최근까지 게임위의 조치 건수는 지속 감소·유지되고 있음

2014. 1.

- -

27 0

월평균
약 5건

2014. 2.
- 2014. 2. 23. 시행령

시행
17 0

2014. 3. 16 0
2014. 8. 1 - - 1

2014 1 - 60 1
2013년 대비
(- 82.8%)

2015 - 3 - 3
2016 - - - -
2017 2 1 - 3

년도 웹보드 시행령 수사의뢰
시정권고
(접속차단)

기타
(시정요청 등)

계 비고

2010 11 641 - 652 월평균약 54건
2011 14 645 - 659 월평균약 55건

2012
- 2012.11.29. 시정권고

기준(안) 발표
12 669 - 681 월평균약 57건

2013. 1.

-

19

-

19

월평균
약 18건

2013. 2. 28 28
2013. 3. 18 18
2013. 4. 23 23
2013. 5. 21 21
2013. 6. - 2013.6.20. 입법예고 19 19
2013. 7. 12 12
2013. 8. 48 48
2013. 9. 20 20
2013. 10. - 0
2013. 11. - 2013.11.20. 개정 10 10
2013. 12. 1 1

2013 0 219 - 219
2012년 대비
(- 67.8%)

2014. 1. 1 2

-

3

월평균 약 1건

2014. 2. - 2014.2.23. 시행 - - 0
2014. 3. 1 - 1
2014. 7. - 1 1
2014. 8. 1 1 2
2014. 9. - 1 1
2014. 12. 1 - 1
2014 4 5 - 9 2013년 대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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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보드게임 민원 현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대상: 웹보드 2개사

□ 기간: 2015. 10. 1. ∼ 2017. 03. 31.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웹보드게임 부문 민원

구분 ‘15.10 ～ ’16.03 ‘16.04 ～ ’16.09 ‘16.10 ～ ’17.03 합계
사용자의 이용제한 3 9 13 25

해킹 - 1 7 8
운영정책 불만 1 2 4 7
콘텐츠 하자 2 - 3 5
결제 관련 1 3 - 4

기타(아이템, 오류 등) 1 1 2 4
합계 8 16 29 53

(- 95.9%)

2015 1 1 1 3
2016 - 8 - 8
2017 - 13 1 14

❏ 사용자의 이용제한
- 불법 프로그램, 욕설 등 부당행위로 인한 계정정지등 제재

❏ 해킹
- 해킹 및 개인정보 악용

❏ 운영정책 불만
- 사업자의 약관과 운영정책에 대한 불만

❏ 콘텐츠하자
- 콘텐츠 부실, 품질 불량, 서버 접속 장애로 인한 피해

❏ 결제 관련
-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수수료 및 위약금 과다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휴대폰, 신용카드 콘텐츠 구매

❏ 기타(아이템, 오류 등)
- 아이템 및 캐쉬 복구 및 환불, 아이템 거래 및 사기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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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51)

(1)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운영 현황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 배경

- 게임의 비정상적·불법적 이용 및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

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게임산업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판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보호기구로 설립

○ 설립 경과

- 게임문화재단 산하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16.07.20.) ⟹ 이용자보호 통합시

스템 오픈 ⟹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간 업무 협약(이용자보호

방안 가이드라인 및 업무편람 배포, ’16.11.18.) ⟹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자

율준수 협약(’17.01.25.) ⟹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 발간(’17.03.24.∼) ⟹ 협약
사 이용자보호방안 교육(’17.05.17.) ⟹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중앙대학교병원간

업무협약(’17.08.21.)

51) 게임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의 활동 성과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첨부 2.]의 백주선,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의 활동 성과 
및 전망 - 웹보드게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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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주요 업무

-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구성

- 게임이용자 보호 통합기구로서 민원 대응, 분쟁조정지원,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제

도 운영, 게임 관련 법·제도 연구 등 수행

• 준법 여부 상시 모니터링
• 자율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 운영
• 과몰입·과용 이용자 상담 지원
• 교육, 연구 및 게임문화 캠페인 사업
• 민원접수·상담 및 처리
• 법·제도 연구 및 정책 분석

(2)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운영 성과

① 개관

○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및 업무편람 마련

- 게임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사.목’ 이용자보호방안 마련 의무

이용자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게임제공업자가 법령상의 의무

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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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가이드라인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이용자보호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편람을 제작

<이용자보호방안 체계>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게임물 이용 자기 제한
o 이용자 스스로 게임물 이용 관리
o 본인 등의 자기제한 조치
o 관계기관 및 이용자보호기구를 통한 타인제한 가능

모니터링

o 짜고치기, 해킹, 게임머니 환전 비정상적 이용행위 모니터링
-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광고 등 행위
- 비정상적 게임이용(승패, 승률 조작 등) 행위
- 부정 불법 결제행위 : 결제취소, 명의도용 등

과몰입 위험군 관리

o 단계별 게임과몰입 위험군 기준 마련
- 게임 이용시간, 이용제재 이력 등 고려
o 게임과몰입 위험군 분류 및 단계별 조치
- 경고→게임이용내역 안내→과몰입 안내 및 테스트→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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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게임사업자의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게임과몰

입 예방 및 관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보호업무 교육 등)의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고 있음

- 센터의 전문인력이 각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책임자나 업무담당자에게 이용자보호

방안의 내용과 준수 방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게임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 모니터링

-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임사업자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

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 ～ ‘바’목 준수여부 확인

→ 모니터링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유 및 미준수 게임사업자에게 알림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 위반 여부 모니터링

게임 내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홍보 관리 실태 조사 분기별 1회 실시

○ 게임이용자의 비정상적 게임 이용 모니터링

-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제재를 통해 효

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포털사이트, SNS 등의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홍보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정상적 게임 이용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 시행 후 거래 게시물 수 절반 정도로 감소

(’16. 월평균 169건→’17. 월평균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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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아이템중개사이트 내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게시물(1,152건)을 게임

물관리위원회에 알려 게시물 삭제 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 해당 사이트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모니터링 강화 요청

’17.2. 이후 거래 게시물 수 약 80% 감소

(’16. 월평균 123건→'17. 월평균 27건)

-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감소

과거 ’12.～’15. [불법환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이트 3,650건 재조사

→ 조사결과 50개 사이트 운영이 확인되었으나, ’16.12.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사이트 차단 완료

’17.1.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7.11. 누적 신고 39건)

- 불법사설서버, 비인가프로그램(오토/핵) 신고·접수 운영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外 이용자보호 위한 불법행위 감시 활동 확대

(’17.11. 누적 신고 불법사설서버 31건, 비인가프로그램 19건)

○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용) 예방 및 관리

- 게임과몰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험군 선별

기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게임과몰입 이용자를 위해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 상담·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게임이용자 민원·불만사항 관리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지원 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웹보드게임 통합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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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를 운영하고,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 발간 등

- 매월 게임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 사항과 센터 활동 소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발간하고 있음 (’17.3.～)

② 협약사 단계별 이용자보호조치 및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등 조치 현황

○ 위험군 분류 조건 예시

·1단계 그룹A : 이용시간 및 행태가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다소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태

·2단계 그룹B : 이용시간 및 행태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태

·3단계 그룹C : 이용시간 및 행태에 대한 자기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상태

·4단계 그룹D : 과용 고위험군으로 과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

○ 단계별 이용자보호조치 내용

구분 명칭 내용 부가조치 비고

1단계
그룹A

알림
예)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
습니다.

게임이용
본인제한
제도 안내

월 1회 고지

2단계
그룹B

이용내역
안내

예) 월간 이용시간, 이용전적, 결제
금액 등 고지

게임이용
본인제한
제도 안내

월 1회 고지

3단계
그룹C

자가
테스트

예) 게임 과용 여부 등에 대한 설
문테스트

게임이용
본인제한 제도
안내 및

이용내역안내

테스트 후
게임실행

4단계
그룹D

게임이용
제한

1년간 게임이용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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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이용자보호조치 현황 (’17.02. ～ ’17.1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단계 1,434 1,230 915 1,049 947 1,029 1,222 1,171 1,078 1,042

2단계 - 447 375 315 253 278 296 299 310 258

3단계 - - 164 149 113 93 93 91 97 74

4단계 - - - 11 11 14 14 14 14 14

합계 1,434 1,677 1,454 1,524 1,324 1,414 1,625 1,575 1,499 1,388

※ 비고 : ’17.2. 부터 위험군 선별을 통해 단계별 이용자보호조치가 진행중이며, 매월 평

균 약 1,500명의 이용자가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되고 있음. (’17.5. 이후 천

백십일(넷마블게임즈) 포함)

※ 1단계(경고) ∼ 3단계(자가테스트)의 경우 분류조건에 따라 단계 이동이 가능하지만

4단계(이용정지)이용자의 경우 단계이동이 불가하며, 1년간 이용이 정지됨

○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등 조치 현황 (’17.02. ～ ’17.11.)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자기제한 1 0 7 11 21 12 16 9 21 18 116

타인제한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 0 7 11 21 12 16 9 21 18 116

③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모니터링 및 민원 접수 현황

1) 모니터링 현황 (’16.7. ～ ’17.11.)

○ 웹사이트 :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홍보 게시물

-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등) 내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홍보 게시물 등록 여부를 매일 검색어를 통해 검색 후 게시물 등록 수, 해당 게

시물 스크린샷을 통해 현황 파악

- ’16.12.까지는 포털사이트로 한정하였으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게

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사이트 홍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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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까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 포털사이트의 경우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홍보 게시물이 블로그, 카페 등에 등록 되더
라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1～2일 이내 해당 게시물을 삭제처리 하고 있어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NS의 경우 차단에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홍보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부터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홍보 게시물 등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며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역시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으로 파악됨 (월 3건 미만 적발)

○ 아이템중개사이트 :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홍보 게시물

-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상 웹보드게임 아이템(게임머니) 거래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아이템중개사이트의 경우 거래 완료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어 총 거

래 건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최대한 주기적으로 등록되는 게시물

을 기준으로 산정

○ 게임관련 불법행위 신고 : 불법사설서버,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비인

가프로그램(핵/오토 등)

- 신고 유형 : ①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② 불법사설서버, ③ 비인가프

로그램 (핵/오토 등) 3가지로 분류

- 신고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 www.gucc.or.kr 내 [불법게임물신고] 카테고리로 접

수를 받고 있으며 내용 검증 및 사이트 재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 시 게임

물관리위원회 이송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정기적으로 사이트차단 협조 공문

을 발송하여 차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 중 (’16.12. 시행)

- ’17.3.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조치 결과(자체종결52), 시정권고53))를 회신

받고 있음

52) 사이트 확인시 접속불가, 내용불충분 등으로 인해 처리 불가한 경우 
53)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http://www.gu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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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웹사이트
아이템
거래사이트

게임관련
불법행위신고

게임관련불법행위신고 세부유형

2016년

7월 65 257 0

8월 38 153 0

9월 44 91 0

10월 63 59 1 사설서버1

11월 44 71 0

12월54) 22 104 0

2017년

1월55) 40 67 18 환전사이트1, 사설서버8, 프로그램9

2월 37 38 3 사설서버2, 프로그램1

3월 64 34 17 환전사이트10, 사설서버1, 프로그램6

4월 70 19 0

5월 65 35 9 환전사이트8, 프로그램1

6월 55 36 22 환전사이트5, 사설서버17

7월 43 13 2 환전사이트2

8월 45 15 6 환전사이트5, 사설서버1

9월 20 21 3 환전사이트2, 프로그램1

10월 65 5 7 환전사이트6, 프로그램1

11월 161 12 1 사설서버1

계 941 1,030 89 환전사이트39, 사설서버31, 프로그램19

<2016 ～ 2017년도 센터 모니터링 데이터 통계>

○ 모니터링 성과 분석

- ’16.07. ～ ’16.12.까지 네이버, 다음, 구글을 통해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니)머니

중개사이트 홍보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게시물 추이를 분석하였고 ’17.01.

부터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게시물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함

-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범위 확대로 인한 게시물 적발 수치가 증가하였

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를 방지하고자 약 8개월

54) ’16.12.부터 카드뉴스 제작·배포를 통한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진행
55) ’16.7. ~ ’16.12.까지는 포털사이트에 한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17.1. 이후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로 모니터링으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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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아이템중개사이트 내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게시물 등록 실태조사 결

과를 ’17.1.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에 전달 협조를 요청하였고 게임위에

서 아이템중개사이트에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결과 ’17.2.

부터는 관련 게시물이 상당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결과 모니터링 시행 후 매월 포털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월 평균 169건

가량의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홍보 게시물이 등록되었으나 1년 경과한

현재 월 평균 88건 미만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절반정도로 감소하였으며, 과거 ’1

2. ∼ ’15.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운영된 ‘불법환전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사이트 3,650여건을 ’16.12. 전수 조사한 결과 중복 사

이트를 제외한 50여개 사이트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게임물관리위원회 사

이트 차단 요청 완료)

- 그 외에도 ’16.12.부터 센터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배포를 통해 불법 게임

머니거래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17.1.부터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

니)거래사이트 신고 건수가 증가하며 게임관련 불법행위 예방/근절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됨

2) 민원 현황 (’16.10. ～ ’17.11.)

