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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체험형 게임기인 닌텐도 (Wii)의 출시로 인해 온라인 게임 심의 게임시장에 

새로운 콘솔에 한 국내 게임 유 들 에서 주요 계층인 20 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토론방

식을 통하여 어떠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게임 콘솔를 통해 체험형 게임에 한 우리나라 게임유 들의 선호도를 악하여 새로

운 게임 형태의 게임 개발에 기 연구로서 도움이 되리라 기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domestic game users preference for physical 

interactive game consol-Nintendo Wii. The on-line game is the biggest share in korean 

game market and the 20's is the laregest generation in domestic game users. We 

conducted the surveys and group discussion to find out how the 20's game users prefer 

the new console and new type games. I hope the result of survey will assist the 

development of new game console and new game type. 

Keyword : physical interactive game(체감형게임), Nintendo Wii(닌텐도 ), game preference 

(게임 선호도)

※ 본 연구는 2008년도 동서울 학 산업기술연구소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게임 기획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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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온라인 게임 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게임 산업

에 2008년 4월 이미 해외 게임기 매시장에서 높

은 매율을 보이고 있던 닌텐도(Nintendo)사의 

(Wii)가 출시되면서 많은 게임 계자와 게임 유

들의 심을 모았다. 기능성게임의 분야 에 하

나인 체감형 게임기의 출시는 국내 게임문화와 산

업에 여러 가지 정  기 를 가지게 했다.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국내 게임시장은 온라인 게임 

심의 불균형 인 구조로 새로운 차세  게임의 형

태와 장르 개발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에서 체험  기능성 게임은 균형 인 구조

로의 환의 계기로서 가장 기 되는 분야 에 

하나이다. 한 게임 문화에 있어서는 게임의 부정

인 면과 역기능  부분만이 부각되고 사회 인 

이슈로 비추어지는 게임 문화에 한 이미지를 보

다 순기능 이고 정 인 이미지로의 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능성 게임이라 생각

된다. 이 연구는 닌텐도 의 출시로 체험  기능

성 게임에 한 사회  심이 높아가고 해외에서

는 높은 매율과 성공을 이룬 콘솔게임이 과연 

국내 게임 유 들에게는 어떠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국내 실에 맞는 체험형 

콘솔의 개발에 기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 연구의 목

세계 비디오(콘솔) 게임기 제작업체의 ‘빅3’ 에 

하나인 닌텐도(Nintendo)에서 2006년 말에 

(Wii)라는 게임 콘솔을 출시하 다. 남녀노소 구

나 즐길 수 있는 게임기라는 모토로 내세우며 닌

텐도 (Wii)는 게임 산업에 정 인 방향을 제시

하 다. 이러한 닌텐도사의 목표는  세계 비디오 

게임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독창성을 인정받았

고 많은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높은 

매고를 올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게임시장

에 출시가 된지 2년이 지나고서 출시를 하 다[1].

세계 게임 산업과는 조 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게임문화에 과연 닌텐도 (Wii)

가 어떠한 모습으로 게임유 에게 다가가 자리를 

잡아 갈 건지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림 1] 2009년 5월 전 세계 게임기 판매현황  

(출처:VGChartz.com)[2]

온라인 게임에 집 되어진 우리나라 게임유 들

에게 새로운 컨트롤러의 등장과 감성  체감형 게

임기의 기능과 무선 인식이 자유로운 형식의 다양

한 게임 타이틀들에 해 과연 어떠한 반응을 가

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주류 세 인 20  연

령층의 새로운 차세  콘솔 게임기인 닌텐도 

(Wii)에 한 선호성과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론  고찰

2.1 국내외 게임 산업

‘2009년 한민국 게임백서 요약본’에 따르면 

2008년도 국내 게임시장은 년에 비해 9.0% 증가

하 고 분야별 시장 유율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체 게임시장의 48%를 유하고 PC방이 체의 

34.4% 시장 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

인 상승세를 보이는 온라인 게임과 PC방의 유

율은 컴퓨터를 랫폼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우리나

라 게임시장에서 체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편향 인 모습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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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8년 국내 게임 분야별 시장 

점유율(자료:문화체육관광부)

반면에 2007년의 세계 게임시장의 랫폼별 5  

게임의 유율을 보면 비디오게임이 48.7%를 차지

하면서 가장 큰 유율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게임

은 7.6%으로 아 이드 게임 다음으로 세 번째 순

의 유율을 보인다. 이러한 세계 게임시장의 모습

은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2007년 세계

시장의 특징을 보면 닌텐도 (Wii)의 출시에 따른 

게임 업계의 도 변화를 통해 닌텐도 (Wii)의 

성공은 차세  콘솔 시장의 차세  비디오 게임기

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

가한다[4].

