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의 플레이가 시작됐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게임 소비층을 사로잡는 핵심 방법
지난 5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전형적인 게이머’의 프로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임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스토리라인의 폭이 넓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 게이머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oogle이 시장조사 전문 기업 니코 파트너스(Niko Partners)와의
제휴를 통해 조사하여 제공하는 아시아의 게임 시장에 관한 
인사이트 첫 번째 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통해
진화하는 게임 시장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고객층인 
여성 게이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 세계 게임의 중심지 아시아
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비디오 게임 팬덤 현상을 이끌어왔습니다. 
2019년 아시아에서의 수익은 전 세계 게임 총 수익 중 거의 절반(48%)에 이릅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고 게임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게임의 몰입도는 높아지고 
대중의 접근성은 향상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게이머의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성장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게이머 수는 
남성 게이머 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모든 주요 시장에서 
게임 분야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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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글로벌 게임 시장 수익

1,450억 달러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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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게이머 규모 전년 대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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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여성 게이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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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 게이머들이 사용한 플랫폼
한때 PC와 콘솔 게임이 지배적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광범위한 모바일 접근성으로 인해 

더 많은 게이머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여성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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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7천3백만총 합계*
모바일*복수 플랫폼 게임 사용자들은

중복 집계

여성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및 다양한 장르 및 타이틀 덕분에 
모바일 게임이 자연스럽게 점점 많은 사용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 게이머들은 모바일 게임 매출의 35%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은 3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여성 게이머들의 지출액

중국

PC 게임

모바일 게임

$44억
$66억

여성 게이머들의 소비 중 60%는 
모바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바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여성 게이머의 수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는 콘솔보다 50배 이상, 
PC보다 2배 이상의 여성 게이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마케터들을 위한 Tip

여성 게이머들의 접속 시간 늘리기 
여성 게이머들은 좋아하는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 면에서 독특한 성향을 보입니다. 
전체 남성 게이머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8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반면.
대부분의 여성 게이머들(60%)은 주당 최대 7시간 동안 게임을 즐깁니다.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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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게임 지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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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게이머들은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전략적 게임 플레이와 다양한 캐릭터 옵션을 
특징으로 하는 치열한 하드코어 타이틀, 
특히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MMORPG)과 
애니메이션, 코믹, 게임(ACG) 뿐만 아니라 
다중 접속 대전 게임(MOBA), 슈팅 게임을 선호합니다.

여성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게임 장르 
여성 남성

퍼즐 SLG
(전략

시뮬레이션)

TCG
(트레이딩
카드 게임)

RPG
(롤 플레잉 게임)

MOBA 슈팅배틀로얄 레이싱 타워 
디펜스

시뮬레이션 카드 액션 카지노

16%

12%

8%

4%

0%

18%

여성 게이머들을 성공적으로 유입해 참여시킨 "음양사(Onmyoji)", 
"아이 러브 니키(Miracle Nikki)"와 같이 적어도 50%의 여성 게이머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몇몇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강력한 전략 요소, 전통미를 담은 스타일과 디자인, 다양한 캐릭터와 줄거리
같은 인기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케터들을 위한 Tip

여성 e스포츠 선수와 팬덤 
점점 더 많은 여성 게이머들이 
e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와 여성 게이머들의 리그가 
세계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과 중국에서는 특히 여성 e스포츠 팬들이 
게임 분야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Belletron
인도네시아 최고의 여성 e스포츠 단체

Asterisk
세계 최초의 여성 "DotA"팀

스포츠 게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여성 게임 단체

중국 여성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 비율

중국 여성 소비자들의 게임 지출액 증가 비율

아시아 최고의 여성 e스포츠팀

Female Esports League(FSL) 
동남아시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전용 독립 스포츠 리그

Callisto Gaming 
2019년에 설립된 여성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단체

Girls HK by Logitech  
2012년에 설립

Bren Female 
2019년도 FSL 모바일 
레전드 토너먼트 3위

e스포츠는 기회로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여성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게임은 더 많은 여성 라이브 스트림 시청자와 
더 많은 여성 팬들을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광고주에게 투자 가치가 높아집니다.

마케터들을 위한 Tip

전 세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택 생활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게임 시간 급증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4월에 아시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서 게임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 게이머들에게 미친 영향

집에서 보내는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 게임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솔모바일 PC

콘솔 모바일 PC

97.9% 96.8% 89.9%

78% 69.2% 63.8%

여성 게이머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게임 시장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유저층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서 게임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게임 시장에서 그들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을 공략할 방법을 재고할 때입니다. 
새로운 기능 구현, e스포츠 토너먼트 후원, 다양한 인재 고용, 신작 개발 등으로 
여성 게이머들을 사로잡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성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바일을 
우선으로 한 경험 계획하기

점점 더 많은 여성 팀과 
리그가 경쟁하고 있는 
e스포츠 커뮤니티 활용하기

여성 게이머가 선호하는 
스토리 라인, 캐릭터 옵션 및 
고유한 게임 플레이 요소 추가하기

여성 게이머의 관점과 선호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다양한 팀 구성하기

여성 게이머들을 사로잡는 4가지 핵심 방법

Sources
1  Google/Niko Partners, “Level Up: A Guide to Succeed in Asia’s $70B Gaming Market,” June 2020.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