○ 민원 처리 지침 :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아래의 지침을 두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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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원의 신청) ① 민원사항의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gucc.or.kr) 내 민원접수 페
이지를 통해 하여야 한다.
②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민원의 접수 및 처
리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민원서류의 보완 등) ① 분쟁조정팀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의 요구는 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전항의 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요구하
고, 재요구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
려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서류의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센터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
2. 성명, 주소 등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센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4.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하자가 있는 서류로 판정한 경우
②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모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민
원으로 보지 않고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①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
하여 처리기간을 정한다.
② 민원서류는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단순 민원: 민원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7일) 이내
2. 1차 심의: 30일 이내
3. 2차 심의: 1차 심의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센터에 상정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4. 서류의 이첩·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5. 해당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6.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민원처리 지침 주요내용>

○ 민원접수의 처리

- 유선 문의 및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유입된 민원 건에 대해 직접처리 가능한 건

의 경우 즉시 상담을 통해 처리하며, 협약사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5영업일(7

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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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기타게임

유선 21건 54건

홈페이지 6건 66건

총계 27건 120건

<’16.10. ～ ’17.11. 인입 기준별 문의 건 수>

○ 유형별 민원 : 민원 접수 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여 처리

유형 내용 설명

자기제한 신청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않도록 센터로 요청

패조작 의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패조작이 의심된다는 불만

게임머니 회수
서비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 정지, 게임 머니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한 불만

고객센터 연결 요청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거나 답변이 없다는 불만

※ 상세한 민원내용 및 조치현황은 [붙임 2] 참조

④ 협약사 모니터링 및 민원접수 현황

○ 카테고리 별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대상 》

❏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광고 등 행위

- 웹사이트, SNS, 게임 내 쪽지나 채팅 등을 이용한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광고

행위

- 기타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를 알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

❏ 비정상적 게임이용 행위

- 관련성이 확인되는 이용자들의 게임이용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조직적으로 게임이용 행위를 하여 승패 등을 조작하는 행위

- 비정상적 형태(예, 승률, 전적 등)의 게임이용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등

❏ 부정 불법 결제행위

- 모바일오픈마켓 어뷰징(Abusing) (예, 부정한 방법의 결제취소 등)을 통한 부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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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현황 (’17.02. ～ ’17.11.)

※ 카테고리별 중복 모니터링 건수 포함

(3)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성과 평가 및 과제

① 한계

○ 설립 초기 센터 이용률 및 인지도 저조

- ’16.7.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이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 및 게임관

련불법행위 신고 저조

※ 웹보드 게임민원 월 평균 2건, 불법게임물신고 월 평균 5건

→ 센터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및 인지도 확대

결제행위

☞ “게임 어뷰징(Abusing)”이란 불완전한 게임의 시스템 등을 악용 오용하여 허용되

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예, 짜고치기 등을 통한 게임아이템 획득, 단기간

비정상적 경험치 획득, 게임 내 지위 상승 등)를 의미. 게임 어뷰징은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건강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

위임.

- 이벤트용 쿠폰, 무료 게임 아이템 등을 비정상적 형태로 수집 이용하는 행위

- 타인명의의 결제수단(예,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도용하여 결제하는 행위 등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
거래

6,172 4,922 4,096 4,744 4,319 4,171 3,536 3,420 2,044 1,368 38,792

불량
이용자

22,301 32,004 35,614 6,396 8,380 7,193 9,296 9,724 8,580 13,066 152,554

부정결제 1,135 1,380 2,150 760 2,599 421 346 297 407 818 10,313

합계 29,608 38,306 41,860 11,900 15,298 11,785 13,178 13,441 11,031 15,252 2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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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보드게임물 사업자의 참여 저조

- 주요 협약사 외 웹보드 게임사업자들의 센터와의 협약 체결 저조

※ 업무영역 확대 및 이용자보호 활동을 위한 협약 체결 방안 마련 필요

→ 협약 체결 방안 모색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

○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의 성격

-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비협약사에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움

→ 시행령 ‘사’목 이용자보호방안의 사례로 가이드라인 언급 등

② 평가

○ 규범적 평가

- 대안적 규제를 통한 규제 목적 달성

법률상 규제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게임이용자보호센터라는 대안 규제를 통한

규제 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긍정됨56)

- 자율규제 활용을 통한 ICT산업과 문화산업 견인

게임산업에 있어 자율규제의 활용을 통하여 향후 ICT산업과 문화산업을 견인

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긍정됨57)

56) 심우민, “ICT 자율규제와 게임 자율규제”,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세미나(2017. 8. 25. 개최) 자료집, 17면.

57) 안수현,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활용시 법적 제재의 의미와 효과”,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세미나(2017. 8. 25. 개최) 자료집,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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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 외부 자율기구로서의 장점

사업자간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표준적 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빠른 인식

및 그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빠른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가

지고 있음58)

○ 산업적 평가

- 한국게임산업협회

센터 출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ㆍ한국게임산업협회로의 게임아이템(게임머

니)거래사이트 신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의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

여 센터의 이용자보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59)

③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향후 과제

○ 세계적 표준 자율규제 모델화

- 게임 자율규제에 대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향후 정부 규제를

대신하는 자율규제에 있어 세계 표준의 모델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 범위의 확대를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센터의 활동방식을 표준화하고, 인증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철

저한 검증을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음.

58) 이병준, “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
계”,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세미나(2017. 8. 25. 개최) 자료집, 3면.

59) 한국게임산업협회,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재검토 시 고려사항,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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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사 외의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견인

- 센터와 협약을 맺지 않은 웹보드 게임사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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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니터링 사례

 인터넷 웹사이트 모니터링

 ❍ 네이버, 다음, 유튜브, 구글 등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게시물 스크린샷>

<포털사이트 (다음)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게시물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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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유튜브)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게시물 스크린샷>

<포털사이트 (구글)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게시물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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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니터링

 ❍ 트위터, 페이스북

<SNS 홍보 (트위터)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게시물 스크린샷>

<SNS 홍보 (페이스북)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게시물 스크린샷>



- 99 -

 게임관련 불법행위 신고

 ❍ 불법게임머니 거래사이트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사이트 스크린샷 1>

<불법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사이트 스크린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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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가 프로그램(핵)

<비인가 프로그램(핵) 스크린샷 1>

<비인가 프로그램(핵) 스크린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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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가 프로그램(오토)

<비인가 프로그램(오토) 스크린샷>

<비인가 프로그램(오토) 실행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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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설서버

<불법사설서버 스크린샷 1>

<불법사설서버 스크린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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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민원 처리 주요 사례

 자기제한 신청

 ❍ 민원 내용

  - 너무 오랜 시간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 접속할 수 없도록 계정 정지 요청

 ❍ 처리 결과

  - 게임 이용 자기제한 프로그램 신청될 수 있도록 해당 게임사로 이송

 패조작 의심

 ❍ 민원 내용

  - 비정상 이용자에 대해 게임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신고가 있

어야만 조치를 한다며 게임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 처리 결과

  - 센터 협약사의 경우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

래 알선 광고, 비정상적 게임이용 행위, 부정결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도 비정상 이용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안내

 기타(게임산업법 관련 불만)

 ❍ 민원 내용

  - 게임머니가 너무 쉽게 소진되어 게임을 즐기기 어려우니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개

선 요청

 ❍ 처리 결과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손실’하는 부분은 게임의 룰임을 설명하고, 

‘월 구매한도’, ‘1일 손실한도 및 이용제한’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임을 안내

  - 다만, 민원인의 불만사항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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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관련 불법행위 차단 요청 리스트

일 시 유 형 게임위 조치사항 비고

‘16.12.12 불법환전사이트 50건 -
‘12.∼’15. 불법환전신고센터

누적 Data 재검수

‘17.01.24 불법사설서버 5건 -

‘17.03.02
불법사설서버 4건 자체종결 내용미비

비인가프로그램 1건 자체종결 해외서버

‘17.03.23

불법환전사이트 10건 시정권고

불법사설서버 1건 시정권고

비인가프로그램 3건 시정권고

‘17.04.06 비인가프로그램 5건
시정권고 3

자체종결 2
해외서버

‘17.06.23 불법환전사이트 8건 시정권고

‘17.07.04
불법사설서버 3건 자체종결 내용미비

불법환전사이트 5건 시정권고

‘17.08.09 불법환전사이트 9건
시정권고 8

자체종결 1
내용미비

‘17.10.23.
불법사설서버 2건 시정권고 7

내용미비
불법환전사이트 7건 자체종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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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1. 제8호에 대한 계약법적 규범 평가

(1) 제8호의 정당화 가능성

○ 정당화 가능성의 효과 및 정당화 사유 정도

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과 관련하여

○ 법경제학상 내용규제 정당화 사유: 정보비대칭 내지 정보불균형이 ‘시장실패’

를 초래하므로 이를 교정하여야 함. 즉, 정보비대칭으로부터 나타나는 시장실

패에서 규제의 정당화 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보비대칭은 시장거래를 전적으로 마비시키는 완전한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는 경쟁에서 제공된 급부의 품질

에 대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예, 제품의 품질 보증 등)가 마련되어야

함

효과 정당화 사유 정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
시장실패 초래 정당화 사유 상실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

의 약자(소비자)보호

특정 개별당사자 보호에 적

합할 뿐, 일괄적 제한의 근

거로서는 부족

정당화 사유 빈약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계약모델을 위한 자

유주의적 계약모델의 희생
정당화 사유 빈약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

호

자기결정권의 보호라기보다는

후견적 지위의 남용
정당화 사유 빈약

사행성 방지를 통한 소

비자 및 공익 보호

간접적인 효과를 위한 일괄

적 내용통제는 정당화 사유

로는 부족

제8호 각목에 따라 정당화

사유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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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레몬시장(lemon market)’60)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

는 것을 막아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 및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짐

○ 그런데, 현행 제8호의 규제는 웹보드게임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시장실패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실패를 치

유하기 위해 시장을 규제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 할 것임

②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 당사자들이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정당성 내지 자기

결정이 보장되는데, 역학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느 당사자가 그의

계약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위험성이 있음 ⇒ 특히 사업자와 소비자 사

이에는 전형적으로 역학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약자인 소비자는 보

호를 요하게 됨

-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경제력 불균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웹보드게임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와

의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가 오히려 고객인 이

용자와의 계약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정보 열위 등에 의한 상황적 불균형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하는 존재인지 여부

∘경제적 불균형과 역학적 불균형은 개별 당사자의 문제이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통제할 문제이지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60) 미국의 이론경제학자 조지 애거로프에 의해 제시된 개념인 ‘레몬시장’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중고
차의 경우처럼 실제로 구입해 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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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에 대한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들 모두의 급부와 반대급부를 일

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역학적 우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에 기한 사적자치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음

∘정보적 열위에서 오는 상황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제8호와 같은

일괄적인 내용 규제가 아닌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해결가능한데, 웹보드

게임의 경우 규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우위를 긍정하기 어려움

③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 법률로 계약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에 대한 회의와 정

의에 의한 계약자유의 내재적 제약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형식적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계약모델과 실질적 계약

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계약모델은 조화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제8호의 경우, 부당한 계약에 따른 내용통제인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용자

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용을 규제하였고, 사회적 계약모델을 중시하

여 자유주의적 계약모델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파악 가능한 점에서, 계약자

유와 계약정의의 합리적 조정의 측면에서 실패라고 할 것임

④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와 관련하여

○ 자기결정은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자는

설령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하더라도 그 결

과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감수하여야 함 ⇒ 이러한 자를 그의 부주의로부터 보

호하는 것은 지나친 후견주의적 발상이라 할 것임

-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자기결정에

의하여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행위선택지를 가지는 경우, 내용통제는 불필

요하다고 할 것임

○ 제8호의 내용 중 일부는 급부와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지출 금액에 대한 한

도까지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보호라기보다는 국가의 후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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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임

⑤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및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 제8호 각 목의 규제방법 중 일부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위한 직

접적인 규제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해당 규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간접적인 효과를 위한 규

제의 정도로는 지나치게 규제 정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규제가 존재함

- 특히 제8호상 ‘월별 소비한도 제한’, ‘1회당 소비한도 제한’, ‘일별 소비한도

제한’의 경우 이는 지나친 내용통제로서 평가모순이라고 할 것임

[제8호 각 목 규제와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2) 규제 정당성과 관련하여 일괄적 내용규제 방식의 적정성