2.2 체감형 기능성 게임

기능성 게임은 미국에서는 ‘Serious Games'라

고 불리는 것으로 2008년 한민국 게임백서의 정

의에 따르면 게임  요소 외에 특별한 목 을 갖

는 게임으로 주로 교육 , 치료 , 훈련의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게임이라 한다. 기능성 게임의 분야는 

게임 활용 목 에 따라 교육용 게임, 심리게임, 치

료게임, 건강게임, 군사훈련/시뮬 이션 게임, 홍보

용 게임, 그리고 기타분야로 분류하 다[5].

이러한 기능성 게임들 에서도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으로 몸을 움직여서 동작을 통해 게

임 이를 하는 체감형 게임들이 있다. 특히 닌

텐도 (Wii)의 게임타이틀들 에는 이러한 체감

형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체감형 

게임들은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정 인 게임 

이에서 동 인 게임 이로의 환을 통해 게임

을 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발달에 도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체감 게임의 경우

에는 규칙 인 게임 이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가져와서 다이어트의 효과까지도 기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다.

2.3 닌텐도 (Wii)

본격 인 모션 센서 기반의 체감 게임 시장에 

2006년 일본 닌텐도사는 (Wii)를 출시하면서 기

존의 콘솔 게임에 한 새로운 흐름의 변화를 가

지고 왔다. 기존의 게임기들과 게임타이틀들은 게

임 유 들을 상으로 화려한 성능이나 그래픽을 

배경으로 복잡한 게임의 스토리와 명령어들로 게임

을 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

다. 이러한 게임 유 들이 다수인 게임시장에서 

닌텐도사는 비(非)게임 유 층인 여성과 장년층

에게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는 게임체계를 마련

하 다.

  

[그림 3] 닌텐도 위(Nintendo Wii)와 DS 

3. 본  론

3.1 설문구성  작성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설문지 조사와 토론에 의

해서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을 한 내용은 먼  

1차 설문지에 반 인 게임에 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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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 설문지 질문 항목들

1차 설문지 질문항목

1.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 련 항목

2. 게임 장르에 련 항목

3. 게임 랫폼 련 항목

4. 게임 타이틀 련 항목

5. 게임 요소에 련 항목

각각의 항목들에 한 질문들은 선호성과 소유

여부, 재 상황과 미래 상황 등으로 질문들이 

련 항목에 하여 구성되어졌다. 1차 설문조사는 

일반 인 게임유 로서의 성향들을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기본 이면서 반 인 사항들에 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2차 설문지 작성은 보다 구체 인 닌텐도 

(Wii)에 련된 질문으로 구성하 다.

[표 2] 2차 설문지 질문 항목들

2차 설문지 질문항목

1. 닌텐도  구매  이미지 련 항목

2. 닌텐도  사용성 련 항목

3. 닌텐도  게임타이틀 련 항목 

2차 설문 상자들은 닌텐도 (Wii)의 경험 유

들로서 직 인 련 질문들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첫 번째 항목들에서는 닌텐도 (Wii)에 

련되어서 구체 으로 구매동기나 만족감, 흥미도에 

해 설문하 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체험형 게임

으로서의 닌텐도 (Wii)의 컨트롤러에 련되어진 

사용성, 이용 횟수, 만족도에 련하여 설문하 다. 

마지막 항목에서는 게임타이틀에 한 만족도나 호

감도, 선호 게임 장르에 련되어진 설문으로 구성

했다.