① 급부 및 반대급부에 대한 직접적 일괄적 통제방식의 타당성 여부

○ 이용자가 ‘합리적 무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통제의 정당

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급부 내용 및 자신의

반대급부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내용통제

는 불필요하며, 통제의 모습 역시 개별적 모습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임

제8호 각 목 사행적 이용 방지 효과

가목
ㆍ효과는 있으나 그 기준이 보편타당한지 또는 그 기준의 근거는

어떻게 제시된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회의가 존재할 수 있음

나목 ㆍ사행적 이용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음

다목 ㆍ사행적 이용 방지라는 효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사적자치를 침해함

라목 ㆍ사행적 이용 방지의 효과 거둘 수 있음

마목

ㆍ월 구매한도 및 1일 손실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의미 없

는 규제일 수 있음

ㆍ자동베팅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이용자의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야 함

바목 ㆍ형식적인 절차의 복잡성만 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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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는 합리적인 무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음 ⇒ 규제항목들이 계약에 기한 급부와 반대

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규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된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내용통제는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경쟁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체제 및 사적 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

별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용대금에 대한 통제(내

용통제)는 ‘폭리행위’나 ‘신의칙’의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

임

②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통제의 적정성 여부

○ 성년자를 미성년자와 같이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차를 고려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이 지점에서 일률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

하여 국가가 후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웹보드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

책의 경우, 일률적으로 그들의 내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용자 중 취약한 존재가 있는 경우, 이는 개별적인 보호의 문제이지 이용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후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웹보드게임의 이용자들을 모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치부하는

것이라 할 것임

③ 시장경제체제 및 사적자치의 근간을 침해하는 통제방식의 적절성 여부

○ 현행 규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지나친 규제에 의해 웹보드게임 시장의

실패를 유도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검토의 어려움을 원인

으로 하여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

제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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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방식의 전환 필요성

① 자기제한 및 타인제한에 의한 이용자 보호

○ 유효한 계약에 있어 스스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자기 결정

에 기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자기제한에 따른 이

용자 스스로의 보호 필요

○ 이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타인제한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의 적극적 계약위반 존재 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가능

② 사업자의 민사책임 강화에 의한 이용자 보호

○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계약책임 강화

- 급부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의무의 인정 가능성 여부: 웹보드게임 이

용자와 사업자는 이용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특별결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으므로,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위험적 요소를 가지게 된 경

우, 그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사업자의 의무를 긍정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불법행위 존재 시 불법행위책임 강화

- 웹보드게임의 이용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불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최소한 위험방지요청으로서 그 위험을 현실화시키지 않도

록 기대가능한 예방조치의 의무를 긍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사업자 스스로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책임에 의한 위험책임화를 유도하여

이용자 보호와 동시에 산업 발전이라는 이익의 중용적 모색이 실현될 수 있

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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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호 각 목의 검토61)

(1) 가목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

○ 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62) 가상현금(캐쉬 등), 게

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

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목적: 게임 이용상 월 구입한도는 게임물등급분류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이

를 명문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과도

한 게임머니 구매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이를 명문

화하고 우회적 방법에 의한 회피를 금지하여 웹보드게임의 사행화63)를

방지하고자 함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 달성의 전제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억지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게임의 사행

적 이용행위’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아이템 등 구매를 통한 소비행위의 필연적 수반

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동 규제가 의도하는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

이나,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61) 각 목의 규정목적과 관련하여, 1차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규정의 개선 등 조치에 있어 특별한 입법
목적의 변화 등의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던 바, 해당 규정 각 목의 입법 목적은 입법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 가능할 것이다. 이하 각 목의 입법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2013. 06)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둔다.

62) 제8호 가목은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구매’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웹보드게임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아이템 구입 등을 위한 재화의 투입이 필수적인 것임을 전제하는 시각에 따른 표현이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이용에 있어 아이템의 구입 등을 위한 재화
의 투입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문언은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구매’의 표현이 보다 적정
하다고 할 것이다.

63) 현행 법령상 ‘사행(성)’이란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가능성)’을 그 개념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란, 웹보드게임의 이용 제공 사업자가 해당 게임을 등급분류를 통해 이용자
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 허용된 게임으로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웹보드게임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상 도박의 수단 혹은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규제의 신설에 있어 시행된 규제
영향평가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동 규제의 목적은 - 이미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
하여 금지되고 있는 - 사업자 등에 의한 ‘웹보드게임의 사행화’의 억지가 아니라 일부 이용자에 의
한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의 억지에 있으므로, 동 규정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는 이
와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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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제는 아이템 등의 과도한 구매가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전

제 아래, 소비한도 제한 방식의 규제를 통하여 사행적 이용행위의 억지 달성이라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템 등의 (과도한) 구매행위’가 ‘게임의 사행적 이

용행위’를 유발한다는 합리적 체계적 논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한 방식으로 파

악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에 대한 아무런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체계

를 취하는 것은,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동 규제는 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웹보드게임들을 포

괄적 대상으로 하여 게임물 이용자 1명의 1개월간의 소비금액을 합산하여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음64)

그런데 특히 나목 및 다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들은 ‘가목의 한도’,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범위로 이용자의 소비한도 제한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허용되는 웹

보드게임 1종의 이용에 있어 각 경우 이용자 소비한도 제한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들로 파악할 수 있음65)

따라서 해당 규정의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상, 제8호 각 목은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

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웹보드게임 각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상 ‘게임물’에 대한 현행의 해석 적용이, 각각의 웹보드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서 규범의 적용대상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 기준 참조.
65) 이는 제8호의 규정에 있어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웹보드게임들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다

목과 같이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문언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드러
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목의 적용대상에 대한 현행의 해석‧적용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113 -

(2) 나목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

○ 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

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

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목적: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하여 베팅규제를 도입함 ⇒ 규제 입법에 있어

웹보드게임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베팅상한을

도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형법상 도박죄 성립의 위법

성조각사유인 ‘일시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판단과 관련한 판례

를 예시하였으며, 카지노, 경마 등의 회당 베팅한도를 예시하여 웹보드

게임은 게임결과의 환전업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게임 이용자가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억지력이 발휘되고 있으므로

도박에 있어 일시오락 정도보다 다소 높은 베팅상한을 설정함

○ 평가 및 검토

-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게임의 사행적 이용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웹보드게임의 내용(진행

방식)에 있어 (규범적 근거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도박, 사행산업 등에서 사용

되고 있는 이른바 ‘베팅규제’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의 구체적 설정

에 있어서도 도박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를 정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제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 특별한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 해당 방식

의 규제가 과거 아케이드게임에 있어 수차례 시행되었음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종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던 (오프라인상) 아케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행위는

빈번한 해당 게임물의 불법 개 변조 등을 통한 게임 결과물의 환전 등의 사행적 이

용이 문제되었던 사례이므로, 이를 게임 결과의 환전이 규범뿐만 아니라 현실적으

로도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웹보드게임에 있

어 해당 방식 규제의 채택 이유로 파악하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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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소비 가능한 한도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일시 오락의 정도’66)에 해당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도박과 규범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도박, 사행산업 등

의 회당 한도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 그러나 규제 신설의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웹보드게임은 도박이나 사행산업과는 전혀 달리 재산상 이

익의 득실이나 결과의 환전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박, 사행산업 등을 해당 기

준 설정의 비교 및 고려대상으로 한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합리적 타당성이나 적정

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설령 웹보드게임의 모사대상이나 베팅 등 진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하여 해

당 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웹보드게임과 도박, 사행산업 등은 그 본질적

측면에서 상이한 것이므로,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의 설정에 있어 도박,

사행산업 등을 그 기준 설정의 비교 및 고려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규범 내 중복적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신설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에 있

어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결과물 환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 규범의 존

재와 효율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를 통하여 동일 목적으로 1회당 소비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 규범체계 내의 불필요한 중복적 하위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억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가목에 의하여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됨에도 불구하

고, 재차 동 규제를 통하여 1회당 소비한도의 제한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게임 이용

에 있어서의 불편적 제약을 두는 것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중복적

규제라 할 수 있을 것임

66) 이와 관련하여 규제 신설 당시 입법영향평가에 따르면, “형법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일시 
오락수준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1인이 1회당 5천원 정도 수준의 범위에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음 
(2007고정4739, 2008. 1. 28. 선고 등 관련판례 참고)”라고 하여 회당 금액의 범위로 파악하고 있
는데, 형법상 ‘일시 오락의 정도’란 재물의 규모가 일시 오락의 정도라는 의미이나(오영근, 「형법각
론」 제3판, 박영사, 2014, 641면 등 참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85. 11. 12. 85도2096).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김성돈, 「형법각론」 제3판, 성
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683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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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목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

○ 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

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

물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이용

을 제한

○ 목적: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가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일

정 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도박 중

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임 ⇒ 웹보드게임이 도박의 가벼운 대체재

로 작용하거나 본격적인 도박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웹

보드게임의 과도한 이용은 도박 중독과 같은 증세를 발현시키므로 일정

한 경우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등을 근거로 하였음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과 규제 내용의 적정성

동 규제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억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정한 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손실이 있는 경우 게임

의 과도한 이용으로 파악하는 전제 아래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일정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에만 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이르는 것

으로 판단하는 전제 아래, 해당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긍정하

는 것인데, 규제 목적을 고려한다면 해당 규제는 손실의 경우에만 과도한 이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적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

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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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적 규제의 타당성 여부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다목은, 가목에 따른 이용

자의 월별 소비제한과 동일한 형태의 - 기간 기준67) 소비한도 제한68)이라는 점에서

- 작동원리로 형성되어 있는 규제로 파악할 수 있음69). 즉, 가목과 다목은 이용자의

해당 게임물 이용에 있어서의 소비와 관련한 허용기간의 제한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런데 그 규제 목적에 있어 가목은 과도한 소비(게임 아이템의 구매)가 게임의 사

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함을 이유로 하

는 것과는 달리, 다목은 게임의 사행화 방지에 더하여 게임 이용자가 ‘도박 중독(?)’

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70)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파악71)할 수 있음72)

무엇보다 1개월이라는 월별 소비제한의 기간을 설정해 두고, 1일 - ‘가’목에 따라

허용되는 소비 한도를 전면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5일로 파악할 수 있는73) - 이

라는 별도의 소비제한 기간을 재설정하여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기 어렵

다고 할 것임

67) 현행 규제에 있어서의 월별, 일별 기간의 기준 설정 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월별 50만원 수준의 소비제한을 분기별 150만원 혹은 연간 600만원 범위 내의 소
비제한으로 규정하더라도 최소한 연간 소비제한에 있어서는 현재의 월별 소비제한과 동일한 결과
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8)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소비의 영역에서 - 특히 문화 콘텐츠 소비의 영역에서 - 이용자의 소비를 
기간별로 일정한 수준으로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 사행산업 등의 경우(복표, 경마, 경륜 등) 소비제한이 규범화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칙적 
불허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산업의 경우로서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함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규범적으로 획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9) 일별 소비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24시간의 이용제한이라는 효과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에서 
‘다’목은 ‘가’목보다 강력한 규제로 파악할 수 있다. ‘가’목에 따른 월별 소비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에도 해당 월의 종료시까지 이용제한의 효과가 수반되지만, ‘가’목에 있어서의 월별 소비제한은 
이용자의 소비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통제가 가능한 반면, ‘다’목은 이용자의 자의적 통제의 영역
을 벗어난 게임 결과의 우연성에 따라 이용제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규제인 것이다.

7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
서(2013. 06) 참조.

71) 해당 규제가 위치하고 있는 [별표 2] 제8호의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에 의
하면, 제8호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함을 규제 신설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
술(詳述)에 있어 ‘다’목은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제어함을 추가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2) 이 점에서 동일한 작동원리를 가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제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것
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긍정한다면 수단을 달리하는 불필요
한 중복적 규제인 것이고, 부정한다면 최소한 양자 중 하나는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3) 특히 현행의 규제 체계는 1개월의 기간 중 5일의 기간 동안 일별 소비제한을 충족하고, 각 일에 
있어 2회의 게임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게임의 이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해당 규제의 취지와 충실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는 심각하게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117 -

- 실질적인 “성인 대상 셧다운제”로 작용

다목에 따른 일별 소비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는 해당 게임사업자가 제

공하는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을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없음74). 즉, 동 규제

는 (일반적으로) 웹보드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분류 되어 성인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규제는 성인 이

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통칭 “셧다운제”)로 작동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2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하여

도 과도한 형태로 나타난 국가 후견주의의 산물로 파악되는 점, 해당 제도의 실효

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제도의 폐지 혹은 합리적 개선이 진솔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한다

면,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실질적)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의 강제

적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

여는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의문이라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에도 1일 기준 6시간의 이

용시간 제한이 부과되는데, 다목에 의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 4배에 달하는 24시간인 점 역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할 것

임. 이는 설령 이와 같은 형태의 규제 작동에 있어 청소년의 경우 미성숙 등을 이

유로 국가가 그의 일상적 생활에의 개입 타당성을 긍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성숙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동일한 형태의 규제를 절

대적으로 확장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임

- 다목을 통한 규제 목적의 달성 가능 여부

게임산업법 제12조의275)와 제12조의376)은 게임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74) 추정컨대 이와 같은 규제의 성립 이면에는 화투와 트럼프카드는 동일한 것으로서 모두 도박의 수
단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므로 어느 한 종류의 것을 모사한 (법률이 허용하는) 게임을 이용하는 
자는 다른 종류의 것을 모사한 (법률이 허용하는) 게임 역시 필연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7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
(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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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제12조의3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의 방지를 위하여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 “이용시간의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와 달리 다목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시간”에 대한 예방조치

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일의 기간 내 “소비 가능금액”의 제한을 그 규제 내

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억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전제

하고 있는 근원적인 시각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
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
야 한다.

76)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 

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

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119 -

그리고 제12조의3은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예방조치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자율에 맡

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그 기본적인 시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즉, 사업자의 자율적 형태의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만 국가적 간섭을 하

려는 시각이 법률의 기본적 정신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조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오로지 규범(시행령)을

통한 강제적 규제의 명시라는 현행의 체계가 적정한 것인지는 대하여는 의문이라

할 것임

무엇보다도 현행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게임 중 특히 웹보드게임 장르에 해

당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만 이용자의 해당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

방지를 위한 특정한 규범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사업자에 대

한 규범적 의무 부과의 정당성이 긍정되려면 다른 유형의 게임물은 과도한 몰입이

가능하지 않고 설령 과도한 몰입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전혀 없

으나,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에 대하여는 과도한 몰입이 가능하고 사회적 문제

발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형태의 증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임

- 해당 규정이 취하고 있는 수단의 적정성 여부

게임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이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라면 전

술한 바와 같이 게임의 과도한 이용행위가 억지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규제는 그

러한 억지가 가능한 수단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만 할 것임

그런데 다목이 작동하는 경우, 게임의 2회 이용으로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24시

간의 이용 제한이 가능한데 이는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음. 즉, 게임산업법의 기조에 따르면 과도한 게임 이용행위의 억지를 위해서는 이용

시간이나 이용횟수 등의 이용자 이용행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에 있어서는 다목에 의하여 오히려 예컨대, 1일 기준 200

회의 이용보다 2회의 이용이 보다 과도한 이용행위로 파악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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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자의 자의적인 통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제한의 결

과를 가져오는 해당 규제의 작동기제로서 게임 결과의 우연성에 의존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을 통하여 해당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역

시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77)

- 원칙적 허용행위와 원칙적 금지행위의 동일 선상 논의 적정성 여부

다목 규제의 신설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웹보드게임이 ‘도박의 가벼운

대체재로 작용’하거나 ‘본격적인 도박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

신설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오로지 웹보드게임의 이

용행위와 도박(행위)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

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원칙적 허용의 대상으로서 해당 게임물의 이용행위는 규범

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임에 반하여, 해당 게임물이 그 내용에 있어 모사하고 있는

수단의 현실적 구현으로서의 도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

위임. 즉, 양자는 공통된 영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음78)

- 다목의 작동에 따른 규제 목적 일탈 가능성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목에

따른 일별 소비한도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목의 제한 범위 이내에서만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경우에 따라 불법적 게임이용(타인 명의 계정 개설, 불법

환전 등)에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77) 이 점에서 해당 규제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일간 소비한도 제한의 형식이 아니라 일간 이용시
간의 제한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78) 도박의 수단으로 유체물인 화투, 트럼프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게임물인 웹보드게임
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
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행위와 행위에 사용되는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금지규범은 화투 등을 이용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것이지 도박이 아닌 일상적 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화투 등을 제조‧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즉, 행위 수단의 공급(물론 행위 수단의 
공급자가 규범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예, 사기도박용 화투‧카드의 제조 등)는 별론
임)자와 그를 활용하는 행위자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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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목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 금지]

○ 내용: 원칙적으로79)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함

○ 목적: 게임법상 웹보드게임 게임머니의 환전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상은 특정 게임 이용자와 짜고 치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

전해 주고 있음 ⇒ 게임 이용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

로써 짜고 치기가 불가능해지고,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며, 3～4명의 일당이 짜고 1명의 게임 이용자를 농락하는 담합도

어려워질 것을 기대함

○ 평가 및 검토

- 웹보드게임의 소셜게임적 성격의 현저한 약화

제한적으로 예외적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용자 간 친목 도모, 오프라인 지인 간

게임의 온라인상 동시적 이용의 어려움 등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소셜게임적 성격을

현저하게 약화시킴80)

- 이용자의 게임 회피 선택권 제한 및 게임 본질적 내용 침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특정 상대방과의 게임 이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옴

과 동시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게임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게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79)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별표 
2] 제8호 라목 단서).

80)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을 금지하는 규정 등은 자칫 건전하게 웹보드게임을 
즐기는 다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규제개혁위원회, 
“제30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2013. 2. 28.) 회의록”,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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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목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 금지]

○ 내용: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

여야 함

○ 목적: 포커류 웹보드게임의 자동 진행 방식은 게임 플레이의 속도를 높이고

판돈의 규모가 빠르게 증대하게 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므로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

고자 함 ⇒ 자동 진행은 웹보드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판돈을 키워

몰입도를 높이고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웹보드게임

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게 되고,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회복시키고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 달성의 전제와 관련하여,

동 규제는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함을 해당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는 이용자의 게임 자동 진행 활용과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게임의 사행적 이용행

위의 필연적 관련성을 긍정하는 전제 아래에서만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

무엇보다 각 회당 게임에 있어 구현 가능한 전체 규모의 최대치는 ① 나목에 따른

1회당 게임 소비한도 제한과 ② 각 회당 게임이용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

로, 게임의 자동적 진행과 각 회당 전체 규모 사이의 어떠한 관련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진행속도의 증가에 따라 각 회당 게임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의 게임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규제 전제요건의 합리적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

렵다고 할 것임81)

81) 이러한 규제 전제요건의 타당성이 긍정되려면 회당 구현 가능한 게임의 전체 규모의 결정요건 중 
어느 하나 혹은 두 요건 모두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게임의 내용 본
질상 각 회당 게임이용자 수는 일정한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1회당 게임 소비한
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규제 전제요건의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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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목 [정기적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

○ 내용: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

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

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함

○ 목적: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다수의 계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웹보드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

의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로 개설한 게임 계정을 다수 확보하게 됨

⇒ 게임 이용에 있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

적 이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여부

현실적으로 공인인증기관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의 의뢰를 통하

여 동 규제에 따른 이용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웹

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비용 지출의 의

무를 강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자의 정기적 강제적 비용지출은 해당 게임물을 이용자

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부담

을 부과하게 되는 바, 그에 따라 동 규제는 이용자의 불법적 이용행위의 억지라는

규제 목적의 달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해당 산업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7) 사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 내용: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함

○ 목적: 규제영향평가 등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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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해석상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웹

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 및 검토

- 사업자 자율규제의 시범적 규범 명시

동 규정은 규범적으로 체계화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자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제1차 규제재검토 과정에서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으로 현재의 사전적 규제체계를 자율규제화 함

이 바람직하다는 주무부처의 의견82)이 제시된 바 있음83)

- 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 현황

현재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웹보드게임에의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상세 고지, 게임

이용계약(약관 등)상 각종 고지, 이용자 준수사항의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복합적 이용자 보호

현재 객관적 중립적 성격의 민간 자율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는 상시적

으로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의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의 확인 및 게임 이용자

에 대한 적정한 보호방안 마련 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84)

82)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제357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회의록(2016. 2. 12.)”, 3면 참조.
83) 이는 규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제에 있어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가

능한 경우, 현행의 법적 규제 체계를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4) 게임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의 활동 성과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첨부 2.]의 백주선,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의 성과 및 
발전방향 - 웹보드게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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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호의 총합적 검토

(1) 중복적 과잉 규제의 정비 필요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규제 중 다목은 가목 및 사목과 각각 중복적인 규

제로 파악할 수 있음. 즉, 가목과 다목은 동일한 형태의 제한 - 게임물 이용자

의 게임물 이용에 있어서의 소비와 관련한 허용기간의 제한 - 이라는 점에서,

사목과 다목은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의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서 각각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다목의 규제는 과잉적인 중복 규제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합리적인 형태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 필요

① 규범 적용범위의 명확화

제8호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

공하는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 있어서의 ‘게임물’은 ‘(게임물의 내용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할 것’과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일 것’의 두 가지 요건을 결합적

으로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런데, 후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카드게임’85), ‘화투놀이’ 이외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규범의 적용범위가 불명하다고 할 것임. 즉,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

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이외의 어떤 게임물이 동 규정에 있어서의 게임물로 포

섭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함으로 인하여 규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85) ‘카드게임’과 관련하여, ‘트럼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하는 경우,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타로카드’를 이용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하는 새
로운 유형의 게임을 제작한 경우, 해당 게임이 동 규범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어 그 사업자는 제8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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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 의무 부과형 현행 체계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 규제는 과거 웹보드게임물의 일부 이용자에 의한 사행적

이용(예, 이용자 간 사적(私的) 환전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86)한 바 있어, 이

에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

항87)88)의 하나로 웹보드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에 이르렀음

현행 규제방식은 규제 신설에 있어 그 억지의 대상으로 확인한 바 있는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방식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웹보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게임의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 확정에 있어서 부적정

한 형태라고 할 것임89). 즉, 동 규제는 일부 게임물이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사행적

게임이용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

적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구조를 취하고 있음90)

규범체계적으로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규제체계 형성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현행 규제체계는 해당 “웹보

드게임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웹보드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로 형성되어 있어 규제 목표와 규제 대상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91) 적정한 형태로의 규제 체계의 개선이 필

86) 이는 과거 2000년대 초중반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지칭되는 게임물 불법 개‧변조와 관
련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의 문제와는 그 궤를 전적으로 달리한다.

87)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동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웹보드게임물 사업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준수사
항의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
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88) 이와 같은 준수사항이 게임산업법상 명시되어 있는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포섭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별표 2] 제8호의 경우에 있어 극명
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웹보드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의 방지’라는 목적 아래 형성된 것으
로 파악되어지는 여러 규정들이 과연 (게임사업자 등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9) 이와 같은 점은 규제 신설 당시 규제영향평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규제 신설 당시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여 차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던 바, 충분한 형태의 이용자 보호 
가능 환경이 조성된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0) 무엇보다도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한 소규모 사업
자 혹은 스타트업기업 등에게는 신규 사업 진출에 있어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한 현실적 사례는 [첨부 1.]의 배병화, “소규모사업자가 바라보는 웹보드게임 규제” 
참고.

91) 과거 규제 신설 당시에 있어서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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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할 것임

③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동 규제는 규범에 따른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웹보드게임을 마치 도박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에 의한

“게임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억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규정 신설 당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2)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아이템(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웹보드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

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

팅 규제를 통하여93) 게임의 사행적 이용의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하고

자 함”이라 명시한 바 있음94)

그런데 사행산업 등에 적용되는 규제방식(이른바 ‘베팅 규제’)을 전용(轉用)하여 웹

보드게임물에 적용함은 원칙적 금지의 대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원칙적 허용의 대상

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각의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상품의 성질을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도박,

사행산업 등과 전적으로 성질을 달리하는 게임산업과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여 양자

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규제방식을 전용하는 규제 구조의 정당성

과 적정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95)

사처벌 규정 도입으로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대한 일반적인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에 대하여도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한 규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
기될 수 있고,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자 형사처벌 방안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시행경과를 확인한 후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
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게
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2013. 06) 참조). 현재 사업자 자율
규제 등을 통하여 확연하게 줄어든 게임머니 거래와 불법 환전상의 감소 등 규제환경의 변화한 
현실을 고려하여 초기 규제 신설에 있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이용
자 형사처벌 도입”과 같이 문제의 근원적 본질론적 측면으로 해당 규제의 대상을 명확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9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90호(2013. 6. 21.).
93)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범의 원칙적 허용 아래 이용에 제공되어지는 게임물과 원칙적 금

지‧예외적 허용의 대상인 사행행위 등을 동일한 기준 아래 파악하고 규제방식을 전용(轉用)하는 
것은 규범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함에 있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4)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환가성 차단 규제(불법 환전의 금지)’에 더
하여 ‘게임 내용 규제’의 중복적 규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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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提言 - 현행 규제의 합리적 체계적 개선방안

1. [별표 2] 제8호상 중복적 규제 정비

○ 규제 목적의 현실적 달성 가능 여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현행 [별표 2] 제8

호상 가목과 다목은 기간 기준 소비한도 제한이라는 점에서, 다목과 사목은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동일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각각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에게 중복적 형태로 부담을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규제로 평가할 수 있음

○ 중복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

[제1안] 중첩적 규제인 현행 ‘다목’ 규정의 삭제

현행 다목 규정은 가목 및 사목과 각각 중첩적인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규정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정 전반의 합리적 체

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반사적 효과로서 현재 게임제공업자에게 부

과되고 있는 다목 구현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비용적 부담을 다소

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야 게임시장에 진출하려는 소규모 신규사업자

에게는 상당 수준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95) 설령 진행방식의 모사에 따른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규제 신설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환가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야만 하는 근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현 행]

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를 말한다)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

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

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

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

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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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규제 목적의 취지에 적합한 형태로 합리적 체계적 정비

[제1안]과 같이 현행 규정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게임의 이용자, 기존 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취지를 충실하게 고려하고 해당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

며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의 중복적 규제가 선택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 형태로 현행의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목과 동일하게 ‘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게임 과몰입의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

을 가지고 있는 사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의무를

충실하게 준수하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는, 다목에 따른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선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다목 규정의 삭제에 따른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현 행]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

야 한다.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 보호방안을 충실하게 수립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는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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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 선진적 대안으로서의 자율규제 범위 확대

○ 여러 행정적 규제법제들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형태를 강제적인 규범적

법적 규제에서 합리적 선진적인 형태의 자율규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으

로 파악되어지는 현실에서,

○ 웹보드게임과 관련하여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경우, 규제 생성 당시에 비하여

현저한 수준으로 변화한 규제 환경(산업적 측면, 이용자 이용행태적 측면 등)

의 추이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의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인 형태의 자율규제

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성 증대, 신규 사업

자의 게임산업에의 진입장벽의 완화,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통한 각종 투자

의 증대,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게임산업 전반의 활성화 등의 효과 ⟹ 사업자의 수익 확보 시 양질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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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대상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2017.12.08.