3.2 설문 상  자료 수집

실험 상에 한 선정은 게임의 주요 계층인 20

 연령층을 상으로 하 다. 선정 이유로는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하는 주 연령층이 10 와 

20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에서도 게임타이

틀이나 게임기에 한 구매 능력이 보다 나은 20

를 상으로 하 다. 둘째, 게임을 즐기는  20  

연령층은 일반 으로 10  반부터 게임에 해

본 연령층으로 게임에 한 근성과 친 도가 10

보다는 높다고 단하여 선정하 다. 설문에 답

해  참가자들은 총 116명으로 모두 20  연령층 

이 고 참가자들  최고 연고자는 27세 으며 최

고 연소자는 20세 다. 게임그래픽디자인 공학생

들과 애니메이션 공학생들로 게임에 한 문

가 집단으로 1차에는 설문지 방식으로 2차에서는 

1차 설문지에 의한 선별 상자들에게 2차 설문지 

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3.3 설문 결과  분석

먼 , 참가 상자들의 성비는 남성이 67%로 

공별로는 게임그래픽 공 학생들이 60%를 이루었

고 여가활동으로서의 게임을 하는 상자들은 80%

로 반 인 설문 상자들은 문가로서 생각되

어지는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단되었다.

[그림 4] 설문 대상자들의 구성 분포

1차 설문에 한 결과를 살펴본다면 먼  하루

에 평균 게임을 하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답변한 

참가자들은 체의 72%로 가장 큰 비 을 나타내

고 있었다. 직업이 학생인 참가자들이 평일에는 게

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게임을 즐기

는 여가 활동은 주말에 집 으로 나타났다. 그러

한 이유로 본다면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은 상보

다 은 시간이지만 집 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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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을 고려한다면 주말의 하루정도는 하루 내내 

게임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게임 이 

시간에 한 패턴은 즐겨하는 게임이 몰입성이 높

은 게임 주로 하고 긴 시간을 할여할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 

차 설문에 나온 닌텐도 (Wii)에 한 항목에서는 

한달에 한두번 한다는 답과 거의 안한다는 답

이 같이 38%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일 

게임을 한다는 20 들에게 닌텐도 (Wii)는 콘솔 

소유자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5] 게임여가시간과 중독여부

[그림 6] 닌텐도 위(Wii)의 사용 관련 

그러나, (Wii)에 한 선호성에 련되어진 항

목에서는 사용빈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7] 위(Wii) 사용성 관련

(Wii)에 한 만족감은 57%로 나타났고 이러

한 결과는 게임타이틀이 차별화되는 컨트롤러로 인

해 숙달 난이도와 게임타이틀에 한 게임 난이도

가 20  연령층에게는 무 쉽다는 것이다. 78%가 

쉬운 난이도로 그러나 흥미도에 있어서는 재미있다

는 평이다. 이러한 결과는 색다른 감성  체험형 

게임에 한 흥미는 높지만 난이도가 낮은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고 사용의 빈도수가 격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된다. 난이도가 낮은 게임들은 

게임유 에게 목표 달성에 한 기 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독성이 낮아진다. 

[그림 8]  위(Wii) 게임 타이틀 관련 I

(Wii) 게임타이틀은 구매한 타이틀들과 즐겨

하는 게임타이틀과 장르들이 모두 스포츠게임 장르

의 타이틀들이었다. 닌텐도 (Wii)가 체험형 게임

기로서 효과 인 체험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콘

솔이므로 스포츠 게임을 가장 선호할 수 있고 만



26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체감형 콘솔에 한 국내 게임유 들의 선호도 분석_닌텐도 (Wii)를 심으로 ―

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르라고 단되어진다.

[그림 9]  위(Wii) 게임 타이틀 관련 II

그러나 게임타이틀에 해서는 만족도가 38%로 

만족스럽지 않다와 보통이다에 비해 낮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만족하는 부분과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같이 체험  게임과 이 방식이라고 답했

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답은 닌텐도 (Wii)의 

다른 게임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 장 이 되면서 

단 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체험 인 형식의 게

임들이 처음에는 새롭고 흥미로워서 게임을 즐기게 

되지만 이러한 체험형 게임들은 쉬운 게임의 난이

도로 인해서 몇 번의 게임 이를 통해서 게임

에 한 흥미도가 격이 떨어지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닌텐도 (Wii)와 게임

타이틀 구매자들로서는 만족도가 떨어지게 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한 컨트롤러에 한 항목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체험형 게임을 한 닌텐도 (Wii)의 컨트롤러