 이 정 훈96)

<게임산업법 시행령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대상 규제 개관>

가목

내용 -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 

도입취지 -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 방지

문제점
- 게임의 사행적 이용과 이용자의 소비행위와의 직접적 관련성 인정 

하기 어려워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려움 

나목

내용 -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 

도입취지 -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 방지

문제점
-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의 대상인 도박, 사행산업 등을 기준 설정의 

비교 및 고려대상으로 하여 타당성이나 적정성 긍정하기 어려움 
- 결과물 환전 금지 조항 및 가목과 중복적 규제 

다목

내용 -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 

도입취지 -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

문제점

- 손실의 경우에만 과도한 이용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이용자의 소비와 관련한 허용기간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가목과 
  중복적 규제로 작용
- 실질적인 성인 대상 셧다운제로 작용
- 다목 작동에 따라 가목의 제한 범위 내에서만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불법행위(불법환전)를 유발함

라목

내용 -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 금지

도입취지 -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 방지

문제점
- 웹보드게임의 소셜게임적 성격의 현저한 약화
- 이용자의 게임 회피 선택권 제한 및 게임 본질적 내용 침해

마목

내용 -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 금지

도입취지 -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 방지

문제점 - 게임 자동진행과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행위의 관련성 인정 곤란

바목

내용 - 정기적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 

도입취지 -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 방지

문제점
- 규제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소규모 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

하고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사목

내용 -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도입취지 -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

문제점 -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목과 중복

96)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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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규제 타당성 재검토 배경과 의미

○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규제 신설‧강화 당시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어 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함97)

II.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대상 규제의 타당성 검토

1. 규정 체계에 대한 총합적 검토

(1) 중복적 과잉 규제 정비

○ 중복적인 과잉 규제의 경우 합리적인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현행 규제 중 다목은 가목 및 사목과 각각 중복적인 규제로 파악할 수 있음. 즉, 
가목과 다목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에 있어서의 소비와 관련한 허용기간의 

제한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목과 다목은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각각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임

(2) 규범의 체계 정합성 제고

① 사업자 의무 부과형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

○ 동 규제는 과거 웹보드게임물의 일부 이용자에 의한 사행적 이용(예, 이용자 간 사적
(私的) 환전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바 있어, 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웹보드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에 이르렀음

97)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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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행 규제방식은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방식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웹보드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게임의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는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 
확정에 있어서 부적정한 형태라고 할 것임. 즉, 동 규제는 일부 게임물이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사행적 게임이용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그 규범적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웹보드게임물 제공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규범체계적으로 “(이용자의) 사행적 이용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규제체계 형성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현행 규제체계는 해당 “웹보드게임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웹보드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로 형성되어 있어 규제 목표와 규제 대상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형태로의 규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②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 규제 신설 당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아이템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웹보드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하여 사실
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

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 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의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하고자 함”이라 명시한 바 있음98)

○ 그런데 사행산업 등에 적용되는 규제방식(이른바 ‘베팅 규제’)을 전용(轉用)하여 웹보드
게임물에 적용함은 원칙적 금지의 대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원칙적 허용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각의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상품의 성질을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도박, 사행산업 등과 
전적으로 성질을 달리하는 게임산업과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여 양자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규제방식을 전용하는 규제 구조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99)

98)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환가성 차단 규제(불법 환전의 금지)’에 더하
여 ‘게임 내용 규제’의 중복적 규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99) 설령 진행방식의 모사에 따른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규제 신설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와 같이 전면적으로 환가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게임물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만 하
는 근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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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1) 규제의 정당화 가능성

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과 관련하여

○ 현행 제8호의 규제는 웹보드게임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실패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시장을 규제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 할 것임

②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경제력 불균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ㆍ웹보드게임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가 오히려 고객인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정보 열위 등에 의한 상황적 불균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인가?

ㆍ경제적 불균형과 역학적 불균형은 개별 당사자의 문제이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통제할 문제이지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ㆍ불균형에 대한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들 모두의 급부와 반대급부를 일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역학적 

우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에 기한 사적자치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음

ㆍ정보적 열위에서 오는 상황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제8호와 같은 일괄적인 내용 

규제가 아닌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해결가능한데, 웹보드게임의 경우 규제 내용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우위를 긍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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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 법률로 계약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에 대한 회의와 정의에 의한 

계약자유의 내재적 제약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형식적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계약모델과 실질적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계약

모델은 조화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제8호의 경우, 부당한 계약에 따른 내용통제인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용자를 구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용을 규제하였고, 사회적 계약모델을 중시하여 자유주의적 계약

모델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파악 가능한 점에서, 계약자유와 계약정의의 합리적 조정의 

측면에서 실패라고 할 것임

④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와 관련하여

○ 자기결정은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자는 설령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 자신을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하더라도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감수하여야 함 ⇒ 이러한 자를 그의 부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나친 후견주의적 

발상이라 할 것임

  -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자기결정에 의하여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행위선택지를 가지는 경우, 내용통제는 불필요하다고 할 것임

○ 제8호의 내용 중 일부는 급부와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지출 금액에 대한 한도까지 설

정하고 있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보호라기보다는 국가의 후견적 지위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임

⑤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및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 제8호 각 목의 규제방법 중 일부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지 해당 규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사행적 이용을 방

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간접적인 효과를 위한 규제의 정도로는 지나치게 규

제 정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규제가 존재함

  - 특히 제8호상 ‘월별 소비한도 제한’, ‘1회당 소비한도 제한’, ‘일별 소비한도 제한’의 

경우 이는 지나친 내용통제로서 평가모순이라고 할 것임



- 139 -

(2) 일괄적 내용규제 방식의 적정성

① 급부 및 반대급부에 대한 직접적‧일괄적 통제방식의 타당성 여부

○ 이용자가 ‘합리적 무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통제의 정당화가 인정

된다고 할 것이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급부 내용 및 자신의 반대급부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내용통제는 불필요하며, 통제의 모습 

역시 개별적 모습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규제는 합리적인 무시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음 ⇒ 규제항목들이 계약에 기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규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된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내용

통제는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경쟁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체제 및 사적 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용대금에 대한 통제(내용통제)는 ‘폭리행위’나 

‘신의칙’의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임

②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통제의 적정성 여부

○ 성년자를 미성년자와 같이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이 지점에서 일률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후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웹보드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일률적으로 그들의 내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용자 중 취약한 존재가 있는 경우, 이는 개별적인 보호의 문제이지 이용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국가후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웹보드게임의 

이용자들을 모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치부하는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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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경제체제 및 사적자치의 근간을 침해하는 통제방식의 적절성 여부

○ 현행 규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지나친 규제에 의해 웹보드게임 시장의 실패를 유도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검토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하여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제라고 할 수 없음

(3)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방식의 전환 필요성

① 자기제한 및 타인제한에 의한 이용자 보호

○ 유효한 계약에 있어 스스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자기 결정에 기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자기제한에 따른 이용자 스스로의 보호 
필요

○ 이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타인제한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의 
적극적 계약위반 존재 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가능

② 사업자의 민사책임 강화에 의한 이용자 보호

○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계약책임 강화

- 급부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의무의 인정 가능성 여부: 웹보드게임 이용자와 

사업자는 이용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특별결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위험적 요소를 가지게 된 경우, 그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사업자의 의무를 긍정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불법행위 존재 시 불법행위책임 강화

- 웹보드게임의 이용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불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최소한 위험방지요청으로서 그 위험을 현실화시키지 않도록 기대가능한 예방
조치의 의무를 긍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사업자 스스로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책임에 의한 위험책임화를 유도하여 이용자 보호와 동시에 산업 발전이라는 
이익의 중용적 모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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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규제 각 목에 대한 개별 검토

(1) 가목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 제한]

○ 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100) 가상현금(캐쉬 등), 게임 아이

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

함)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목적: 게임 이용상 월 구입한도는 게임물등급분류시 고려사항의 하나로서 이를 명문화

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과도한 게임머니 구매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이를 명문화하고 우회적 방법에 의한 

회피를 금지하여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고자 함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 달성의 전제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억지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게임의 사행적 이용

행위’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아이템 등 구매를 통한 소비행위의 필연적 수반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동 규제가 의도하는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동 규제는 아이템 등의 과도한 구매가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전제 아래, 

소비한도 제한 방식의 규제를 통하여 사행적 이용행위의 억지 달성이라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템 등의 (과도한) 구매행위’가 ‘게임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유발한다는 

합리적‧체계적 논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에 대한 아무런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 체계를 취하는 

것은,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100) 제8호 가목은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구매’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웹보드게임의 이용
에 있어 이용자의 아이템 구입 등을 위한 재화의 투입이 필수적인 것임을 전제하는 시각에 따른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이용자가 웹보드게임의 이용에 있어 아이템의 구입 등을 위한 
재화의 투입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문언은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구매’의 표현이 보다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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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동 규제는 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웹보드게임들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여 게임물 이용자 1명의 1개월간의 소비금액을 합산하여 이용자의 월별 소비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특히 나목 및 다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들은 ‘가목의 한도’,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범위로 이용자의 소비한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허용되는 웹보드게임 1종의 이용에 
있어 각 경우 이용자 소비한도 제한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로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규정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상, 제8호 각 목은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웹보드게임 각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상 ‘게임물’에 대한 현행의 해석‧적용이, 각각의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규범의 적용
대상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 나목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 제한]

○ 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
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목적: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하여 베팅규제를 도입함

○ 평가 및 검토

-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게임의 사행적 이용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웹보드게임의 내용(진행방식)에 
있어 (규범적 근거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도박, 사행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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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규제’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의 구체적 설정에 있어서도 도박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1회당 소비한도를 정하고 있음

1회당 소비 가능한 한도의 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도박과 규범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도박, 사행산업 등의 회당 한도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 그러나 규제 신설의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웹보드
게임은 도박이나 사행산업과는 전혀 달리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나 결과의 환전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박, 사행산업 등을 해당 기준 설정의 비교 및 고려대상으로 한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합리적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설령 웹보드게임의 모사대상이나 베팅 등 진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이유로 하여 해당 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웹보드게임과 도박, 사행산업 등은 그 본질적 측면에서 상이한 
것이므로,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의 설정에 있어 도박, 사행산업 등을 그 기준 
설정의 비교 및 고려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규범 내 중복적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신설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결과물 환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 규범의 존재와 효율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를 통하여 동일 목적으로 1회당 소비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 규범체계 내의 불필요한 중복적 하위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입법 목적과 관련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억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가목에 의하여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 규제를 
통하여 1회당 소비한도의 제한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적 제약을 
두는 것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중복적 규제라 할 수 있을 것임

(3) 다목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

○ 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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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

○ 목적: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가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임 ⇒ 웹보드게임이 도박의 가벼운 대체재로 작용하거나 본격적인 도박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웹보드게임의 과도한 이용은 도박 중독과 같은 
증세를 발현시키므로 일정한 경우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등을 근거로 하였음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과 규제 내용의 적정성

동 규제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억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정한 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손실이 있는 경우 게임의 과도한 이용으로 
파악하는 전제 아래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일정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에만 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하는 전제 아래, 해당 게임 이용자의 게임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것인데, 규제 목적을 
고려한다면 해당 규제는 손실의 경우에만 과도한 이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적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 중복적 규제의 타당성 여부

이용자의 일별 소비한도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다목은, 가목에 따른 이용자의 월별 
소비제한과 동일한 형태의 - 기간 기준101) 소비한도 제한이라는 점에서 - 작동원리로 형
성되어 있는 규제로 파악할 수 있음102). 즉, 가목과 다목은 이용자의 해당 게임물 이용에 
있어서의 소비와 관련한 허용기간의 제한으로 파악할 수 있음

101) 현행 규제에 있어서의 월별, 일별 기간의 기준 설정 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
다. 예컨대, 월별 50만원 수준의 소비제한을 분기별 150만원 혹은 연간 600만원 범위 내의 소비제한
으로 규정하더라도 최소한 연간 소비제한에 있어서는 현재의 월별 소비제한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02) 일별 소비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24시간의 이용제한이라는 효과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에서 ‘다’
목은 ‘가’목보다 강력한 규제로 파악할 수 있다. ‘가’목에 따른 월별 소비제한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종료시까지 이용제한의 효과가 수반되지만, ‘가’목에 있어서의 월별 소비제한은 이용자의 
소비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통제가 가능한 반면, ‘다’목은 이용자의 자의적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게임 
결과의 우연성에 따라 이용제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규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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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규제 목적에 있어 가목은 과도한 소비(게임 아이템의 구매)가 게임의 사행적 

이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함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달리, 

다목은 게임의 사행화 방지에 더하여 게임 이용자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103)

무엇보다 1개월이라는 월별 소비제한의 기간을 설정해 두고, 1일 - ‘가’목에 따라 허용되는 

소비 한도를 전면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5일로 파악할 수 있는104) - 이라는 별도의 소

비제한 기간을 재설정하여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실질적인 “성인 대상 셧다운제”로 작용

다목에 따른 일별 소비제한을 충족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는 해당 게임사업자가 제공하는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을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없음. 즉, 동 규제는 (일반적으로) 

웹보드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분류 되어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규제는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통칭 “셧다운제”)로 작동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2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하여도 과도한 

형태로 나타난 국가 후견주의의 산물로 파악되는 점,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제도의 폐지 혹은 합리적 

개선이 진솔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실질적)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의 강제적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의문이라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에도 1일 기준 6시간의 이용시간 

제한이 부과되는데, 다목에 의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 4배에 달하는 24시간인 점 역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할 것임 

103) 이 점에서 동일한 작동원리를 가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규제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인
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긍정한다면 수단을 달리하는 불필요한 중
복적 규제인 것이고, 부정한다면 최소한 양자 중 하나는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104) 특히 현행의 규제 체계는 1개월의 기간 중 5일의 기간 동안 일별 소비제한을 충족하고, 각 일에 있
어 2회의 게임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게임의 이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해당 규제의 취지와 충실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는 심각하
게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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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령 이와 같은 형태의 규제 작동에 있어 청소년의 경우 미성숙 등을 이유로 국가가 

그의 일상적 생활에의 개입 타당성을 긍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성숙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동일한 형태의 규제를 절대적으로 확장된 수준으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임

- 다목을 통한 규제 목적의 달성 가능 여부

다목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시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일의 기간 내 “소비 가능금액”의 제한을 그 규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억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근원적인 시각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제12조의3은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예방조치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그 기본적인 시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사업자의 

자율적 형태의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만 국가적 간섭을 하려는 시각이 법률의 기본적 정신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조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오로지 규범(시행령)을 통한 강제적 규제의 명시라는 현행의 체계가 적정한 것

인지는 대하여는 의문이라 할 것임

무엇보다도 현행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게임 중 특히 웹보드게임 장르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만 이용자의 해당 게임에의 과도한 몰입 방지를 위한 

특정한 규범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범적 의무 부과의 

정당성이 긍정되려면 다른 유형의 게임물은 과도한 몰입이 가능하지 않고 설령 과도한 

몰입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전혀 없으나,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에 

대하여는 과도한 몰입이 가능하고 사회적 문제 발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형태의 증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임

- 해당 규정이 취하고 있는 수단의 적정성 여부

게임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이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게임의 과도한 이용행위가 억지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규제는 그러한 억지가 가능한 

수단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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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목이 작동하는 경우, 게임의 2회 이용으로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24시간의 이용 

제한이 가능한데 이는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즉, 게임산업법의 

기조에 따르면 과도한 게임 이용행위의 억지를 위해서는 이용시간이나 이용횟수 등의 이용자 

이용행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에 있어서는 

다목에 의하여 오히려 예컨대, 1일 기준 200회의 이용보다 2회의 이용이 보다 과도한 이용

행위로 파악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이용자의 자의적인 통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제한의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규제의 작동기제로서 게임 결과의 우연성에 의존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을 

통하여 해당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역시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105)

- 원칙적 허용행위와 원칙적 금지행위의 동일 선상 논의 적정성 여부

다목 규제의 신설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웹보드게임이 ‘도박의 가벼운 대체재로 

작용’하거나 ‘본격적인 도박에 접근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 신설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오로지 웹보드게임의 이용행위와 도박(행위)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웹보드게임 장르의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원칙적 허용의 대상으로서 해당 게임물의 이용행위는 규범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임에 반하여, 해당 게임물이 그 내용에 있어 모사하고 있는 수단의 현실적 구현으로서의 

도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임. 즉, 양자는 공통된 영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음106)

105) 이 점에서 해당 규제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일간 소비한도 제한의 형식이 아니라 일간 이용시간
의 제한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106) 도박의 수단으로 유체물인 화투, 트럼프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게임물인 웹보드게임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행위와 행위에 사용되는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
대, 우리 사회의 금지규범은 화투 등을 이용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는 것이지 도박이 아닌 일상적 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화투 등을 
제조‧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즉, 행위 수단의 공급[물론 행위 수단의 공급자가 규범
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예, 사기도박용 화투‧카드의 제조 등)는 별론임]자와 그를 활용
하는 행위자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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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목 [이용자의 게임 상대방 임의적 선택 금지]

○ 내용: 원칙적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함

○ 목적: 게임법상 웹보드게임 게임머니의 환전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상은 특정 게임 이용자와 짜고 치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있음 
⇒ 게임 이용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짜고 치기가 불가능
해지고,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며, 3～4명의 일당이 짜고 
1명의 게임 이용자를 농락하는 담합도 어려워질 것을 기대함

○ 평가 및 검토

- 웹보드게임의 소셜게임적 성격의 현저한 약화

제한적으로 예외적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용자 간 친목 도모, 오프라인 지인 간 게임의 
온라인상 동시적 이용의 어려움 등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소셜게임적 성격을 현저하게 약화
시킴107)

- 이용자의 게임 회피 선택권 제한 및 게임 본질적 내용 침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특정 상대방과의 게임 이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게임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와 게임을 즐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게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5) 마목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 금지]

○ 내용: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목적: 포커류 웹보드게임의 자동 진행 방식은 게임 플레이의 속도를 높이고 판돈의 규모가 
빠르게 증대하게 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므로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 ⇒ 자동 진행은 웹보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판돈을 키워 몰입도를 높이고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에 기여하게 되고, 자동 진행을 금지하여 
게임이용자의 통제능력을 회복시키고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함

107)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을 금지하는 규정 등은 자칫 건전하게 웹보드게임을 즐
기는 다수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규제개혁위원회, “제
30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2013. 2. 28.) 회의록”,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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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 달성의 전제와 관련하여,

동 규제는 이용자의 게임 자동적 진행 활용을 금지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함을 해당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게임 
자동 진행 활용과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게임의 사행적 이용행위의 필연적 관련성을 긍정
하는 전제 아래에서만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

무엇보다 각 회당 게임에 있어 구현 가능한 전체 규모의 최대치는 ① 나목에 따른 1회당 
게임 소비한도 제한과 ② 각 회당 게임이용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게임의 
자동적 진행과 각 회당 전체 규모 사이의 어떠한 관련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진행속도의 증가에 따라 각 회당 게임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의 게임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규제 전제요건의 합리적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108)

(6) 바목 [정기적인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

○ 내용: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함

○ 목적: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다수의 계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웹보드게임을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로 개설한 게임 계정을 다수 확보하게 됨 ⇒ 게임 이용에 있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가 및 검토

-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여부

108) 이러한 규제 전제요건의 타당성이 긍정되려면 회당 구현 가능한 게임의 전체 규모의 결정요건 중 
어느 하나 혹은 두 요건 모두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게임의 내용 본질
상 각 회당 게임이용자 수는 일정한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1회당 게임 소비한도 제
한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규제 전제요건의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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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공인인증기관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의 의뢰를 통하여 동 규제에 
따른 이용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비용 지출의 의무를 강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자의 정기적‧강제적 비용지출은 해당 게임물을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게 되는 바, 
그에 따라 동 규제는 이용자의 불법적 이용행위의 억지라는 규제 목적의 달성과는 전혀 무관
하게 해당 산업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7) 사목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의무]

○ 내용: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함

○ 목적: 규제영향평가 등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의 문리해석상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 및 검토

- 사목이 1차 규제 재검토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보호방안의 준수가 이번 재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향후 규제의 존속이나 개선 등의 조치에서는 본 조항이 실질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일부 다른 조항의 예외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 등.

- 사업자 자율규제의 시범적 규범 명시

동 규정은 규범적으로 체계화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자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제1차 규제재검토 과정에서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으로 현재의 사전적 규제체계를 자율규제화 함이 바람직하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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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 현황

현재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의 웹보드게임에의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대한 상세 고지, 게임 이용계약(약관 등)상 

각종 고지, 이용자 준수사항의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 민간 자율기구(예, GUCC 등)를 통한 이용자 보호

현재 객관적‧중립적 성격의 민간 자율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는 상시적으로 웹보드

게임 제공 사업자의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의 확인 및 게임 이용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

방안 마련 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역할 개요

   ① 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광고 게시물 등 지속적 모니터링

   ②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준수사항 준수 현황 모니터링

   ③ 웹보드 관련 이용자 민원·분쟁 해결 지원

   ④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이용자보호 운영보고서 발간 등

4. 규제의 현실적 작용 – 다목 규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의 규제는 이용자의 월간 소비한도 제한

(가목), 1회당 소비한도 제한(나목), 일별 소비한도 제한(다목)과 같이 중복적 규제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중복적 구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다른 규제의 작용을 방해하는 규제의 목적 달성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관찰됨109)

 

 - 실증적 분석결과 다목의 경우 규제 목적 달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용자의 불법환전 

시도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109) 전성민, “웹보드게임 규제효과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 연구”,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
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 2017.11.17. 개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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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별 소비한도 제한에 따른 이용제한을 경험한 이용자는 게임하기 자체를 포기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환전을 시도하려함 

 - 즉, 이용자의 월별 소비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목에 

따른 일별 소비한도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목의 제한 범위 이내에서만 게임을 이용

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불법행위(불법환전)를 유도함

  -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는 ‘다목’ 규제가 없다면 ‘가목’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나, ‘다목’ 규제로 인해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불법환전’을 시도

하고, ‘가목’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됨

  - 다목 규제 신설 전에는 저렴하게 게임아이템을 구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환전’을 

하였으나, 신설 후에는 다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불법환전’을 하게 됨ᄂ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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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2017. 12.
 강 신 성1)

(가) 현황과 문제점
m 현재 “오락형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문제성 중독비율이 매우 높아, 이미 
오프라인 도박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박사업으로 분류
하여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m 과거 웹보드업계는 이용자간에 서로를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불법 환전의 단초를 제공하여 이를 악용한 불법 환
전상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매출 하락을 이유로 제도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였다.

m 이에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안이 시행되었다.
『고스톱·포커류(고포류)게임 1회 최대 베팅 규모와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
도를 제한하며, 1일 한도이상 손실 시 일정기간 이용을 금지하고. 또 불법환
전상이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본인인
증 강화 등 간접적으로 게임을 건전하게 운영토록 규제』<12.10.25>

m 업계는 “고스톱·포커류(고포류)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전에, 정상적 이용
자의 이용권을 침해하고 고스톱·포커류(고포류)게임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규제가 과도해 게임산업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m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안 시행이후,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보호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  

1)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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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감위’의 ‘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2016년) 자료를 살펴보면 웹보드게
임의 참여자 비율(47.3%)이 가장 높다. 평균 매출액도 2차 조사(8조5천억
원)보다, 3차 조사 때는 12조5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m 한편, 웹보드게임의 1일 한도 초과자의 게임이용정지(24시간) 제도가 이
용자의 불법도박 이탈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나) 개선방안
m 정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이용자와 운영자의 건전성을 상당
하게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불법모니터링
과 계몽활동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m 불법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웹보드게임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웹보
드게임 이용자의 불법사이트 이탈에 관한 연구나 대책은 전혀 없다. 이용자
들의 불법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m 한편 ‘사감위’의 ‘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2016년) 자료를 살펴보면 웹
보드게임의 참여자 비율(47.3%)이 가장 높다. 평균 매출액도 2차 조사(8조
5천억원)보다, 3차 조사 때는 12조5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게임이용자보호 주요‘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 강제력 없음<자율규제>

▸이용자나 제3자의 요청으로 이용제한
▸분쟁조정
▸모니터링

▸과몰입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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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보드게임의 매출과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1일 결제한도를 초과할 때, 작동하는 이용정지 제도와 월간결제 한도규제라
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불법도박 이용자를 합법게임으로 유입하기 위한 결
제한도 초과금액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ᄆᄂ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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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가 바라보는 웹보드게임 규제

배병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아이피브릿지 대표이사 배병화입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뛰어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개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웹보드게임 관련 최고의 IP로 평가되는 허영만 화백의 유명 
만화 ‘타짜’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해 <타짜맞고:라이브>라는 게임을 개발하여 서
비스하였습니다. ‘타짜’의 라이센스를 확보했을 때는 주변의 다른 게임회사들이 많
이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피브릿지 “타짜맞고:라이브” 사전등록 이벤트 화면> 

<타짜맞고:라이브> 출시 이후 이용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여러 명이 즐
길 수 있는 섯다게임과 포커게임 등 다양한 웹보드게임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러나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비스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규모의 개발자 위주로 구성된 저희 회사는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고, 정부의 ‘해석기준’도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규제를 제대로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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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자문을 받는 것은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게임의 종류가 늘어나고, 이용자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 중 1회 
베팅한도와 1일 손실한도를 구현하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
하는 본인인증은 이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비용도 회사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본인 인증 시기가 돌아오면 더 이상 게임에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와 같은 소규모 회사들은 사업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웹보
드게임 같은 캐주얼게임을 제작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인력을 늘
리고 투자를 하여 히트게임을 만들어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
니다.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
문에 규제내용을 이해하고,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저와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웹보드게임은 규제로 인하여 관리해야 할 이용자 데이터의 양
이 방대하고 로직이 복잡하여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당한 규모의 서버나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였습니다.