에 한 만족도는 만족스럽다는 답이 46%로 나

타났고 만족스러운 이유로 다른 게임기들과는 차별

되는 디자인과 사용성에 있다고 답했다. 그와 반

로 불만족스러운 으로는 게임 타이틀에 따라서 

경우에는 다양한 컨트롤러 구매에 한 부분들이 

74%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 다. 이러한 부

분들은 구매에 한 큰 부담감은 게임 타이틀에 

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기에 해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사용빈도가 낮아지

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위(Wii) 컨트롤러 만족도 관련

4. 결 론

세계 게임시장 규모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콘솔)게임시장에 새로운 게임기의 출

은 세계 으로는 높은 매량을 보인 닌텐도 

(Wii)가 게임 시장에 활기를 보 다. 국내에서는 2

년이 지나서 한국 닌텐도사에서 기존에 있는 비디

오(콘솔) 게임기와는 차별화 되는 체감형 (Wii)

를 출시하면서 비디오 게임 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상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닌텐도 (Wii) 출시 1년이 지난 

시 에서 우리나라 게임 유 들 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  연령층을 상으로 

반 인 선호 경향에 하여 설문조사 방식과 토론 

방식을 통하여 결과를 유추해 내었다.

먼 , 결론 으로 보면 우리나라 20  연령층은 

닌텐도 (Wii)와 같은 체험  게임기에 한 호기

심은 있지만 구매를 이끌어 낼 정도의 심과 열

의는 가지지 않다고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온라인 게임을 주로 즐기는 

20  연령층은 닌텐도 (Wii)의 게임들이 체험형 

으로 신선하기는 하지만 쉽게 질리는 경향이 있다

는 평이다. 이유로는 게임들이 무 쉽다는 것이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낮

다는 것이다. 특히나 RPG 게임 장르를 가장 즐겨

하는 이 연령층에게는 (Wii)의 베스트셀러들인 

게임 타이틀들이 스포츠 장르인 것도 원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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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령층이 즐겨하는 게임

들인 스타크래 트나 WoW 와 같은 게임들과 Wii

의 베스트셀러 게임들을 비교해보면 그래픽, 게임 

방식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 의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물론 닌텐도사에서는 처음부터 (Wii)를 출

시하면서 게임의 비주류 게임 유 층을 새로운 소

비자로 끌어들이겠다는 략을 내세웠다. 이 연구

의 한계 의 하나인 선정 상이 주 게임 유 층인 

20  연령층으로 한정되었다는 은 있다. 차후 비

주류 게임 유 층을 상으로 하는 선호도와 함께 

이와 련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Wii)에 한 

평가와 국내 게임 산업에서의 향 등의 심층 인 

분석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주류 게임 

유 층의 심과 소비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비주

류 게임 유 들에게까지 얼마나 향력을 이끌어 

낼 것이고 국내 게임산업에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상되어 진다.

둘째로는 닌텐도 (Wii)를 구매하여도 다른 게

임기와 비교해 볼 때 게임 타이틀들의 수가 

하게 낮다는 에서 (Wii)를 방치하게 되는 상황

으로 만들게 된다. 닌텐도사는 모든 타이틀의 한

화 정책을 고수하므로 해외에서의 개발되어진 수많

은 (Wii)용 게임 타이틀들의 한 화 작업에 잖

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인터넷을 통해 빠른 정보력

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층에게는 닌텐도 

(Wii)에 한 불만감과 심이 멀어지게 하는 원

인이 되고 있다. 

에서 언 되어진 두 가지 원인들이 닌텐도 

(Wii)가 출시 1년이 지난 시 에서 새로운 콘솔에 

있어서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 으나 설문 결과에서 

우리나라 국내 비디오(콘솔)시장을 넓히기 해서

는 새로운 해결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국제 게임시장과는 다른 모습

을 보이는 국내 게임시장에 합한 비디오(콘솔)게

임기의 개발을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하다고 본

다. 닌텐도사가 추구하는 남녀노소를 아우를 수 있

는 게임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방향처럼 국내 

게임업체에서도 기업마인드를 통해 게임 산업을 이

끌어 편 되어진 게임 유 층이 보다 폭넓게 확보

되어지고 한 다양한 게임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지는데 이연구가 기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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