풍부한 자본과 인력을 갖춘 회사라면 저런 문제들은 별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소스가 부족한 저희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게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IP를 확보하고 야심차게 게임을 출시하였지만, 높은 규제 
강도와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확장하고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리소스가 부족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
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제를 만드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가 때로는 
중소사업자에게는 회사의 존립과 연결되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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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의 활동 성과 및 전망1)

-웹보드게임이용자 보호활동을 중심으로-

백주선2)

1. 개요

가. 2016.03.22.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사목3)에 따라 2016.06.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라고 함)가 설립되어 

운영된 지 이제 1년 반이 경과하였음. 센터는 세계최초로 이른바 책임게임시

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음. 문화체육관

광부가 지난 2017.08. 민관규제개선합동협의체를 발족하여 게임산업규제에 

대한 이견조정 및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을 모색4)

하고 있고, 2018년에는 위 시행령 [별표 2] 제8호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있

는바 그 동안의 센터 활동성과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이른바 ‘책임게임시스템’ 도입 경위 및 현형 시행령에서 개정된 바를 보면 

아래와 같음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활동 성과 및 전망

○ 2015.05.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몰이 적용되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 (이하 ‘웹보드 시행령’이라 함)에 

대한 재평가(타당성 분석) 및 2016.02.23.까지 조항의 폐지, 완화, 유지 

1) 아래의 내용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자문위원으로서 활동 중인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2)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 부본부장 및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역임.

3)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2016.03.22. 개정) 제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
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4) 민관규제개선합동협의체 논의 안건 ① 온라인게임결제한도 규제 개선, ②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정책 개선, ③ 

셧다운제 개선, ④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 ⑤ 본인인증 제도 개선, ⑥ 외납세액공제 개선, ⑦ 등급 관련 아젠다, 
⑧ 게임진흥체계개선 및 이용자보호 방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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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웹보드게임정책협의체(이하 

‘1차 정책협의체’라 함)를 구성한 바 있음.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

임콘텐츠과 사무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위원 및 실무책임자가 참여

하고,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업계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정

책협의체로서 풍부한 논의를 하였음

○ 당시 전문가들 및 논의 참여자들은 웹보드 시행령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

는 웹보드게임의 과도한 이용이나 불법환전을 통한 사행화 방지에 놓여 

있다는 점과 웹보드 시행령이 웹보드게임업체의 직업 수행을 제한하거나 

매출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게임문화향유권을 침해

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인식해야 한다는 공통된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 영국 등 도박관리의 선

진기법인 책임도박시스템을 모티브로 하여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

하고 게임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책임게임시스템’이 제안

되었음. 이 책임게임시스템은 사업자가 자율적인 이용자보호기준과 방안

을 마련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면서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럼으

로써 약화된 산업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내려는 것이었음 

○ 결국 1차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책임게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행 웹보드 시행령 [별표 2] 제8호 사목에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왔음. 한편

으로 게임머니에 대한 월 결제한도를 일부 상향(30만원 –> 50만원)하고 

1회 베팅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였고(웹보드 시행령 가목, 

나목), 수혈방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상대방을 선

택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별도의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둬 게임성의 약화를 상쇄하도록 하고(웹보드 시행령 가목, 

나목), 본인인증 간격은 분기마다 1회에서 1년에 1회로 완화(웹보드 시행령 

바목)하는 등의 규제개선이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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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게임시스템 도입과 그 내용 

가. 책임게임시스템의 도입형식: 이용자보호방안 수립의무 시행령 규정 신설

  

○ 종전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02.23.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대한 기한 내 평가를 

의무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위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폐지, 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현행처럼 시행령을 개정

함.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서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

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 간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

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변경하면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목을 신설함

○ 종전 시행령 [별표 2] 제8호는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행

산업 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이른바 베팅규제, 배

당규제, 손실한도 규제 등은 본격적인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것임. 

온라인 웹보드게임은 현금이나 환급 가능한 물품으로 베팅을 하거나 배

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와 같은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임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등장한 것은 이른바 게임머니 불법환전, 

게임머니 수혈 등을 통해 현금이나 환급 가능한 물품으로 베팅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사행화하였고, 이는 게임 과몰입 문제와 재

산손실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그

런데 이와 같은 규제 방식 도입으로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

한다는 규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에 따른 산업 

위축 및 매출 감소 등 규제비용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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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게임산업 

위축 및 매출 감소 등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규제가 있다면 

대체규제를 도입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임 

○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베팅규제, 배당규제, 손실한도규제 등을 법률

로써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진 외국 법제는 대체로 전자카드 

제도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베팅한도, 손실한도(이용한도) 등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선진 외국의 사행산업 관련 법규는 이른바 

책임도박제도를 수립하여 과도한 사행성을 통제하는 한편 도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것에 불과한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는 더욱 시행령 [별표 2] 제

8호와 같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세련된 선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목의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 수

립해야 한다’는 압축적인 규정안에는 최초로 이와 같은 책임게임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제공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여 게임물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 게임제공업자, 

관계 전문가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것임.」5) 

나. 책임게임시스템의 내용

○ 「이른바 책임게임제도는 외국에서 선진 사행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

자가 자기통제 아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 및 사업자가 같이 

협력하는 방식인 소위 책임도박제도를 우리의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적용

하여 세계 최초로 구현하려는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 이용을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회적 감시망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5) 백주선,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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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징후 발생 시 심의기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3단계 시스템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이를 위해 자기제한과 타인제한을 포함

한 출입(접속)제한제도, 책임게임운영자, 독립적인 통제시스템 구축, 모니

터링, 보고(모니터링 내역, 조치내역, 출입제한, 의심사항 등), 감독기관과 

연계시스템, 검사(정기검사, 특별검사)와 같은 통제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모니터링 및 그 보고에는 게임 과몰입 의심이용자 보고, 이용제한 

제도 및 그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의무, 이용제한 기간 및 그에 대한 해지

가 있고, 그 밖에 분쟁조정 절차 및 기준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6) 

○ 책임게임시스템의 모태가 된 책임도박제도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

- 본인 확인 장치
- 책임도박한도 설정(예치한도, 지출한도, 시간한도), 접속제한, 자발적 차단 등 이용자
보호장치

- 범죄자, 속임수 등 차단 명부 등재 제도
- 게임테이블 제한(허가)
- 중독경고문구, 헬프라인 홍보
- 문제도박자 상담 및 치유 시스템
- 베팅 건전화 및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핵심 종사자면허 등 자체 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독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 RTP(return to patron, 이론값과 실제 결과값의 비교 보고, 확률조작금지)
- 소프트웨어 표준
-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허가제
- 출입제한, 의심스러운 사항 등에 대한 각종 보고제도
- 게임기록 보관 및 열람
- 게임기록 환기
- 사전정보(게임정보, payout rulse, fee, vigorish 등) 제공, 사후정보(베팅금액, 게임결과,
vigorish 금액, 승패 금액 등) 제공

- 취약계측 보호

6) 백주선,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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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설립과 활동 성과

가. 설립 경위

○ 설립 배경

- 게임의 비정상적 ·불법적 이용 및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

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게임 산업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판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산·학·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자 보호기구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건강한 게

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 설립 경과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문화진흥계획 발표(2016. 3.) ⟹ 게임문화재단 산하에 

센터 설치(2016. 7. 20.) ⟹ 이용자보호 통합시스템 오픈 ⟹ 게임물관리

위원회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간 업무 협약(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및 

업무편람 배포, 2016. 11. 18.) ⟹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협약(2017. 1. 25.) ⟹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 발간(2017. 3. 24. ~ ) 

⟹ 협약사 이용자보호방안 교육(2017. 5. 17.) ⟹ 게임이용자보호센터와 

중앙대병원간 업무협약(2017. 8. 21.)

나. 활동 성과 

○ 책임게임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

- 책임게임시스템을 적용한 이용자보호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세계 

최초로 설립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할 것임

○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제정 및 업무편람 작성

- 시행령 [별표 2] 제8호 사목을 구체화한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그 가이드라인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이용자보호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업무편람을 제작함. 센터는 설립 

직후인 2016.09.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용자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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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2016.11. 시

행), 동시에 업무편람도 작성하여 웹보드게임 이용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

이 관계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게

임제공업자가 이용자보호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내용>

1. 제1조 목적
2.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3조 적용범위
4. 제4조 이용자보호책임자
5. 제5조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등
6. 제6조 모니터링
7. 제7조 과몰입 예방 및 관리
8. 제8조 민원 및 분쟁대응
9. 제9조 이행실적보고
10. 제10조 이용자보호기구
11. 제11조 보호방안의 평가

○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게임산업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센터는 웹보드게임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웹보드게임 관련 이용자 민

원을 처리하고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센터로 유입된 민원 건에 

대하여 직접 처리가 가능한 건의 경우 즉시 상담을 통해 처리하며, 협약

사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Hot-Line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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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업무성과 개관> (기간 :’17.01.∼’17.1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원 11월 합계

포털, SNS, 
아이템거래
사이트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

107 75 98 89 95 91 56 60 41 70 173 954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모니터링

1 0 10 0 8 5 0 7 2 8 0 41

민원 · 분쟁 
처리 1 3 0 5 1 2 3 2 2 2 2 23

○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실무회의 및 합동 점검

- 게임물관리의 주무행정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실무회의 및 분기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센터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게임머니거래 관련 게시물 분석 및 근절 활

동을 통해 게시물 수가 감소('16. 월평균 169건→'17. 월평균 88건)하였

고, ’17,02. 이후 아이템거래사이트 내 게시물 수가 약 60% 이상 감소

(’16. 월평균 123건→’17. 월평균 35건)하였으며 과거 ‘불법환전신고센터’

에 신고 접수된 불법게임아이템(게임머니)거래 사이트 재조사ㆍ차단을 통

한 감소 효과가 있었음7)

7)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의 타당성 등 검토(중간보고
서) 중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체 평가 부분, 2017. 11. 58 ~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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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ㆍ센터 합동 모니터링 현황>

일시 내용 결과

2016. 10.

2012. ~ 2015. ‘불법환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된 환전 사이트 3,650개 모

니터링

50개 사이트 운영 확인, 

관계기관에 사이트 차단 

요청ㆍ차단완료

2016. 11.
웹보드게임물 7종 시행령 전반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관계기관에 결과 공유, 

미준수 게임제공업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

2017. 2.
웹보드게임물 51종 시행령 전반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관계기관에 결과 공유, 

미준수 게임제공업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

2017. 4
웹보드게임물 9종 시행령 전반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관계기관에 결과 공유, 

미준수 게임제공업자에게 

협조 공문 발송.

2017. 10
웹보드게임 3사 게임머니거래 홍보 관

리 실태 모니터링
관계기관에 결과 공유

○ 웹보드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보호방안 교육

- 센터의 전문인력이 각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이용자보호방안의 내용과 준수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

○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 발간

- 2017.03.부터 매 월 모니터링 결과, 민원·분쟁해결지원 결과 등을 정리하여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를 발간함

○ 각계의 호평과 센터의 업무 영역 확대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계, 언론에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보임. 이를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자율규제 영역까지 업무 

범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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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관련 평가  

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및 평가 

1)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게임물 이용 

자기 제한 

o 이용자 스스로 게임물 이용 관리

o 본인 등의 자기제한 조치

o 관계기관 및 이용자보호기구를 통한 타인제한 가능

모니터링

o 짜고치기, 해킹, 게임머니 환전 비정상적 이용행위 모니터링

 -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광고 등 행위

 - 비정상적 게임이용(승패, 승률 조작 등) 행위

 - 부정‧불법 결제행위 : 결제취소, 명의도용 등

과몰입 위험군 

관리

o 단계별 게임 과몰입 위험군 기준 마련

 - 게임 이용시간, 이용제재 이력 등 고려

o 게임 과몰입 위험군 분류 및 단계별 조치

 - 경고→게임이용내역 안내→과몰입 안내 및 테스트→이용제한

2) 제공업자의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등 

○ 관계 규정

제4조(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게임제공업자는 보호방안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위에 있는 자를 이용자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의의

- 이용자보호책임자는 이용자보호방안의 수립 및 운영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 상 ‘준법지원인8)’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것임

8)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상법｣ 제54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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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사항 

-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여부 

- 담당부서 구성여부

- 이용자보호업무 교육 참가여부

- 이용자보호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발생여부

-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

- 이용자보호책임자의 이용자보호방안 수립 및 운영 업무 수행 여부

○ 평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 총괄 책임자를 지정,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업부서의 장이나 대표가 겸임하지 않았음.

- 책임자는 이용자보호기구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이용자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이 없었고 

이용자보호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협약사별 전문인력은 게임서비스와 이용자 보호와 관련 있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

음

 

-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과 이용자보호활동의 일환으로 게임이용자보

호센터에서 실시한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교육’을 ’17. 상ㆍ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함

- 협약사(3사) 외의 웹보드게임 사업자의 대해서는 권고만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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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등  

○ 관계 규정

제5조(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등) ①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 본 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임 과몰입 등을 이유로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로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게임제공 업자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1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게임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제한한다. 

 

○  의의 

- 자기제한

 ㆍ본인제한 – 게임물 이용자 본인이 이용제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ㆍ가족제한 –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 과몰입(과용)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 타인제한: 게임제공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제한하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이용자보호기구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

한하는 경우

○ 감독사항 

- 자기제한, 타인제한 기준, 범위 등 설정

- 자기제한 현황

- 타인제한 현황

○ 평가

- 센터와 협의한 기준에 맞춰 자기제한의 요건, 절차 등의 내용을 협약사 

홈페이지 내에 안내하고 있으며, 과몰입(과용)이 의심되는 이용자가 자기

제한 조치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통해 안내ㆍ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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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과몰입(과용) 등의 이유로 이용 제한하는 자기ㆍ타인제한 제도의 효

과를 위해 이용 제한하는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설정하고, 제한기간 경과 

후에도 이용제한 해지를 위해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제한이 유지되

고 있음

- 또한, 이용제한 기간 중 이용제한을 신청한 신청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

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제한 기간이 1년이 지나 해제 신청 

심사 과정 중 요청자에 한해 과몰입(과용) 상담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음

- 센터에서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자기제한 현황 협약사(3사) 통합> (기간 :’17.02.∼’17.11.)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자기제한 1 0 7 11 21 12 16 9 21 18 116

타인제한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 0 7 11 21 12 16 9 21 18 116

4)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 관계 규정

제6조(모니터링) ①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제재기준

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제공업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적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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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항목별 설명>

○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 알선 광고

- 웹사이트, SNS, 게임 내 쪽지나 채팅 등을 이용한 게임머니 거래 광고 행위

- 기타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를 알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

○ 비정상적 게임이용 행위

-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조직적으로 승패 등을 조작하는 행위

- 비정상적 형태(예, 승률, 전적 등)의 게임이용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 이벤트용 쿠폰, 무료 게임 아이템 등을 비정상적 형태로 수집‧이용하는 행위

○ 부정결제

- 모바일오픈마켓 결제취소(어뷰징)를 통한 부정 ‧ 불법 결제행위

- 타인명의의 결제수단을 도용하여 결제하는 행위

○ 감독사항 

-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사업자의 모니터링 실시 여부

-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실시 여부 

○ 평가

- 센터가 마련한 비정상적 이용행위(짜고치기, 해킹, 불법프로그램 이용, 결제 

도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재기준을 운영정책에 적용ㆍ시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제재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보호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가이드

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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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재 현황 협약사(3사) 자료 통합> (기간 :’17.02.∼’17.11.)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게임아이템

거래 알선 

광고

6,172 4,922 4,096 4,744 4,319 4,171 3,536 3,420 2,044 1,368 38,792 

비정상적 

이용행위
23,301 32,004 35,614 6,396 8,380 7,193 9,296 9,724 8,580 13,066 153,554 

부정결제 1,135 1,380 2,150 760 2,599 421 346 297 407 818 10,313 

소계 30,608 38,306 41,860 11,900 15,298 11,785 13,178 13,441 11,031 15,252 202,659 

5) 게임 과몰입(과용) 예방 및 관리 

○ 관계 규정

제7조(게임과몰입 예방 및 관리) ①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시간, 결제금액, 제재이

력 등을 고려하여 게임과몰입 위험군 설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각 위험군에 대해 경고, 이용내역 통보, 이용차단 조치 등의 단

계별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의의

- 게임 과몰입(과용) 위험군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ㆍ이용자 패턴에 따라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해당군에 

대한 관리 및 조치하는 것을 권장함

<위험군 분류 조건 예시>

·1단계 그룹A(경고) : 이용시간 및 행태가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다소 자기

관리가 필요한 상태

·2단계 그룹B(내역알림) : 이용시간 및 행태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자기관리가 

필요한 상태

·3단계 그룹C(자가테스트) : 이용시간 및 행태에 대한 자기관리 및 조정이 필요

한 상태

·4단계 그룹D(이용정지) : 과용 고위험군으로 과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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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사항 

- 게임 과몰입 위험군 설정기준 마련여부

- 각 위험군에 대한 경고, 이용내역 통보, 이용차단 조치 등 단계별 예방·관

리계획 수립·시행여부

○ 평가

- 게임 과몰입(과용) 위험군 선별을 위해 게임 이용시간 및 판수, 구매금액, 

손실한도 제한 등 여러 가지의 조건에 근거하여, 총 4단계의 위험군 분류와 

그에 따른 단계별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정 되었으며 센터의 관리ㆍ감독 

받고 있음

- 2017.02.부터 위험군 선별을 통해 단계별 이용자보호조치가 진행 중이며, 매월 

평균 약 1,500명의 이용자가 이용자보호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되고 있음

- 위험군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①경고, ②내역알림, ③자가테스트, ④이용

정지 총 4단계로 관리하고 있어 단계별로 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청 시 센터와 협약한 중앙대학교병원 ‘웹보드

게임 과몰입힐링센터’에서 상담·치료 안내 및 지원하고 있음

<이용자보호조치 현황 협약사(3사) 자료 통합> (기간 :’17.02.∼’17.11.)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경고 1,434 1,230 915 1,049 947 1,029 1,222 1,171 1,078 1,042

내역알림 0 447 375 315 253 278 296 299 310 258

자가테스트 0 0 164 149 113 93 93 91 97 74

이용정지 0 0 0 11 11 14 14 14 14 14

합계 1,434 1,677 1,454 1,524 1,324 1,414 1,625 1,575 1,499 1,388

※ 1단계(경고) ~ 3단계(자가테스트)의 경우 분류조건에 따라 단계 이동이 가능하지만 4단계(이

용정지)이용자의 경우 단계이동이 불가하며, 1년간 이용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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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 관계 규정

제8조(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①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민원처리 및 분

쟁조정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게임제공업자는 민원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피해구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

하여 관계기관의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민원과 관련하여 이용자보호기구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의의

- 게임제공업자는 민원상담을 위해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접수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독사항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수립여부

- 민원 및 분쟁조정 요구 발생여부

-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여부

<민원유형>

○  게임 이용정지 관련

 - 이용자 간 욕설, 비방 및 불건전한 프로필사진 게시 등의 행위

 - 운영자나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게임 어뷰징 행위 (예, 짜고치기, 결제취소, 승부조작 등) 등

○ 게임이용 관련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불만 (예, 승부조작 의심, 타 이용자 불법행위 의심 등)

 - 강제 게임종료 등의 비정상적 접속해제에 대한 불만 등

○ 게임상품 결제 관련

 - 아이템 구매‧사용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요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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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센터를 통해 마련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었고 그 

절차에 근거, 협약사는 이를 참고하여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민원상담을 위해 유선전화, 홈페이지 접수 등 다양한 민원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현황 협약사(3사) 자료 통합> (기간 :’17.02.∼’17.11.)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계정정지 4,105 4,178 3,605 4,310 3,615 3,314 3,485 2,899 2,595 4,356 36,462

이용불만 1,638 1,724 1,745 2,046 2,012 1,986 1,729 1,755 1,390 1,705 17,730

결제 42 99 92 53 37 34 27 35 15 25 459

소계 5,785 6,001 5,442 6,409 5,664 5,334 5,241 4,689 4,000 6,086 54,651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기관민원 3 4 3 9 3 3 1 1 4 8 39

7) 이행실적보고  

○ 관계 규정

제9조(이행실적보고)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별 1회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 및 이행실적  

2. 게임과몰입 예방‧관리 계획 및 이행실적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실적   

4. 정기적인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계획 및 이행실적   

5. 기타 관계기관이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 의의

- 게임제공업자가 이용자보호방안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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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사항

- 이행실적보고 여부

○ 평가

- 센터에 의해 각 ①사업자의 모니터링 계획 및 이행실적 ②게임과몰입 예

방‧관리 계획 및 이행실적 ③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실적 ④

정기적인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계획 및 이행실적 등 센터에서 매월 발간

하는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를 통해 관계기관에 보고되고 있음9)

8) 이용자보호방안의 평가 및 보고  

○ 관계 규정

제11조(보호방안의 평가 및 보고) ① 게임제공업자는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보호방안의 수립 ‧ 시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기구는 전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이행 게임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의의

- 보호방안의 외부평가

 ‧ 게임제공업자는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보호방안의 평가를 의뢰하

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 보고해야 함 

 ‧ 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함 

○ 감독사항

-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보호방안의 수립‧ 시행 실적 평가여부

-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결과고지 여부

- 우수 이행 게임제공업자 선정

9)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 통권 제1호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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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이 부분은 진행되지 아니함. 다만 이는 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9) 그 외 : 자문위원회 운영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게임이용자보호센

터는 설립초기부터 센터장을 포함 총 10명의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문위원은 의사,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

정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문위원회는 ’17.11. 기준으로 총 119건의 

안건(자문위원회 59건, 분쟁조정분과 33건, 모니터링분과 27건)을 심의하였

음10)

라. 총평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시행령 [별표 2] 제8호 사목에 따른 이용자보호방안 

수립규정에 따라 마련된 이용자보호방안(제공업자의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게임 

과몰입 예방 및 관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며 사업자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는 향후 점검이 필요함

한편 이용자보호방안이 준수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용자보호 효과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그 산하 게임물관리위원

회의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평가가 따라야 할 것임

10) 이용자보호방안 운영보고서 통권 제9호(’17.11.) 1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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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대한 외부의 평가

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활동에 대해 어떤 평가도 제시한바 

없는 것으로 보임.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환전 등을 합동 단속하고 있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환전 행위와 관련

하여 지속적으로 신고 및 조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센터의 활동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11)

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평가

센터 출범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ㆍ한국게임산업협회 환전사이트 접수 현황

과 관련 2010. ~ 2014.까지 환전사이트가 4,878건(연평균 979건) 신고되었

지만 2015. ~  2017. 6건(연평균 2건) 감소하고, 웹보드게임 관련 민원 중

의 핵심인 이용자의 이용제한(자기제한), 운영정책 불만(패조작, 게임머니회

수 등), 결제 관련, 도용 등 민원이 2015. ~ 2017.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3건, 2016. ~ 2017. 센터로 16건만 접수되는 등 현저히 감소하여 센터의 

이용자보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12)  

다. 학계 등 

한국외국어대 소비자법센터에서 “자율규제기구인 GUCC가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이용자보호기구로 규정되어 그 설립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율규제기구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이드라인

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형식적으로 갖추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집행력

을 제대로 행사하고 강력한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지가 본 기구

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음13)

11) 게임물관리위원회, 2차 웹보드협의체 4차 회의 자료(발췌), 2017.
12) 한국게임산업협회,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 재검토 시 고려사항,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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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향후 과제 

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에 기여한 정도 지속적인 점검

센터의 활동이 어느 정도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보호에 기여하

는지 면밀한 점검 필요. 결국 센터가 여기에 기여하지 못 한다면 센터의 존

속 가능성 문제 대두될 수 있음

 

나. 협약사(3사) 외의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 준수 견인

현재 센터는 웹보드게임 3사와 이용자보호방안 운영에 관한 협약이 되어 있

음. 협약되지 않은 웹보드 게임사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끌 필요 있음

다. 센터활동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제도로 발전모색

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의 일환이고 궁극적인 지향은 자율적으로 이용자보호

를 철저히 하여 법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 

라. 표준화, 인증시스템으로 발전 

센터의 활동방식을 표준화하고, 인증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

마. 다른 게임물에 대한 자율관리모델로 확대 

웹보드게임물을 넘어 일반적인 온라인, 모바일 게임물에 책임게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율관리 모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13) 이병준, 자율규제기관인 GUCC와 자율규제로서의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한계,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GUCC를 통한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함의' 토론회 
자료집,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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